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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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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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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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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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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Vol.1 COMMON FAC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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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Vol.1 COMMON FAC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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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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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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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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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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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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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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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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Vol.1 COMMON F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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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편 >

Vol 2. The Clothing Part

제 1 장 의류시장환경분석

●

제1절 의류산업 시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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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류산업 중소기업 현황

●

제3절 의류산업 마켓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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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류산업 소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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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시장환경분석

제1절 의류산업 시장환경
1. 의류산업의 개괄
가. 정의
○ ‘의류’란 사람의 몸에 걸치는 여러 가지 옷의 총칭을 뜻105.하는 것으로, 의복은 물론이고
구두, 벨트, 스카프 등의 관련 악세사리도 포함된다. 인간의 삼대요건인 ‘의(衣), 식(食),
주(住)’를 구성하는 하나로써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해왔으며, 현재 신체를 보호하
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자신의 외적 미, 개성,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 나아가 IT 기술
이 접목되어 건강관리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상품까지 출시되고 있다.

나. 의류산업의 역사
○ 국내 의류산업의 역사는 크게 형성기(1910-1950년대), 성장기(1960-1980년대 초기), 성
숙기(1980년에 중반 이후)로 구분된다. 6.25 전쟁직후 국가가 황폐해진 가운데 노동집약
적 산업인 염직업, 의류업은 대표적인 경제 부흥책으로써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었으며,
1970년 이후 노동력이 풍부한 산업구조의 특성에 힘입어 섬유산업이 국가의 기간사업으
로 발전을 이끌었고, 특히 이 시기 기성복 체제가 도래하며 패션산업이 본격화되어 이
당시 OEM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삼성물산, 반도(LG패션의 전신), 코오롱 등의 대기업의
시장 진출도 활성화 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올림픽 개최와 국민소득 증가의 영향으
로 기성복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 다양한 의류회사가 설립되었다.106.

○ 그와 같은 추세는 연대별

105. 패션전문자료사전(네이버)
106. 이희정, Methodology Report - 의류(패션, 의류제조), 한국기업평가, 2014.03.14, p. 5.(http://www.ra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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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보아도 뚜렷이 확인
할 수 있다. 형성기의 상
표 출원은 5,000건 미만
으로 매우 저조하나, 60
년대 약 23,980건에서 70
년대에는 3배가 높은 약
65,417건이

출원되었으

며, 80년대에 이르러 전
년대 대비 4배가 높은 약

< 표 26 >

연대별 의류 출원 및 등록 건. 출처 : 키프리스

252,602건이 출원되었고 이후 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3배(약 653,342), 2배(약
1,303,690)가 높게 출원이 이루어 졌다.

다. 의류산업의 구조
○ 의류산업의 구조는 제품의 생
산 및 판매흐름에 따라 섬유
및 직물을 제조하는 1단계,
의류 제품을 제조하는 2단계,
소비자에게 제품이 도달되는
3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 주
요 산업에는 섬유 및 직물산
업(1단계), OEM·ODM 산업(2
단계), 유통산업(3단계) 등 이

< 표 27 > 의류산업의 구조

해당되며, 패션산업은 의류 제품의 기획, 디자인, 원단 구매, 생산, 홍보, 유통 등의업무
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2단계와 3단계에 모두 속하고 있다.107.

라. 시장의 구성
○ 의류는 복종별로 크게 남성복, 여성복, 캐주얼, 스포츠, 유아동복, 내의, 잡화와 같이 7가
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복과 여성복, 정장시장과 캐주얼 시장, 스포
츠 시장과 캐주얼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며 과거 전통적인 복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
다.108.

107. 앞의 리포트.
108. 앞의 리포트,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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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스포츠

유아동복

이너웨어

패션잡화

수입컨템포러리

수입컨템포러리

베이직

스포츠의류

유아

내의

수입제화

커리어

남성정장

스타일리쉬

골프의류

토들러

란제리

기성제화

캐릭터

캐릭터캐주얼

유니섹스

아웃도어

아동

캐주얼/스포츠

살롱화

영캐릭터

비즈니스캐주얼

진

프라틴

수입이너웨어

컴포트슈즈

영캐주얼

타운캐주얼

수입핸드백

SPA

트래디셔널

수입브릿지

어덜트캐주얼

중저가캐주얼

자료 : FASHION RETAIL&MARKETING(장은영, 2013)

< 표 28 > 패션시장의 구성

2. 의류산업 업계동향109.
가. 전체적 시장동향
○ 의류산업은 국내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국내 GDP 성장률, 민간소비
증감률 등 주요 거시지표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
수의류시장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세에 따라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11
년 이후 경기둔화에 의한 소비심리위축으로 매년 성장률이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다.

< 표 29 > 패션산업의 규모추이

나. 복종별 시장동향
○ 최근 의류시장의 복종별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전통적 강자였던 여성복, 남성복 비
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캐주얼(SPA 포함), 스포츠(아웃도어, 골프 포함), 잡화의 비중
109.
이희정,
Industry
Credit
2-3.(http://www.rating.co.kr)

Outlook

–

2015년

산업전망/내수의류,

한국기업평가,

2014.12.19,

pp.

104
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여행, 등산, 캠핑 등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
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캐주얼 아이템(SPA, 스트리트 패션), 패션 잡화 등을
통해 자신의 패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복종별 성장성이 상이해
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
○ 캐주얼 부문은 국내 캐주얼 브랜드뿐 아니라 동대문 기반의 온라인 기업, 글로벌 SPA 브
랜드 등이 포함된다. 캐주얼 부문 비중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쇼핑의 편리함과
합리적인 가격대를 강점으로 글로벌 SPA 브랜드 및 온라인 기반의 브랜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국내 캐주얼 브랜드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위축되고 있는 모습으로 독특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유한 기업만이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다.
○ 스포츠시장 내 한 축인 아웃도어 시장은 2013년의 시장규모가 6.9조원(성장률: 25.1%),
2014년 시장규모가 8조원(성장률: 16.0%)으로 추산되는 등 타 복종 대비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대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경쟁심화에 의한 할
인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의류시장에서
는 브랜드력이 매우 우수한 글로벌 브랜드의 한국법인을 중심으로 우수한 실적을 실현하
고 있다.
○ 유아동복시장은 구조적인 저출산 기조로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SPA 및 아웃도어
브랜드의 아동복 라인 런칭으로 시장이 일부 잠식되었고, 주고객층인 3~40대 여성층의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 직구 이탈로 유아동복 전문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다.
○ 내의시장은 유니클로 등 SPA 의 이너웨어 확장과 아웃도어의 기능성 내의 확대로 타복
종의 내의업계 잠식이 지속되었다. 기존 내의업체 중에서는 홈쇼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업체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리점을 주요 유통채널로 전통적인 국내 브랜드를 전개
하였던 상위 업체들의 경우 외형 위축이 심화되었다.

3. 상표 출원동향
가. 전체 출원 건 중 출원동향 추이
○ 의류산업은 전체 상표 출원 건수 320,741건 중 등록 129,762건, 거절 80,055건, 소멸
57,260건, 포기 37,998건, 출원 9,610건, 공고 5,248건110.으로 약 40%의 등록률을 보
이고 있다.
○ 2014년 류별 상표 출원 건수111.를 확인하면 섬유를 포함한 의류는 출원이 3번째로 높은
류인 25류에 해당하여 전체 상표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2.

110.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2015. 8. 23. 검색. 무효, 취하 건은 제외함.
111. 2014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 2015. p. 59. : 이하 상위 7위의 류부터는 그래프에서 제외함.
112. 서비스표는 통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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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전체 출원 및 등록 현황>

<2014 류별 상표 출원 건수>

출처 : 키프리스

출처 : 2014 지식재산통계연보

< 표 30 > 의류관련 상표 출원·등록 현황

○ 연대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6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매년 2배 이상 출원 건이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의류 산업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에 맞물려 출원 건 역
시 늘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연도별 출원 건수를 참고하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2008년 이후 한 해당 출원
건수는 2009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점차적으로 떨어져, 2008년 17,850건이던 출원
건이 2014년 12,562건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내수시장의 증감률 하락과 더불어 상표
출원 건의 증감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별 의류 출원 건수>

<연도별 의류 출원 건수>

< 표 31 > 의류관련 연대 및 연도별 출원 건수 현황. 출처 : 키프리스

제2절 의류산업 중소기업 현황

106
1. 전체 의류산업에서 중소기업
○ 국내 의류업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견업체가
중소업체로, 중소업체가 영세업체로 전환되면서 영세 업체 위주로 재편되었다.
○ 전국 9,0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봉제업체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종사자 20인 미만의 영세업체 비중이 95.6%에 달하였으며,
○ 종사자 5인 미만의 가족생계형 업체 비중이 76.8%에 달하고, 5~9인 사이의 가내 수공
형 업체 비중도 12.7%에 달하였다. 특히, 5~9인 업체 비중은 11년 17.7%보다 5.0%
하락한 반면, 5인 미만 업체 비중은 11년 69.2%보다 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사업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반면, 종사자 50인 이상의 중견 이상 업체 비중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중소기
업으로 전환되면서 0.8%에 불과했으며, 종사자 20~50인 미만의 중소업체 비중은 3.5%
를 기록했다.113.

< 표 32 > 국내 의류업체의 기업규모별 업체수 및 종사자수.

○ 절대 다수의 영세업체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사업체구분
별 의류산업체수를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사업체중 단독사업체114.는 94.3%로 본사·본
점이 1.2%, 공장·지사 등이 4.5% 인 것에 반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업체 수 역시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13. “봉제업체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013.
114. 동일 경영(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있는) 본사(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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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 2006 ~ 2013 사업체구분별 의류산업체수. 출처 : 국가통계포털.

2. 브랜딩이 필요한 중소업체 종류
가. 중소 의류제조업체
○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등 모든 복종을 망라하여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고 의류를 제조하
는 업체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 브랜딩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는 OEM 등 납품업체인 경우에도 향후 자사 브랜드 런칭을 목표로 한다면 컨셉·기업이
념·소비자를 타겟팅한 브랜딩을 미리 고려해 보아야한다.

나. 디자이너 브랜드
○ 사전에 의하면 디자이너 브랜드란 유명 디자이너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말한다.115. 디자
이너의 손끝에서 제작된 개성있고, 독특한 패션아이템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패션을 선
호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는 이상봉, 장
광효 등과 같은 지명도있는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동대문 등에 자리잡은 신진 디자이너
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과거 디자이너 브랜드는 디자이너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브랜
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네이밍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타겟과 브랜드가 매치될
수 있는지, 상표등록이 가능한 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브랜드를 창작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다. 온·오프라인 소호(SOHO) 브랜드116.
115. [네이버 지식백과] 디자이너 브랜드 [designer brand]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8. 25., 한국사전연구사)
116. 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소규모 자영업을 뜻하며 보통은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 덕분에 가능해진 개인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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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등에서 의류를 구매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업체를 이
른다. 제조업체는 아니나 쇼핑몰이 유명해지고 나면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 규모있는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의류 판매량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브랜딩이 필요하다.

3. 체계적인 브랜딩 전략 부족

< 브랜드 개발 경로 >
< 표 34

< 브랜드 만족도 >

> 브랜드 개발 경로 및 만족도 조사

가. 비전문적인 방법의 브랜드 개발 만연
○ 의류 관련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7월 1일부터 8월 21일자 한국의류산업협회 설문결
과 89.9%의 업체가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가 아닌 CEO 가 직접 개발(53.4%)또는 사내
임직원이 직접 개발하였거나(28%), 지인을 통해 개발(8.5%)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본인의 브랜드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2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69.1%는 만족
하지만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 5.9%는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나. 전문성이 부족한 브랜드 네이밍·디자인의 한계 체감
○ ‘귀사의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묻는 설문에 38.3%가 ‘네이밍·디자
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21.7%가 ‘상품을 연상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5.7%가 ‘경쟁사와 비슷하여 차별화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 외로 ‘발음이 어렵
거나 좋지 않다’(10.4%), ‘업무영역을 새롭게 확장할 때 한계가 있다’(12.2%), ‘최신 트
렌드와 맞지 않다’(18.3%)로 전문적인 네이밍 전략이 없는 브랜드의 한계에 대해 체감하
고 있었다.

다. 상표권의 보호범위 지정의 차이
○ 또한 자본력이 높은 대기업은 하나의 브랜드를 여러 개의 도안으로 등록하여 유사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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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록 진입을 막고,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였으며, 또한 지정상품을 25류(의류에 해당
하는 류)만으로 한정하기보다 관련 류인 24류(섬유), 18류(가방 등)와 함께하거나, 다른
상품 류에 다양하게 지정하여 다른 제품군에서 발생가능한 브랜드 침해에 철저하게 대비
하는 반면,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등록을 받더라도 거의 25류 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0-0889839호

제40-0188786호

제40-0753419호

제40-0914033호

제40-0914034호

제40-0312522호

< 표 35 > 다양한 형태로 상표등록된 ‘빈폴’ 브랜드 네임 및 심볼

4. 중소기업의 상표권 중요성 인식 미약

○ 대기업 의류브랜드
와 디자이너 브랜드
의

상표등록

현

황117.을 검토한 결
과 국내 3개 대기업
의 상표는 모두 등
록되어있거나 출원
이 진행 중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반
< 표 36

> 대기업 및 디자이너 상표 출원/등록 현황 비교

면 디자이너 브랜드

의 경우 전체 80개중 등록되었거나 출원이 진행 중인 것은 46건, 미출원이 27건에 이르
며, 출원하였다가 거절된 건 또한 7건
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체적으로 상표를 등록(출원)한 디자이
너 브랜드는 57.5%에 그쳤고, 나머지
42.5%는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여,
< 표 37 > 개인과 기업 출원의
미등록률

디자이너 브랜드가 대기업에 비해 상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

117. 대기업은 LF(엘지패션), 제일모직, 이랜드 3기업의 잡화를 제외한 브랜드로 한정하였으며, 동일 출원인이 아니더라도 견련
관계에 있거나 라이센스 관계에 있는 기업이 권리자일 경우 출원/등록으로 인정하고, 거절된 것이 있더라도 동일한 상표가
최종 등록되었다면 등록으로 체크함. 디자이너 브랜드는 (사)한국디자이너연합회에 등록된 디자이너브랜드 중 80개의 표본
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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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274,917의 출원 건 중118. 미등록된 기업 및 개인 출원을 비교한 자료를 참조하면,
출원 건 중 106,020건이 등록되지 못하였는데, 그중 개인 출원은 62,603건, 기업 출원
은 43,417건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개인출원의 미등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이의신청 건 등록현황 >

< 의견제출통지 등록현황>

< 표 38 > 개인과 기업출원의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통지 극복 현황

○ 의견제출통지를 받는 비율은 개인이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개인이 약 319,191건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반면, 기업은 그의 31.6%에 불과한 약 97,835건에 불과했고, 의견
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된 사례 역시 기업은 약 절반가량이 등록된 반면,
개인은 31.6%의 건 만이 등록되었다.
○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개인출원 약 9,063건, 기업출원 약 2430건이었으며, 개인이 이의
신청을 극복한 비율은 38.1%, 기업의 경우 47.1%이다.

118. N25005, N430301, N450101의 중복을 제거한 전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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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등록 여부 >

< 분쟁 대비책 >

< 표 39 > 기업의 상표 등록 여부 및 분쟁 대비책 관련 설문응답

○ 7월 1일부터 8월 21일자 한국의류산업협회 설문결과 의류업체의 51.4%는 상표등록이
되었거나, 출원이 진행 중이었으나, 45.7%는 등록을 시도한 적 조차 없었고, 분쟁에 대
한 대피책으로 57.1%는 상표권 등록, 19.5%는 디자인권 등록, 12%는 도메인 등록 등
의 대비를 하고 있었으나, 26.3%에 달하는 기업은 어떤 대비책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로 미루어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아예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교육 등을 통하
여 확산될 필요가 있다.

5. 중소업체의 침해 피해 사례
○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 브랜드는 보호의 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의류는 트렌드
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을 카피하고 시즌이 지나면 모르쇠를 일관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기업 역시도 모조품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있으나, 이는 중소
기업 브랜드가 겪는 그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구매단계에서 소비자들은 대기업
브랜드의 모조품을 구매할 때 그것이 모조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브랜드는 모조품인지 진짜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구매가 이루어져, 노력과 열정으로 키워낸 브랜드 자체가 잠식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침해는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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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0 > 상표 관련 심판에서 기업 및 개인의 피청구인 비율

○ 거절불복심판을 제외한 심판에서 기업이 피청구인인 사례가 약 6,646건, 개인이 피청구
인인 사례가 11,891건에 이르러 개인 권리자의 심판 건이 높게 나타났다.119.

가. 국내 기업의 침해
○ 패션 브랜드에서 고유한 ‘패턴’이나 ‘디자인’은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
에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이다. 국내 기업의 침해로는 크게 영세업체들이 명품
브랜드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을 표절하는 경우와 역으로 대기업이 신진디자이너
의 디자인을 표절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영세업체들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표절
명품브랜드의 모방상품은 오래전부터 문제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
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디자이너의 브랜드 디자인을 표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
내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문수권(권문수), 스티비J&요니P(정혁서 배승연), 푸쉬버튼(박
승건)은 디자인을 도용당하는 빅3로 꼽힌다. 푸쉬버튼의 지난해 봄·여름(S/S)컬렉션 중
팝시클 문양, 같은해 가을·겨울(F/W)컬렉션 중 ‘도기스 플라잉 레오파트 문양’은 워낙 독
특하여 ‘문양’ 자체를 도둑질 당했다. 알록달록한 얼음과자를 전면에 배치한 파시클 문
양, 검은색 원 안에서 초록색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는 도기스 플라잉 레오파드 문양을
활용한 블라우스 원피스 카디건 등 짝퉁은 상당량이 시중에 풀렸다. 문수권은 2013년
가을·겨울(F/W)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블랙앤드화이트 롱 니트 카디건’디자인을 도용
당했다. 배우 이민호가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입어 한때 ‘이민호 카디건’으로 불렸던 제
품이다. 문수권은 이듬해 가을·겨울(F/W)컬렉션에서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또 다른 니

119. 통계기간 : ~ 20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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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소재 카디건을 내놨으나 짝퉁 업다을은 발 빠르게 2013년, 2014년 발표된 두 제품을
모두 복제해 ‘문수권 카디건’이란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진품은 몸을 타고 선이 부
드럽게 떨어지지만 짝퉁은 뻣뻣한 소재로 만들어 둔탁해 보인다.120.121.
또한 유명 셀럽(Celeb)이 착용하고 나와 유명해진 경우 이를 도용당하는 사례도 빈번한데
디자이너 송승렬씨의 경우 본인이 디자인한 번개무늬 티셔츠를 유재석이 입고 나와 화제
가 되었으나, 이후 대형 소셜커머스 W사에서 이와 유사한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해당 디
자인이 ‘흔히 있는 디자인’이므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비난을 받았
다.122.123.

120.
121.
122.
123.

김선주,
구하나,
김지혜,
김두희,

원조

표절

푸쉬버튼 / 도기스 플라잉 레오파트 문양

온라인 마켓의 모방품

문수권 / 블랙앤드화이트 롱 니트 카디건

온라인 마켓의 모방품

“컬렉션 내놓자마자 베껴…문수권·푸쉬버튼 등 국내 패션 브랜드 '짝퉁' 기승”,『한국경제』, 2015. 3. 14
“K-패션, ‘디자인 카피’가 발목 잡는다”,『패션서울』, 2015. 9. 24
“번개티 디자이너 송승렬 “내 디자인을 찾고 싶다””, 『아시아투데이』, 2015. 6. 16.
“위메프 입점 업체, 캄퍼씨 ‘번개 맨투맨’ 짝퉁 판매 논란”, 『투데이신문』,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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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렬 / 번개무늬 셔츠

w사 판매 모방품

육심원 스텔라

동대문 모방품

< 표 41 > 디자이너 브랜드와 모방제품 비교
신진디자이너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디자이너들은 1년에 2번 서울패션위크 컬
렉션에 서는 자리가 마련되고, 자신의 디자인을 알릴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이 자리는
동시에 복제 대상이 공개되는 자리기기도 하다. 여기서 공개된 옷의 복제상품이 바로 동
대문에 깔리거나 패턴 또는 프린트를 그대로 베껴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진디
자이너의 경우 기업형 브랜드와는 차별화 되는 독특한 감성과 아이덴티티로 어필하는 경
우가 많아 디자인 도용은 직격탄이 될 수 있으나, 패션디자인의 트렌드가 보통 3~4개월
내로 지나가 긴 법정다툼이 브랜드이미지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응에 적극적
이지 못하다.124.

② 대기업의 디자인 도용
영세업체만이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베끼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역시 디자이너 브랜드를
모방하여 자사제품인 것 마냥 사용한다. 양말 브랜드인 코벨은 대형 의류브랜드인 J사의
SPA E브랜드와 일본계 대형 SPA U브랜드에 자사 양말의 디자인을 도용당했다. 국내 신
124.
조규희,
“불법
복제,
무단
도용에
골병드는
30.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811001751262

‘K패션’”,

『투데이신문』,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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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디자이너 브랜드인 코벨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E브랜드의 양말은 코벨의 ‘투론삭스’
와 컬러, 재질, 디자인, 디테일에서 99% 같아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며,
U브랜드에 대해 나바호 패턴을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된 양말은 많지만 각기 다양한 디
테일을 갖고 있어 패턴의 모양, 위치, 크기 등은 브랜드 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데 U브
랜드 디자인은 똑같은 제품에 컬러와 직조만 변경해 출시된 제품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E브랜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전량 수거했으며, U브랜드 역시 매장에서 전량 철수, 판
매 중지했다.125.126. 도용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나 코벨과 같은 신진 브랜드는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좋은 디자인을 창조해 내는 것인데, 자본력
이 충분한 거대기업이 그들의 제품을 모방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을 저
하시키고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원조

표절

코벨

E 브랜드

코벨

U 브랜드

< 표 42 > 코벨 원조와 모방제품 비교. 출처 : 코벨 공식 블로그
비단 디자이너브랜드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중소의류업체의 디자인을 대기업 자사 브
랜드 의류에 모방한 사례 경우 역시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125. 이재설, “제일모직 에잇세컨즈 디자인 표절 사과(종합)”, 『조선비즈』, 2012. 2. 29
126. 한지연, “공룡의 횡포 '유니클로' 디자인 표절…논란 확산”, 『유니클로』,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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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주식회사 지엔
코가 "S사가 우리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하고 있으니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며 낸 가
처분 신청 사건에서 "S사는 셔츠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S사의의 자수장식 셔츠는 지엔코의 셔츠와 비교했을 때 가슴
부분에 거의 동일한 모양의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 레이스나 목 끈,
밑단 고무밴드 등이 유사하며 소재도 같다"며 "길이나 색상 등에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
도 모방품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127.

원조

표절

지엔코 썰스데이아일랜드

S사 J브랜드

< 표 43 > 썰쓰데이아일랜드와 그 모방품
또한 SPA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대규모 SPA 브랜드에서 유명 명품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글로벌 SPA 브랜드 F사는 2007년 디자이너 안나수이
(Anna Sui)에 의해 미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의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였으
며, 2013년 글로벌 SPA 브랜드 Z사는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
과 유사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루이비통 컬렉션의 다미에 패턴과 자라의 신제품이 비
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었고, 글로벌 SPA 브랜드 H사은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겐조
(KENZO)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타이거’와 흡사한 패턴의 제품을 출시하고 겐조보다 무려
82%나 저렴하게 판매해 비난을 받았다.128.

127. 윤주헌, “법원 "신세계, 中企 본뜬 의류 팔지마라"”, 『조선일보』, 2012. 7. 31
128. 구하나, K-패션, ‘디자인 카피’가 발목 잡는다”, 『FASHION SEOUL』,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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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표절

안나수이

F 브랜드

루이비통

Z 브랜드

겐조

H 브랜드

< 표 44 > 명품브랜드를 모방한 글로벌 SPA브랜드

118

나. 해외에서의 침해
○ 중국에서 한국 패션 스타일에 대한 호감은 상당히 높다. 실제 2015년 상반기 ‘알리바바’
의 통계 사이트에서 여성복 순위의 상위권의 대다수는 중국 생산 제품임에도 ‘한국 스타
일’이라는 제목의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5월엔 알리바바 사이트 첫 화면에
서 여성복을 누르면 제일 앞에 ‘한국 스타일 시장’이 뜨는 화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국 의류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129.
○ 그러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전 상표권 확보 노력 부족과 ‘先수출, 後상표확보’의 기업
관행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 내 상표 출원은 7위에 그치고 있
으며, 상표 무단 선등록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130. 또한 7월 1일부터 8
월 21일자 한국의류산업협회 설문결과 역시 약 63.4%의 기업이 상표 분쟁에 대비하여
중국의 정보가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출액 현황 (중국내
국가명
(순위)

한국(1)

>

2013
수출금액
전년대비
(백만불)
증가율(%)
179,359
7.7

일본(2)

159,091

-10.5

미국(4)

144,276

12.9

독일(5)

93,765

1.9

< 표 45 >

<상표출원 현황>

수입액)

국가명
(순위)

2013
상표 출원
전년대비
건수(건)
증가율(%)

미국(1)

30,875

7.2

일본(2)

16,604

-32.7

독일(3)

10,765

한국(7)

8,331

-1.3

25.2

주요 국가별 對중국 수출액 및 상표출원 현황(`13년 기준).
출처 : 중국해관총서,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 설문조사 결과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했던 비율은 전체 중 5.8%로 단순히 기업 수로 따
지면 많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를 미리 선점해 놓고 한국 업체가 중국에서 활동하지 못
하게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브랜드를 변경해야하는 등 분쟁으로 발
생한 리스크가 크다.
○ 실제로 A사는 중국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 중에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의 중국현지상
표 무단 선등록에 의해 입점계약 취소로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131., 국내에서 10
여 년간 사업을 해온 국내 온라인 패션몰 S사는 중국업자들이 10개가 넘는 비슷한 상표
129.
https://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012&UPPER_MENU_CD=M1
0002&MENU_STEP=2&ARTICLE_ID=5028719
130. 특허청(http://www.kipo.go.kr/) → 보도자료 → 'K-브랜드를 지켜라!'...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발표 →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p. 2.
131. 특허청(http://www.kipo.go.kr/) → 보도자료 → 'K-브랜드를 지켜라!'...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발표 →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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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점하고, 심지어 2002년 국내에서 쇼핑몰 설립 당시 사용해온 상표 ‘shezgood’까지
현지 업체에 권한이 넘어가 전혀 다른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132.

제3절 의류산업 마켓 트렌드 분석
1. 전통 판매 채널의 매출 하락과 새로운 형태의 판매 채널 부상
가. 전통 판매 채널의 매출 하락
○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유통경로별로 가격을 비교한 후 구매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쇼핑이 편리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의 무점
포소 매점에서의 의복 판매액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백화점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마트(아울렛 포함)에서의 의복 판매액 증가율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백화점 및 전문소매점의 경우 무점포소매 및 아울렛
등으로 고객이 이탈되면서 판매액 증가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133.
○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백화점 및 전문소매점의 이탈고객이 향하고 있는 발걸음은 언급
된 매장 외에 해외직구, 라이프스타일 샵, 블로그마켓 등의 신규 판매 채널들이 있다.

나. 해외직구의 활성화
○ 해외직구 역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경제활동자 중 41.6%가 해외직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상품의 유형 중
‘의류·신발·스포츠용품’이 가장 높은 50.8%를 자치하였다.134.

132. 최고야, “중국 역직구몰, 상표권 피해 눈덩이”, 『dongA.com』, 2015. 7. 2.
133. 이희정, Industry Credit Outlook – 2015년 산업전망/내수의류, 2014.12.19, pp. 4.(http://www.rating.co.kr)
134. 권명관, “국내 해외직구 이용자, 미국에서 의류, 신발 가장 많이 사”, 『IT dongA』,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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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 해외직구 상품유형(상위 10위. %)

○ 즉, 국내에 라이센스된 제품이 있더라도 가격을 비교해보고 해외직구를 선택하는 스마트
한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 판매채널의 시장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 라이프스타일 샵의 유행
○ ‘라이프스타일 샵’이란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수중에 넣은 가게로 그저 물건을 파는 것뿐
만 아니라 거기에 확실하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135.를 말한다. 명품이나 유명
패션 브랜드를 선호하기보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 태도, 가치, 소비 습관이 묻어나는 라
이프스타일의 한 부분으로 패션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비이커’, ‘커먼그라
운드’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패션을 수집한 편집매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
의류브랜드 역시 자체 스토어를 라이프스타일 샵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라. 블로그 마켓의 성장
○ 블로그 마켓이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이뤄지는 판매행위로 소통
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매체를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자신의 사진 등을 통해 일상
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사진에 있는 물품을 특정 기간 동안만 파는 것으로, 블로그의
마켓, 공구 관련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2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136.
○ 정식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유명블로거가 되면 파급력은 상당하다. 그
예로 하루 방문자만 500~1000여명에 달하는 유명블로거의 판매에 이를 문의한 댓글은
2,600건에 달한다.137.
135. 네이버 지식백과 패션전문자료사전
136. 박시은, “블로그마켓 ‘배짱장사’ 논란”, 『일요서울』,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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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의 한 형태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댓글을 비밀로 하여 세무당국이
그 수입규모를 측정할 수 없으며, 교환 및 환불불가임에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2. 디자이너 브랜드와 소호(SOHO) 브랜드 입지 강화
가. 디자이너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
○ 현대 소비자들은 기존 브랜드의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보다 독특한 감성의 디자인
을 선호하고, 디자이너 브랜드의 창의적인 독특한 감성은 높아진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
켜줄 수 있는 출구로 부상하고 있다.
○ 디자이너들은 오프라인 개인매장을 벗어나 다양한 유통경로를 활용하여 고객과 만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이고, ‘ALAND’, ‘원더플레이스’ 등의 디자이너 편집샵에서 소
비자들은 어렵지 않게 고퀄리티 패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브랜
드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
○ 특히 디자이너 브랜드는 패션쇼 등을 통해 트렌디하면서도 새로운 패션을 찾는 셀럽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그들의 단골 아이템이 되면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간다.
○ 디자이너 브랜드가 힘을 얻고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기업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도 많아졌다. 새로운 소비아이템의 창출에서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
인지도 있고 개성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코오롱그
룹의 경우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인 ‘쿠론’, ‘쟈뎅 드 슈에뜨’, ‘슈콤마보니’를 인수하여 시
장이 침체된 가운데 상당한 매출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138.

나. 메가 소호(SOHO)브랜드의 등장
○ 2004년 10대~20대를 겨냥한 여성온라인 쇼핑몰로 출발한 ‘스타일난다’는 2012년 매출
358억, 2013년 677억, 2014년 1,0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메가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화려하고 톡톡튀는 패션으로 국내 여성들을 사로잡고, 유커의 인기에 힘입어 백화점, 면
세점으로 영역을 넓혀 남성복, 화장품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139. 비단 ‘스타일난다’ 뿐만 아니라 ‘난닝9’ 등 동대문 의류를 판매하
던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상승하며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판매해 하나의 메가 브랜
드를 완성해 나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다. 소호(SOHO)․디자이너 브랜드의 백화점 및 대형몰 입점 증가
○ 과거 중대형 의류브랜드가 아니면 입점이 불가했던 백화점이 소호(SOHO)·디자이너 브랜
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매장을 유치

137. 박시은, “블로그마켓 ‘배짱장사’ 논란”, 『일요서울』, 2015. 6. 29.
138. 김영진, “코오롱FnC 인수한 디자이너 브랜드 '잘 나가네'”, 『데일리안』, 2015. 3. 31.
139. 이현동, “스타일난다, 매출 1000억…튀는 디자인 통했다”, 『한국경제』, 201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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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행사를 하는 협력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급격히 확산한 패스트 패션의 유행과 유커를 겨냥하여 2013년 롯데백화점은 스트리트 패
션의 선두주자인 ‘스타일난다’, ‘난닝9’, ‘나인걸’, ‘원더플레이스’ 등을 매장에 유치하였
고, 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27% 이상 증가하였다.140. 또한 롯데백화점은 독
창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품질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가졌으나 영세한 업체 사정상 대중의 인지도가 낮은 국내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진브랜드 디자이너의 인지
도를 올려주고, 백화점의 매출향상도 할 수 있는 WIN-WIN을 상생의 모델로 사용한 것이
다.141. 롯데백화점 뿐만 아니라 타 업체들 역시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디자이너 브랜드
를 유치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중소의류업체들이 대기업과 함께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의 K-FASHION 사랑을 발판으로 한 해외진출
○ 중국인의 한국 패션 사랑은 패션산업의 새로운 대안시장으로 부상한지 오래이며, 이랜드
등의 업체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그런 중국인의 K-FASHION 사랑이 디자이너와 소호(SOHO)브랜드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콩 트렌드의 대명사인 ‘그린피스(GREEN PEACE)’에서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편집숍
이 마련되는 가하면142., 북경푸텅그룹(회장 조통)과 한국의류산업협회 중국대표처(대표
허용구)가

중국

최초로

한국

패션디자이너

전문

플랫폼인

‘케이패션디자인닷

컴’(www.kfashiondesign.com)을 오픈하여 국내 패션디자이너를 소개하고 판매하여, 신
진 디자이너들이 중국에 소개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한국의류산업협회

중국대표처는

중국

최대

패션

정보

사이트인

피오피패션

(www.pop-fashion.com)과 중국 유명 디자이너와 대형 브랜드가 참가하는 모스트랜드
(www.mostrend.com)에 한국 디자이너 홍보관을 운영하고 중국 최대 B2B 쇼핑몰인 알
리바바(www.1688.com)에 한국 디자이너 제품의 B2B, B2C 판매 및 대리상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디자이너 브랜드와 소호(SOHO)브랜드의 중국진출이 활발하
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143.

140.
141.
142.
143.

한상희, “백화점 습격나선 ‘길거리 상표’”, 『에너지경제』, 2015. 7. 8.
이채열, “롯데백화점,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발굴.육성 총력”, 『아주경제』, 2014. 4. 30.
이호, “‘톤솜’ 국내 디자이너브랜드의 해외진출 활발”, 『시선뉴스』, 2015. 7. 24.
배영윤, “중국에 한국 디자이너 위한 'K-패션' 전문 플랫폼 열린다”, 『스타일엠』,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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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류산업 소비자 분석
1. 작은사치에 돈을 아끼지 않는 포미족(FOR ME)의 등장
○ 포미족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일컫
는다. 여기서 ‘포미(FOR ME)’란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
(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다. 이들의 특
징은 개인적이며 자기만족적인 성향이 강한 ‘가치 소비’에 있다. 특히 감당할 수 있을 정
도의 가격 수준에서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소비인 ‘작은 사치’를 하기도 한다. 뉴스 다
이브 설문조사 결과 포미족이 주로 나를 위해 구매하는 서비스 중 의류는 각각 넘성
27.8%로 1위, 여성 38.1%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트렌드에 힘입어 국내 패션
대기업은 대대적으로 패션악세서리류 사업부를 강화하고 있다.144.

2. 합리적 소비를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이용
○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도 마다하지 않는다. 관세청 발
표에 따르면 2014년 해외직구 물품 수입은 15억 4천만불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 한다. 그리고 구입 품목의 1위가 의류(19%)로 가장 많다고 한다.145.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중심에는 저가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합리적 마인드가 작용한고 볼
수 있다.
○ 소비자들은 백화점, 인터넷, 모바일, 직구 등 다양한 유통경로 중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
인 소비를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또는 해외
쇼핑몰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쇼핑채널이었던
백화점의 매출이 둔화되고, 무점포·아울렛·마트·해외직구 등의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
는 현상은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공간의 제약을 허물어 중소 의류
업체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패션의 주체로 떠오른 남성소비자 여미족(YUMMY)의 등장
○ 도시에 거주하며 럭셔리 상품 구매의사가 강한 남성 소비자. 여미족은 패션에 민감한 대
도시 거주남성을 뜻하는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용어에서 한 층 업그레이드 된 신조어로 젊
고(Young), 도시에 거주하는(Urban) 남성(Male)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대체로 외모에
관심이 많고 아웃도어 스포츠 장비나 의상, 액세서리 구매욕이 왕성하다는 특징을 지니
고 있으며 자신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성향을 띈다. 여미족의 등장은 글로벌 명품판
매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됐다.146.
144. 김용선, “나를 위한 작은 사치, 당신도 ‘포미족’?”, 『뉴스다이브』, 2015. 6. 11.
145. 관세청(http://www.customs.go.kr/) → 보도자료 → ‘해외 직구, 2014년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
146. [네이버 지식백과] 여미족 [YUMMY]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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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여미족이 백화점의 큰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 대형 백화점에서 남성 고객의
매출비중은 이미 30%을 넘어섰고, 백화점들은 남성고객을 확보하기위해 남성전용 명품
관을 마련하거나 남성 액세시러 편집숍과 남성이 선호하는 소형가전 제품점을 꾸며놓기
도 하였다.147. 특히 최근에는 매장안에 클래식 바버샵을 도입하는 등 여미족을 타겟으로
한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존재한다.148.

제5절 소결
○ 의류산업은 인간의 삼대요건 중 하나인 ‘의(衣)’과 직결되며, 우리나라 근대사 발전의 역
사와 그 맥을 함께한 사업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 상표 출원 건수 역시 4위로,
전체 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분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 그런데 의류산업 내 기업의 95.6%는 종사자 20인 미만의 중소업체이며, 중소업체의 비
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브랜딩이 필요한 중소업체는 자사 상표를 부착해
서 판매되는 제조업체, 디자이너 브랜드, 온오프라인 소호(SOHO) 브랜드들이 있다. 그
러나 이들 업체들의 브랜드 네임과 심볼 81%가 CEO 또는 사내임직원이 개발하였는데,
그러다보니 브랜드 개발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들이 누락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
되었다. 예를 들어 경쟁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이 고려되지 않아 차별화가 어렵다거나,
지나치게 독특하거나 감성적인 네이밍에 치중하여 정작 어떤 컨셉의 상품인지 쉽게 소비
자가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
운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 브랜드 보호에 있어서의 의식도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기업에
비해 상표 등록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거절되었거나,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약
42.5%에 이르러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여러 개의 도안을 다류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비
해, 중소업체의 경우 1개의 브랜드 네임을 25류(의류)에 한해 등록하는 사례가 많았다.
설문조사결과 상표등록 거절이 있었거나, 등록을 시도한 적이 없는 응답이 64%에 이르
나, 반면 분쟁에 대한 아무 대비가 없는 기업의 비율도 26.3%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진출에 있어서도 5.8%가 분쟁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응
답했는데 큰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분쟁의 경우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크게
들어 한번 분쟁이 벌어지면 손해가 헤아릴 수 없어 우려되는 바이다.
○ 그러나 마켓 트렌드와 소비자를 분석해보면 의류중소기업에게는 호재가 많다.
○ 백화점 및 전문소매점의 매출이 감소하는 대신, 새로운 유통채널 즉 온라인 쇼핑몰, 편집
샵149., 직구, 라이프스타일 샵, 블로그 마켓 등의 다양한 채널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147. 권은영, “남성, 백화점 큰 손 부상…므네상스(Menaissance) 시대!”, 『TV조선』, 2015. 4. 8.
148. 구희령, “귀하신 몸 남성고객 잡아라…백화점은 옷 사면서 면도 하는 '패션 바버샵', 마트는”, 『중앙일보』,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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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브랜드가 아닌 디자이너 브랜드와 소호(SOHO) 브랜드들의 성공 기회도 높아졌다.
실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라이센스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소형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하여 백화점으로 입점하는 등 메가 브랜드
로 성장한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흐르던 중국시장에서 K-FASHION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며 점점 디자이너 브랜드 및 소호(SOHO) 브랜드들의 진출을 적극 권
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내 소비자들 역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 투자하는 포미족(FOR ME)이 늘고 있고,
무조건 백화점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남성들의 소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 따라서 좋은 브랜딩과 보호가 수반된다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49. 한 매장에 2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유통 형태. 멀티숍 혹은 셀렉트숍이라고도 함.[네이버 지식백과] 편
집숍 [編輯shop]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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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류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특징 분석
1. 전체적인 특징
가. 외래어 중심의 네이밍
○ 패션산업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비자의 표현 욕구를 자극하는 업종이다. 한글에 비해
외국어가 새롭고 독특한 감성을 표현하기 용이하므로 현재 대부분의 의류브랜드는
‘GALAXY’, ‘Cheek’와 같은 영어, ‘AIGLE’150.과 같은 프랑스어, ‘BESTI BELLI’151., ‘Le
Son’152.과 같은 이탈리아어, ‘solb’153.와 같은 그리스어, ‘LUKKEN’154.과 같은 독일어
등의 외국어들을 소재로 전개가 되어있다.

○ 실제 출원된 상표의 한글과 영
문표기

개수는

한글

약

263,811건, 영문 약 766,972
건으로 영문이 약 3배가량 많
은 것으로 집계되었다.155.
○ 쉬운 영어의 경우 이미 한국
및 해외에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있어, 권리를 확보하
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미가
< 표 47 > 의류 출원상표의 한글 및 영문표기 건수

너무 쉽게 연상되어 호기심이

나 신비함이 적은 반면, 패션의 본고장인 프랑스, 이태리어는 패셔너블한 느낌과 더불어
어감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류 브랜드에서 자주
애용되며, 독일어는 남성스러운 색을 입힐 때 주로 사용된다.
○ 물론 우리말을 활용한 네이밍도 존재한다. 과거 우리말 브랜드로 ‘마루 MARU’, ‘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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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의 ‘VESTI’와 ‘아름답다’는 의미의 ‘BELLI’의 결합.
‘소리’를 뜻하는 프랑스어.
‘자유’를 뜻하는 그리스어.
‘움직이다’라는 뜻의 독일어.
병기되어 출원된 것은 각각 카운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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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MZIE’, ‘옹골진 ONG’가 있었다면, 현재 내셔널브랜드 중 ‘잠뱅이 jambangee’, ‘구김
스 GOOGIMS’ 와 한자를 활용한 남성복 브랜드 ‘藝作 예작 YEZAC’ 정도가 존재하다. 그
러나 이러한 우리말 브랜드 역시
‘

‘

’156., ‘

’157.,

’158.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모티브를 한글 또

는 한문에서 차용하였더라도 트랜디함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영어의 표기가
선호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영업하는 의류브랜드 300개159.를 조사한 결과 약 2건
의 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의류브랜드는 영어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의류브랜드의 영문사용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영문표기와 한글 칭호를 달리 하는 경우 多
○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로 만들어진 브랜드 네임이 다수이다 보니, 일반
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식 발음기호와 다르게 칭호 되는 브랜드가 많다. 대표적으로 프랑
스어의 정관사 ‘le’는 영어식 발음기호로 본다면 ‘레, 리’ 정도로 칭호되나, 프랑스 발음
기호에 따라 ‘르’로 발음되고, 따라서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브랜드명, 예를 들어
‘leshop’, ‘lewitt’, ‘LE SON’, ‘LEBEIGE’는 각각 ‘르샵’, ‘르윗’, ‘르송’, ‘르베이지’로,
‘maje’는 ‘마쥬’로 칭호된다. 또한 ‘CH’발음은 영어발음기호로 ‘ㅊ’에 속하나, 프랑스어로
는 ‘ㅅ’으로 발음되어 ‘Chanel’, ‘MICHAA’, ‘CHATELANINE’ 은 각각 ‘샤넬’, ‘미샤’, ‘샤트
렌’ 으로 칭호된다. 이탈리아어는 비교적 영어의 발음기호와 동일하게 칭호되나 발음되는
편에 속하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어

‘compagna’160.는 ‘꼼빠니아’,

‘PALZILERI’는 ‘빨빌레리’로 발음된다. 또한 독일어인 ‘SIEG’는 첫 자 ‘S’가 ‘ㅈ’으로 마지
막 ‘G’가 ‘ㅋ’으로 발음되어 ‘지이크’로 칭호된다.
○ 꼭 특정 국가의 외래어가 아니더라도 새롭게 만든 조어를 독특하게 발음하는 경우 역시
다수 존재한다. ‘ysb’는 ’와이에스비‘가 아닌 ’예스비‘로 발음하여 칭호에서 ’명랑하고 여
성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었으며, ‘DewL’은 ’듀엘‘로 칭호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현대적
인 느낌을 연출한다. 칭호를 길게 늘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ZOOC’는 ’죽‘이 아닌 ’주크
‘로 마지막에 ’ㅋ‘를 강조하여 명랑하고 임팩트있는 청감을 자아내며, ‘KEITH’는 ‘키스’가
아닌 ’키이스‘로 칭호를 길게 늘려 깊이 있고 부드러운 감성을 녹여냈다.
○ 언어의 청감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영어발음기호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례와 같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156. http://www.jambangee.co.kr
157. http://www.googims.co.kr
158. http://www.yezac.com
15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014년 매출액이 상위 50개 기업브랜드 및 특허청 의류분야 상표 다출원 기업 리스트
를 참고함
160. ‘친구’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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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랜드가 가지는 상징성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
○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어필되므로, 최근에는 브랜드에도 스토리
텔링기법을 적용하여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의류 브랜드의 스토리는
브랜드가 가지는 상징성에 포커싱된 사례가 많았다.
○ 아웃도어 컨셉의 주요키워드는 대자연, 도전, 혁신이 많고 브랜드 스토리는 그러한 정신
을 드러낼 수 있게 구성되었다. ‘블랙야크 BLACK YARK’는 2평짜리 매장에서 시작하여
강태선, 엄홍길, 홍영길 및 여성 최초 희말라야 14좌 완등을 이뤄낸 오은선 대장의 패기
와 도전을 오버랩한 스토리를, ‘센터폴 CENTER POLE’은 ‘지구를 횡단하는 마음으로
60,000km의 스위스 트레킹 코스를 직접 걸어본 후 탄생한 브랜드’임을, ‘아이더 EIDER’
는 ‘최상의 다운으로 유명한 북유럽 바다오리인 아이더 오리(EIDER DUCK)161.’를, ‘노스
케이프 NorthCape’는 ‘1909년 미국의 탐험가 ROBERT PEARY가 세계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했을 때 탐사의 전초기지였던 노르웨이 노드카프(Nord Kapp)’를 브랜드 스토리로 하
여 브랜드가 담고 있는 정신과 강점 등을 소비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 명품브랜드의 경우 디자이너의 성명이 그대로 브랜드화 되며, 그가 걸어온 삶을 바탕으로
전통과 역사를 상징한다. ‘에르메스 HERMES’는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가 말안장과
마구(馬具) 용품을 만들어 팔던 가게에서 출발해 장인 정신과 희소성이 있는 브랜드’이
고, ‘구찌 GUCCI’는 ‘1921년, Guccio Gucci는 자신의 고향 피렌체에 가죽 용품과 작은
가방을 판매하는 전문점을 열었던 데서 시작되어, 사보이 호텔에서 근무할 때 접했던 런
던과 영국 귀족의 품위있는 미적 감각에서 영감과 토스카나 장인들의 걸출한 솜씨를 활
용하자는 꿈’을 가지고 기원한 브랜드이다. ‘버버리 BURBERRY’의 브랜드스토리는 ‘1856
년, 21세의 젊은 청년 토마스 버버리가 햄프셔 지방의 윈체스터, 베이싱스토크에 소규모
포목상을 오픈한 것에서 시작한다. 토마스 버버리는 1870년대 사냥, 낚시 등 야외활동에
적합한 튼튼하고 질긴 면과 마 소재를 주로 취급했다. 1880년대 토마스 버버리는 햄프
셔 지방의 농부와 양치기들이 입는 리넨(Linen) 소재로 된 작업복에 주목했다. 그들이 입
는 작업복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방수성 또한 뛰어나 토마스 버버리의
고향인 웨스트 서식스 주(West Sussex)의 습하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적당했다. 이에 토
마스 버버리는 면 중에서도 최상급인 이집트 면(Egypt Cotton)에 특별히 개발한 방수 코
팅 기술을 더해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면서도 시원하고 통풍이 잘되는 개버딘이라는 직물
을 개발했다. 이것이 바로 버버리 개버딘의 시작’162.이라고 한다.
○ 또한 인믈이나 실제 사실을 상징적 매개로 사용한 스토리도 있다. 여성복 ‘이사베이
ISABEY’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젊음을 표현한 수많은 걸작을 남긴 19세기 프랑
스 왕실의 궁정화가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골프웨어인 ‘잭니클라우스 JACK NICKLAUS’

161. 아이더 오리는 가슴 부위 솜털을 직접 뽑아 둥지를 안전하게 감싸, 극한의 추위와 대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알과 새
끼를 보호한다고 한다.
162. www.burber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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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이저 대회 18승 이라는 살아있는 골프계의 전설인 잭니클라우스’에서, 역시 골프웨
어인 ‘파리게이츠 Pearly Gates’는 ‘과거 미국의 PGA투어에서 이듬해 시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전년도 상금 랭킹 60위까지(현재는 125위까지)였던 가혹했던 시절, 먼데이 토
너먼트(출전권이 없는 선수가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월요일에 개최되는 시합)에서 승
리해 출전권을 획득한 신진 선수들을 'Rabbit'(래빗)이라고 불렀는데, 이 '래빗' 플레이어
처럼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비상하는 젊은 골퍼들을 위한, 래빗들의 희망의 문’이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 캐주얼 의류의 경우 젊은이들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스토리를 사용하는데, 그 예로 ‘뉴욕
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21살 JACK과 파트타임 샵매니저로 일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JILL의 자유로운 라이프’를 담은 캐주얼 ‘잭앤질 JACK & JILL’ , ‘1초에 약 472m
자전, 약 30km 공전, 지름 약 12800km, 지구의 둘레 약 39960km’라는 스토리의
‘39960km’가 있다.

라. 가독성이 뛰어난 로고타이프의 사용
○ 300개 브랜드의 로고타이프 검토 결과 ‘
은 산세리프체(sans serif) 162개, ‘

’, ‘
’, ‘

’와 같
’ 와 같은 세리프체

(serif) 127개, 그 외 9개로 나타났으며, 205개의 브랜드가 로고타이프이 색상으로 ‘블랙’
을 선택하고 있었다. 즉, 의류브랜드의 로고타이프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가독성이 높
은 반듯한 서체와 색상이 선호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 음절 수의 고른 분포

< 표 48 > 의류브랜드 데이터 및 상표데이터의 음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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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검토 결과 음절 수는 3음절 71건, 4음절 68건, 2음절 62건 순으로 검색되어 2~4
음절 사이의 브랜드 네임이 다수 사용되고 있으나, 5음절 이상의 브랜드도 85건이나 되
어 여러 음절의 브랜드가 고루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표데이터 검색
결과와도 거의 일치했는데, 상표데이터 역시 3음절과 4음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5음절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163.
○ 다수 사용되는 음절인 4음절은 분절되는 발음이 많아 임팩트가 강한 장점이 있고, 2음절
은 간결하면서도 유사한 형태가 많지 않아 차별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 의류브랜드에 적
절하며 3음절은 전통적으로 간결하고 의미전달이 뛰어나 가장 안정적인 음절에 속한다.
반면 5음절 이상 넘어가면 칭호가 어려워 쉽게 기억되기 어렵고 한정된 공간에 시각적으
로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타 산업군에서 다수 사용하는 브랜드 네임은 아니나, 외래어의
합성이 많고, 독특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의류브랜드의 특성상 다수 사용된
것으로 유추된다.

바. 시각적 및 청각적인 반복네이밍
○ 음을 반복하여 두 번 사용한 브랜드, 예를 들어

‘on & on’, ‘OLIVE DES OLIVE‘

NAFNAF‘, ’BANG BANG‘, ’MIU MIU‘ 등은 청감에 운율이 들어가 리듬감이 생기므로 재
미있고, 기억하기 용이하며, 또한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재미를 줄 수 있어 패션 브랜드
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주로 쓰인다.
○ 또한 ‘kai-aakmann 카이아크만', ‘LYNN 린’, ‘MIXXO 미쏘’, ‘M I C HAA 미샤’ 등과 같이
발음의 변화와 상관없이 알파벳을 한 번 더 사용하면 시각적인 독특함과 이국적인 호기
심을 자아낼 수 있다. 특히 5자 이하의 짧은 알파벳으로 구성된 경우 전체 브랜드 네임
에 임팩트를 부여할 수 있어 애용된다.

사. 복종에 따라 다른 로고/심볼의 활용
○ 복종에 따라 로고와 심볼의 형태가 달랐다.

○ ‘

’, ‘

’, ‘

’, ‘

’ 등과 같이 도시적이

고 고급스러운 여성, 남성복의 경우 비교적 가독성이 높고 심플한 산세리프, 세리프체의
레터마크가 주로 사용되고 심볼마크는 패턴이 용이하고 문자의 상징성이 있는 레터마크
가 주로 이용되었다.
○ 유아동복의 경우 타겟의 특성상 동·식물을 이용한 캐릭터나 심볼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아웃도어는 동식물, 자연 특히 산, 숲 등의 심볼이 주로 사용된다.
○ 전 복종이나 트랜드를 아우르는 SPA는 주요 브랜드 10개중 모든 브랜드가 심볼을 사용

163. 상표 음절 수는 한글상표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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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고, 도형적 요소가 사용된 브랜드는 ‘

’과 ‘

’에 그쳤다.

아. 심볼/로고 패턴의 디자인적 사용
○ 패션브랜드는 심볼이나 로고 자체를 패턴으로 만들어 의상에 디자인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이 브랜드 시그니처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패턴을 다수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한 패턴의 미감이 수요자에게 인식되면 브랜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고, 나아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 명품브랜드 중 버버리는 특유의 체크무늬를 옷 전체에 디자인하는 것으로 ‘

’164.

매우 유명하고, 구찌, 루이비통 등 역시 패턴을 핸드백에 디자인한다. 굳이 명품브랜드가
아니어도, 캘빈클라인, 리바이스, 갭 등 수많은 브랜드가 자신의 심볼이나 로고를 의류
디자인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우라니라의 디자이너들도 빠르게 이에 가세하고 있다.

‘럭키슈에뜨’는 특유의 올빼미 캐릭터 ‘

’165.를 의류패턴으로 사용하여 대중에

게 각인되었으며, 디자이너 박승건이 이끄는 ‘푸시버튼’은 매 시즌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에서 영감을 얻은 반복적인 패턴 ‘

’을 선보이고 있다.166.

2. 복종별 특징
가. 여성복
○ 여성성을 상징하는 ‘단어’ 및 ‘성명’ 등이 결합된 네이밍이 다수 존재한다.
여성복은 그 특징에 맞게 여성성을 강조한 브랜드가 다수 있다. 그 예로 ‘SHESMISS’,
‘Sweet SOUP’, ‘BESTI BELLI’167., ‘PRELIN’168. 은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귀여움, 젊음
등을 표현한 브랜드이다. 여성이 상징성은 비단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더라도 네이밍이
갖는 분위기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맞는 ‘여성의 이름’
을 창조하거나 차용한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그 예로 영국 귀족 가문에서 자란 귀여운
소녀 이름을 연상시키는 ‘RENEEVON 레니븐’, 풍요와 생명,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올

164.
165.
166.
167.
168.

https://kr.burberry.com/check-cotton-box-fit-shirt-dress-p39680801
http://www.luckychouette.com/shop/item/itemDetail.jsp?item_id=LFTM58901NV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413000377
이태리어로 옷을 입는다는 'VESTI'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BELLI'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의미
'최초의, 선두의'를 뜻하는 불어인 Prenier와 '예쁘다, 사랑스럽다'의 스페인어 Lindo의 합성어로 '가장 예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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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의 여성형 'Olivia'와 Luxury Feminine Style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여성 'Lauren'의 합
성어 ‘Olivia Lauren 올리비아로렌’, 긍정적 추진력이라는 뜻의 ‘MOJO’와 나폴레옹 부인
의 이름인 ‘Josephine’이 결합된 ‘MOJO.S.PHINE 모조스핀’169.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여성복 중에서도 영캐주얼은 강한 발음과 신조어로 구성된 톡톡튀는 느낌을 강조한 네이
밍이 많다. 영캐주얼은 내포된 의미를 개성있게 표현하는 네이밍이 특징인데, 따라서 의
미가 있는 서술형 단어를 쪼개어 약어들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COIINCOS 코인코
즈’는 ‘coop, interaction, cosmo’를 결합한 신조어이고, ‘VIKI 비키’는 ‘Vivid- Kid’의 약
어이며, ‘BNX’는 ‘BE NATURE + X’, ‘EnC’는 ‘Easy & Chic’, ‘VOV’는 ‘Voice Of Voices’
의 약어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 또한 청감에 있어 개성있고 발랄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COIINCOS 코인코즈’,
‘COMING STEP’, ‘BNX’와 같이 ‘C, K, X’ 등의 강한 발음이 포함된 브랜드가 다수 포
함되었다.

나. 남성복 및 트래디셔널 캐주얼
○ 전통과 명예를 강조한 브랜드가 많다.
○ 특히 남성복은 이탈리아와 영국을 모티브로 활용한 브랜드가 눈에 띄었다.. 이탈리아 스

타일로는 ‘

’, ‘CABRINI’170., ‘

’171.가, 런던의 스타일로

는‘LONDIC’, ‘CAMBRIDGE MAMBERS’ 등이 있다.
○ 트래디셔널 캐주얼 중 ‘BEANPOLE’은 ‘콩넝쿨 지지대라는 의미로 담쟁이 넝쿨 덮힌 보스
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전통을 상징’하며

‘POLO’는 ‘영국의 귀족 스포츠’에서,

‘HAZZYS’는 ‘새를 잡던 조립견이면서 전통적인 영국 귀족 가문 출신의 HAZZIE’에서 유
래되어 트레디셔널 캐주얼의 전통과 명예를 엿볼 수 있었다.

다. 스포츠 브랜드
○ 스포츠 브랜드는 기하도형으로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강한 브랜드 디자인이 특징이다. 나
이키의 심볼 ‘

’, 르카프의 ‘

’, 뉴발란스의 ‘

’는 날렵한 선

의 움직임으로 액티브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다.

169. www.mojosphine.co.kr/
170. CABRINI = 'CAB' + 'RINI' 'CAB' 는 고대 이태리의 신사를 의미하는 CAVALIERE에서 파생 'RINI' 는 고대 그리스어의 평
온한, 고귀한 의미를 내포
171. 이탈리아어로 '여정' 이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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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

’, ‘

’, ‘

’, ‘

’ 와 같이 붉은 색

계열이 다수 사용되어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다.

라. 아웃도어
○ 아웃도어 브랜드의 특징은 상징성 있는 로고 및 심볼 강조이다. 특히 동물, 자연 또는 도
전적인 상징을 모티브로 한 로고가 주로 등장한다. 동물을 상징으로 한 브랜드로는

‘
등이,

’의 블랙야크, ‘
자연을

’의 독수리, ‘

상징으로

‘

하는

브랜드로는

’, ‘

과 나뭇잎을 모티브로 한 ‘

산을

’의 야생동물 발바닥
모티브로

’ 숲을 모티브로 한 ‘

’, ‘

‘

’,
’, 꽃

’ 등이 있다. 또한 그 외 도전

적인 사물을 상징으로 하는 브랜드로는 나침반 형상의 ‘

마크크트 거리에 있는 분수대 위의 깃대 ‘

수 있는 노드카프지역을 상징하는 ‘

한

’, 스위스 베른광장

’, 북극에 근접해 오로라 현상을 볼

’ 등이 있다.

○ 아웃도어 특유의 도전정신과 혁신적인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거센소리’ 즉, ‘ㅋ’, ‘ㅌ’,
‘ㅍ’가 전체 칭호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블랙야크’, ‘피버그린’, ‘네파’, ‘노스케
이프’, ‘마모트’, ‘마운티아’, ‘카리모어’, ‘루켄’, ‘라푸마’, ‘노스페이스’ 등이 있으며, 이러
한 청감의 영향으로 거칠면서도 도전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마. 캐주얼
○ 이지캐주얼은 비교적 깔끔하고 정돈된 산세리프체 ‘
리프체’

‘, ‘

’, ‘

’ 등과 세

’를 사용하여 디자인된 경우가 많으나, 젊은 감성에

어울리게 독특한 의미를 내포한다. 즉, 심플한 외관, 독특한 의미가 주요 포인트이며, 여
성복의 영캐주얼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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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성명구조를

통해

양면적

감성’을,

’는 ‘CHARLIE의 5가지 놀라운 생각과 즐거운 라이프를 뜻하는 단

어(FIVE)’라는 의미를, ‘

’는 ‘New Inspiration Icon - 새로운 영감의 아이콘’을 의

미한다.
○ 진스포티 캐주얼은 젊은이들의 다소 도전적이고 거친 면모에 포커싱하여 ‘미국 서부 카우
보이 목동’을 뜻하는 ‘BUCKAROO’, 거친 길을 뚫고 나아가는 ‘4륜구동 자동차’의 대명사
‘JEEP’ 등의 의미를 가진 브랜드가 있다.

바. 유아동복
○ 유아동용 의류는 예쁘고 귀여운 아기와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동물을 주요 상징
으로

전개하는

‘

’, ‘

경우가

많다.

‘

’, ‘

’,

‘

’,

’ 등이 그러하다. 주로 추상적인 형

상으로 디자인되어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내포한다.
○ 또한 기존 타 브랜드에서 유아동복으로 확장하는 경우 기존 브랜드에 ‘키즈’, ‘걸즈’, ‘베
이비’, ‘리틀’을 수식하여 원 브랜드의 이미지를 아동복에 그대로 옮겨오기도 한다.
○ 유아동복의 느낌은 가볍고 명랑해야하므로 ‘코니밴드’, ‘큐비앤맘’, ‘코코리따’, ‘치크’와
같이 ‘ㅋ’로 시작하거나 중간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

사. SPA 브랜드
○ 최신 유행,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으로 패스트 패션 문화를 선도하는 SPA 브랜드.
패션계 지각변동의 신호탄이었던 SPA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그 용어조차
생소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SPA 브랜드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히며
소비자의 옷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SPA 브랜드의 현재를 확인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옷장에 걸린 SPA 브랜드 제품의 개수를 세어보는 것인데 보통 열 손가락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SPA는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
의 약자로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까지 모두 맡아 대량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를 의
미한다.172.
○ 현재 글로벌 SPA브랜드로는 ‘GAP’, ‘ZARA’, ‘유니클로’, ‘H&M’, ‘망고’ 등이 있으며, 국
내 SPA브랜드로는 ‘8 SECONDS’, ‘SPAO’, ‘MIXXO’, ‘TOPTEN’등이 있다.
○ SPA 브랜드는 개념이 어패럴에 국한되지 않고 가방, 슈즈, 리빙, 화장품, 속옷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173., 단기성 브랜드가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172. 우해미, “에잇세컨즈 브랜드 아이덴티티 리뉴얼”, 『월간디자인』, 201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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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브랜드이므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요 브랜드 정체성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PA브랜드 네임은 자체만 보면 상당히 단순한 측면이 높지만 내포하는 의
미는 넓은 소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좋다.
○ 넓은 연령층을 겨냥한 SPA브랜드의 네이밍은 단순하다.

‘GAP’은 ‘Great American

People’의 약자이고, ’유니클로‘는 ’Unique clothing‘를 결합한 조어이며, ’H&M’은 전신이
된 업체 두 곳의 약자이고, ‘SPAO’는 ‘SPA + 오리지널, 오케이’ 등의 합성어어로 의미가
단순하거나, 칭호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연상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스타일에 중점을 둔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네임 자체에서 주는 분위기가 다르다.
‘ZARA’는 ‘그리스영화 ‘희랍인 조르바(Zorba the Greek)’에서 유래‘하였으며, ‘MIXXO’는 ‘
'칵테일을 만드는 솜씨'라는 뜻의 Mixology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이름’이다.
○ 숫자를 포함하는 브랜드는 숫자에 상징성을 크게 담는다. ‘8 SECONDS’는 ‘8초는 인간이
'현재' 라고 생각하는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음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 가
장 Hot Trend를 제시하는 Fast Fashion의 즉각성을 표현’이며, ‘ , ‘TOPTEN’은 ‘시즌마
다 Must Have Item 10가지를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라는 의미이다.

173. 이민경, 「SPA 패션브랜드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니트디자인학회, 패션과 니트 제12권 제3호, 2014, pp. 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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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류 브랜드 개발용 키워드 별 상표데이터 분석자료
1.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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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스러운, 즐거운, 신사적인, 현대/도시적인, 세련된, 우아한,
전통적인/클래식한, 베이직한, 자연적인/자유로운, 부드러운, 젊은, 개성있는, 감각적인,
기능적인, 자신감있는, 환상적인, 스포티한, 화려한, 페미닌한으로 총 20개이며, 형용사
형이다.
○ 의류브랜드 키워드별 상세 분석은 브랜드를 개발할 때 컨셉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컨셉들을 그룹핑하였으며, 그룹핑 된 컨셉에 적합한 상표 DB를 추출, 가공, 분석하
여 브랜드 개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시한 것이다.
○ 의류브랜드 키워드별 상세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키워드’ 추출된 키워드를 9개 국어로 나열하고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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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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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방식176., 접두·접미어 방식177., 조합·접합방식178., 혼성방식179.으로 나누어 각
단어를 사용하여 각기 다르게 네이밍된 사례를 출원된 상표에서 검색하여 도시하였
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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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요코이 케이코 저, 브랜딩그룹 옮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브랜드네이밍 9개국 언어사전, 브랜딩그룹, 2009
175. 상표검색프로그램 인투마크 (www.intomark.co.kr), 2015.8.1.~8.20. 의류에 해당하는 유사군에 한하여 검색함.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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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접두·접미어 방식은 단일키워드 변형기법의 하나로 접두 및 접미사를 키워드와 결합하는 것을 말함. 예) noble :
newnoble, noblenew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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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혼성 방식은 두 단어의 일정 부분을 잘라 내고 남은 부분을 연결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식 예) noble :
nobst(noble+west)
180. 본 컨텐츠는 상표 출원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실제 의류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가 도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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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스위칭하였다.
⑤ 그 후 ‘마. 도형코드별 상표출원현황’에서는 위 도형코드를 전부 검색한 그래프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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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181., 레터마크182., 그래픽183., 일러스트레이션184., 사진185.으로 나눠 도시하였으
며, 분류표가 맞지 않는 경우 최대한 해당 키워드와 어울리는 도형을 선택하여 분류하
였다.186.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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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Letter marks Letters Only. 문자마크, 기업명의 이니셜로 된 마크, 문자와 도형으로 된 경우
183. Glyph Simplified Picture. 구상 심볼, 심볼마크 중 설명이 없어도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물이 양식화된
심볼
184. Illustration Altered Picture. 일러스트마크, 구체적인 사물이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된 심볼
185. Photograph Exact Picture. 사진이나 실물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경우 분류함.
186. 본 컨텐츠는 상표 출원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실제 의류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형상표가 도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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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703864호

제40-0754208호

제40-0670362호

제40-1072260호

제40-0866150호

제40-0905263호

제40-0767757호

제40-0339515호

제40-1081914호

제40-0640587호

제40-1055247호

절단방식

혼성방식

noble
제45-2015-700071
1호188.

di alta
classe

luxury

188. 출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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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

/

고급스러운

Relevant Keyword
로얄, 프리미엄, 귀족적인, 꾸띠르적인, 럭셔리한
Relevant Word
궁전, 왕관, 양주, 보석, 리무진, 명품, 황금, 다이아, 드레스, 백작, 왕비, 귀족, 파
티, 레드카펫, 황금잔, 공작, 공주, 왕관, 반스타킹, 과인, 1등석, 황제, 부자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1 별, 혜성

110302 손잡이가 없는 유리 잔

0201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

1702 보석류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090305 드레스, 앞치마, 여성용 정장 한 벌

020307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

090111 천, 망사, 린넨 제품, 커튼, 카펫트

020504 민속, 전통 의상, 또는 카우보이 의상

090121 카펫, 가장자리에 술(가두리 장식)이

을 입고 있는 어린이
070101 성, 요새, 총구가 설치된 방어 벽, 궁
전

달린 천
210107 카드 한 벌, 게임용 카드(트럼프)
2409 왕관, 보석이 박힌 머리띠 장식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전체 도형코드 출원현황>

<2409 및 0101을 제외한 출원현황>

146
KEY
WORD

1

/

고급스러운

Relevant Keyword
로얄, 프리미엄, 귀족적인, 꾸띠르적인, 럭셔리한
Relevant Word
궁전, 왕관, 양주, 보석, 리무진, 명품, 황금, 다이아, 드레스, 백작, 왕비, 귀족, 파
티, 레드카펫, 황금잔, 공작, 공주, 왕관, 반스타킹, 과인, 1등석, 황제, 부자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1090558호

제40-0908075호

제40-1067959호

제45-0026091호

제40-1000586호

제40-1057617호

제40-1075449호

제40-1058965호

제40-1071579호

제40-1067899호

제40-0915578호

제1176883호

제1143776호

0101
별
제40-2013-00132
89호189.

제45-0044761호

2409
왕관

1702
보석

189. 거절결정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Vol.2

147

CLOTHING PART

KEY
WORD

2

/

즐거운

Relevant Keyword
발랄한, 쾌활한, 재치있는, 유머러스한, 위트있는
Relevant Word
찰리채플린, 트램폴린, 놀이동산, 용돈, 요리, 음악, 물놀이, 소풍, 노래, 개그맨, 공
놀이, 미술, 튜브, 만남, 광대, 음표, 미소, 원숭이, 춤, 불꽃, 폭죽, 산타클로스, 눈
꽃, 눈사람, 운동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즐거움

즐거움,낙

즐거움,오
락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pleasure

voluptas

hedone

plaisir

palcer

piacere

lust

플레져

볼룹따스

헤도네

쁠레지르

쁠라쎄르

삐아체레

루스트

fun

rudus

paidia

펀

루두쓰

파이디아

amusemen
t
어뮤즈먼트

delectatio

heorte

델렉따시오

헤오르테

amusemen
t
아뮈즈망
amusemen
t
아뮈즈망
vivant(e)

divertiment
diversion

o

spab

디베르시온

디베르디멘

슈파쓰

entrenamie

또
divertiment

nto

o

엔뜨레나미

디베르띠멘

엔또

또

vivid

vividus

zotikos

비비드

비비두쓰

조티코스

쾌활,

cheerful

alacer

hilaros

gai(e)

alegre

명랑한

치어풀

알라체르

힐라로스

게

알레그레

발랄한

비방(비방
뜨)

vivo(a)
비보(비바)

vivido(a)
비비도(비
비다)
allegro(a)
알레그로(
알레그라)

unterhaltu
ng
운터할퉁

lebendig
레벤디히

heiter
하이터

ingenio
재치,기지

resource

acument

sophisma

ressources

vivo

ingegno

witz

리소스

아꾸멘뜨

소피즈마

르쑤흐쓰

인헤니오

인제뇨

비츠

비보

유머

humor

homor

gelos

humor

humor

umorismo

humor

휴머

후모르

겔로스

위무르

우모르

우모리즈모

후모어

homoristic

umoristico(

o(a)

a)

오모리스띠

우모리스띠

꼬(오모리

꼬(우모리

스띠까)

스띠까)

humoristiq
유머있는

humorous

facetus

geloios

ue

휴머러스

파체뚜스

겔로이오스

위모리스띡
끄

humoristis
ch
후모리스티
쉬

148
KEY
WORD

2

/

즐거운

Relevant Keyword
발랄한, 쾌활한, 재치있는, 유머러스한, 위트있는
Relevant Word
찰리채플린, 트램폴린, 놀이동산, 용돈, 요리, 음악, 물놀이, 소풍, 노래, 개그맨, 공
놀이, 미술, 튜브, 만남, 광대, 음표, 미소, 원숭이, 춤, 불꽃, 폭죽, 산타클로스, 눈
꽃, 눈사람, 운동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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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2

즐거운

/

Relevant Keyword
발랄한, 쾌활한, 재치있는, 유머러스한, 위트있는
Relevant Word
찰리채플린, 트램폴린, 놀이동산, 용돈, 요리, 음악, 물놀이, 소풍, 노래, 개그맨, 공
놀이, 미술, 튜브, 만남, 광대, 음표, 미소, 원숭이, 춤, 불꽃, 폭죽, 산타클로스, 눈
꽃, 눈사람, 운동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358133호

제40-0667857호

제45-0056163호

제40-0867763호

제40-0472728호

혼성방식

fun
제40-0441656호

vivid
vivido(a)
제40-1083341호

제45-2012-04172
호190.

-

vivant(e)

제40-0736043호

-

제40-2014-007050
9호191.

제40-0979695호

gai(e)
제40-2015-003449
5호192.

190. 거절결정.
191. 출원 중.
192. 출중 중.

제40-0788592호

제40-1003836호

제40-0895113호

150
KEY
WORD

2

/

즐거운

Relevant Keyword
발랄한, 쾌활한, 재치있는, 유머러스한, 위트있는
Relevant Word
찰리채플린, 트램폴린, 놀이동산, 용돈, 요리, 음악, 물놀이, 소풍, 노래, 개그맨, 공
놀이, 미술, 튜브, 만남, 광대, 음표, 미소, 원숭이, 춤, 불꽃, 폭죽, 산타클로스, 눈
꽃, 눈사람, 운동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07 스파크, 폭발, 불꽃놀이 불꽃
011517 눈, 눈송이 또는 눈 결정체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
신의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020311 요리를 하고 있거나 집안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웨이츠레스
020326 여성음악가, 악기와 함께 있는 여성,
오케스트라지휘자

(2.1.2, 2.1.12, 2.1.14, 2.1.20 및

020501 머리, 상반신

2.1.21 제외)

020520 악기와 함께 있는 어린이

020109 음악가, 악기를 가지고 있는 남성, 오
케스트라 연주자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
신의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2.1.2, 2.1.12, 2.1.14, 2.1.20 및
2.1.21 제외)

030519 원숭이, 오랑구탄, 유인원
040505 기타 명확히 식별할 수 없도록 의인화
된 표현, 기타 인간의 외형을 지닌 공
상적 존재
070515 샘, (하천의) 유역, 수영장, 물보라 또
는 물 분출물, 우물

020127 산타클로스

2101 게임용구, 장난감

020305 나신의 여성, 또는 속옷, 수영복, 또는

2201 악기, 악기 부속품, 음악 부속품

기타 다른 가벼운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241712 음표(온음표, 반음표 등 올챙이 모양)

삭제

020308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
성 군악대장

241713 보표(오선), 음표 또는 높은 음자리표
가 그려진 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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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2

/

즐거운

Relevant Keyword
발랄한, 쾌활한, 재치있는, 유머러스한, 위트있는
Relevant Word
찰리채플린, 트램폴린, 놀이동산, 용돈, 요리, 음악, 물놀이, 소풍, 노래, 개그맨, 공
놀이, 미술, 튜브, 만남, 광대, 음표, 미소, 원숭이, 춤, 불꽃, 폭죽, 산타클로스, 눈
꽃, 눈사람, 운동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152
KEY
WORD

2

즐거운

/

Relevant Keyword
발랄한, 쾌활한, 재치있는, 유머러스한, 위트있는
Relevant Word
찰리채플린, 트램폴린, 놀이동산, 용돈, 요리, 음악, 물놀이, 소풍, 노래, 개그맨, 공
놀이, 미술, 튜브, 만남, 광대, 음표, 미소, 원숭이, 춤, 불꽃, 폭죽, 산타클로스, 눈
꽃, 눈사람, 운동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020108
운동
제40-1093264호

제40-2006-00604
81호 (거절건)

제40-0949138호

제40-2015-00351
74호

제40-0908513호

040505
눈사람 외
인간의
외형을
지닌
공상적존
재

제40-0956683호

제40-0868958호

제45-0033062호

제40-1059789호

제40-0497874호

제40-0807884호

제40-0915654호

제40-0893042호

제40-0886547호

제40-0927286호

제40-1073329호

제45-0005193호

030519
원숭이

2101
놀이용구
제40-0370500호(
소멸)

제40-0636923호

제45-0005196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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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3

/

신사적인

Relevant Keyword
중후함, 댄디한
Relevant Word
수염, 시계, 구두, 정장, 우산, 지팡이, 중절모자, 골프, 베레모, 중저음, 서류가방,
나비넥타이, 턱시도, 수트, 007가방, 마차, 망토, 말, 왕실용 동물, 영국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신사

영어

라틴어
home

그리스어
kalos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gentleman

generosus

k’agathos

gentleman

caballero

gentiluomo

herr

젠틀맨

호메

칼로스

쟝틀망

까바예로

젠띨우오모

헤어

제네로수쓰

카가토스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독일어

154
KEY
WORD

3

신사적인

/

Relevant Keyword
중후함, 댄디한
Relevant Word
수염, 시계, 구두, 정장, 우산, 지팡이, 중절모자, 골프, 베레모, 중저음, 서류가방,
나비넥타이, 턱시도, 수트, 007가방, 마차, 망토, 말, 왕실용 동물, 영국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248225호

제40-0645152호

제40-0998617호

제40-0634262호

혼성방식

gentleman
제40-2014-008161
1호193.

제40-2014-003862
7호194.

herr
제40-0680602호

193. 출원 중
194. 출원 중

제40-0887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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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3

/

신사적인

Relevant Keyword
중후함, 댄디한
Relevant Word
수염, 시계, 구두, 정장, 우산, 지팡이, 중절모자, 골프, 베레모, 중저음, 서류가방,
나비넥타이, 턱시도, 수트, 007가방, 마차, 망토, 말, 왕실용 동물, 영국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090705 챙없는 모자 및 베레모

020120 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타고 있거나

090709 정장용 테있는 모자

이들과 함께 있는 남성

090903 단화

020912 체모, 머리채, 가발, 턱수염, 콧수염

090907 부츠, 승마용 장화

090302 재킷, 조끼, 코트, 망토(소매 없는 외

090915 부츠 및 구두의 밑창, 신발자국

투), 점퍼
030108 개, 늑대, 여우
030110 세인트 버나드

100301 지팡이, 우산, 파라솔
100312 서류가방, (여행용) 손가방, 학생가방
(손으로 든 것만 포함)

030301 말, 노새

1701 시계류

090304 신사복 한 벌 또는 정장 (A9.3.5 및

180103 말이 끄는 4륜 이상의 마차

9.3.14 제외)
090313 넥타이, 나비 넥타이, 실크 스카프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10307 골프 채, 하키 스틱, 폴로타구(격구)봉
241325 기타 다른 십자가

156
KEY
WORD

3

/

신사적인

Relevant Keyword
중후함, 댄디한
Relevant Word
수염, 시계, 구두, 정장, 우산, 지팡이, 중절모자, 골프, 베레모, 중저음, 서류가방,
나비넥타이, 턱시도, 수트, 007가방, 마차, 망토, 말, 왕실용 동물, 영국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1079607호

제40-0895183호

제40-0941382호

제40-0887654호

제40-0628678호

제45-0028243호

제40-0454519호

제40-0638689호

제40-1008242호

제40-1008915호

제40-0855570호

제40-0443336호

제40-1092052호

제40-0935450호

제40-0445771호

제40-1070546호

제40-0700940호

제40-0982687호

제40-1000208호

제40-0902036호

030108
왕실혈통
개

210307
골프

020120
말을
타고있는
남성

030301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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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4

/

현대적인

Relevant Keyword
컨템포러리, 모던한, 어반, 도회적인, 스마트한, 지적인, 쿨한, 바쁜

도시적인

Relevant Word
자동차, 아파트, 고층건물, 대기오염, 보도블럭, 지하철, 모닝커피, 만원버스, 스마트
폰, 전광판, 하이힐, 넥타이, 바쁜걸음, 영자신문, 안경, 달리기, 담배, 노트북. 키오
스크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contempor

현대의

ary
컨템포러리

도시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contempor

aequalis

paron

ain(e)

애꽐리스

파론

꽁땅뽀렌(
꽁땅뽀렌)

스페인어
contempor

이태리어
contempor

aneo(a)

aneo(a)

꼰뗌뽀라네

꼰뗌뽀라네

오(꼰뗌보

오(꼰뗌뽀

라네아)

라네아)

독일어
gegenwarti
g
게겐베르티
히

city

urbs

asty

cite

ciudad

citta

stadt

시티

우릅쓰

아스티

씨떼

씨우닷

치따

슈타트

personnel(l
개인적인

personal
퍼스널

personails

idiotikos

e)

뻬르소날리

이디오티코

뻬르쏘넬(

쓰

스

뻬르쏘넬르

personal

personale

personlich

뻬르소날

뻬르쏘날레

페어죈리히

)

도회의,

urban

urbanus

도시의

어번

우르바누쓰

asteios

urbain(e)

urbano(a)

urbano(a)

아스테이오

위르벵(위

우르바노(

우르바노(

스

르벤)

우르바나)

우르바나)

inteligente

intelligente

intelligent

인뗄리헨떼

인뗄리젠떼

인텔리겐트

stadtisch
슈테티쉬

intelligent(
지적이다

intelligent

intelligens

phronimos

인텔리전트

인뗄리젠쓰

프로니모스

e)
엥뗄리쟝(
엥뗄리쟝뜨
)

158
KEY
WORD

4

/

현대적인
도시적인

Relevant Keyword
컨템포러리, 모던한, 어반, 도회적인, 스마트한, 지적인, 쿨한, 바쁜
Relevant Word
자동차, 아파트, 고층건물, 대기오염, 보도블럭, 지하철, 모닝커피, 만원버스, 스마트
폰, 전광판, 하이힐, 넥타이, 바쁜걸음, 영자신문, 안경, 달리기, 담배, 노트북. 키오
스크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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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4

현대적인

/

도시적인

Relevant Keyword
컨템포러리, 모던한, 어반, 도회적인, 스마트한, 지적인, 쿨한, 바쁜
Relevant Word
자동차, 아파트, 고층건물, 대기오염, 보도블럭, 지하철, 모닝커피, 만원버스, 스마트
폰, 전광판, 하이힐, 넥타이, 바쁜걸음, 영자신문, 안경, 달리기, 담배, 노트북. 키오
스크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792431호

제40-1112130호

제45-0024794호

제40-0971493호

제40-0801635호

제40-0674035호

제40-0862290호

제40-0863070호

제40-0806986호

제45-0040368호

절단방식

혼성방식

urban
urbain(e)
urbano(a)

city

personlich
personale
personal
제40-0367898호

195. 출원중

제40-2007-005900
2호195.

160
KEY
WORD

4

/

현대적인
도시적인

Relevant Keyword
컨템포러리, 모던한, 어반, 도회적인, 스마트한, 지적인, 쿨한, 바쁜
Relevant Word
자동차, 아파트, 고층건물, 대기오염, 보도블럭, 지하철, 모닝커피, 만원버스, 스마트
폰, 전광판, 하이힐, 넥타이, 바쁜걸음, 영자신문, 안경, 달리기, 담배, 노트북. 키오
스크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11

구름, 안개, 증기, 연기

100101

담배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110304

찻잔, 쟁반에 붙인 컵

020119

담배를 피고 있는 남성

160113

무선전화, 휴대폰, 삐삐, 무전기, 워키토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020319

담배를 피고 있는 여성

160106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020919

발, 발가락, 발 또는 발가락 자국, 다리

160313

안경, 안경테

070108

주택, 고층 건물

180105

이륜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삼륜 자전

070112

도시 주택, 고층 건물

070114

산업용 설비, 공장 굴뚝

180107

자동차, 도로용 차량

070118

광고 게시판 또는 기념비, 기타 다른 광고

180108

화물 자동차, 역마차, 트랙터, 무궤도 전

키, 마이크로폰

거

용 구조물

차, 트럭, 관광버스

071110

도로, 인터체인지, 도로 분기점

180109

승용차, 지프, 밴

070312

굴뚝, 굴뚝 꼭대기의 통풍관

180501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기 의 일부

090313

넥타이, 나비 넥타이, 실크 스카프

180503

도안화(양식화)된 비행기

090905

하이힐

200702

서적, 잡지, 신문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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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4

/

현대적인
도시적인

Relevant Keyword
컨템포러리, 모던한, 어반, 도회적인, 스마트한, 지적인, 쿨한, 바쁜
Relevant Word
자동차, 아파트, 고층건물, 대기오염, 보도블럭, 지하철, 모닝커피, 만원버스, 스마트
폰, 전광판, 하이힐, 넥타이, 바쁜걸음, 영자신문, 안경, 달리기, 담배, 노트북. 키오
스크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제40-107827호

제45-0020503호

제40-0433618호

제40-1068330호

제40-0972261호

제40-0356559호

제40-0515909호

제40-0836178호

제40-0984486호

제40-0858365호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0809123호

제45-0020926호

제40-0865894호(

제40-2009-00306

소멸)

59호(포기)

제40-2015-00111

제40-2012-00567

제40-2012-00715

48호

65호 (거절)

77호 (거절)

011511
구름
제40-2014-00671
65호

020919
하이힐 등
제45-0039770호

090313
넥타이

160313
안경
제45-2012-00038
20호 (거절)

제40-1066888호

제40-2011-00278
63호 (거절)

180105
자전거
제40-0837215호

제40-0582960호

제45-0050870호

162
KEY
WORD

5

/

세련된

Relevant Keyword
정제된, 시크한
Relevant Word
고양이, 금융가, 스모키화장, 필터, 블랙, 재규어, 선글라스, 악세사리, 화장품, 네일
아트, 수염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세련되고

chic

elegans

glaphyros

chic

elegante

elegante

schick

매력적인

쉬크

엘레간쓰

글라피로스

쉭

엘레간떼

엘레간떼

쉬크

세련되다

stylish
스타일리쉬

speciosus
스뻬치오수
쓰

sophisticat
세련된

ed

urbanus

소피스타케

우르바누쓰

이티드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kharieis
하리에이스

sofisticado

sofisticato(

raffiniert/k

elegant(e)

(a)

a)

ultiviert

엘레강(엘

소피스띠까

쏘피스띠까

라피니어트

레강뜨)

도(소피스

또(쏘피스

/쿨티비어

띠까다)

띠까따)

트

lavado

lavabo

waschtisch

라바도

라바보

바쉬티쉬

asteios

sophistiqu

아스테이오

e

스

쏘피스띡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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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5

세련된

/

Relevant Keyword
정제된, 시크한
Relevant Word
고양이, 금융가, 스모키화장, 필터, 블랙, 재규어, 선글라스, 악세사리, 화장품, 네일
아트, 수염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900412호

제40-0860750호

제40-0944993호

제40-0781158호

제40-0690332호

제40-0723024호

제40-0996421호

제40-0995307호

제40-1078391호

제40-1003015호

절단방식

혼성방식

chic

stylish

-

schick
제40-0877778호

-

164
KEY
WORD

5

/

세련된

Relevant Keyword
정제된, 시크한
Relevant Word
고양이, 금융가, 스모키화장, 필터, 블랙, 재규어, 선글라스, 악세사리, 화장품, 네일
아트, 수염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030106 고양이 또는 기타다른 작은고양이 과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160313 안경, 안경테

020904 눈

1702 보석류

020912 체모, 머리채, 가발, 턱수염, 콧수염

100515 립스틱

020915 편 손 (손바닥 또는 손등)

100517 거울

020917 손 또는 손가락 자국

100521 비누

030104 호랑이 또는 기타 다른 큰 고양이 과

100525 기타 다른 세면 용품, 기타 다른 화장
품 또는 세면 제품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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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5

/

세련된

Relevant Keyword
정제된, 시크한
Relevant Word
고양이, 금융가, 스모키화장, 필터, 블랙, 재규어, 선글라스, 악세사리, 화장품, 네일
아트, 수염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1095390호

제40-0962411호

제40-1032725호

제40-0866766호

제45-0057283호

제40-0985844호

제40-0801085호

제40-0854619호

제40-0977252호

제40-0874214호

030106
고양이

030104
재규어 등
제40-2015-00092
74호

제40-0778456호

020904
눈등
제40-2013-00744
36호 (거절)

제40-1072417호

제40-0063112호
(소멸)

020915
편손
제40-0763324호

제40-2008-00082
08호 (거절)

제40-1045772호

제45-0021484호

제45-0048910호

제40-0919315호

제40-0876156호

1702
보석 등
제40-1071579호

제40-2011-00297
99호

제40-2008-00332
02호 (포기)

166
KEY
WORD

6

/

우아한

Relevant Keyword
엘레강스한, 품격있는, 기품있는, 고상한, 품위있는
Relevant Word
와인잔, 왕비, 공주, 부채, 브런치, 백자부인, 공작부인, 와인, 영자신문, 미술품, 골
동품, 레이스, 가면, 무도회, 흰 장갑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elegance

elegantia

kharis

elegance

elegancia

eleganza

eleganz

엘리건스

엘레간시아

하리스

엘레강쓰

엘레간씨아

엘레간짜

엘레간츠

우아한,

elegant

elegans

kharieis

품위있는

엘리건드

엘레간쓰

하리에이스

dignity

dignitas

semnotes

디그니티

딕니따스

noble

우아, 고상

품위

고상하다

고상한

elegant(e)

elegante

elegnate

elegant

엘레간떼

엘레간떼

엘레간트

dignite

dignidad

dignita

wurde

셈노테스

디뉘떼

디그니닷

디니따

뷔르데

nobilis

gennaios

noble

noble

nobile

edel

노블

노빌리쓰

게나이오스

노블

노블레

노빌레

에델

refined

urbanus

musikos

distingue(e)

refinado(a)

raffinato(a)

리파인드

우르바누쓰

무시코스

디스뗑게

레피나도(

라피나또(

레피나다)

라피나따)

엘레강(엘
레강뜨)

fein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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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6

/

우아한

Relevant Keyword
엘레강스한, 품격있는, 기품있는, 고상한, 품위있는
Relevant Word
와인잔, 왕비, 공주, 부채, 브런치, 백자부인, 공작부인, 와인, 영자신문, 미술품, 골
동품, 레이스, 가면, 무도회, 흰 장갑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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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6

우아한

/

Relevant Keyword
엘레강스한, 품격있는, 기품있는, 고상한, 품위있는
Relevant Word
와인잔, 왕비, 공주, 부채, 브런치, 백자부인, 공작부인, 와인, 영자신문, 미술품, 골
동품, 레이스, 가면, 무도회, 흰 장갑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407832호

제40-0034915호

제40-0725527호

제40-0287227호

제40-0923737호

제40-0940363호

제40-0672094호

제40-0883504호

제40-0972261호

혼성방식

elegance
elegantia
elegans
elegante

제40-0932269호

dignitas
-

dignity
dignita
제40-0773816호

-

edel
제40-0726770호

제40-0227002호
196.

noble
제40-0930723호

196. 소멸

제45-0055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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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6

/

우아한

Relevant Keyword
엘레강스한, 품격있는, 기품있는, 고상한, 품위있는
Relevant Word
와인잔, 왕비, 공주, 부채, 브런치, 백자부인, 공작부인, 와인, 영자신문, 미술품, 골
동품, 레이스, 가면, 무도회, 흰 장갑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307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

190709 가느다란 병 또는 휴대용기
200702 서적, 잡지, 신문

020914 손, 오므린 손, 손가락, 손 또는 손가
락 자국, 팔

2205 그림, 조각
090107 레이스, 노끈, 테이프, 가는 끈, 로프

040521 마스크·환상적 형태의 머리·식별이 곤
란한 머리 형태

090117 린넨

090305 드레스, 앞치마, 여성용 정장 한 벌

090120 커튼, 주름잡아 늘어뜨린 천

110302 손잡이가 없는 유리 잔

090316 장갑

190701 횡단면이 원형인 병 또는 휴대용용기

250125 기타 다른 장식무늬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170
KEY
WORD

6

/

우아한

Relevant Keyword
엘레강스한, 품격있는, 기품있는, 고상한, 품위있는
Relevant Word
와인잔, 왕비, 공주, 부채, 브런치, 백자부인, 공작부인, 와인, 영자신문, 미술품, 골
동품, 레이스, 가면, 무도회, 흰 장갑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0955771호

제40-0793077호

제40-1069957호

제40-0976891호

제40-1046800호

제40-0682848호

제40-0471787호

040521
가면

제45-0002724호

제40-0562964호
(소멸)

제45-2006-00026
81호

250125
기타다른
장식무늬
등
제40-0942044호

제40-0960129호

200702
서적
제40-2009-00079
10호 (거절)

제45-0058266호
제45-0049101호

(문자부분
임의제거)

090107
레이스,
끈등
제40-0882837호
제40-0608570호

(문자부분
임의제거)

제40-2012-70031
11호 (거절)

제40-0991071호

제40-0354011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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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7

/

전통적인
정교한

Relevant Keyword
유러피안, 브리티쉬, 고전적인, 수공예적인, 섬세한, 디테일한
Relevant Word
스위스시계, 맞춤, 장인정신, 작품, 한복, 테일러링, 토속신앙, 캠브리지, 아이비리
그, 크리켓, 왕족, 영국, 민요, 민속의상, 한옥, 귀족, 궁문지기, 로코코, 바로크, 영
국신사, 교대식, 방패, 땀, 성(姓), 3대, 유산, 훈장, 사자, 승마, 조정, 왕실혈통 종
동물, 예술가, 도면, 점묘법, 소수점, 지도, 현미경, mm, 양궁, 돋보기안경, 종이접
기, 버디, 골프채, 미싱, 데생, 예술가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라틴어

tradition

traditio

트래디선

뜨라디시오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mena

tradition

tradicion

파라데도메

트라디씨옹

뜨라디씨온

paradedo
전통

나

전통적인

전통적인,
틀에 박힌

traditionali

paradedo

traditionnel

traditional

s

menos

(le)

트래디셔널

뜨라디시오

파라데도메

트라디씨오

날리쓰

노스

넬

convention
al
컨벤셔널

s

nomimos

뜨란슬라띠

노미모스

치우쓰

장인, 명장

raftsman

opifex

워크맨/크

오삐펙스

래프츠맨

수공,

handwork

수세공

핸드워크

섬세한

정교한

demiurgos
데미우르고
스

kheirurgia

ra

헤이루르기

마누팍뚜라

아

delicate

delicatus

hapalos

델리키트

델리까뚜쓰

하팔로스

elaborate
일래보리트

엘라보라뚜
쓰

nel(le)

convencio

꽁방씨오넬

nal

(꽁방씨오

꼰벤씨오날

넬르)

manufactu

elaboratus

날

convention

translaticiu

workman/c

tradicional
뜨라디씨오

artisan
아르티쟝

아르떼사노(
아르떼사나)

tradizione
뜨라디찌오
네
tradizional
e
뜨라디찌오
날레
convenzio
nale
꼰벤찌오날
레
artigiano(a)
아르띠지아
노(아르띠
지아나)

travail

trabajo

lavoro

manuel

manual

manuale

트라바이

뜨라바호

라보로

마뉘엘

마누알

마누알레

delica(e)

delicado(a)

delicato(a)

델리꺄(델

델리까도(

델리까또(

리꺄뜨)

델리까다)

델리까따)

elaborado(

exergazon
menos

raffine(e)

엑세르가조

라피네

메노스

artesano(a)

이태리어

a)

raffinato(a)

엘라보라도

라피나또(

(엘라보라

라피나따)

다)

독일어
tradition
트라디치온
traditionell
/uberliefert
트라디치오
넬/위버리
페어트
herkommli
ch
헤어쾸리히
handwerke
r(in)
한트베르커
(한트베르
커린)
handwerk/
handarbeit
한트베르크
/한트아르
바이트
fein/zart
파인/차트

fein/sorgfa
ltig
파인/조어
크펠티히

172
KEY
WORD

7

/

전통적인
정교한

Relevant Keyword
유러피안, 브리티쉬, 고전적인, 수공예적인, 섬세한, 디테일한
Relevant Word
스위스시계, 맞춤, 장인정신, 작품, 한복, 테일러링, 토속신앙, 캠브리지, 아이비리
그, 크리켓, 왕족, 영국, 민요, 민속의상, 한옥, 귀족, 궁문지기, 로코코, 바로크, 영
국신사, 교대식, 방패, 땀, 성(姓), 3대, 유산, 훈장, 사자, 승마, 조정, 왕실혈통 종
동물, 예술가, 도면, 점묘법, 소수점, 지도, 현미경, mm, 양궁, 돋보기안경, 종이접
기, 버디, 골프채, 미싱, 데생, 예술가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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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7

전통적인
정교한

/

Relevant Keyword
유러피안, 브리티쉬, 고전적인, 수공예적인, 섬세한, 디테일한
Relevant Word
스위스시계, 맞춤, 장인정신, 작품, 한복, 테일러링, 토속신앙, 캠브리지, 아이비리
그, 크리켓, 왕족, 영국, 민요, 민속의상, 한옥, 귀족, 궁문지기, 로코코, 바로크, 영
국신사, 교대식, 방패, 땀, 성(姓), 3대, 유산, 훈장, 사자, 승마, 조정, 왕실혈통 종
동물, 예술가, 도면, 점묘법, 소수점, 지도, 현미경, mm, 양궁, 돋보기안경, 종이접
기, 버디, 골프채, 미싱, 데생, 예술가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혼성방식

tradition
-

traditio
tradizione
외

제40-0467846호
197.

-

제40-0729395호

제40-1029764호

제45-0027544호

제40-1000350호

artisan
제40-0495326호

제40-2014-005104
0호198.

delicate
delicatus

DC Delicato

delicate finger

DELICATE XXX

DELICUSH

제40-0608357호

제40-085395호

제40-1040526호

제40-1101537호

delica(e)

197. 소멸
198. 출원중

174
KEY
WORD

7

/

전통적인
정교한

Relevant Keyword
유러피안, 브리티쉬, 고전적인, 수공예적인, 섬세한, 디테일한
Relevant Word
스위스시계, 맞춤, 장인정신, 작품, 한복, 테일러링, 토속신앙, 캠브리지, 아이비리
그, 크리켓, 왕족, 영국, 민요, 민속의상, 한옥, 귀족, 궁문지기, 로코코, 바로크, 영
국신사, 교대식, 방패, 땀, 성(姓), 3대, 유산, 훈장, 사자, 승마, 조정, 왕실혈통 종
동물, 예술가, 도면, 점묘법, 소수점, 지도, 현미경, mm, 양궁, 돋보기안경, 종이접
기, 버디, 골프채, 미싱, 데생, 예술가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15 물방울, 비누방울

090105 실 꾸러미에 감겨진 실

0117 지리학적 지도, 천체 지도

090108 바늘 땀

0201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

090501 바늘, 골무, 후크, 핀

성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150303 재봉틀(재봉기)
160317 손잡이가 있는 확대경(돋보기)
160313 안경, 안경테

020120 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타고 있거나
이들과 함께 있는 남성
0203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

160315 쌍안경, 망원경, 현미경
160319 광학 렌즈, 콘택트 렌즈, 안경알
180301 조정용 보트, 카누, 곤돌라, 경주용 요

성

트, 카약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200507 설계도, 배선도, 도표, 그래프

020320 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타고 있거나

210307 골프 채, 하키 스틱, 폴로타구(격구)봉

이들과 함께 있는 여성

210314 크리켓 기둥 및 배트

030102 사자문양(문장)

240719 적십자기, 녹십자기, 스위스기

030108 개, 늑대, 여우

241325 기타 다른 십자가

090101 실

2401

방패

090102 실타래에 감겨진 실

2409

왕관, 보석이 박힌 머리띠 장식

090103 실패 또는 기타 다른 지지대에 감겨진

2405

훈장, 주화, 훈위

실 (A 9.1.4 제외)

250707 점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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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7

/

전통적인
정교한

Relevant Keyword
유러피안, 브리티쉬, 고전적인, 수공예적인, 섬세한, 디테일한
Relevant Word
스위스시계, 맞춤, 장인정신, 작품, 한복, 테일러링, 토속신앙, 캠브리지, 아이비리
그, 크리켓, 왕족, 영국, 민요, 민속의상, 한옥, 귀족, 궁문지기, 로코코, 바로크, 영
국신사, 교대식, 방패, 땀, 성(姓), 3대, 유산, 훈장, 사자, 승마, 조정, 왕실혈통 종
동물, 예술가, 도면, 점묘법, 소수점, 지도, 현미경, mm, 양궁, 돋보기안경, 종이접
기, 버디, 골프채, 미싱, 데생, 예술가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176
KEY
WORD

7

/

전통적인
정교한

Relevant Keyword
유러피안, 브리티쉬, 고전적인, 수공예적인, 섬세한, 디테일한
Relevant Word
스위스시계, 맞춤, 장인정신, 작품, 한복, 테일러링, 토속신앙, 캠브리지, 아이비리
그, 크리켓, 왕족, 영국, 민요, 민속의상, 한옥, 귀족, 궁문지기, 로코코, 바로크, 영
국신사, 교대식, 방패, 땀, 성(姓), 3대, 유산, 훈장, 사자, 승마, 조정, 왕실혈통 종
동물, 예술가, 도면, 점묘법, 소수점, 지도, 현미경, mm, 양궁, 돋보기안경, 종이접
기, 버디, 골프채, 미싱, 데생, 예술가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1106903호

제40-1080790호

제40-1072340호

제40-1084944호

제40-1063582호

제40-1084589호

제40-0940941호

제45-0041943호

제40-1080592호

제40-0936029호

제40-0448583호

제40-0909646호

제40-0882661호

제45-0032545호

제40-0752742호

제40-2005-70025

제40-2011-00529

52호 (포기)

41호 (거절)

제40-0687821호

제40-0417938호

제40-0435546호

제40-0349297호

제40-0764387호

제40-1106101호

2409
왕관

2401
방패 등

030108
왕실혈통
종 동물

210307
골프채
제40-2015-00232
85호

030102
사자문양
제40-1105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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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8

/

베이직한

Relevant Keyword
심플한, 깔끔한, 얌전한, 기본적인
Relevant Word
단색, 블랙, 화이트, 체크무늬, 흰티, 흰양말, 차이나넥, 놈코어, 보통, 속옷, 네모,
동그라미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기본

영어

basis
베이시스

fundament
기본적인

al
펀디멘털

라틴어
fundament
a
푼다멘따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basis

base

base

base

grund

바시스

바즈

바세

바세

그룬트

fondament

fundament

fondament

al(e)

al

ale

퐁다망딸

푼다멘딸

폰다멘딸레

fundament
alis

themelios

푼다멘딸리

세멜리오스

쓰

ordenado(
깔끔한

neat
니트

ordinarius

eukosmos

오르디나리

에우코스모

우쓰

스

propre
프로프르

a)
오르데나도
(오르데나
다)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ordinato(a)
오르디나또
(오르디나
따)

grundlege
nd
그룬트레겐
트

ordentlich
오어덴틀리
히

178
KEY
WORD

8

베이직한

/

Relevant Keyword
심플한, 깔끔한, 얌전한, 기본적인
Relevant Word
단색, 블랙, 화이트, 체크무늬, 흰티, 흰양말, 차이나넥, 놈코어, 보통, 속옷, 네모,
동그라미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혼성방식

base
제40-2005-005562
0호199.

제40-0982714호

제40-2014-002117
0호200.

제40-0868089호

-

basis
제40-2015-700538
6호201.

-

제45-2015-000332
4호202.

제40-1103686호

-

propre
제40-0718283호

199.
200.
201.
202.
203.
204.

거절결정
출원공고
출원 중
출원 중
거절
포기

-

제40-1990-002610

제40-1990-002610

6호203.

6호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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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8

/

베이직한

Relevant Keyword
심플한, 깔끔한, 얌전한, 기본적인
Relevant Word
단색, 블랙, 화이트, 체크무늬, 흰티, 흰양말, 차이나넥, 놈코어, 보통, 속옷, 네모,
동그라미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90309 셔츠, 티 셔츠, 여성용 조끼, 블라우스

250704 체크 무늬의 표면 또는 배경
260103 하나의 원 또는 타원

090314 속옷, 속바지, 목욕용 의상, 내의

260405 1개의 사변형

090315 스타킹, 양말, 부티(신발 대신 신는 아

290106 흰색, 회색, 은색

기 양말)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90108 흑색

180
KEY
WORD

8

/

베이직한

Relevant Keyword
심플한, 깔끔한, 얌전한, 기본적인
Relevant Word
단색, 블랙, 화이트, 체크무늬, 흰티, 흰양말, 차이나넥, 놈코어, 보통, 속옷, 네모,
동그라미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제40-0736571호

제40-0647913호

제40-0631865호

제40-0802867호

제40-0866724호

제45-0047955호

제40-0942609호

제45-0058109호

사진

260103
동그라미
제40-2015-70008
79호

260405
네모
제40-2011-00297
17호 (포기)

제45-0027170호

제40-0839124호

제40-0675468호

제40-1031206호

090309
셔츠
제40-2012-00429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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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9

/

자연적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조화로운, 로하스적인, 건강한, 여유로운, 여가로운, 힐링
Relevant Word
알프스, 전원주택, 활짝 핀 꽃, 황토, 헬스클럽, 요트, 숲속, 나뭇잎, 무기질비료, 등
산, 피톤치드, 정원, 맨발, 운동, 바다, 별장, 머드, 흙, 야생동물, 호수, 산 , 바람,
별, 여행, 배낭, 자동차, 곤충, 햇빛, 운동화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자연

자연의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nature

natura

physis

nature

naturaleza

natura

natur

네이쳐

나뚜라

피시스

나뛰르

나뚜랄레싸

나뚜라

나투어

natural

naturalis

physikos

내츄럴

나뚜랄리쓰

피시코스

naturel(le)
나뛰렐(나
뛰렐르)

natural

naturale

naturlich

나뚜랄

나뚜랄레

나튀얼리히

alivio/tran
편함

behaglichk

ease

securitas

rhastone

aise

quilirad

agio

eit

이즈

세꾸리따쓰

라스토네

에즈

알리비오/

아지오

베하클리히

뜨란낄리땃

카이트

sich
편히 쉬다

relax

relaxari

anienai

se relaxer

relajar

rilassarsi

릴랙스

렐락사리

아니에나이

스 를락쎄

렐라하르

릴라싸르씨

entspanne
n
지히
엔트슈판넨

자유로이

freely

libere

프릴리

리베레

eleutheros
엘레우세로
스
eleuthero

자유스타일

freestyle
프리스타일

-

styl(現)
엘레프세로
스틸

libremente

리브르망

리브레멘떼

nage libre

estilo libre

stile libero

나쥬

에스띨로

스띨레

리브르

리브레

리베로

liberalismo

liberalismo

리베랄리스

리베랄리즈

모

모

phileleuthe
자유주의

liberalism
리버럴리즘

-

rismos(現)

liberalisme

필리레프테

리베랄리슴

리즈모스

liberament

librement

e
리베라멘떼

frei
프라이

freistil
프라이슈틸

liberalismu
s
리베랄리스
무스

182
KEY
WORD

9

/

자연적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조화로운, 로하스적인, 건강한, 여유로운, 여가로운, 힐링
Relevant Word
알프스, 전원주택, 활짝 핀 꽃, 황토, 헬스클럽, 요트, 숲속, 나뭇잎, 무기질비료, 등
산, 피톤치드, 정원, 맨발, 운동, 바다, 별장, 머드, 흙, 야생동물, 호수, 산 , 바람,
별, 여행, 배낭, 자동차, 곤충, 햇빛, 운동화

한국어
조화

건강한

건강한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harmony

harmonia

harmonia

harmonie

armonia

armonia

harmonie

하모니

하르모니아

하르모니아

아흐모니

아르모니아

아르모니아

하모니

vigoureus(

vigoroso(a

vigoroso(a

vigorous

vigorosus

zotikos

se)

)

)

mutig

비거러스

비고로수쓰

조타코스

비구뢰(비

비고로소(

비고로소(

무티히

구뢰즈)

비고로사)

비고로사)

health

sanitas

hygieia

sante

salud

salute

헬쓰

사니따스

히기에이아

상떼

살롯

쌀루떼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gesundheit
게준트하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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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9

/

자연적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조화로운, 로하스적인, 건강한, 여유로운, 여가로운, 힐링
Relevant Word
알프스, 전원주택, 활짝 핀 꽃, 황토, 헬스클럽, 요트, 숲속, 나뭇잎, 무기질비료, 등
산, 피톤치드, 정원, 맨발, 운동, 바다, 별장, 머드, 흙, 야생동물, 호수, 산 , 바람,
별, 여행, 배낭, 자동차, 곤충, 햇빛, 운동화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629227호

제40-1085586호

제40-1107942호

제45-0024627호

제40-1084908호

제40-0862365호

제40-0194824호

제45-0028232호

제40-0977530호

제40-0870567호

제40-1086716호

제40-1061818호

제40-1112832호

제40-1003589호

제40-0705989호

제40-0489810호

제40-0311488호

제40-0623980호

절단방식

혼성방식

nature
natural 외

health
healthy 외

freely
freesyle 외

libere

-

sante
제45-0026562호

-

184

KEY
WORD

9

자연적
자유로운

/

Relevant Keyword
조화로운, 로하스적인, 건강한, 여유로운, 여가로운, 힐링
Relevant Word
알프스, 전원주택, 활짝 핀 꽃, 황토, 헬스클럽, 요트, 숲속, 나뭇잎, 무기질비료, 등
산, 피톤치드, 정원, 맨발, 운동, 바다, 별장, 머드, 흙, 야생동물, 호수, 산 , 바람,
별, 여행, 배낭, 자동차, 곤충, 햇빛, 운동화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1 별, 혜성

030701 독수리, 매, 콘도르속 독수리, 콘도르

0103 태양
0501 나무, 관목

030705 올빼미, 부엉이

0503 나뭇잎, 침엽, 나뭇잎 또는 침엽을 가지

030707 황새, 왜가리, 학, 플라밍고, 백학 또

는 나무 가지

는 기타 다른 섭금류(물가에서 먹이를

0505 화초, 과수 꽃

찾는 새)

0603 물, 강 또는 내천이 있는 풍경

031301 나비

020919 발, 발가락, 발 또는 발가락 자국, 다

031302 곤충(3.13.1을 제외함), 거미

리

031304 꿀벌, 말벌

030101 사자

031312 매미, 귀뚜라미, 메뚜기, 베짱이

030104 호랑이 또는 기타 다른 큰 고양이 과

060102 산, 산 풍경
060104 도안화(양식화)된 산 또는 화산

030209 기린

061905 숲, 무성한 덤불

030303 얼룩말

061911 목장, 목초지

030407 사슴, 수사슴, 고라니, 순록, 새끼 사

061913 주위에 산이 있는 목초지

슴, 영양, 엘크(북유럽산 큰사슴), 노

061916 주택이 있는 풍경

루

070108 주택, 고층 건물

030501 집토끼, 산토끼

070119 오두막, 오두막 집

030503 다람쥐

090911 운동용 신발류, 스키 부츠

030505 비버, 마멋, 오소리, 밍크, 너구리, 북

100315 배낭

미오소리, 북미너구리, 스컹크, 아마

180109 승용차, 지프, 밴

딜로

180301 조정용 보트, 카누, 곤돌라, 경주용 요

030515 캥거루
030519 원숭이, 오랑구탄, 유인원

트, 카약
삭제

240719 적십자기, 녹십자기, 스위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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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9

/

자연적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조화로운, 로하스적인, 건강한, 여유로운, 여가로운, 힐링
Relevant Word
알프스, 전원주택, 활짝 핀 꽃, 황토, 헬스클럽, 요트, 숲속, 나뭇잎, 무기질비료, 등
산, 피톤치드, 정원, 맨발, 운동, 바다, 별장, 머드, 흙, 야생동물, 호수, 산 , 바람,
별, 여행, 배낭, 자동차, 곤충, 햇빛, 운동화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중분류>

<세분류>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5-0054713호

제40-1020904호

제40-0899267호

제40-0905715호

제45-0050565호

제45-0049106호

제40-1029055호

제40-1096378호

제40-1084313호

제40-1100261호

0101
별등

0505
활짝핀꽃
등

186
KEY
WORD

9

/

자연적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조화로운, 로하스적인, 건강한, 여유로운, 여가로운, 힐링
Relevant Word
알프스, 전원주택, 활짝 핀 꽃, 황토, 헬스클럽, 요트, 숲속, 나뭇잎, 무기질비료, 등
산, 피톤치드, 정원, 맨발, 운동, 바다, 별장, 머드, 흙, 야생동물, 호수, 산 , 바람,
별, 여행, 배낭, 자동차, 곤충, 햇빛, 운동화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1075085호

제40-1113022호

제40-1123420호

제40-1062435호

제40-0990881호

제45-0050496호

제40-1009427호

제40-0723988호

제40-2003-00166

제40-2012-00552

43호 (포기)

51호 (포기)

제40-1064429호

제40-1047131호

제40-0637760호

제40-1029937호

제40-1057833호

제40-1016259호

제40-1004470호

제40-1085611호

제40-0996774호

제40-0792530호

제40-0694791호

0503
나뭇잎

030501
토끼

031301
나비 및
곤충
제40-2014-01251
02호

060104
산
제40-2014-00734
20호

030701
독수리
등
야생동물

제40-2015-00082
99호

제40-0967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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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0

/

부드러운

Relevant Keyword
말랑한, 보드라운, 포근한, 따뜻한, 친근한
Relevant Word
수면양말, 곰인형, 솜사탕, 마시멜로, 푸딩, 손, 강아지털, 이불, 햇살, 코트, 실크,
난로, 가죽, 모닥불, 젤리, 구름, 불, 아기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부드럽다

친구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soft

mollis

malakos

mou(molle)

소프트

몰리쓰

말라코스

무(몰)

friend

amicus

philos

ami(e)

프렌드

아미꾸쓰

필로스

아미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스페인어
blando(a)
블란도(블

이태리어

독일어

soffice

weich

란다)
amigo(a)

쏘피체

바이히

amico(a)

freund(in)

아미고,

아미꼬(아

프로인트(

아미가

미까)

프로인딘)

188
KEY
WORD

10

/

부드러운

Relevant Keyword
말랑한, 보드라운, 포근한, 따뜻한, 친근한
Relevant Word
수면양말, 곰인형, 솜사탕, 마시멜로, 푸딩, 손, 강아지털, 이불, 햇살, 코트, 실크,
난로, 가죽, 모닥불, 젤리, 구름, 불, 아기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966320호

제40-0946517호

-

-

제40-0677440호

-

-

제40-1076105호

제40-0133867호

제40-0265967호

제40-1070935호

제45-0057708호

제40-1077425호

제40-0969452호

제40-0460470호

절단방식

혼성방식

soft
제40-0813240호

제40-1010209호

philos

ami(e)

mou(molle)
제40-2014-004684
7호205.

205.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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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0

/

부드러운

Relevant Keyword
말랑한, 보드라운, 포근한, 따뜻한, 친근한
Relevant Word
수면양말, 곰인형, 솜사탕, 마시멜로, 푸딩, 손, 강아지털, 이불, 햇살, 코트, 실크,
난로, 가죽, 모닥불, 젤리, 구름, 불, 아기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3 태양

030114 곰, 코알라, 웜바트

011505 화염

051114 목화

011511 구름, 안개, 증기, 연기

090123 침대 커버, 쿠션, 깃털 이불, 담요

020506 아기(태아)

090315 스타킹, 양말, 부티

020709 여성 및 아기

130302 덮개 없는 난로, 화로, 기타난방장치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190
KEY
WORD

10

/

부드러운

Relevant Keyword
말랑한, 보드라운, 포근한, 따뜻한, 친근한
Relevant Word
수면양말, 곰인형, 솜사탕, 마시멜로, 푸딩, 손, 강아지털, 이불, 햇살, 코트, 실크,
난로, 가죽, 모닥불, 젤리, 구름, 불, 아기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0436889호

제40-0748412호

제40-0779452호

제40-0757549호

제40-0495889호

제40-1103570호

제40-0869601호

제40-0955682호

제40-1047945호

제40-0806972호

제40-2012-00798

제40-2008-00001

34호 (거절)

21호 (거절)

0103
태양

030114
곰

011511
구름

제40-0971196호

제40-2015-00039
66호

제45-0020300호

011505
불

제40-2015-0022

제40-2015-00151

제40-0456081호

ㅊ754호

59호

(소멸)

제45-0011287호
(소멸)

제40-0696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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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1

/

젊은

Relevant Keyword
상큼한, 깜찍한, 신선한

새로운
순수한

Relevant Word
학창시절, 클럽, 백합, 목화, 유치원, 사과, 코튼, 병아리, 콜라, 노랑, 탄산, 새싹,
화이트, 소다, 배낭여행, 앵두, 교복, 신혼, 솜, 신입, 레몬, 패기, 개나리, 달리기,
소녀, 소년, 물방울, 나뭇잎, 체리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젊다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young

juvenis

neos

jeune

joven

giovane

jung

영

유베니쓰

네오스

죈

호벤

죠바네

융

젊은,

youthful

juvenilis

neanikos

juvenile

juvenil

giovanile

jugendlich

팔파한

유쓰풀

유베닐리쓰

네아니코스

쥐베닐

후베닐

죠바닐레

유겐틀리히

juvenis

neanias

jeune

cito(a)

giovane

jugendlicher

유베니쓰

네아니아스

죈

호벤/호벤씨

죠바네

유겐틀리허

youngster/y

젊은이

outh
영스터/유쓰
young

젊은이들

people
영 피플

joven/joven

또(호벤씨따)
juvenes

neaniai

jeunesse

juventud

gioventu

junge leute

유베네쓰

네아니아이

죄네쓰

후벤뚯

죠벤뚜

융게 로이테

youth

juventa

neotes

jeunesse

juventud

giovinezza

jugent

유쓰

유벤따

네오테스

죄네쓰

후벤뚯

죠비네짜

유겐트

상쾌한

refreshing

serenus

eukharistos

frais(fraiche

refrescante

rinfrescante

erfrischend

산뜻한

리프레슁

세레누쓰

에우하리스

)

레프레스깐

린프레스깐

에어프리쉔

토스

프레(프레슈)

떼

떼

트

젊음

순수한

새롭다

pure

purus

katharos

pur(e)

puro(a)

puro(a)

rein

퓨어

뿌루쓰

카사로스

쀠르

뿌로(뿌라)

뿌로(뿌라)

라인

new

novus

neos

뉴

노부스

네오스

nouveau(ell

nuevo(a)

nuovo(a)

e)

누에보(누에

누오보(누오

누보(누벨)

바)

바)

flamante/mu

새롭다

brand-new

novissimus

neos

브랜드-뉴

노비씨무쓰

네오스

flambant

y nuevo(a)

neuf(ve)

프라만떼/

플랑방

무이

뇌프(뇌브)

누에보(누에
바)

신선한

fresh

recens

kainos

frais(iche)

프레쉬

레첸쓰

카이노스

프레(프레슈)

neu
노이

nuovo(a)

funkelnagei

fiammante

neu

누오보(누오
바)

풍켈나겔노

피암만떼

이

fresco(a)

fresco(a)

프레스꼬(프

프레스꼬(프

레스까)

레스까)

frisch
프리쉬

192
KEY
WORD

11

/

젊은
새로운
순수한

Relevant Keyword
상큼한, 깜찍한, 신선한
Relevant Word
학창시절, 클럽, 백합, 목화, 유치원, 사과, 코튼, 병아리, 콜라, 노랑, 탄산, 새싹,
화이트, 소다, 배낭여행, 앵두, 교복, 신혼, 솜, 신입, 레몬, 패기, 개나리, 달리기,
소녀, 소년, 물방울, 나뭇잎, 체리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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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1

/

젊은
새로운
순수한

Relevant Keyword
상큼한, 깜찍한, 신선한
Relevant Word
학창시절, 클럽, 백합, 목화, 유치원, 사과, 코튼, 병아리, 콜라, 노랑, 탄산, 새싹,
화이트, 소다, 배낭여행, 앵두, 교복, 신혼, 솜, 신입, 레몬, 패기, 개나리, 달리기,
소녀, 소년, 물방울, 나뭇잎, 체리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방식

조합·접합
방식

혼성방식

young
people
제40-2014-0071719
호206.

제40-1015193호

제40-1022941호

제45-0036743호

제40-1107268호

제40-0969651호

제40-0992788호

제40-2014-7000612

제40-2014-0076637

호207.

호208.

제45-0029952호

pure
pur(e)
purus
제40-1078982호

-

giovane
제40-0312247호

-

제40-0814476호

제40-1094144호

제40-0811468호

제40-0877884호

제40-1019806호

new

fresh
fresco(a)
제40-2015-0057974
호209.

제40-2015-0038439
호210.

194
KEY
WORD

11

젊은

/

새로운
순수한

Relevant Keyword
상큼한, 깜찍한, 신선한
Relevant Word
학창시절, 클럽, 백합, 목화, 유치원, 사과, 코튼, 병아리, 콜라, 노랑, 탄산, 새싹,
화이트, 소다, 배낭여행, 앵두, 교복, 신혼, 솜, 신입, 레몬, 패기, 개나리, 달리기,
소녀, 소년, 물방울, 나뭇잎, 체리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15

물방울, 비눗방울

050502

011521

기포, 거품 덩어리

050313 도안화(양식화)된 나뭇잎

020502

소년

050712

레몬

020503

소녀

050713

사과

020506

아기(태아)

050716

체리

020508

운동/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

051111

풀(새싹, 잔디, 목초, 식별되지 않은 식물

020521

동물과 함께 있는 어린이

020523

도안화(양식화)된 어린이

051114

목화

020527

어린이의 그림자 또는 실루엣

090911

운동용 신발류, 스키 부츠

030703

수탉, 암탉, 병아리

100315

배낭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06.
207.
208.
209.
210.

출원공고
거절결정
출원 중
출원 중
출원 중

백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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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1

/

젊은
새로운
순수한

Relevant Keyword
상큼한, 깜찍한, 신선한
Relevant Word
학창시절, 클럽, 백합, 목화, 유치원, 사과, 코튼, 병아리, 콜라, 노랑, 탄산, 새싹,
화이트, 소다, 배낭여행, 앵두, 교복, 신혼, 솜, 신입, 레몬, 패기, 개나리, 달리기,
소녀, 소년, 물방울, 나뭇잎, 체리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0967864호

제40-1049566호

제40-1026830호

제40-1109424호

제40-0784234호

제40-1042768호

제45-0034144호

제40-0845871호

제40-0799102호

제40-1043697호

제40-0842725호

제40-1043502호

제40-1040523호

제40-0729598호

050313
새싹

020523
어린이

020503
소녀
제40-2006-00288
14호 (거절)

제40-0587013호

제40-2014-00966
43호

011515
물방울
제40-0632347호

제40-0555626호

(소멸)

(소멸)

제45-0049797호

196
KEY
WORD

12

/

개성있는

Relevant Keyword
레트로, 복고풍의, 에스닉한, 이국적인, 보이쉬한, 보헤미안, 독특한, 핫한, 유니크
한, 특별한, 차별화된, 창조적인, 펑키한, 창의적인
Relevant Word
태닝, 해골, 체인, 문신, 피어싱, 수염, 남장여자, 인디안, 팝아트, 모히칸, 레게머리,
집시, 일본, 패턴, 무늬, 악세서리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개성

독창성

이국적인

특별한

영어

personality
퍼스낼리티

라틴어
personatus
뻬르소나뚜
쓰

originality

proprietas

오리지낼리

쁘로쁘리에

티

따쓰

exotic
이그조틱

special
스페셜

peregrinus
뻬레그리누
쓰

specialis
스뻬치알리
쓰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personnalit

personalid

idioma

e

ad

이디오마

뻬르쏘날리

뻬르소날리

떼

닷

epitekhnes
is
에피테흐네
시스

originalite
오리지날리
떼

epaktos

exotique

에파크토스

에그죠띡끄

originalida
d
오리히날리
닷

이태리어
personalita
뻬르쏘날리
따

독일어
personlich
keit
페어죈리히
카이트

originalita

originalitat

오리지날리

오리기날리

따

테트

exotico(a)

esotico(a)

엑쏘띠꼬(

에소띠꼬(

엑소띠까)

에소띠까)

exotisch
엑소티쉬

idios

special

especial

speciale

besonder

이디오스

스뻬씨알

에스뻬씨알

스뻬치알레

베존더

createur(tri
창조적

creative

creativus

poietikos

ce)

크리에이티

끄레아띠부

포이에티코

크레아뙤르

브

쓰

스

(크레아트
리쓰)

creacion
끄레아씨온

creazione
끄레아찌오
네

schopfung
쇱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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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2

/

개성있는

Relevant Keyword
레트로, 복고풍의, 에스닉한, 이국적인, 보이쉬한, 보헤미안, 독특한, 핫한, 유니크
한, 특별한, 차별화된, 창조적인, 펑키한, 창의적인
Relevant Word
태닝, 해골, 체인, 문신, 피어싱, 수염, 남장여자, 인디안, 팝아트, 모히칸, 레게머리,
집시, 일본, 패턴, 무늬, 악세서리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198
KEY
WORD

12

개성있는

/

Relevant Keyword
레트로, 복고풍의, 에스닉한, 이국적인, 보이쉬한, 보헤미안, 독특한, 핫한, 유니크
한, 특별한, 차별화된, 창조적인, 펑키한, 창의적인
Relevant Word
태닝, 해골, 체인, 문신, 피어싱, 수염, 남장여자, 인디안, 팝아트, 모히칸, 레게머리,
집시, 일본, 패턴, 무늬, 악세서리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방식

조합·접합
방식

혼성방식

originality
originalita 외
제45-2015-0006126

제45-0051957호

제40-1009225호

제40-0802218호

제45-0039695호

제40-0877180호

제40-0431102호

제40-0937512호

제40-0916542호

제45-0042946호

제40-0760456호

제40-0946771호

호211.

special

creative
creativus
createur(trice
)외
personality
personatus
personnalite
외

211. 출원중
212. 출원중
213. 출원중

제40-0367898호

제40-2015-7001122
호212.

제40-0806986호

제40-2014-0058388
호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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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2

/

개성있는

Relevant Keyword
레트로, 복고풍의, 에스닉한, 이국적인, 보이쉬한, 보헤미안, 독특한, 핫한, 유니크
한, 특별한, 차별화된, 창조적인, 펑키한, 창의적인
Relevant Word
태닝, 해골, 체인, 문신, 피어싱, 수염, 남장여자, 인디안, 팝아트, 모히칸, 레게머리,
집시, 일본, 패턴, 무늬, 악세서리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3 종교적 인물, 법복 또는 관복을 입고
있는 남성
0201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
성
0201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남성스러운 사
람
020130 기타 남성
020305 나신의 여성, 또는 속옷, 수영복, 또는
기타 다른 가벼운 의상을 입고 있는

250703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A25.7.4 제외)
250705 다각형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250706 원 또는 타원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
경
250707 점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
250708 기타 다른 기하 도형 또는 무늬로 덮
인 표면 또는 배경
250717 반복되는 문자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여성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0203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여성인물, 마
녀, 그로테스크풍 여성
020330 기타 여성
020912 체모, 머리채, 가발, 턱수염, 콧수염
020923 두개골
170213 목걸이, 팔찌, 보석줄
170217 반지 및 결혼반지

250722 물결선 또는 띠로 덮인 표면 또는 배
경
250723 지그재그 또는 갈매기 패턴의 선 또는
띠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250725 기타 다른 반복되는 도형 요소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251201 빛 또는 방사 선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170225 기타 다른 보석

251203 파형(모아레)무늬의 표면 또는 배경

250125 기타 다른 장식무늬

251225 기타 다른 장식물로 덮인 표면 또는

250702 마름모꼴 무늬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배경

200
KEY
WORD

12

/

개성있는

Relevant Keyword
레트로, 복고풍의, 에스닉한, 이국적인, 보이쉬한, 보헤미안, 독특한, 핫한, 유니크
한, 특별한, 차별화된, 창조적인, 펑키한, 창의적인
Relevant Word
태닝, 해골, 체인, 문신, 피어싱, 수염, 남장여자, 인디안, 팝아트, 모히칸, 레게머리,
집시, 일본, 패턴, 무늬, 악세서리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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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2

/

개성있는

Relevant Keyword
레트로, 복고풍의, 에스닉한, 이국적인, 보이쉬한, 보헤미안, 독특한, 핫한, 유니크
한, 특별한, 차별화된, 창조적인, 펑키한, 창의적인
Relevant Word
태닝, 해골, 체인, 문신, 피어싱, 수염, 남장여자, 인디안, 팝아트, 모히칸, 레게머리,
집시, 일본, 패턴, 무늬, 악세서리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0786885호

제40-1120502호

제40-0851369호

제40-0825374호

제40-0929877호

제40-0840378호

제40-0926079호

제40-0936049호

제40-0901265호

제40-1065841호

제40-0717098호

제40-0484306호

제40-1007415호

250125
기타다른
장식무늬
등

020923
해골 등

020104
민속옷을
입고있는
남성 등
제40-0295697호

제40-2007-00456
48호 (거절)

020310
옷을입은
여성
제40-2004-00009
07호 (포기)

제40-0562705호

제40-1013156호

제40-2004-00136
69호 (포기)

제40-0715524호

250725
패턴,
무늬
제40-1082832호

제40-0858178호

제40-2015-70005
48호

제40-1020304호

제40-0744857호

202
KEY
WORD

13

/

감각적인
트렌디한

Relevant Keyword
슬림한, 샤프한, 이탈리안, 믹스앤매치, 미니멀한
Relevant Word
스냅백, 빅사이즈, 슬랙스, 블랙 앤 화인트, 디자이너, 땡땡이, 연예인, 애쉬브라운,
찢어진 청바지, 오감, 냉장고 바지, 오드리햅번, 마를린먼로, 패션쇼, 유행, 모델, 패
션잡지, 이탈리아, 콜라보, 느낌, 센스, 촉감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감각

유행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aisthesis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sens

sentido

senso

sinn

쌍쓰

센띠도

쎈쏘

진

sense

sensus

센스

센수쓰

fashion

modus

skeue

mode

moda

moda

mode

패션

모두쓰

스케우에

모드

모다

모다

모데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아이스세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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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3

/

감각적인
트렌디한

Relevant Keyword
슬림한, 샤프한, 이탈리안, 믹스앤매치, 미니멀한
Relevant Word
스냅백, 빅사이즈, 슬랙스, 블랙 앤 화인트, 디자이너, 땡땡이, 연예인, 애쉬브라운,
찢어진 청바지, 오감, 냉장고 바지, 오드리햅번, 마를린먼로, 패션쇼, 유행, 모델, 패
션잡지, 이탈리아, 콜라보, 느낌, 센스, 촉감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혼성방식

sense
제40-0905880호

제40-0449327호

제40-2015-002346
2호214.

제40-1074445호

-

sinn
제40-0790648호

-

제40-0726302호

제40-0808893호

제40-0504770호

제40-1053623호

제40-0894807호

제40-0168050호

제40-0608526호

제40-0600601호

제40-1072963호

제40-0917398호

제40-0921394호

제40-0884361호

sensus
senso

fashion

mode
제40-1080079호

제40-2015-002108
2호215.

204
KEY
WORD

13

/

감각적인
트렌디한

Relevant Keyword
슬림한, 샤프한, 이탈리안, 믹스앤매치, 미니멀한
Relevant Word
스냅백, 빅사이즈, 슬랙스, 블랙 앤 화인트, 디자이너, 땡땡이, 연예인, 애쉬브라운,
찢어진 청바지, 오감, 냉장고 바지, 오드리햅번, 마를린먼로, 패션쇼, 유행, 모델, 패
션잡지, 이탈리아, 콜라보, 느낌, 센스, 촉감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30

기타 남성

250720

선 또는 띠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020330

기타 여성

250721

직선 또는 띠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090710

야구모자, 운동모

250722

물결선 또는 띠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240724

세로로 그은 삼색 깃발(프랑스, 이태리, 벨

250723

지그재그 또는 갈매기 패턴의 선 또는 띠

기에, 아일랜드, 루마니아등)
250706

원 또는 타원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250707

250708

250717

250725

점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기타 다른 반복되는 도형 요소로 덮인 표
면 또는 배경

기타 다른 기하 도형 또는 무늬로 덮인 표

251201

빛 또는 방사 선으로 덮인 표면 또는배경

면 또는 배경

251203

파형(모아레)무늬의 표면 또는 배경

반복되는 문자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251225

기타 다른 장식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14. 출원 중
215. 출원 중

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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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3

/

감각적인
트렌디한

Relevant Keyword
슬림한, 샤프한, 이탈리안, 믹스앤매치, 미니멀한
Relevant Word
스냅백, 빅사이즈, 슬랙스, 블랙 앤 화인트, 디자이너, 땡땡이, 연예인, 애쉬브라운,
찢어진 청바지, 오감, 냉장고 바지, 오드리햅번, 마를린먼로, 패션쇼, 유행, 모델, 패
션잡지, 이탈리아, 콜라보, 느낌, 센스, 촉감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제40-2010-00477

제40-2015-00031

30호 (거절)

89호

사진

090710
야구모자
등
제40-2014-00606
16호

제45-0054430호

제40-0916899호

250725
반복되는
무늬 등
제45-2014-70005
24호

제40-0864790호

제40-0898831호

제40-0801335호

제40-0107803호

제40-0699639호

제40-0927490호

제40-0781785호

제40-0890969호

제40-2004-00416
26호 (포기)

제40-0700376호

250721
직선, 띠
배경
제50-2006-00128
07호 (포기)

제40-0800372호

제40-2011-00376
51호 (거절)

250717
반복되는
문자배경
제40-1001196호

제40-2010-00361
45호 (거절)

제40-0883542호

250707
점으로
덮인
배경

제40-0488235호
(소멸)

제40-0487141호

제40-2001-00402
66호 (포기)

206
KEY
WORD

14

/

기능적인
튼튼한

Relevant Keyword
테크니컬한, 탄력적인, 쾌적한, 영속적인
Relevant Word
하이브리드형, 지문인식, 홀로그램, 4D, 실험실, 실험도구, 반도체, 로봇, 특허, 에디
슨, 방수, 안면인식, 주머니, 기계, 인공심장, 인공지능, 드론, 그래픽카드, 컴퓨터,
태블릿, 발명가, 홍채인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기능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function

functio

dynamis

fonction

funcion

funzione

funktion

펑션

푼끄시오

디나미스

퐁크씨옹

푼씨온

푼찌오네

풍치온

funcional

funzionale

funktional

푼씨오날

푼찌오날레

풍치오날

functionali
기능의

functional

s

dynatos

펑셔널

푼끄시오날

디나토스

리쓰
comfortabl
쾌적한

e
컨퍼터블

단단한

단단하다

commodus

hedys

꼼모두쓰

헤디스
errhomeno

fonctionnel
(le)
퐁씨오넬
confortabl

comodo(a)

e

꼬모도(꼬

꽁포르따블

모다)

e

angenegm

꼰포르떼볼

안게넴

solido(a)

레
solido(a)

솔리도(솔

쏠리도(쏠

리다)

리다)

solid

solidus

솔리드

솔리두쓰

hard

rigidus

stereos

dur(e)

duro(a)

duro(a)

hart

하드

리지두쓰

스테레오스

뒤르

두로(두라)

두로(두라)

하트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s
에로메노스

solide

confortevol

쏠리드

massiv
마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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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4

/

기능적인
튼튼한

Relevant Keyword
테크니컬한, 탄력적인, 쾌적한, 영속적인
Relevant Word
하이브리드형, 지문인식, 홀로그램, 4D, 실험실, 실험도구, 반도체, 로봇, 특허, 에디
슨, 방수, 안면인식, 주머니, 기계, 인공심장, 인공지능, 드론, 그래픽카드, 컴퓨터,
태블릿, 발명가, 홍채인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801547호

제45-0045998호

제40-0728669호

제40-0575717호

제40-0923140호

제40-0479883호

제40-0405653호

제40-0889445호

제40-1101944호

제40-1008264호

제40-2015-005086

제40-2014-002066

4호218.

0호219.

제40-1019275호

제40-0940002호

제40-0937603호

제40-0771490호

절단방식

혼성방식

function
제40-1120454호

제40-0560978호

hard
제40-2006-001674
2호216.

제40-2015-001534
3호217.

solid
solido(a) 외

massiv

dur(e)

208
KEY
WORD

14

/

기능적인
튼튼한

Relevant Keyword
테크니컬한, 탄력적인, 쾌적한, 영속적인
Relevant Word
하이브리드형, 지문인식, 홀로그램, 4D, 실험실, 실험도구, 반도체, 로봇, 특허, 에디
슨, 방수, 안면인식, 주머니, 기계, 인공심장, 인공지능, 드론, 그래픽카드, 컴퓨터,
태블릿, 발명가, 홍채인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

150902 배터리, 건전지, 전지

신의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150910 전기 플러그

(2.1.2, 2.1.12, 2.1.14, 2.1.20 및

150911 스위치

2.1.21 제외)

150912 전기콘센트

020115 기타 다른 전문직업인
020308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
성 군악대장

150916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레지스터 및
자석
150918 집적 회로, 컴퓨터 칩, 반도체

020315 기타 다른 전문직업인

150925 기타 다른 전기 장치

020917 손 또는 손가락 자국

160106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040504 인간의 외형을 지닌 로보트

160113 무선전화, 휴대폰, 삐삐, 무전기, 워키

040514 동물의 외형을 지닌 로보트

토키, 마이크로폰

060101 울퉁불퉁한 바위, 암석, 바위 담,암벽

191104 실험실 및 의약용 용기

071501 건축용 석재, 벽돌

191109 원구형 형태의 실험용기 (풍선형 휴대

071522 벽, 문 또는 장벽, 담장

용기)

090721 보호용 헬멧(안전모)

191111 삼각형 형태의 실험용기

140124 철사그물

191125 기타 다른 실험실 또는 의약용 용기

140701 해머, 슬레지 해머, 나무 메

210316 낚시, 사냥 또는 경기용 그물

150125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기계 응용품

230501 갑옷

150901 전기 장치

230505 갑옷의 일부인 헬멧(투구)

216.
217.
218.
219.

거절결정
출원중
출원중
출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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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KEY
WORD

14

/

기능적인
튼튼한

Relevant Keyword
테크니컬한, 탄력적인, 쾌적한, 영속적인
Relevant Word
하이브리드형, 지문인식, 홀로그램, 4D, 실험실, 실험도구, 반도체, 로봇, 특허, 에디
슨, 방수, 안면인식, 주머니, 기계, 인공심장, 인공지능, 드론, 그래픽카드, 컴퓨터,
태블릿, 발명가, 홍채인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10
KEY
WORD

14

/

기능적인
튼튼한

Relevant Keyword
테크니컬한, 탄력적인, 쾌적한, 영속적인
Relevant Word
하이브리드형, 지문인식, 홀로그램, 4D, 실험실, 실험도구, 반도체, 로봇, 특허, 에디
슨, 방수, 안면인식, 주머니, 기계, 인공심장, 인공지능, 드론, 그래픽카드, 컴퓨터,
태블릿, 발명가, 홍채인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5-0051539호

제40-0756986호

제40-0858921호

제40-0829251호

제40-0823629호

제40-0760202호

제40-1001629호

제40-0788212호

제40-0722853호

제40-0325021호

제40-2002-00118

제40-0514069호

제40-1999-00358

38호 (포기)

(소멸)

31호 (거절)

제40-0617083호

제40-0829252호

제40-2006-00134

제45-2015-00044

72호 (거절)

08호

제40-0859878호

제40-1104079호

020108
운동선수
무용가
등

040504
인간형태
로봇

020308
운동하는
여성
여성
무용가

230505
갑옷 등
제40-0855537호

제40-0787845호

제40-2010-00087
28호 (거절)

090721
보호용
헬멧
안전모

제40-1999-00506
82호(거절)

제40-1061297호

제40-0987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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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5

/

실용적인

Relevant Keyword
편의성 있는, 합리적인, 아메리칸, 대중적인
Relevant Word
편의점, 주머니, 코펠, 렌트, 바자회, 대형마트, 터치팬, 재활용, 중고거래, 후드, 카
드지갑, 세일, 주먹밥, 퓨전, 뉴욕, 전자사전, 경차, 다용도칼, 일회용, 원터치텐트,
tv, 와이파이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실용적인

편의

합리적

대중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practical

practicus

praktikos

pratique

프랙티컬

쁘락띠꾸쓰

프락티코스

프라띡끄

convenien

commodita

ce

s

컨비니언스

꼼모디따쓰

rational
래쇼널

rationalis
라시오날리
쓰

epitedeiote
s
에피테데이
오테스

convenanc
e
꽁브낭쓰

스페인어

이태리어

practico(a)

pratico(a)

쁘락띠꼬(

쁘라띠꼬(

쁘락띠까)

쁘라띠까)

convenien
cia
꼰베니엔씨
아

convenienz
a
꼰베니엔짜

독일어
praktisch
프락티쉬
bequemlic
hkeit
베크벰리히
카이트

eulogos

rationnel(le)

racional

razionale

rational

에울로고스

라씨오넬

라씨오날

라찌오날레

라치오날

mass

massa

onkos

masse

masa

massa

masse

매스

마싸

온코스

마쓰

마사

마싸

마쎄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12
KEY
WORD

15

/

실용적인

Relevant Keyword
편의성 있는, 합리적인, 아메리칸, 대중적인
Relevant Word
편의점, 주머니, 코펠, 렌트, 바자회, 대형마트, 터치팬, 재활용, 중고거래, 후드, 카
드지갑, 세일, 주먹밥, 퓨전, 뉴욕, 전자사전, 경차, 다용도칼, 일회용, 원터치텐트,
tv, 와이파이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332043호

제45-0033996호

제40-0650350호

제40-0878770호

제40-0823499호

제40-0912794호

절단방식

혼성방식

mass
massa
masse
제40-2015-005470
1호220.

masa

220. 출원중

제40-0769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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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5

/

실용적인

Relevant Keyword
편의성 있는, 합리적인, 아메리칸, 대중적인
Relevant Word
편의점, 주머니, 코펠, 렌트, 바자회, 대형마트, 터치팬, 재활용, 중고거래, 후드, 카
드지갑, 세일, 주먹밥, 퓨전, 뉴욕, 전자사전, 경차, 다용도칼, 일회용, 원터치텐트,
tv, 와이파이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70502 기념비로 간주되는 구조물 (만리장성,
에펠 탑, 자유의 여신 상 등)

160105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장치
180109 승용차, 지프, 밴

090319 의복용 주머니

240717 성조기(미국)

100308 지갑

241719 재활용 기호(상징)

100318 복주머니

261122 소리 또는 전자기파 연상 선의 집합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14
KEY
WORD

15

/

실용적인

Relevant Keyword
편의성 있는, 합리적인, 아메리칸, 대중적인
Relevant Word
편의점, 주머니, 코펠, 렌트, 바자회, 대형마트, 터치팬, 재활용, 중고거래, 후드, 카
드지갑, 세일, 주먹밥, 퓨전, 뉴욕, 전자사전, 경차, 다용도칼, 일회용, 원터치텐트,
tv, 와이파이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제40-0349087호

제40-0776643호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2006-70026

제40-2001-00500

17호 (거절)

07호 (거절)

제40-0618705호

제40-0618458호

제40-0841714호

제40-0717187호

제40-0636302호

090319
의복용
주머니
제40-0789767호

180109
자동차
제40-2015-00340
46호

제40-0824117호

070502
기념비,
탑등
제40-0667950호

제40-1093810호

제40-2000-00165
88호 (포기)

240717
성조기
제40-1115139호

제40-2015-00083

제40-0585346호

제40-0761402호

제40-2006-00475

제40-0604863호

제40-2002-00418

77호 (포기)

(소멸)

27호 (거절)

10호

제40-2011-00333
29호 (거절)

160105
라디오
및
텔레비젼
제45-0042150호

제40-0534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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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6

/

자신감있는

Relevant Keyword
당당한, 카리스마있는
Relevant Word
커리어우면, 어깨, 지휘봉, 개선문, 완장, 검, 사자, 만세, 엄지, 선글라스, 행진, 차
키, 합격증, 정장, 사장, 팔자걸음, (군인)스타, 카라, 승리, 인터뷰, 갑옷, 장군, 환
영인파, 독수리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자신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selbstvertr

confidence

confidentia

pistis

confiance

confianza

sicurezza

auen

컨피던스

꼰피덴시아

피스티스

꽁피앙쓰

꼰피안싸

씨꾸레짜

젤프스트페
어트라우엔

majestuos
당당한

stately

magnificus

semnos

스테이틀리

마늬피꾸쓰

셈노스

imposant(e)

o(a)

엥뽀장(엥

마헤스뚜오

뽀장뜨)

소(마헤스
뚜오사)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imponente

stattlich

임뽀넨떼

슈타틀리히

216
KEY
WORD

16

/

자신감있는

Relevant Keyword
당당한, 카리스마있는
Relevant Word
커리어우면, 어깨, 지휘봉, 개선문, 완장, 검, 사자, 만세, 엄지, 선글라스, 행진, 차
키, 합격증, 정장, 사장, 팔자걸음, (군인)스타, 카라, 승리, 인터뷰, 갑옷, 장군, 환
영인파, 독수리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

-

-

-

혼성방식

pistis
제40-0487986호
221.

제40-1007723호

MAJESTICFILA

majestuoso(

TURES deluxe

a)

teeshirt

제40-0851095호

221. 소멸
222. 거절결정

제40-1996-005333
2호222.

제40-0062189호

제40-0922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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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6

/

자신감있는

Relevant Keyword
당당한, 카리스마있는
Relevant Word
커리어우면, 어깨, 지휘봉, 개선문, 완장, 검, 사자, 만세, 엄지, 선글라스, 행진, 차
키, 합격증, 정장, 사장, 팔자걸음, (군인)스타, 카라, 승리, 인터뷰, 갑옷, 장군, 환
영인파, 독수리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2 무장한 남성, 또는 갑옷 또는 제복을
입고 있는 남성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030101 사자
030102 사자문양(문장)
030701 독수리, 매, 콘도르 속 독수리, 콘도르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
신의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030702 독수리 문장

(2.1.2, 2.1.12, 2.1.14, 2.1.20 및

070510 개선 문, 포치 또는 포르티코(기둥으

2.1.21 제외)

로 받쳐진 지붕이 있고 본 건물과 연

020120 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타고 있거나
이들과 함께 있는 남성
0201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남성스러운 사
람
020308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
성 군악대장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0203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여성인물, 마
녀, 그로테스크풍 여성
020920 엄지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하는
모양

결된 현관), 도시진입문
1415

자물쇠용 열쇠, 자물쇠, 맹꽁이 자물쇠

160313 안경, 안경테
230101 휴대 무기, 창, 검, 단도
230501 갑옷
240520 훈위, 훈장
241101 로마기장, 파스케스 또는 패시즈(로마
의 공권력을 표시하는 상징물), 홀
241107 해신이 지녔던 삼지창
241113 주교관(主敎冠)

218
KEY
WORD

16

/

자신감있는

Relevant Keyword
당당한, 카리스마있는
Relevant Word
커리어우면, 어깨, 지휘봉, 개선문, 완장, 검, 사자, 만세, 엄지, 선글라스, 행진, 차
키, 합격증, 정장, 사장, 팔자걸음, (군인)스타, 카라, 승리, 인터뷰, 갑옷, 장군, 환
영인파, 독수리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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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6

/

자신감있는

Relevant Keyword
당당한, 카리스마있는
Relevant Word
커리어우면, 어깨, 지휘봉, 개선문, 완장, 검, 사자, 만세, 엄지, 선글라스, 행진, 차
키, 합격증, 정장, 사장, 팔자걸음, (군인)스타, 카라, 승리, 인터뷰, 갑옷, 장군, 환
영인파, 독수리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0751101호

제40-0683303호

제40-0965070호

제40-1017022호

제40-0228659호

제40-0463059호

(소멸)

(소멸)

제40-0913693호

제40-1105555호

제40-1063375호

제40-0866786호

제40-0945590호

제40-0892913호

제40-0452036호

제40-2013-00001

제40-2002-00136

04호 (거절)

46호 (거절)

제40-0549639호

제40-0757971호

제40-1042087호

제40-0230177호

제40-0984400호

제40-0493188호

020108
운동선수,
무용가
등

제45-1999-00039
11호 (거절)

030101
사자
제45-0028103호
(소멸)

030701
독수리

230101
무기

020120
말타고
있는남성
제40-2011-00289
92호 (거절)

제40-0112248호

220
KEY
WORD

17

/

몽환적인
환상적인
비밀스러운

Relevant Keyword
판타스틱, 신비로운
Relevant Word
보라색, 마술, 마녀, 해리포터, 우주, 안드로메다, 마법, 일기장, 동굴, 여자의 방, 오
로라, 왕비, 공주, 요정, 도깨비, 밤하늘, 별, 빗자루, 마녀모자, 양초, UFO, 무지개,
인어, 천사, 유니콘, 불사조, 용, 외계인, 음악, 달, 천문, 원자모형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환상적인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phantasticu

phantastiko

fantastic

s

s

fantastique

팬태스틱

판따스띠꾸

판타스티코

팡따스띡끄

쓰

스

스페인어

이태리어

fantastico(a)

fantastico(a)

판따스띠꼬(

판따스띠꼬(

판타스띠까)

판따스띠까)

독일어

fantastisch
판타스티쉬

secret

secretum

aporrheton

secret

secreto

segreto

geheimnis

시크릿

세끄레뚬

아포레톤

스크레

세끄레또

쎄그레또

게하임니스

secret

secretus

aporrhetos

secret(ete)

secreto(a)

segreto(a)

시크릿

세끄레뚜쓰

아포레토스

스크레(스크

세끄레또(세

쎄그레또(쎄

렛뜨)

끄레따)

그레따)

신비, 이상,

mystery

mysteria

mysteria

mystere

enigma

mistero

mysterium

추리

미스터리

미스떼리아

미스터리야

이스떼르

에니그마

미스떼로

미스테리움

비밀

비밀의

mysterieux(
신비적

mystic

mysticus

mystikos

미스틱

미스띠꾸쓰

미스티코스

하임리히

misterioso(a

se)

mistico(a)

)

미스떼리외(

미스띠꼬(미

미스떼리오

미스떼리외

스띠까)

소(미스떼리

즈)

heimlich

오사)

mystisch
미스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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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7

/

몽환적인
환상적인
비밀스러운

Relevant Keyword
판타스틱, 신비로운
Relevant Word
보라색, 마술, 마녀, 해리포터, 우주, 안드로메다, 마법, 일기장, 동굴, 여자의 방, 오
로라, 왕비, 공주, 요정, 도깨비, 밤하늘, 별, 빗자루, 마녀모자, 양초, UFO, 무지개,
인어, 천사, 유니콘, 불사조, 용, 외계인, 음악, 달, 천문, 원자모형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22
KEY
WORD

17

/

몽환적인
환상적인
비밀스러운

Relevant Keyword
판타스틱, 신비로운
Relevant Word
보라색, 마술, 마녀, 해리포터, 우주, 안드로메다, 마법, 일기장, 동굴, 여자의 방, 오
로라, 왕비, 공주, 요정, 도깨비, 밤하늘, 별, 빗자루, 마녀모자, 양초, UFO, 무지개,
인어, 천사, 유니콘, 불사조, 용, 외계인, 음악, 달, 천문, 원자모형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1102043호

제40-1034187호

제40-1034209호

제40-2005-700316

제40-2007-004160

제40-2015-004132

9호223.

2호224.

8호225.

혼성방식

secret
secretum
secreto 외
제40-0838653호

mystic
mysticus
mysteria 외
제40-0642225호

fantastic
A FANTASTIC

fantastico(a)

STORY

fantastisch
외

223.
224.
225.
226.
227.

거절결정
거절결정
출원중
출원중
출원중

제40-2014-700140
1호226.

제40-0609016호

제45-0052741호

제40-2015-003936
4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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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17

몽환적인
환상적인
비밀스러운

/

Relevant Keyword
판타스틱, 신비로운
Relevant Word
보라색, 마술, 마녀, 해리포터, 우주, 안드로메다, 마법, 일기장, 동굴, 여자의 방, 오
로라, 왕비, 공주, 요정, 도깨비, 밤하늘, 별, 빗자루, 마녀모자, 양초, UFO, 무지개,
인어, 천사, 유니콘, 불사조, 용, 외계인, 음악, 달, 천문, 원자모형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1 별, 혜성

040303 용

0107 달

040305 날개가 있는 말(페가시스, 천마)

0111 성좌, 성군, 별이 있는 하늘, 천체의, 천

040309 유니콘<뿔 달린 말>

체 지도
0113

고대<아밀러리> 천구의, 천문관, 천문
궤도, 원자 모형, 분자 모형

0201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남성스러운 사
람

040311 설인
040320 불사조, 기타 다른 전설적 동물
040505 기타 명확히 식별할 수 없도록 의인화
된 표현, 기타 인간의 외형을 지닌 공
상적 존재

020307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

040507 외계인

0203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여성인물, 마

060107 동굴

녀, 그로테스크풍 여성

090713 프리지아 모자(원뿔모양)

040102 날개가 있는 어린이 (케루빔, 큐피드)

110707 빗자루, 창문 청소용 기구

040103 기타 다른 날개가 있는 사람

130101 양초, 촛대

040104 날개가 있거나 없는 악마 또는 기타

180510 우주 로켓 및 캡슐, 인공위성, 비행접

다른 뿔이 있는 사람
040105 악마 또는 뿔이 있는 사람의 머리(상
반신)
040201 켄타우루스(반인반마의 괴물)
040211 사이렌(상반신 여자+하반신 새), 나이
아스(물의정령)
040301 날개가 있는 사자, 독수리의 머리 날
개에 사자의 몸통을 가진 괴수

시, 우주선
200702 서적, 잡지, 신문
241101 로마기장, 파스케스 또는 패시즈(로마
의 공권력을 표시하는 상징물), 홀
241710 음악 기호(악보)
241711 높은 음자리표
241712 음표(온음표, 반음표 등 올챙이 모양)
241713 보표(오선), 음표 또는 높은 음자리표
가 그려진 보표

224
KEY
WORD

17

/

몽환적인
환상적인
비밀스러운

Relevant Keyword
판타스틱, 신비로운
Relevant Word
보라색, 마술, 마녀, 해리포터, 우주, 안드로메다, 마법, 일기장, 동굴, 여자의 방, 오
로라, 왕비, 공주, 요정, 도깨비, 밤하늘, 별, 빗자루, 마녀모자, 양초, UFO, 무지개,
인어, 천사, 유니콘, 불사조, 용, 외계인, 음악, 달, 천문, 원자모형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중분류>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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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7

/

몽환적인
환상적인
비밀스러운

Relevant Keyword
판타스틱, 신비로운
Relevant Word
보라색, 마술, 마녀, 해리포터, 우주, 안드로메다, 마법, 일기장, 동굴, 여자의 방, 오
로라, 왕비, 공주, 요정, 도깨비, 밤하늘, 별, 빗자루, 마녀모자, 양초, UFO, 무지개,
인어, 천사, 유니콘, 불사조, 용, 외계인, 음악, 달, 천문, 원자모형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1082703호

제40-0908075호

제40-1093357호

제40-1032419호

제40-0898217호

0101
별

0107
달
제40-0787752호

제40-2014-00689
06호

제40-1033841호

제40-0591993호
(소멸)

제40-0746303호

0113
천문,
원자모형
등

제40-0814553호

제40-1096852호

제40-0993759호

제40-2012-70095
90호 (거절)

제40-0719358호

040505
공상적
존재

제40-2008-00361
제40-1013435호

78호

제45-0032052호

제40-0810229호

제40-0626445호

제40-0855792호

제40-0877341호

제40-0701607호

(공고후 취하)

040303
용
제45-0024141호

제40-0894753호
(문자부 제거)

226
KEY
WORD

18

/

스포티한

Relevant Keyword
액티브, 도전적인, 활동적인, 강렬한, 역동적인, 혁신적인, 열정적인
Relevant Word
땀방울, 물통, 만보기, 근육, 국가대표, 헬스기구, 자전거, 오토바이, 암벽타기, 보디
빌더, 스포츠카, 축구선수, 맥주, 월드컵, 공, 응원, 치어리더, 달리기, 운동장, 표범,
치타, 사자, 북, 마라톤, 호랑이, 붉은악마, 꽹과리, 운동화, 상모, 배낭여행, 등산복,
롤러코스터, 손수건, 소용돌이, 빠른선, 모이는 형상, 프로펠러, 혜성, 화염, 번개,
파도, 개, 호랑이, 코뿔소, 말, 얼룩말, 뿔, 독수리, 모터, 엔진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활발한

혁신하다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lively

alacer

zotikos

vif(ve)

vivo(a)

vivace

라이블리

알라체르

조타코스

비프(비브)

비보(비바)

비바체

innovate

novare

innover

innovar

innovare

이노베이트

노바레

이노베

이노바르

인노바레

neoterizein
네오테리제
인

독일어
lebhaft
렙하프트

reformiere
n
레포미렌
leidenscha

열정

passion

passio

pathos

passion

pasion

passione

ft

패션

빠씨오

파소스

빠시옹

빠시온

빠씨오네

라이덴샤프
트
leidenscha

열정

도전

강력한

ardor

ardor

zelos

ardeur

ardor

ardore

아도

아르도르

젤로스

아르되르

아르도르

아르도레

challenge
챌린지

provocatio

proklesis

프로보까시

프로클레시

오

스

powerful

potens

iskhyros

파워풀

뽀뗀쓰

이스히로스

ft/inbrunst
라이덴샤프
트/인브룬
스트
herausford

defi

desafiar

sfida

erung

데피

데사피아르

스피다

헤라우스포
어데룽

puissant(e)
쀠쌍(쀠쌍
뜨)

poderoso(
a)

potente

kraftig

뽀데로소(

포뗀떼

크레프티히

뽀데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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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KEY
WORD

18

/

스포티한

Relevant Keyword
액티브, 도전적인, 활동적인, 강렬한, 역동적인, 혁신적인, 열정적인
Relevant Word
땀방울, 물통, 만보기, 근육, 국가대표, 헬스기구, 자전거, 오토바이, 암벽타기, 보디
빌더, 스포츠카, 축구선수, 맥주, 월드컵, 공, 응원, 치어리더, 달리기, 운동장, 표범,
치타, 사자, 북, 마라톤, 호랑이, 붉은악마, 꽹과리, 운동화, 상모, 배낭여행, 등산복,
롤러코스터, 손수건, 소용돌이, 빠른선, 모이는 형상, 프로펠러, 혜성, 화염, 번개,
파도, 개, 호랑이, 코뿔소, 말, 얼룩말, 뿔, 독수리, 모터, 엔진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28
KEY
WORD

18

/

스포티한

Relevant Keyword
액티브, 도전적인, 활동적인, 강렬한, 역동적인, 혁신적인, 열정적인
Relevant Word
땀방울, 물통, 만보기, 근육, 국가대표, 헬스기구, 자전거, 오토바이, 암벽타기, 보디
빌더, 스포츠카, 축구선수, 맥주, 월드컵, 공, 응원, 치어리더, 달리기, 운동장, 표범,
치타, 사자, 북, 마라톤, 호랑이, 붉은악마, 꽹과리, 운동화, 상모, 배낭여행, 등산복,
롤러코스터, 손수건, 소용돌이, 빠른선, 모이는 형상, 프로펠러, 혜성, 화염, 번개,
파도, 개, 호랑이, 코뿔소, 말, 얼룩말, 뿔, 독수리, 모터, 엔진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057845호

제40-0944522호

제40-0936779호

제40-0905691호

제45-0033619호

제40-1082161호

제40-0793793호

제40-0184320호

제40-0390691호

제40-0791425호

절단방식

혼성방식

lively

passio
passion

innover
제40-0616815호

제45-2014-700243
5호228.

pasion
제40-1049011호

제40-2001-000560

제40-2002-004279

9호229.

2호230.

제40-1999-003612

제40-2002-000073

2호231.

6호232.

제40-0767321호

vivace
제40-0667716호

제40-1114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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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8

스포티한

/

Relevant Keyword
액티브, 도전적인, 활동적인, 강렬한, 역동적인, 혁신적인, 열정적인
Relevant Word
땀방울, 물통, 만보기, 근육, 국가대표, 헬스기구, 자전거, 오토바이, 암벽타기, 보디
빌더, 스포츠카, 축구선수, 맥주, 월드컵, 공, 응원, 치어리더, 달리기, 운동장, 표범,
치타, 사자, 북, 마라톤, 호랑이, 붉은악마, 꽹과리, 운동화, 상모, 배낭여행, 등산복,
롤러코스터, 손수건, 소용돌이, 빠른선, 모이는 형상, 프로펠러, 혜성, 화염, 번개,
파도, 개, 호랑이, 코뿔소, 말, 얼룩말, 뿔, 독수리, 모터, 엔진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05

화염

060103

화산

011507

스파크, 폭발, 불꽃놀이 불꽃

060104

도안화(양식화)된 산 또는 화산

011515

물방울, 비눗방울

070509

경기장, 원형 경기장, 운동장, 구기장

011523

소용돌이, 회전운동, 토네이도

090307

스포츠 의류, 운동복, 판초의

011524

파도

090726

상모, 농악모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신

090911

운동용 신발류, 스키 부츠

의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100315

배낭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성

110301

음료용 용기, 컵(트로피)

군악대장

110303

큰 잔, 손잡이가 있는 유리 잔(맥주잔

020308

030101

사자

030104

호랑이 또는 기타 다른 큰 고양이 과

150111

모터, 엔진

030108

개, 늑대, 여우

150113

프로펠러, 통풍기, 송풍기, 터빈, 버너

030301

말, 노새

180105

이륜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030303

얼룩말

180109

승용차, 지프, 밴

030207

하마, 코뿔소

2103 스포츠 용품, 회전목마

030606

뿔

220103

북, 장구, 꽹과리, 징

030701

독수리, 매, 콘도르속 독수리, 콘도르

261121

속도감 또는 추진력(전진)을 느끼게 하

060101

울퉁불퉁한 바위, 암석, 바위 담, 암벽

060102

산, 산 풍경

228.
229.
230.
231.
232.

출원중
거절결정
포기
거절결정
거절결정

포함), 소형물통

는 선의 집합
261126

집중감을 느끼게 하는 선의 집합

230
KEY
WORD

18

/

스포티한

Relevant Keyword
액티브, 도전적인, 활동적인, 강렬한, 역동적인, 혁신적인, 열정적인
Relevant Word
땀방울, 물통, 만보기, 근육, 국가대표, 헬스기구, 자전거, 오토바이, 암벽타기, 보디
빌더, 스포츠카, 축구선수, 맥주, 월드컵, 공, 응원, 치어리더, 달리기, 운동장, 표범,
치타, 사자, 북, 마라톤, 호랑이, 붉은악마, 꽹과리, 운동화, 상모, 배낭여행, 등산복,
롤러코스터, 손수건, 소용돌이, 빠른선, 모이는 형상, 프로펠러, 혜성, 화염, 번개,
파도, 개, 호랑이, 코뿔소, 말, 얼룩말, 뿔, 독수리, 모터, 엔진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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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8

/

스포티한

Relevant Keyword
액티브, 도전적인, 활동적인, 강렬한, 역동적인, 혁신적인, 열정적인
Relevant Word
땀방울, 물통, 만보기, 근육, 국가대표, 헬스기구, 자전거, 오토바이, 암벽타기, 보디
빌더, 스포츠카, 축구선수, 맥주, 월드컵, 공, 응원, 치어리더, 달리기, 운동장, 표범,
치타, 사자, 북, 마라톤, 호랑이, 붉은악마, 꽹과리, 운동화, 상모, 배낭여행, 등산복,
롤러코스터, 손수건, 소용돌이, 빠른선, 모이는 형상, 프로펠러, 혜성, 화염, 번개,
파도, 개, 호랑이, 코뿔소, 말, 얼룩말, 뿔, 독수리, 모터, 엔진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1085886호

제40-1104968호

제45-0045434호

제40-0854425호

제40-0829251호

제40-1096161호

제40-0783122호

제40-0936197호

제45-0032545호

제40-1100742호

제40-0805473호

제40-1004701호

제40-1092675호

제45-0043488호

제40-0753632호

제40-1075269호

제40-0932768호

제40-1057833호

제40-1020271호

제45-0042715호

제40-1100121호

제40-1015731호

제40-1081668호

제40-0864882호

제40-0700811호

2103
스포츠
용품

030108
개, 늑대
여우 등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등

060104
도안화된
산

030701
독수리
매
콘도르

232
KEY
WORD

19

/

화려한

Relevant Keyword
다양한, 화사한, 다채로운
Relevant Word
비비드컬러, 삐에로, 꽃무늬, 가을단풍, 악세사리, 로마, 보석, 축제, 아테네, 춤, 핫
핑크, 진시황, 공작, 기생, 모델, 연예인, 가채, 가발, 화장, 미러볼, 조명, 무지개장
식, 레드, 장미, 장식물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명랑한,

merry

hilaris

hilaros

gai(e)

alegre

밝고

메리

힐라리쓰

힐라로스

게

알레그레

화려하고

쾌활한

esplendido
화려한

화려한

splendid
스플렌디드

gaudy
고디

splendidus
스쁠렌디두
쓰

speciosus
스뻬치오수
쓰

lampros

splendode

람프로스

스쁠랑디드

eclatant(e)
lampros

에끌라땅(

람프로스

에끌라땅뜨
)

이태리어

allegro(a)
알레그로(
알레그라)

(a)

a)
스쁠렌디도

도(에스쁠

(스쁠렌디

렌디다)

다)

야마띠보(
야마띠바)

frohlich
프뢸리히

splendido(

에스쁠렌디

llamativo(a)

독일어

chiassoso(

prachtig
프레히티히

grell/prunk

a)

haft(그렐/

끼아쏘소(

프룽크하프

끼아쏘사)

트)

vario(a)/va
rioso(a)
다양한

mannigfalti

various

varius

poikilos

varie(e)

바리오(바

varieta

gkeit

배리어스

바리우쓰

피킬로스

바리에

리아)/바리

바리에따

만니히팔티

오소(바리

히카이트

오사)

다채로운

colorful
칼라풀

versicolor
베르시꼴로
르

poikilos

colore(e)

multicolor

multicolore

bunt

포이킬로스

꼴로레

몰띠꼴로르

물띠꼴로레

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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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9

/

화려한

Relevant Keyword
다양한, 화사한, 다채로운
Relevant Word
비비드컬러, 삐에로, 꽃무늬, 가을단풍, 악세사리, 로마, 보석, 축제, 아테네, 춤, 핫
핑크, 진시황, 공작, 기생, 모델, 연예인, 가채, 가발, 화장, 미러볼, 조명, 무지개장
식, 레드, 장미, 장식물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34
KEY
WORD

19

/

화려한

Relevant Keyword
다양한, 화사한, 다채로운
Relevant Word
비비드컬러, 삐에로, 꽃무늬, 가을단풍, 악세사리, 로마, 보석, 축제, 아테네, 춤, 핫
핑크, 진시황, 공작, 기생, 모델, 연예인, 가채, 가발, 화장, 미러볼, 조명, 무지개장
식, 레드, 장미, 장식물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0-0982656호

제45-0049636호

제40-2015-001458

제40-2015-001097

8호233.

4호234.

제40-0989177호

제45-0026894호

혼성방식

merry
제40-1035435호

제40-0576839호

varius
vario(a)/
varioso(a)
varie(e)

제40-0950863호

제40-0713350호

colore(e)
제40-0411437호
235.

233. 출원중
234. 출원중
235. 소멸

제40-0798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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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9

/

화려한

Relevant Keyword
다양한, 화사한, 다채로운
Relevant Word
비비드컬러, 삐에로, 꽃무늬, 가을단풍, 악세사리, 로마, 보석, 축제, 아테네, 춤, 핫
핑크, 진시황, 공작, 기생, 모델, 연예인, 가채, 가발, 화장, 미러볼, 조명, 무지개장
식, 레드, 장미, 장식물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01

무지개

011507

스파크, 폭발, 불꽃놀이 불꽃

051309

020107

할리퀸, 어릿광대, 피에로, 축제 의상

051325

식물로 이루어진 기타 다른 장식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신의

070502

기념비로 간주되는 구조물 (만리장성, 에

식 또는 프레임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020308

꽃으로 이루어진 화환, 밴드, 가장자리 장

펠 탑, 자유의 여신 상 등)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성

070506

고대 신전 또는 고대 신전의 일

군악대장

130125

기타 다른 조명 기구

0203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170213

목걸이, 팔찌, 보석줄

020912

체모, 머리채, 가발, 턱수염, 콧수염

170225

기타 다른 보석

030704

칠면조, 꿩, 공작, 후투리

2409 왕관, 보석이 박힌 머리띠 장식

050304

단풍나무 잎

250125

기타 다른 장식무늬

050501

장미

250725

기타 다른 반복되는 도형 요소로 덮인 표

050520

도안화(양식화)된 꽃

050523

서로 다른 종류의 꽃, 관목, 꽃다발, 산재

290101

적색, 분홍색, 주황색

한 꽃들로 이루어진 집단

290115

다섯 가지 이상의 색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면 또는 배경

236
KEY
WORD

19

/

화려한

Relevant Keyword
다양한, 화사한, 다채로운
Relevant Word
비비드컬러, 삐에로, 꽃무늬, 가을단풍, 악세사리, 로마, 보석, 축제, 아테네, 춤, 핫
핑크, 진시황, 공작, 기생, 모델, 연예인, 가채, 가발, 화장, 미러볼, 조명, 무지개장
식, 레드, 장미, 장식물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0946353호

제40-1063381호

제45-0036214호

제40-0968950호

제40-0960839호

제40-0739375호

제40-1000643호

제40-0829904호

제40-0952476호

제40-1117716호

제40-0931622호

제40-1002849호

제40-1116070호

제40-1058965호

제40-0880500호

제40-0906226호

제40-0961613호

제40-0931533호

제40-1003558호

제45-0030408호

제40-0792301호

제40-0908276호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등

제40-2013-70161
98호 (출원)

050520
꽃

2409
왕관

250125
기타다른
장식무늬

290101
적색
분홍색
등

제45-2007-00020
제40-0530862호

73호 (공고 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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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20

/

여성스러운

Relevant Keyword
설레이는, 귀여운, 소녀적인, 사랑스러운, 낭만적인, 로맨틱한, 단아한, 고운, 관능적
인, 글래머러스한, 도발적인, 과감한
Relevant Word
원피스, 빨간볼, 소녀, 아기손/발, 테디베어, 첫사랑, 손편지, 하얀머리띠, 앞머리,
시, 강아지, 애교, 단화, 고양이, 앵두입술, 양갈래, 발라드, 플레어스커트, 반지, 세
레나데, 긴생머리, 프로포즈, 꽃다발, 하얀피부, 빨간립스틱, 위스키, 하이힐, 속옷사
이즈, 몸매, 실루엣, 눈화장, 유혹, 향수냄새, 젖은머리, 시스루, 미니스커트, 흰 남
방, 입술자국, 하트, 장미, 리본, 토끼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여자답다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feminine

femineus

thelys

페미닌

페미네우쓰

셀리스

프랑스어

스페인어

feminin(e)

femenino(a)

페미넹(페미

페메니노(페

닌)

메니나)

이태리어

femminile
페미닐레

독일어
weiblich/fra
uenhaft
바이플리히/
프라우엔하
프트

res
로맨스

romance

amatoria

로맨스

레스
아마또리아

귀여운

귀여운

소녀

사랑스러운

사랑

섹시한

liebesgeschi
romantzo(現
)
로만초

romance

romance

romanzo

로망쓰

로만쎄

로만쪼

ze
리베스게쉬
히테/로만체

cute

amoenus

kharieis

mignon(ne)

lindo(a)

caro(a)

sub

큐트

아뫼누쓰

하리에이스

미뇽(미뇬느)

린도(린다)

까로(까라)

쥐쓰

pretty

bellus

kharieis

mignon(ne)

프리티

벨루쓰

하리에이스

미뇽(미뇬느)

girl

puella

kore

걸

뿌엘라

lovely
러블리

bonito(a)

carino(a)

보니또(보니

까리노(까리

따)

나)

petite fille

nina/chica

bambina

madchen

코레

쁘띳뜨 피으

니냐/치까

밤비나

메트헨

bellus

kalos

joli(e)

hermoso(a)

carino(a)

벨루쓰

칼로스

죨리

에르모소(에

까리노(까리

르모사(

나)

hubsch
휩시

lieblich
리플리히

love

amor

philia

amour

amor

amore

liebe

러브

아모르

필리아

아무르

아모르

아모레

리베

sexy

venustus

erotikos

sexy

sexy

sexy

sexy

색시

베누스뚜쓰

에로티코스

섹씨

섹시

쎅씨

섹시

daring

audax

tharraleos

e)

bravo(a)

ardito(a)

데어링

아우닥스

사랄레우스

오다씨외(오

브라보(브라

아르디또(아

바)

르디따)

audacieux(s
과감한

chte/roman

다씨외즈)

kuhn
퀸

238
KEY
WORD

20

/

여성스러운

Relevant Keyword
설레이는, 귀여운, 소녀적인, 사랑스러운, 낭만적인, 로맨틱한, 단아한, 고운, 관능적
인, 글래머러스한, 도발적인, 과감한
Relevant Word
원피스, 빨간볼, 소녀, 아기손/발, 테디베어, 첫사랑, 손편지, 하얀머리띠, 앞머리,
시, 강아지, 애교, 단화, 고양이, 앵두입술, 양갈래, 발라드, 플레어스커트, 반지, 세
레나데, 긴생머리, 프로포즈, 꽃다발, 하얀피부, 빨간립스틱, 위스키, 하이힐, 속옷사
이즈, 몸매, 실루엣, 눈화장, 유혹, 향수냄새, 젖은머리, 시스루, 미니스커트, 흰 남
방, 입술자국, 하트, 장미, 리본, 토끼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혼성방식

amor
amore
amour
제40-0892539호

제40-0107972호

제40-2015-001462
2호236.

제40-0628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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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ART

KEY
WORD

20

/

여성스러운

Relevant Keyword
설레이는, 귀여운, 소녀적인, 사랑스러운, 낭만적인, 로맨틱한, 단아한, 고운, 관능적
인, 글래머러스한, 도발적인, 과감한
Relevant Word
원피스, 빨간볼, 소녀, 아기손/발, 테디베어, 첫사랑, 손편지, 하얀머리띠, 앞머리,
시, 강아지, 애교, 단화, 고양이, 앵두입술, 양갈래, 발라드, 플레어스커트, 반지, 세
레나데, 긴생머리, 프로포즈, 꽃다발, 하얀피부, 빨간립스틱, 위스키, 하이힐, 속옷사
이즈, 몸매, 실루엣, 눈화장, 유혹, 향수냄새, 젖은머리, 시스루, 미니스커트, 흰 남
방, 입술자국, 하트, 장미, 리본, 토끼 등

키워드

조합·접합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방식

제40-1091342호

제40-1099645호

제40-1051131호

제40-1016147호

제40-0624585호

제40-0771651호

제40-0056672호

제40-0903065호

-

제40-1021689호

제40-0787842호

제40-0797359호

제40-0958990호

제40-0805249호

제40-0661178호

제40-0993256호

제45-0044315호

방식

혼성방식

love
lovely

nina/chica

-

carino(a)
제40-2015-0036159
호237.

bellus
제40-0977355호

sexy
제40-2015-0051167
호238.

236. 출원공고
237. 출원중
238. 출원중

240
KEY
WORD

20

/

여성스러운

Relevant Keyword
설레이는, 귀여운, 소녀적인, 사랑스러운, 낭만적인, 로맨틱한, 단아한, 고운, 관능적
인, 글래머러스한, 도발적인, 과감한
Relevant Word
원피스, 빨간볼, 소녀, 아기손/발, 테디베어, 첫사랑, 손편지, 하얀머리띠, 앞머리,
시, 강아지, 애교, 단화, 고양이, 앵두입술, 양갈래, 발라드, 플레어스커트, 반지, 세
레나데, 긴생머리, 프로포즈, 꽃다발, 하얀피부, 빨간립스틱, 위스키, 하이힐, 속옷사
이즈, 몸매, 실루엣, 눈화장, 유혹, 향수냄새, 젖은머리, 시스루, 미니스커트, 흰 남
방, 입술자국, 하트, 장미, 리본, 토끼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301

머리, 상반신

050501

장미

020302

상세한 얼굴 모양이 표현되지 않는 머리

050502

백합

실루엣

050503

튤립, 목련

나신의 여성, 또는 속옷, 수영복, 또는

050504

마거리트, 해바라기, 데이지

다른 가벼운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050520

도안화(양식화)된 꽃

020306

욕실에 있는 여성, 화장하고 있는 여성

050521

한송이 꽃

020307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

050522

여러 송이의 꽃

020316

여성의 전신 실루엣

050523

서로 다른 종류의 꽃, 관목, 꽃다발, 산

020501

머리, 상반신

020503

소녀

090110

리본, 나비매듭

020506

아기(태아)

090305

드레스, 앞치마, 여성용 정장

020901

심장

090314

속옷, 속바지, 목욕용 의상, 내의

020904

눈

090903

단화

020908

입술, 입

090905

하이힐

020912

체모, 머리채, 가발, 턱수염, 콧수염

170217

반지 및 결혼반지

030106

고양이 또는 기타 다른 작은 고양이

200103

연필, 펜, 펜촉, 만년필 펜, 펠트 펜 ,

030108

개, 늑대, 여우

030114

곰, 코알라, 웜바트

200513

봉투

030501

집토끼, 산토끼

200525

돌돌 말린 종이, 벽지, 기타 다른 종이

040102

날개가 있는 어린이 (케루빔, 큐피드)

040104

날개가 있거나 없는 악마 또는 기타

020305

다른 뿔이 있는 사람

재한 꽃들로 이루어진 집단

깃털 펜

및 문서
240302

문서, 리본 등에 찍힌 인영, 스탬프

250125

기타 다른 장식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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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20

/

여성스러운

Relevant Keyword
설레이는, 귀여운, 소녀적인, 사랑스러운, 낭만적인, 로맨틱한, 단아한, 고운, 관능적
인, 글래머러스한, 도발적인, 과감한
Relevant Word
원피스, 빨간볼, 소녀, 아기손/발, 테디베어, 첫사랑, 손편지, 하얀머리띠, 앞머리,
시, 강아지, 애교, 단화, 고양이, 앵두입술, 양갈래, 발라드, 플레어스커트, 반지, 세
레나데, 긴생머리, 프로포즈, 꽃다발, 하얀피부, 빨간립스틱, 위스키, 하이힐, 속옷사
이즈, 몸매, 실루엣, 눈화장, 유혹, 향수냄새, 젖은머리, 시스루, 미니스커트, 흰 남
방, 입술자국, 하트, 장미, 리본, 토끼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42
KEY
WORD

20

/

여성스러운

Relevant Keyword
설레이는, 귀여운, 소녀적인, 사랑스러운, 낭만적인, 로맨틱한, 단아한, 고운, 관능적
인, 글래머러스한, 도발적인, 과감한
Relevant Word
원피스, 빨간볼, 소녀, 아기손/발, 테디베어, 첫사랑, 손편지, 하얀머리띠, 앞머리,
시, 강아지, 애교, 단화, 고양이, 앵두입술, 양갈래, 발라드, 플레어스커트, 반지, 세
레나데, 긴생머리, 프로포즈, 꽃다발, 하얀피부, 빨간립스틱, 위스키, 하이힐, 속옷사
이즈, 몸매, 실루엣, 눈화장, 유혹, 향수냄새, 젖은머리, 시스루, 미니스커트, 흰 남
방, 입술자국, 하트, 장미, 리본, 토끼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0-1091653호

제40-1094188호

제40-1033572호

제45-0041205호

제40-0941565호

제40-1096519호

제40-0913177호

제40-0793255호

제40-1090232호

제45-2014-00047

(문자부 제거)

23호 (공고)

020901
하트

030108
개
늑대
여우
제40-0841271호

제40-2015-00329
76호

050520
도안화된
꽃
제40-0397710호

제40-0944486호

제40-1086176호

제40-0713361호

제40-1106956호

제40-1040085호

제40-1082499호

제40-0626273호

제40-1023788호

제40-1061341호

제45-0047166호

제40-0806976호

제40-0901958호

030114
곰
코알라
등
090110
리본
나비매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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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류 브랜드 권리화 이슈 사례연구
1. 지정상품의 류와 유사군, 지정상품의 올바른 지정
○

특허청

상표등록을

할

때에는

지정상품을

선택하여야하는데,

‘특허로

(http://www.patent.go.kr/) → 분류코드검색 → 상품분류코드23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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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을 찾아보면 된다.
○ 의류에 해당하는 류는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이다. 그러나 의류업체라고 해서 지정가
능한 유사군이 비단 의류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할 경우 제35류 ‘의류 도·소매서비스업’에 등록해야하고, ‘교육업’을 하는 경우 제41
류 ‘의상디자인교육지도업’, 의상디자인을 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42류 ‘의상디자인업’에
도 등록이 필요하다.
○ 지정상품을 고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명칭을 그대로 등록받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자신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되는 경우 동일 유사군의 권리자가 아니라면 제재하기가 힘들다.

○ 그 예로 ‘ZIO SONG ZIO’사건에서, 선등록상표 제400620677호 ‘
경우 후출원 제665285호 ‘

’의

’과 ‘ZIO’라는 부분에서 칭호가 유사하여

유사로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지정상품을 무효시킬 수 있었으나 ‘한복, 승마복, 머니벨
트 등’의 경우 본인이 등록해두지 않은 유사군이었기 때문에 무효시킬 수가 없어 해당
유사군에 후출원의 등록이 남아있게 되었다.241. 승소한 것은 사실이나 깔끔하지 못하고,
유사하게 볼 수 있는 타 영역의 상표권은 놓치게 된 것이다.
○ 특히 최근에는 의류를 주요 아이템으로 하고 함께 ‘신발’, ‘모자’, ‘선글라스’, ‘가방’, ‘각
종 악세서리’ 등을 함께 제작·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 시 이러한 아이템들도
함께 등록할 것인지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등록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모든 류에 모든 상품을 등록하면 좋을 것이나 1류가 추가될수록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239.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4&catmenu=m02_09_03_01&version=10
240.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89&catmenu=m02_03_03
241. 대법원 2011. 09. 14. 선고 2011후당1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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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중되므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의 비용을 고려하여 제25류 외에 타류를 선택해야한
다.
○ 의류와 관련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업은 아래와 같다. 이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상품군은
핵심이 되는 유사군이며, 유사한 영역의 분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받는 것이 좋고, 등
록 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류

유사군

해당하는 상품류

제18류

G1817

애견의류

제25류

G2501

머니벨트(의류)

제25류

G270101

신발류

제25류

G430301

스포츠용 의류

제25류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 제외)

제25류

G450102

병원용 의류

제25류

G4502

한복

제25류

G4503

셔츠, 스웨터, 언더웨어

제25류

G450401

양말, 스타킹, 목도리, 숄, 넥타이 등의 잡화

제25류

G450403

전자제품 터치기술을 가진 장갑

제25류

G450501

모자

제25류

G450601

방한용 마스크

제25류

G4508

의복용 벨트

제25류

G4513

우비

제25류

N25002

아노락

제25류

N25003

제25류

N25004

유니폼

제25류

N25005

의류

제25류

N25006

팬티/반바지 및 브리프

제25류

N25007

호저리

제26류

G4509A

비금속제 의류용 악세서리

제35류

S2N25005

의류 판매대행업

제35류

S2018

애완동물용 의류 판매대행업

제35류

S2043

스포츠의류 판매대행업

나일론/면 또는 기타 직물제 여성용/남성용 및
아동용 리어타드 및 타이츠, 리어타드 및 타이즈

겉옷/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 제외) 판매대행업,
제35류

S2045

셔츠/스웨터/언더웨어 판매대행업, 한복 판매대행업
등

제37류

S050145

의류수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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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류

S174299

의류제품 분석/시험/평가업

제40류

S100112

직물가공업, 염색업

제40류

S1214

봉재업, 양복점업

제41류

S120999

의상디자인교육연구업

제42류

S1214

의상디자인업

제45류

S1214

의복대여업, 의복상담업

< 표 49 > 의류에 해당하는 류 및 유사군
2. 상표의 식별력 판단여부
○ 상표법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표명이 ‘베스트’, ‘춘하추동’, ‘기능성’ 과 같이 누가 봐도 식별력이 없
는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

가. 보통명칭으로 보이는데 등록받은 경우
○ 보통명칭은 맞으나, 지정상품과 대비했을 때 보통명칭이 아니라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
다. 등록상표 중 ‘FEDORA 페도라’(제400786056호)는 ‘챙이 말려 있고 높이가 낮은 중
절모’의 의미로 ‘모자’에서 보통명칭이 분명하나, 의류, 신발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등록되었으며, 치마와 레깅스가 붙어있는 형태의 의상을 의미하는 ‘치랭스’(제
45-2013-07235호)역시 해당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신발, 모자, 머니벨트 등에서 등록
결정을 받았다.

나. 의류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상표 등록 가능성
○ 기본적으로 안된다. ‘DRESSY’(제40-2006-07443호), ‘CHIC’(제40-2008-048722호), ‘돋
보임’(제40-2006-55788호)과 같이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만
으로 구성된 것은 거절된다.
○ 거절이 되지 않으려면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
면 되는데

‘DRESSY’의 경우 ‘DRESSINGBELL’(제40-1095781호), ‘DRESSED2KILL

D2K’(제40-0843147호), ‘CHIC’의 경우 ‘CHICHIKAKA’(제40-1019982호), ‘chic 324’(제
40-0532742호)와 같이 결합하여 등록받았다.

다. 신조어의 식별력 유무여부
○ 신조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말이므로 본래 식별력이 있다. 그러나 유명해져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이를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시날개’(제40-2011-002149호)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의 축약어이나 그러한 의미로
거래업자와 일반수요자가 다수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242.(2013허822)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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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신조어를 등록받고 싶다면 신조어가 널리 알려지기 이전에 출원해야하며
출원 후 자신이 출원 중인 상표임을 계속적으로 대내외에 표시하고 알려, 관용적으로 모
두가 사용하는 명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문자상표의 유사 판단여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
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
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243.
○ 즉, 일반적으로 상표는 전체관찰을 윈칙으로 하되, 특정 부분이 출처로서 표시를 강하게
할

경우

분리관찰

‘

한다.

그

예로

주식회사

’(제40-00469917호)은 후등록인

한섬의

대표

‘

여성브랜드인

’(제40-00759464

호)를 상대로 유사하다는 판결을 받아낸바 있다.244.

○ 그러나 문자가 유사하더라도 문자가 도안화되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

유사한

출처로

오인·혼동하지

’와 ‘

않는다고

판단되면

비유사로

본다.

’는 문자 ‘PEACE’가 동일하나 후 전체적으로 외관상

새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알파벳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만큼 도형화되어 비유사하
다고 판결된 바 있다.245.

4. 도형의 모티브가 동일한 경우 유사판단
○ 도형의 모티브가 동일하더라도 표현된 방법, 위치, 전체적인 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사여
부를 판단한다. 만약 모티브의 동일성 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도형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어질 것이다. ‘

’와 ‘

’의 경우 개의 옆

모습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몸통의 색상, 뒷다리의 표현, 꼬리의 방향이 다르고, 특히
문자가 도형을 가로질러 전체로 동일한 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된 바 있다.246. 그
242.
243.
244.
245.

특허법원 2013.04.24. 선고 2013허원822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참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후3541 판결
특허법원 2013. 4. 17. 선고 2012허11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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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모든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코스테(

커다일(

‘

)’와 ‘크로

)’의 악어가 유사하다는 판결247., ‘

’가 유사하다는 판결248., ‘

’와 ‘

’와

’가 유사하다

는 판결249. 등으로 미루어보면 도형의 요소 하나하나가 다르다고 해서 비유사한 도형으
로 보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
○ 따라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도형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명상표와 그 모티브
가 동일한 경우 유명상표를 모방한 흔적이 보이 않도록 형태, 색채 등을 신경써야 한다.

5. 영문, 한글, 도형을 병기하여 출원하는 것과 각각 따로 출원할 때의 실익
○ 상표를 등록할 때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병기’, ‘한글만 표기’, ‘영문만 표기’, ‘한글과 도
형만 표기’하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의류’이고, 내가 등록
받고 싶은 상표가 ‘나이키’라면, 상표를 출원할 때 한글로 ‘나이키’, 또는 영문으로
‘NIKE’, 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나이키 NIKE’로, 또는 도형과 결합하여,
‘

’250.로 출원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경우 상표는 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사용할 그대로 등록받는 것이 좋다.251.

○ 의류는 ‘

’252., ‘

’253. 등과 같이 로고나 심볼이 그대로 의류

자체에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브랜드명을 등록받는 것도 외에도, 그와 함께
사용할 로고나 심볼을 별도로 상표 등록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하다.

6. 패턴의 상표등록의 필요성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특허법원 2011. 9. 30.선고 2011허5625 판결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후3462 판결
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3후2040 판결
특허법원 2011.10.19. 선고 2011허당3780 판결
상표등록번호 제41-0011800호
상표에서 사용이란 원칙적으로 ‘등록받은 그대로’ 또는 ‘실질적으로 등록받은 것과 동일하게의 사용’을 의미한다.
‘LUCKY CHOUETTE’의 레터마크. http://www.luckychouette.com/shop/item/itemDetail.jsp?item_id=LFSAA15150BKX
아디다시의 시그니쳐마크. http://minishop.gmarket.co.kr/lottecom/List?category=3000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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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브랜드의 로고나 심볼은 디자인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 디자인을 보고 일반수요자
가 특정인의 상표로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 실제로 ‘의류’를 상품으로 하는 많은 패턴들이 특허청에 등

록되어

‘

있다.

그

예로

’254.,

‘

’256., ‘

’255.,

‘

’257. 등 다양한 패턴이 등록되어 있다.

○ 특히 명품브랜드일수록 패턴을 유사하게 카피하는 사례가 다수인데, 구찌의 경우 자신의

패턴과 유사한 다음 ‘

에 승소하였으며, 루이비통의 경우 ‘

’258., ‘

’259.표장에 대하여 소송 끝

’260., ‘

’261. 등 자신의 패턴과

유사한 상표를 계속적으로 등록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패턴의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하나, 의류에 들어가는 모든 패턴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올해만 사용하고 이후 사용하지 않을 패턴이라면 더욱 등
록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품패션을 제외하고 패턴을 타인
이 도용하는 것은 해당 패턴이 ‘유행의 흐름을 탈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패턴의 상표 출
원여부는 마켓의 흐름을 지켜보며 오랜 기간 롱런할 수 있는 패턴을 위주로 등록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모든 패턴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패턴자체로 출처표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패턴
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즉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은 특정인에게 독점권

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다.262. 실제로 ‘반스’ 단화의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패턴은 체

상표등록 제40-1115911호. 태진인터내셔날의 루이까또즈 패턴.
상표등록 제40-1001994호. 코오롱인터스트리의 럭키슈에뜨 패턴.
등록상표 국제등록번호 제1098949호 구찌의 패턴
등록상표 제 40-0419946호 버버리의 패턴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후914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후890 판결.
출원번호 제40-1996-0046829호
출원번호 제40-1998-0034081호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도 등록이 가능하나, 이것은 추후 ‘브랜드 관리’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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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보드 무늬 부분이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식별력이 인정되니 않는다고 보았으며263., 닥스의

체크무늬 ‘

’ 역시 직물에 사용되는 격자무늬의 형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하였다.264.

7. 타인의 등록된 성명 브랜드와 일부가 유사한 경우
○ 의류브랜드는 디자이너의 성명을 그대로 브랜드화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명을 조금 변형하여 세련되게 바꾸거나, 외국에서 사용하던 예명
을 계속 사용하기도 한다. 만일 동일한 성명이 ‘의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에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되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비슷한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 만일 외국이름의 성(姓)이나 이름이 다른 경우, 특정 부분만으로 일반수요자가 해당 브랜
드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유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 ‘TOMMY GEAR’와
‘TOMMY HILFIGER’의 유사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를 ‘TOMMY’ 만으로 분리하여 인식

될 수 없어 전체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며,265. ‘JIMMY CHOO’ 와 ‘

’의

경우 성명의 일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에
따라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266. .
○ 성명상표는 성(姓)과 이름이 서로 결합하여 비로소 특정한 자연인을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姓)과 이름이 분리되어 사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姓)과 이름이 결합된 전체로서 특정한 상품의 출처를 지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267.할 것이라는 의견이 심사에도 반영되고 있다.
○ 그러나 전체 중에 한 부분으로 일반수요자가 약칭할 근거가 충분하다면 유사로 볼 수 있

다. 실제 법원은 ‘

’와 ‘

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이너의 이름이라거나, 그 구성 중 ‘

’ 의 경우 전자

’라는 부분이 국

내에 널리 알려진 외국인의 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대표자 명함에 ‘

263.
264.
265.
266.
267.

특허법원 2013허4824 판결.
특허법원 2012. 11. 16. 선고 2012허5851 판결.
특허법원 2000. 3. 30. 선고 99허752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양승태, 「성명상표 관련 주요 판례 검토」, 『특허심판원 심판연구자료』, 특허심판원, 2009.

250

CORUSO’라고 표기하여 ‘

’ 만으로 약칭이 가능하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바

있다.268.

8. 외국 유명 의류 브랜드의 유사상표를 국내에서 타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외국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국내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관련 없는 타인이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거나 원 권리자가 국내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상표브로커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 만약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를 보고 이를 모방하여 상대방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
한 목정을 가진 것이면 이것은 등록이 어렵다. 그 예로 1995년 출시된 이탈리아 패션회
사의 브랜드 ‘BLUGIRL’269., ‘ALPENSTERS’270.를 모방한 ‘BLUGIRL’과 ‘ALPENSTER’,

구찌 수석디자이너였던 ‘TOM FORD’271.를 모방한 ‘

‘

’를 모방한 ‘

’, 일본의류브랜드

’는 거절되거나 무효되었다.272.

○ 그러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외
국의 브랜드를 국내 특허청에 타인이 등록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상표란 새로운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에 있던 명칭을 누
가 사업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명칭을 외
국의 타인이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 수요자가 그 브랜드를 잘 인지못하거나, 외국 내에
서도 저명한 정도의 상표가 아니라면, 국내에 먼저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268.
269.
270.
271.
27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후3596 판결
특허법원 2011. 4. 7 선고 2010허4342 판결
대법원 2012. 6. 8 선고 2012허2364 판결
특허법원 2011. 10. 14 선고 2011허6758 판결
저명한 상표의 기준은 제3장 ‘브랜드 관리’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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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1절 의류 브랜드 관리 전략 사례
1. 패밀리 브랜드 관리 사례 : 빈폴 (Bean Pole)
가. 개요
○ 1989년 런칭된 제일모직 산하의 브랜드. 최초 트래디셔널 브랜드로 출발하여 현재 남성,
여성, 어린이, 골프, 아웃도어, 악세사리까지 수평적 라인익스텐션이 모범적으로 이루어
진 내셔널 패밀리 브랜드이다.

나. 브랜드 네임 및 심볼의 의미273.
NAME

SYMBOL
Gentleman

Bean(콩)

과

Pole(장대) 의 결
합으로
(BEAN

콩줄기
POLE)를

뜻함. 미국 보스

- 브랜드

페르소나인

British

Gentleman

상징
- Swallow

Tail의

Tuxedo

Jacket과

Breeches, Slik Hat
으로 트래디셔널 스
타일을 형상화

톤 지역 대학생들
의 패션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의미

를

있으

가지고

Penny-Farthing
- 영국 동전의 이름인
Penny와 Farthing을

며, 그 뿌리는 ‘기

포개어

품있고

초기 자전거 형태에

전통있는

좋은 가문 사람들’
이다.

놓은

듯한

서 유래
- 자전거로
문명과

대변되는
젠틀맨으로

상징화된 인간의 만
남을 표현

273. http://beanpoleblog.tistory.com/36

254

다. 브랜드 라인 현황274.

< 표 27 > 2015년 빈폴 브랜드 라인 현황

○ 빈폴은 2015년 현재 MEN, LADIES, KIDS, GOLF, ACCESSORY, OUTDOOR 총 6개의
브랜드로 관리되고 있다. 과거 SPORTS, HOMME 라인이 존재하였으나, 사업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 브랜드에

흡수되었다.

JEAN

라인은

BIKEREPAIR로 통합되었다가

BIKEREPAIR가 2015년 하반기 시장 철수가 결정되어 최종 MEN 및 OUTDOOR라인으로
흡수되었다.
○ 의류제품으로는 기본적으로 아우터, 셔츠, 남방, 블라우스, 스웨터, 바지, 치마 등이 속하
며, 여성 및 남성 악세서리류로는 가방, 신발, 지갑을 필두로, 넥타이, 행거칩, 키링, 벨
트, 머플러, 장갑, 양말, 우산, 선글라스, 모자와 목거리, 팔찌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키
즈 제품은 의류, 가방, 모자, 벨트, 양말, 신발 등은 동일하며, 그 외로 책가방, 타이, 머
리띠 등 까지 라인을 확장되었다. 또한 아웃도어로 영역을 확대하며 텐트, 파이어피라미
드 제품을, 골프라인으로 골프채 가방, 모자, 양말 등의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 검토결과 제품구성은 의류를 기본 베이스로 관련 악세사리로 확장되었으며, 악세사리류
역시 세부적으로 다수 품목을 확장하였다기보다 대표적인 상품군에 한하였으며, 아웃도
어의 텐트 등이 판매되나 상품이 2가지인 것으로 미루어 보조적인 제품에 불과하여, 전
체적으로 볼 때 빈폴의 트래디셔널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배치되어 있다.
274. http://beanpoleblog.tistory.com/36, http://www.samsungfashion.com/contents/ho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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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대별 브랜드 전략275.
○ 제일모직은 1980년대 말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등 국제 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향상되면서 고급 캐주얼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외국 유명브랜
드로 구성되어있던 트래디셔널 캐주얼 시장에 네오 트래드셔널을 표방하는 ‘빈폴’을 런칭
했다. ‘빈폴’은 출범 전 선두에 있는 ‘폴로’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한
국인의 체형, 기호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다 한국적인 요소를 브랜드에 녹여냈으며, 품질
중시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시즌 별 트렌드를 적용해 런칭 초기부터 젊은 층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 1997년에는 ‘빈폴’만의 디자인 파워를 키우기 위해 고유 체크무늬가 개발되었다. ‘빈폴’
체크무늬는 한국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문창살에서 모티브를 얻어 개발되었고, 고유 체크
를 활용한 디자인을 통해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가치를 전달하게 됐다. 특히 체크셔츠
가 큰 인기를 얻으며 ‘빈폴’의 당시 매출을 주도했다. 1997년 IMF 위기로 고객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축소됐을 시점에는 이탈 가능성이 큰 10대 고객보다 구매력이 높은 30
대 고객을 타겟으로 한 고급스러운 핸드메이드 상품을 개발, 메인 상품군으로 전개했다.
이 같은 전략으로 98~99년 침체된 경기 상황에도 신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 그러나 30대 고객의 스타일에 맞춘 상품을 중심으로 전개하다보니 브랜드의 이미지가 노
후화, 다시금 젊은 감성을 추구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1999년 추동 시즌 영
(young)층을 타겟으로 한 전략 아이템으로 더플코트를 출시해 완판을 기록했다.
○ 이 같이 매 시즌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에 따른 트렌드를 적극 수용, 고객
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덕분이다. 2005년 부터는 글로
벌 SPA브랜드, 타 트래디셔널 브랜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
컨셉을 강화, ‘빈폴’만의 세련된 젊은 감각을 구현해내고 있다.
○ ‘빈폴’의 비약적인 성장은 라이프스타일화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일모직을
1997년 ‘빈폴’의 스포츠 라인을 런칭, 단독 매장으로 전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라인을 확
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타깃 설정이 확실하지 못했던 스포츠 라인은 2001년 전개를
중단하고 ‘빈폴’맨즈 라인 안으로 포함됐다. ‘빈폴’맨즈 라인에 스포츠 라인이 포함되면서
보다 상품 구성이 탄탄해졌고 2001년 전년 대비 20%의 높은 신장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너웨어 상품이 강했던 ‘빈폴’맨wm와 아우터 상품이 강했던 스포츠라인이 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제일모직은 국내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레이디스, 골프, 진, 키즈, 액세서리 라인을 런칭하며 ‘빈폴’을
토털라이프스타일 제안형 패밀리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빈폴’이 패밀리 브랜드로 시장
내 안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로 제일모직의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제일모직은 ‘빈

275. 정민경, “‘빈폴’, T/D 캐주얼 대표 브랜드로 우뚝!”, 『패션채널』,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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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의 라인익스텐션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라인별로
별도의 사업부 인원을 구성하고 컴퍼니 제도를 도입해 브랜드 자율 경영제를 수립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결정 속도가 느리다는 대기업의 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스
피디한 경영으로 각 사업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건이다. 이후 빈폴컴퍼니의 전문
성을 더하기 위해 빈폴 R&D팀을 개설, ‘빈폴’의 품질 향상에 주력했다. 각 라인의 통일
성 있는 테마를 공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확대해나가며 시장
내 안착했다. ‘빈폴’이 각 라인들은 런칭 이후 3년만에 목표했던 마켓셰어를 확보하고 시
장 내 안착했다. 특히 2010년 연령별, 성별 등으로 세분화된 각 라인들이 고루 성장세를
보이면서 5,100억원의 매출을 달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2012년에는 아웃도어를
선보였다.
○ 한편 제일모직은 ‘빈폴’을 패밀리 브랜드로 시장 내 안착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유통 전략
을 펼쳤다. 2003년에는 명동에 ‘빈폴’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 고급스러운 대형 매장
에 전 라인을 구성해 패밀리 프랜드라는 통합된 이미지를 보여줬다. 이후 순차적으로 강
남, 대전, 대구, 부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 올해 ‘빈폴’의 매출 목표는 7845억원이다. 제일모직대편부문은 ‘빈폴맨즈’를 비롯해 ‘빈폴
레이디스’, ‘빈폴골프’, ‘빈폴키즈’, ‘빈폴아웃도어’, ‘바이크리페어샵’까지 7개의 브랜드를
합해 전년대비 23.5% 신장할 계획을 세웠으며 국내시장에서 단일 의류브랜드 중 올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276.

마. 콜라보레이션
○ ‘빈폴’은 패션브랜드로서 디자이너, 연예인, 소설가, 아티스트, 캐릭터 등 다양한 그룹과
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276. 임경량, “‘빈폴’ 7개 브랜드 7845억원 목표”, 『어페럴뉴스』,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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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 빈폴의 콜라보레이션

○ 우선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살펴보면, 빈폴 아웃도어는 최근 글로벌 남성
복 브랜드 ‘준지(Juun.J)’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기존 아웃도어에서 볼 수 없었던 새
로운 디자인을 보여주었으며277., 2011년 ‘자뎅 드 슈에뜨’와 ‘빈폴 레이디스’가 협업하여
여성적인 트렌치코트를 선보였고, 2010년에는 미국의 주목 받는 브랜드 ‘밴드 오브 아웃
사이더즈’ (Band of outsiders)의 디자이너 스캇 스턴버그(Scott Sternberg)278.와 협업하
기도 하였다.
○ 비단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전
개되었는데, 연예인 수지가 디자인에 참여한 ‘보니백’279., 3명의 소설가, 2명의 배우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운점퍼'를 주요 소재로 한 소설과 화보를 선보인 '윈터 스토리
'280.,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및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한 '캡슐 컬
렉션'281., 놀이공원 에버랜드의 야생 동물관람프로그램 ‘로스트벨리’의 인기 동물을 그래
픽에 활용한 ‘로스트밸리 라인’282.,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하이판다’283., ‘스타키 몬스
터 랩’과의 콜라보레이션284. 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2007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공식
후원하기도 하였다.
○ 언급된 사례 외에도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여 빈폴의 본래 이미지를 유지하는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유은정, “빈폴아웃도어, 준지(Juun.J)와 콜라보 진행”, 『EBN』, 2015. 6. 16.
“빈폴, 디자이너 [스캇 스턴버그]와 콜라보레이션 진행”, 『세계섬유신문사』, 2010. 9. 17.
“빈폴액세서리, 수지와 합작품 ‘보니백’ 출시”, 『국제섬유신문』, 2015. 7. 29.
김문희, “빈폴, 이색 아트콜라보레이션 ‘윈터 스토리’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2013. 11. 5.
안정준, “"빈폴, 뉴욕 감성을 입다"…'캡슐 컬렉션'으로 이미지 변신”, 『스타일엠』, 2015. 6. 22.
임경량, “빈폴키즈, 로스트밸리의 애니멀 프린트 상품 출시”, 『어패럴뉴스』, 2015. 4. 29.
홍미경, “빈폴진, 패션 브랜드 '하이판다'와 콜라보레이션”, 『아이뉴스24』, 2012. 2. 17.
박윤정, “[빈폴], 스티키 몬스터 랩 콜라보레이션 진행”,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201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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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칫 올드하고 식상해 질 수 있는 이미지는 버리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패션브랜드
로서 나아가고 있다.

바. 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
○ 제일모직의 빈폴관련 상표는 등록 87, 출원 중 4건, 소멸 25건, 포기 5건, 거절 2건이
존재한다.285.
○ 살아있는 권리는 4건의 국문상표와 87건의 영문상표로 구성되며, 도형이 포함된 상표가
48건으로, 영문상표가 주요하게 사용되며, 심볼 및 로고의 비중이 역시 큰 것으로 확인
된다.
○ 빈폴이 부착되어 지정된 상품류는 25류(의류), 18류(가죽제품, 가방 등), 14류(귀금속제
악세서리), 9류(전기전자기기. 선글라스 포함), 35류(도·소매업)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앞서 빈폴의 주력 상품이 의류와 관련 악세사리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대기업이라서
무조건 전체 류에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류와 향후 브랜드 라인익스텐션이 가
능한 영역까지만 권리를 확보해 낭비를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표 상태 현황 >

< 상표 상품류 지정현황 >

< 표 29 > 빈폴 상표 출원 및 등록현황

○ 빈폴의 첫 상표 출원은 1988년이었으며, 해마다 3~8개 가량의 신규 출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계속해서 신규출원이 있는 까닭은 해마다 또는 각 브랜드 라인마다 각각 브랜드
로고와 심볼을 그 해 마케팅 컨셉에 맞게 바꿔 사용하거나, 브랜드명과 개별상품명 또는
브랜드명과 캠페인 등을 결합한 조합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사용된 브랜드를 보
호받기 위하여 상표권 등록을 해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등록 문자상표의 예(문자를 중심으로)
빈폴은 영문 BEANPOLE을 다양한 형태의 서체로 등록 받았으며, 확장되는 라인의 명을
285. 인투마크(http://www.intomark.com/), 2015.8.25., 검색어 ’빈폴, BEANPOLE’, 중복된 출원번호는 제거하였으며, 도형만으
로 이루어진 상표는 고려하지 않았다.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Vol.2

259

CLOTHING PART

조합한 형태는 물론, ‘bpgolf’와 같이 약어와 라인 및 패밀리 브랜드명이 결합된 형태를
모두 등록받았다.

1988년 출원

1990년 출원

1994년 출원

2000년 출원

2001년 출원

제40-0188786호

제40-0213625호

제40-0312522호

제40-0513565호

제45-0006526호

2004년 출원

2005년 출원

2007년 출원

2012년 출원

2014년 출원

제40-0286020호

제40-0649429호

제40-0730739호

제40-0950111호

제45-0056634호

< 표 30 > 빈폴 등록 문자상표의 예

○ 대표 심볼의 변천 및 베리에이션 등록상표 예시
빈폴의 대표 심볼은 최초 출원과 현재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하나, 처음 심볼에서 등이 약
간 굽어져 있었다면, 이후 곧게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되
었다. 또한 그러한 심볼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도를 접목하여 입체감이 있게 만들
거나, 젊은 청년 또는 동물로 변형하는 등 베리에이션 된 상표들이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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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출원

1994년 출원

2005년 출원

제40-0205693호

제40-0318543호

제40-0661256호

2011년 출원

2011년 출원

2013년 출원

제40-0955123호

제40-0914035호

제40-1057874호

< 표 31 > 빈폴 심볼 관련 등록상표 예시

○ 그 외 빈폴 관련 심볼 등록상표 예시
빈폴은 대표 로고와 심볼 이외에 각 라인 별 또는 마케팅 전략별로 각기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선 아웃도어브랜드는 기존의 로고와 심볼이 아닌 나침반과 바퀴가
결합된 새로운 심벌로 기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빈폴
의 서브브랜드인 ‘바이크리페어샵’의 집과 알파벳 ‘B’를 결합하여 네이밍과 디자인에서
빈폴의 연관성을 최대한 단절하였다.286. 또한 패턴으로 사용이 높은 도형 및 레터마크,
무늬 등을 상표로 출원/등록하여 디자인이 상표로서 인식될 때의 보호 역시 확실히 하였
다.

286. ‘바이크리페어샵’은 론칭 4년만인 2015년 시장 철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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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용 브랜드

레터마크

런칭 20주년

제45-0047751호

제40-1109942호

제40-0823900호

바이크리페어샵

가방의 패턴

빈폴 체크무늬

제40-1048232호

제40-0971846호

제45-2015-0000157호287.

< 표 32 > 빈폴 심볼 관련 등록상표 예시

사. 분쟁동향
○ 빈폴은 보호가 최초부터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만큼 큰 분쟁이 가시화된 경우는 없었다.
○ 또한 심판정보 검토결과 빈폴과 관련된 무효심판은 현재까지 2건, 이의신청 건 역시 약
5건 정도에 불과했다.
○ 그러나 중국 진출을 위해 1993년 중국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중국인이 선등록해 놓은
상표(노벨리)와 유사하다고 하여 1996년 거절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
후 2005년 중국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아올 수 있었다.288.

2. 개별 브랜드 관리 사례 : 이랜드그룹
가. 개요
○ 이랜드그룹(E・Land Group)은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이랜드월드를 모체로 하는 기업집단
이다. 창업주는 박성수이다. 이랜드그룹은 이랜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패션사업으
로 시작했으며, 인수합병을 통해 패션, 유통, 레져, 외식, 건설 등에 진출해 있다.289.

287. 출원중
288. http://www.ckstar.or.kr/bbs_01/read.php?mode=&kind=1&field=&word=&page=13&no=51
289.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9E%9C%EB%93%9C%EA%B7%B8%EB%A3%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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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랜드의 철저한 개별브랜드 전략

< 표 33 > 이랜드 주요 의류브랜드. 출처 : 이랜드 웹사이트

○ 내게 익숙한 브랜드들 중 알고 보니 모기업이 이랜드인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이랜드
의 패션브랜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패밀리브랜드들 보다는 작게, 그러나 생활
곳곳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이랜드 그룹의 패션 비즈니스는 동일 사업군의 꾸준한 계열 통폐합을 통해 성공적인 일
원화조직으로 안착되었다. 2013년 현재 이랜드월드의 패션 사업은 아동복 부문 12개 브
랜드 1,169개 매장, 여성복부문 6개 브랜드 479개 매장, 내의부문 6개 브랜드 846 매
장, 캐주얼부문 4개 브랜드 209개 매장, 스포츠부문 5개 브랜드 397개 매장, 잡화부문
3개 브랜드 357개 매장 등 모든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국내 매장 수 3,500여개-중국
비즈니스 확대 전략 등으로 다소 줄어든 결과임에도 유통 채널수가 무려 3,500 여개에
이르고 있다.290.
○ 이랜드의 패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저가 일방일 것이라는 편견은 스포츠 부문의 ‘버그
하우스’, ‘엘레쎄’, ‘뉴발란스’, 등 해외 굴지의 글로벌 브랜드들을 확인하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통점 대부분이 소형점 구성이라는 의견도 최근 전사 차원
에서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쏘’, ‘스파오’, ‘후아유’ 등 SPA브랜드의 경우를 보면

290. 패션인사이트 출판사업부, 『한국 패션시장 변화 주도할 지속성장 50대 패션기업』, 패션인사이트, 2014,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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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얘기가 달리지다. 이랜드의 면면은 대내외적으로 지향하는 글로벌 넘버원 패션
컴퍼니의 비전이 결코 구호 차원이 아님을 되뇌이게 한다. 패션 기업 이랜드의 위상은
놀라움 그 이상이다 남다른 성장의 배경이나 역사는 물론 지식경영의 표본으로 자주 거
론되는 독특한 기업 문화는 이미 많은 패션기업들의 벤치마킹 기준이 되고 있다.291.
○ 특히 이랜드 패션브랜드의 강점은 사업성이 떨어진 브랜드는 과감하게 중단하고 기존 브
랜드의 리프레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2007년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
는 캐주얼 ‘프리치’와 여성복 ‘피오루치’의 영업을 중단하였으며292., 돌연 15년간 이랜드
에게 맡겨왔던 판권을 회수하고 직접 자신들이 한국에서 경영하겠다고 나선 ‘푸마’을 대
신하여, 이를 대체할 브랜드로 ‘엘레쎄’를 전개하였고, 이후 미국 스포츠웨어 ‘케이스위
스’를 인수하기도 하였다.293.
○ 이랜드의 경우 모기업명을 개별브랜드에 함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브랜드들의 통폐
합 여부는 기업브랜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
○ 이랜드의 전체 상표 등록 건은 7,578건294.이고, 그중 의류에 해당하는 등록은 1,846건
으로 전체 중 약 24.3%에 해당한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약 39개의 이랜드 주요 의류브랜드는 모두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며, 1건에서 300여건까지 등록된 상표의 개수는 각기 달랐다. 특히 이랜드의 시초
‘E.LAND’는 등록상표만 330개로, 전류에 걸쳐 거의 모두 등록되었으며, 주요 브랜드는
25류 뿐만 아니라 3류(화장품), 9류(전기전자기기, 선글라스 포함), 14류(귀금속제 악세
서리), 16류(문구류), 18류(가죽제품 및 가방), 24류 (섬유), 25류(의류), 26류(비귀금속
제 악세사리), 28류(오락/운동용구), 35류(도·소매업) 등 다양한 류에 등록되어 있었
다.295.

291.
292.
293.
294.
295.

패션인사이트 출판사업부, 『한국 패션시장 변화 주도할 지속성장 50대 패션기업』, 패션인사이트, 2014, pp. 70-71.
http://www.fashionchannel.co.kr/main/bbs.php?table=papernews&query=view&uid=1941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421
인투마크(http://www.intomark.com/), 2015.8.25.,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이랜드파크를 합산한 수임.
인투마크(http://www.intomark.com/), 2015.8.25. ‘*’은 견련관계에 있는 타인의 등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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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 이랜드 주요 의류브랜드 상표 등록현황

○ 또한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모두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통해 같은 류에 여러 개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SPA브랜드
MIXXO의
문자등록 형태
제40-0961574호

제40-1017434호

제45-0036257호

제45-0039203호

제40-0742124호

제40-0807554호

제40-0669246호

제40-0669252호

캐주얼 브랜드
R.ATHLETIC의
곰 도형 등록
형태
< 표 35 > 베리에이션된 이랜드 등록상표의 예

라. 분쟁동향
○ 전체 심판데이터 확인결과 이랜드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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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권리범위확인, 취소, 무효 심판은
56건, 피청구인인 사건은 39건으로 나타
났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횟수는 무려
1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랜드가 등록한
상표가 전류에 걸쳐 무려 7,578건에 이
른다는 점에서 초기 상표 권리화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과 더불어, 심판 및 이의
신청 건수로 미루어 볼 때 자사 상표 보
호에 대한 대응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표 36 > 이랜드의 심판 및 이의신청 건

3. 소호(SOHO) 브랜드의 성공사례 : 스타일난다
가. 개요
○ 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작하여 온라인 1위를 넘어 오프라인까지 점령한 ㈜난다의 글
로벌 패션브랜드

나. ㈜난다의 브랜드 라인

< 표 37 > ㈜난다의 브랜드 라인 구조
○ ‘스타일난다’의 기업브랜드인 ㈜난다는 여성, 남성, 화장품 세 가지 주요 개별브랜드를 보
유하고 있다. ‘스타일난다’는 기업과 함께 태어난 브랜드이고 이후 화장품 브랜드 ‘3컨셉
아이즈’와 남성브랜드 ‘KKXX’가 런칭되었다. 이후 출시된 브랜드는 ‘스타일난다’의 성공
후광이 적절하게 작용하여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패밀리브랜드가 아닌 각각 개
별브랜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략은 자칫 브랜드가 실패하더라도 ‘스타
일난다’라는 브랜드가 입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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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랜드 히스토리
○ 2004년 런칭한 스타일난다는 당시 전무했던 컨셉인 섹시빈티지룩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직까지 차별 경쟁력으로 삼는 스타일난다만의 색깔이다. ‘나는 노는 물이
달라’라는 대표 슬로건에서도 보이듯이 스타일난다는 어디를 가도 돋보이고 싶은 여성
심리에서 출발하였으며 이것이 10년간 온라인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
○ 스타일난다는 삽시간에 마니아들을 확보하며 런칭 1년만에 30배 이상의 신장을 기록했
다. 전체 매출의 80%이상이 마니아층의 재구매로 일어났다. 또한 ‘난다걸’이 필요로하는
모든 아이템을 만들어 냈다. 2006년 액세서리 전문 ‘난다걸’, 2007년 란제리 &라운지웨
어 ‘세미난다’를 런칭했다. 이후 2009년에는 현제 핫하게 떠오른 뷰티 브랜드 ‘3컨셉아이
즈’를 선보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책임지는 패션 종합몰로 발전했다. 또 2012년에는
‘스타일난다리빙’까지 선보이며 라이프스타일으로까지 영역을 넓혔다.
○ 스타일난다는 매일 평균 방문자 수 25만명을 유지하고, 상품 구성 중 자체 제작이 40%
를 차지 총 매출 비중 자체 제작 상품이 70%를 차지하며, 웹사이트 회원수 100만을 달
성하였고,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등 5개국에 해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온
라인 일평균 판매건수가 1000여건에 이른다.
○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실적 역시 화려하다. 2012년 명동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점을 오픈한 이후, 2013년 롯데백화점 3개점을 추가 오픈하였다. 2013년 롯데백화점 명
동 영플라자점에서 8억 2700만원이라는 기록적 수치를 달성했으며 2013년 6월부터 글
로벌 SPA ‘자라’의 성적을 뛰어넘엇고 영플라자 명동점 전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 잠실점에서는 1억 8000만원, 인천점, 대구점은 9천만원대이다. 처음 ‘스타일난다’가
입점할 때만 해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던 롯데 측은 이들을 ‘매출보증수표’라 부를 정도
라고 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난다는 현재도 하루 4000건 이상의 판매거래 수
를 유지하며 절대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대형 메가숍부터 백화점까지 오프라
인을 장악하며 영캐주얼 캐릭터 조닝 브랜드 전체를 긴장시킬 정도의 매출 파워를 보인
다. 그뿐만 아니라 난다는 대기업 브랜드들도 풀지 못하는 해외 비즈니스부터 라인익스
텐션까지 진행하며 무서운 기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일난다는 남성복부터 아동 등 라인익스텐션에 대한 요청이 있으나,
고객이 수요와 컨셉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만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296.

라. 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
○ 스타일난다와 관련된 등록은 26건, 출원은 9건, 공고는 1건에 이른다. ‘스타일난다’ 및
‘style nanda’ 그대로 등록한 상표가 있는가 하면, 형태를 변형하여 ‘난다’, ‘NANDA’ 또

296. 송인경, “온에서 오프까지 ‘난다’ 고공행진!”, 『패션비즈 3월호』, 201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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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EMINANDA’, ‘NANDAGIRL’ 등의 등록이 이루어졌다.

제40-1010896호

제40-1010893호

제40-1010889호

제40-0825304호

제40-0825307호

< 표 306 > 스타일난다 등록상표의 예시

마. 분쟁현황
○ ‘스타일난다’의 경우 작은 쇼핑몰에서 차근차근 메이저로 올라온 케이스로, 초반부터 브
랜드 전략에 따른 네이밍 및 디자인이 개발된 것은 아니었고, 상품의 효능을 친근하게
설명하기 좋은 브랜드 네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전략이 전무하다보니 상표 등록에서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 문제는 크게 ‘상품의 효과를
나타내거나 다수의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식별력 없는 상표’이거나, 선등록 ‘nanta’와 유
사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 우선 제35류 의류판매 관련 서비스업에서 최초로 출원하였던 ‘style nanda’297.는 선등록
‘nanta’와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그렇지 않
다고 심결되어 상표 등록되었다.298. 영문이 등록되자 1년후 국문상표 ‘스타일난다’299.를
출원하였으나 이번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해 식별력이 없다는 이
유로 거절되었다.
○ 또한 의류에 해당하는 제25류에서 ‘난다 NANDA’는 선등록 ‘NANTA 난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0. 또
한 동일류에서 ‘스타일난다 stylenanda’301.는 ‘모양이 난다, 옷맵시가 좋다’라는 품질, 효
능을 직감케하는 명칭으로 보아 거절되었다. 가장 중요한 ‘의류’에서 핵심 브랜드의 상표
권을 놓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한 순간이었다.
○ 그러나 ‘스타일난다’ 측은 심판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아갔다. 우선 걸림돌이 되는
‘NANTA 난타’가 의류에 현재로부터 3년전까지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상표법 제73
조 제1항 제3호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를 취소시켰으며,302. 이후 식별력이 없
다고 심사된 ‘stylenanda’ 역시 거절불복심판을 통해 식별력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303. 제25류에서도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297.
298.
299.
300.
301.
302.
303.

상표등록번호 제41-0145091호
특허심판원 2006.12.19. 선고 2006원5716 심결.
출원번호 제41-2006-0022167호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9후3961 판결,
출원번호 제40-2007-0011493호
특허법원 2010.3.19. 선고 2009허8515 판결.
특허심판원 2009.4.22. 선고 2008원3899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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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 스타일난다 상표등록의 문제점 및 해결책

○ ‘스타일난다’의 험난했던 상표권 등록과정은 브랜드 전략 없는 네이밍이 히트브랜드로 성
장할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 네이밍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심판소송으로 본 의류 브랜드 관리 전략
1. 오랜 기간 사용한 식별력 없는 상표의 사용에 의한 등록
○ 개요
의류브랜드는 상징적인 표현을 중시하여, 식별력이 없는 영문 1자 또는 2자 등과 같이
상표법에서 식별력이 없는 명칭으로 보는 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그러한 브랜드는 상표 등록과정에서 상표법 제6조 각호에 의해 거절결정 될 여지가
높아 권리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식별력 있는 도형과 결합하여 다소 불완전하게 등록하
고, 사용을 통해 시장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상표법 제6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면 이후 완전하게 상표로 출원 및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부여는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엄격하게 해석․적용되고
있으므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심판결례는 어떤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2
항을 허여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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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 및 판결 사례
AJ
제6조
제2항

O

O

O

X

대법원 2012.

2014. 3. 20.

ARMANI JEANS
2012. 10. 26

11. 29 선고

선고

선고

2012후2074

2011후3698

2011원9973

판결

판결

심결

전국

전국

인정
실사용

AJ,

상표
대법원 2008. 9.

사건
번호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사용
지역

전국

(국내)
사용

등산화, 안전화,

상품

등산용품

골프용품

기간

20년

28년

(국내)

199년~ 2000년
15억

Ÿ

2001년 9억3천만

Ÿ

2002년 6억3천만

Ÿ

2003년
11억2천만

Ÿ

2004년
40억2천만

Ÿ
인지도
포상

의류, 가방, 모자

(세계적으로
1975년부터

-

사용)
Ÿ

또는

웹사이트

7년

사용

광고

운동화 및
스포츠의류

온라인 쇼핑몰

5년간 골프대회
주최

Ÿ

8~9년간
최경주선수

국내 안전화 시
장 약 80% 점
유

생략

-

스폰서
Ÿ

2010년 까지 약
150개 기사

어패럴뉴스사

국내 등산화 시
장 약 40%

Ÿ

Ÿ

선정 2009년
전국 126개 매장

스포츠부분

1993년 부터

‘베스트 브랜드’
및 ‘올해의
브랜드’

-

270
전 세계 매출액 있
Ÿ

(국내)

단,

400억

매출
분석

음.

1 99 7 년 ~ 2 00 0 년

Ÿ

2001년 257억

1983년 ~ 2008년

2004년~2010년

Ÿ

2002년 330억

약 8,652억원

약 2 ,820억원

Ÿ

2003년 534억

Ÿ

2004년 743억

‘GIORGIO

ARMANI’에서 유래
되어 제출된 전 세
계 매출액 자료는
‘AJ’가
‘ARMANI

아닌
JEANS’

의 것임.

① “K2” 사건
아웃도어 브랜드 ‘

’는 알파벳 1자와 숫자 1자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

로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으나304.,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의 전신인 정○○ 경영의 케
이투 상사와 원고회사는 2000년경까지 ‘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

을 20여 년 동안 등산화 등의 상품과 그에 대한 광고에 사용하여 왔고, 등산화에 쌓인
원고회사 제품의 명성과 신용을 바탕으로 1995년경부터 등산 레저용 자켓, 점퍼, 바지
등 등산용 의류와 안전화, 배낭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2001년
경부터 “K2”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텔레비전 광고를 전국적으로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라디오, 지하철역 광고판 및 버스 외벽 등의 다양한 광고수단 이용하여 “K2” 상표를 중
점적으로 광고하였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동안 원고회사의 매출액 합계가 400억
원 상당, 광고비 합계가 15억 원 상당이었는데, 2001년 이후 그 매출액이 2001년 약
257억 원, 2002년 약 330억 원, 2003년 534억 원, 2004년 743억 원 등 지속적으로 가
파르게 증대하였으며, 광고비도 2001년 약 9억 3천만 원, 2002년 약 6억 3천 만, 2003
년 약 11억 2천만 원, 2004년 40억 2천만 원 등 상당액을 지출한 점, 그 결과 2003년
4월경 이미 원고회사의 제품은 국내 등산화 시장의 약 40%, 국내 안전화 시장의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무렵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K2’를 원고회사 또는
원고회사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회사의 등산화 등 등산 관련 제품
의 품질에 대한 언론기관의 호의적인 보도가 따른 점 … 중략.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K2”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들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경부
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까지 ‘

’상표를 3년 6개월간 계속적·중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등산화, 안전화 및 기타 등산용품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

’상표는 원고회사의 상표로 인식되기에 이

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② “SUPERIOR” 사건
30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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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3년경부터 이 사건 거절결정시까지 약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인 각종 골프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해 온 점, 하나의 카탈로그 및 하
나의 골프용품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결합상표가 혼용되어 다수 사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결합상표가 혼용되어 다수 사용됨으로
써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결합상표의 출처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5년간 공중파 방송사의 후원 아래 주최한 골프대
회의 팜플렛 등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결합상표가 병기되어 사용된 점, 원
고와 1996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8~9년간 스폰서계약을 유지한 최경주 선수가 위
기간 중 국내외 큰 골프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였고, 특히 2002년에는 미국 PGA에
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까지 함으로써 당시 최경주 선수가 착용하였던 골프용 모자 및 의
류 등에 표시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원고 대리점 및 백화점 매장의 간
판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각종
골프용품에 이 사건 출원상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결합상표를 함께 사용함으
로써 원고의 총매출액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결합상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총매출액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한 비율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총매출액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과 상당한 부분 관련이 있는 액수
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결합상
표가 사용된 각종 골프용품에 대한 원고의 총매출액이 약 8,652억 원에 이르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
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 사건

원고는 1981.5.28. 지정상품을 ‘우산, 지팡이, 부채, 운동화’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1984.9.15. 등록결정을 받아 1984.9.21. 상표등록을 마쳤고, 2004.7.13. 2차
존속기간갱신등록까지 마쳤다. 원고는 1975년경부터 세계 각국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형상과 같이 각종 운동화에 원고 회사 약칭(New Balance)의 첫 글자에서 따온 ‘

’이

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며, 운동화 및 스포츠 의류 등의 국내 매출액이 2009
년 약 344억 원, 2010년 약 1,619억 원 등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약 2,820억
원에 달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의 ‘New Balance’상표가 어패럴뉴스사가 선정한 2009년
스포츠 부분 ‘베스트 브랜드’ 및 ‘올해의 브랜드’로 각각 선정되기도 하였다.

④ “AJ”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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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각 증거자료를 보면, ①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GIORGIO ARMANI’를 검색하여 출력한 자료사본, 특허청 발행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
표집에서 ‘GIORGIO ARMANI’와 관련된 자료사본 등은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AJ’상표가 의류에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의 출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의 알려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의 광고 선전비용과 전 세계 매출액이라고
제출된 자료 ‘AJ’상표에 대한 것이 아니고 ‘ARMANI JEANS’ 상표에 대한 광고 선전비용
과 매출액으로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가 알려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가 스위스, 일본, 헝가리, 체코 등 40여개 각국에 등록된 사실, 외
국의 일부 잡지에 ‘AJ’상표가 광고 선전된 사실, 국내의 G마켓, AUCTION, INTERPARK,
11번가, ABOUT, WIZ Shop, SHINSEGAE MALL 등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가 표시된
의류, 가방, 모자 등이 판매된 사실,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가 인터넷 사이트
(www.armani.com)에서 티셔츠, 가방, 운동화, 모자, 장갑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브랜드 관리 전략
① 20년의 사용 – 2,000억의 매출
앞서 언급하였듯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K2”와
“SUPERIOR”의 판례를 살펴보면 두 상표는 국내에서 약 20년 이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
는 권리자에게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서 사용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사
용은 ‘사용기간’에 이라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만큼의 기간으로 보여 진다.
단순한 사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다. “K2”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약
‘2,264억 원’을, “SUPERIOR”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약 ‘8,652억 원’의 매출액을 보
여 두 기업 모두 최초년도부터 기산할 때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실사용기간이 약 7년으로 짧은 “

”사례도 국내 매출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2,820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미루어보면, 전체 사용기간 중의 매출액이 전체평균
2,000억 원 이상 집계된다면 의류산업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는데 좋은 고지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가설은 최근 의류 관련 상품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례를 비교분석한 것이므
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정황과 상황에 따라 인정기준은 변동할 수 있다. 또한 특허
법원이나 대법원이 아닌 특허심판원의 판결은 이를 달리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 요건
에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하고, 유력매체에 의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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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
를 들어 전체 시장의 매출액이 작아 매출액이 크지 않으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면 달
리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입증자료가 “AJ” 사례처럼 ‘단순히 온라
인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구체적이지 못한 것
이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기란 어려울 것이다.

②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AJ”사례에서 제출된 매출액이

“AJ”상표가 아닌 “ARMANI

JEANS”의 매출액이라고 지적하여 매출액이 부정되었다는 점이다. 매출액이 아무리 많다
고 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착한 것이 아니면 해당 상표의 사
용에 의한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AJ”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고
싶었다면 상표로서 “ARMANI JEANS”이 아닌 “AJ”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또한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에 있어야 한다. 부득이
하게 외관을 변형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큰 도형적 변형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등록상표
사용인정
실사용상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으나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 실사용상표를 비교하면 설령 도안
화되어 실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며, 기본적 형상
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된 문자와 일반적인 문자 중 의류의 상표출원등록에 적합한 방
법
○ 개요
예술에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디자이너의 개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
받을 때에 디자인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그대로 받는 것과 일반적인 문자 그대로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고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표의 법률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록받은 것도 동일·유사한 범주 내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심·판결을 통해 어떻게 등록받는 것이 더 현명한지 알아보도록 한다.305.
305. 여기서 의미하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란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만큼 도안화 된 도형으로서의 문자가 아닌 서체의 범
위 내에서 디자인 된 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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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 및 판결 사례
① 영문과 한글이 각각 분리되어 사용된 광고는 사용으로 인정한 사례

“

”로 등록받은 상표를 ‘

’와 같이 영문

과 한글이 각각 분리되고 영문자와 한글의 상하관계가 바뀌어 배치되어 사용하였으나,
사용으로 인정하였다.306.

② 서체, 문자의 위치, 색채를 달리 사용한 경우 사용으로 인정한 사례
언더웨어

‘VICTORIA’S

‘

SECTET’의

’, ‘

경우

등록상표

‘

’을

’과 같이 서체, 문자의 위치, 색채 등을

다르게 사용하였으나,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의 상표의 동질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았고, 등록상표 ‘
‘

’는

’과 같이 서체를 달리 사용하였으나 동일한 사용으로 인정되었다.307.

③ “

”의 줄임말인 “위메프” 사용의 식별력의 인정하지 않은

사례
청구인의 홈페이지 출력물, 신문기사 출력물, 청구인의 2012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마케팅 활동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효장과 한글 “위메프”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이 ‘우리가 가격을 정한다’는 의미의 구호적 문구로 여겨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병기된 한글 “위메프”가 식별력을 갖는 표장으로 보이며, 신문기사나
마케팅 활동 자료 등의 입증자료들의 대부분은 한글로 표기된 “위메프”와 관련된 것들이
라 할 수 있다.308.

○ 브랜드 관리 전략 : 상표출원은 일반적인 서체로, 사용은 개성에 따라 타이포그래피하
306.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2487 판결.
307. 특허법원 2012. 1. 13 선고 2011허2039 판결.
308. 특허심판원 2014. 2 .27 선고 2013원4146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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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나 “

” ,“

”사례에서 보 듯 서체, 색상, 문자

의 위치를 달리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서 동일성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
브랜드는 개발 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기보다 시대와 시장 및 소비자의 변
화에 따라 새롭게 프로모션되고 계속적인 리뉴얼이 필요하다.

< 에잇세컨즈의 브랜드 리뉴얼 예시 >

제일모직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2012년 출시되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내 SPA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매출액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과 3년만
에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였다.309. 에잇세컨즈 사례에서 보듯 의류브랜드는 유행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브랜드 리뉴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므로 사용하는 그대로 등록받는 것은 오히려 상표법적 사용의 ‘동일성 유지’라는 측면에
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딕체나 바탕체와 같은 정자체로 상표를 등록받고
개성과 신념을 담은 타이포그래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류산업에서 유용할 것으
로 보인다.310.
상표 출원을 할 때에는 영문과 국문을 병기하는 것이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면에서 유리
하나 해당 등록받고 영문 또는 국문만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사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
이 있는 만큼, 디자인적으로 영문과 국문을 모두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디자인적인 부
분이 배제된 정가표, 거래서류 등 에서는 최소한 양 상표를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
다.

3.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악의적으로 변형하여 나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
○ 개요
‘타인이 분명 상표로 등록을 받고 사용을 하는데, 나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사용한다.
309.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4/69169?per_page=29&sch_txt=
310. 단, 문자인식력을 벗어나는 범주의 큰 변형은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형적인 요소와 결합하거
나 크게 변형하지 했다면 새로운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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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타인의 등록상표와 나의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상 견본은 객관적으로 봤을 땐 다
르다.’ 이런 경우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는 상표 등록권자(또는 전용·통상 사용권자)가 등록
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
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하
게 하고 있다.
의류·패션산업은 유행에 민감하여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를 부착
한 상품이 난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례가 많다.

○ 판결 사례

①

상표등록을

‘

‘

’와 같이 받은 후, 실제 ‘

’,와 같이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 ‘

’, ‘

’, ‘

’, ‘

’, ‘

’,

’ 등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하
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
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상
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사용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대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피고의 등록상표에서 도형부분을 생략하고 글자 일부의 크
기를 줄이고 글자체도 특이한 모양으로 바꾸며, 글자를 세로 또는 가로로 지그재그 모양
으로 불규칙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용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사용한 상표와
동일한 형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형된 것으로서 그 변형정도에 비추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상표등록을 ‘

’로 받은 후, 실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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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 ‘

’와 같이 사용한 경우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실사용상표들 ‘

’ 등은 ‘MISO’, ‘POLO’,

‘SPORTS’의 영어 단어 세 개를 띄어서 쓴 문자의 결합상표인데, 실사용상표들을 구성하
는 각 단어는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지 않고, 각 단어 중 ‘SPORTS’ 부분은
사용상품인 ‘워킹슈즈와 트레킹화’와 관련하여 별다른 식별력이 없으며, ‘POLO’ 부분은
‘MISO’부분에 비하여 큰 글씨체로 쓰여 있고 연두색으로 그 색상을 달리하거나 한글발음
‘폴로’가 부기됨으로써 특별히 부각되어 있고 연두색으로 그 색상을 달리하거나 한글발음
‘폴로’가 부기됨으로써 특별히 부각되어 있고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식별력도 있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들 중 ‘POLO’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특히 수요자
의 주의를 끌도록 구성되어 있고 식별력도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POLO’만으로 간략
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11.

○ 브랜드 관리 전략 : 출원·공고된 상표의 주기적인 실제 사용현황 모니터링 필요
상표를 등록하고 악의적으로 그 상표를 변형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출원표장 그대로를 심사하는 상표심사과정에서 걸러내기 어렵고, 선등록상표와 유
사로 볼 개연성이 낮다. 그러나 브랜드 파워가 소비자의 구매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의
류산업에서 악의적인 상표출원 및 등록은 타 산업에 비해 쉽게 발생하므로 아무런 대비
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내 상표의 출원이후 출원·공고된 상표 중 내 권리표장과 동일·유사한 명칭 또는
디자인이 된 표장의 후출원이 있다면 해당 상표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
링하고 위 사례와 같이 유사한 징후가 보인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야한다.

“

” 사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위하

여 반드시 주지저명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고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만일 자신의 상표권이라도 그 사용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가 두 상표가 동일
한 관계이거나 최소한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한다면, 해당 상표권은 취
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 식별력이 약한 명칭과 내 상표 명칭과 동일한 상표가 결합되어 출원되었을 경우
○ 개요

311. 특허법원 2011. 7. 15 선고 2011허4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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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나의 상표와 동일한 일부의 문자가 식별력이 약한 명칭과 결합하여 새롭게 의류
에 출원되었다면 이것을 막아야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등록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
될 것이다. 상표의 일부가 유사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자

○ 판결 사례
선등록
표장
후출원
표장
유사/
비유사

유사

비유사

비유사

특허법원 2013. 11. 28

특허법원 2012. 5. 18

선고 2013허6134

선고 2012허1620

여부
사건
번호

대법원 2013. 1. 24
선고 대법원
2012후3541

Aqua와 scutum으로
특이
사항

독립하여 식별력이 있는
구성부분은 ‘MINE’ 및
‘마인’이다.

분리될 수 있으나,
“Aquascutum”이

한글 4자로 이루어진

수요자에게 상당히

띄어쓰기 없는 조어

알려져 있어 분리되어
호칭될 가능성 희박

① 독립하여 ‘식별력 있는 구성 부분’이 동일한 경우
‘MINE’이나 ‘마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
다. 반면 ‘HOMME’와 ‘옴므’는 ‘남성’이라는 등의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 및 그 한글발
음으로서 의류 상품과 관련하여 ‘남성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
고‘

’이나 ‘엠’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한 글자 또는 그 한글발음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각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는 ‘MINE’ 및
‘마인’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MINE’ 또는 ‘마인’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 ‘MINE’과 호칭·관념이 동일하다고 판결하였다.

② 식별력이 약한 명칭과 강한 명칭의 결합 – 대비상표가 잘 알려져 있는 경우

이 사건 출원표장 “

”와 선등록상표 “

”의 유사여부와 관련

하여 “Aquascutum”은 영문자 10개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6음절(‘아큐아스큐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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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쿠아스큐텀’으로 호칭된다)의 조어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다. 위 “Aquascutum”은 어의에 따라 ‘Aqua’와 ‘scutu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Aqua’는 ‘물, 액체, 용액’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쉬운 단어이고, ‘scutum’은 ‘방패꼴의 뼛조각, 방패’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
이나, 이는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려운 단어이다.
“Aquascutum”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 구분되는

‘Aqua’와 ‘scutum’으로 분리되어 그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호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quascutum”브랜드는 1850년
대 영국에서 방수효과가 뛰어난 레인코드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버버리, 닥스와
함께 영국 3대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사실, 1989년 국내에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
의 다수 주요 일간지 신문기사와 광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국의 명품 브랜드로 소개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Aquascutum” 전체로 기사화 되거나 광고된 사실 … 인터
넷 블로그 검색에서 “Aquascutum” 브랜드에 관한 다수의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두 ‘아쿠아스큐텀’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를 ‘스큐텀’으로 약칭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
기 힘든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국내의
거래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
체만으로 호칭되어 사용될 뿐이고, ‘scutum’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호칭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식별력이 약한 명칭과 강한 명칭의 결합 – 짧은 국문 조어일 경우
이 사건 등록표장 ‘
‘
‘

’ 와 ‘
’는

비유사한

상표로

’ , ‘
판시되었는데,

‘, 및
그

까닭은

우선

’가 사전상 관념없는 짧은 4음절의 조어라는 점, 이 사건 선등록상표 출

원일 이전부터 ‘언더아머’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수요
자의 오인·혼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브랜드 관리 전략 : 두 문자의 결합의 상태 진단 및 인지도 확인 후, 전문가와 대응전략
을 마련한다.
두 문자의 결합이 붙어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명칭이 긴가 짧은가,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등은 이를 분리할 것인지 전체로 볼 것인지 결정할 때 주요 기
준으로 작용된다. 만일 후출원이 “

” 및 “

”의 사례처럼

분리가 가능하고, 특히 식별력 약한 부분이 의류의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이어서 식별력
이 매우 약한 편에 속하는 것이라면 결합의 상태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80
“

”와 한글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4음절의 조어라면 아무리 국문명칭이

‘under armour(armor)’를 연상시키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우선
후출원상표의 결합상태가 강한가 약한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후출원상표가 거래사회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은 ‘aqua’와 ‘scutum’이 분리관찰이 가능하다는 언급에도 불구

하고 위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전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전체로 유사대비를 하였으며, “
다는 점이 인정되어 ‘

” 역시 출원일 이전부터 전체로 알려져 있
’와 비유사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후출원상표가 알려

진 정도가 크고, 전체로만 늘 칭호되고 인식되어 왔다면 즉각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것
만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

5. 저명한 상표의 명성을 손상(희석화)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란 무엇인가
○ 개요
버버리, 샤넬, 프라다 등 의류·패션업계에는 수많은 명품브랜드가 존재하고 이들을 도용
해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려는 행위도 수없이 일어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다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허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저명한 타인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표’는 어떤 것인지 사례를 통해 알
아보도록 한다.

○ 판결 사례
천안 버버리노래방
희석화

명품브랜드 BURBERRY

대상
희석화
여부

(안동) 버버리단팥빵

희석화

희석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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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특허심판원 2014. 1. 9 선고

번호

2010나819 판결

2014원2146 심결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버버리’라는 단어는 ‘벙어리의

내용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버버리찰떡’은

상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안동지방의 특산품임을 감안할 때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희석화되거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함

손상된다고 볼 수 없음

① 천안 버버리 노래방사건
피고는 2003. 11.경부터 7년 이상 천안시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인
'000 노래'로 사용해왔다. 그렇다면 비록 원·피고의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
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
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
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
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
을 손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의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312.

② 안동 버버리단팥빵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팥빵’을 생산·판매하는 청구인은 안동지방의 특산품
인 ‘버버리찰떡’을 생산·판매하는 자와 동일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북, 평안, 함경, 황해)’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선사용상표 ‘버버리’는 영문상표 ‘BURBERRY’의 한글
음역으로 판단되므로 양 상표의 칭호는 동일하지만 그 관념은 상이한 점, 이 사건 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은 ‘단팥빵’이고, 선사용상표의 사용정상품은 의류,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으로 양 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견련관계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 정보제출인은 주지상표의 희석화 및 손상 가능
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버버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벙어리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버리찰떡’은 안동지방의 특산품임을 감안할 때, 이를 ‘단팥빵’에 사
용한다고 해서 선사용상표가 희석화되거나 손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
구인은 정보제출인의 선사용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312. 다만 노래방과 명품업체 영업의 이질성,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손해액은 처음 청구했던 2000만원이 아닌 250만원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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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브랜드 관리 전략 : 타 상표의 저명성에 편승할 목적으로 타인의 고급 상표를 저가의 상
품에 사용한다면 희석화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자.
두 사건은 명품패션브랜드인 “버버리 BURBERRY”에서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각각 노래
방과 노래방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사건이다. 그러나 결과는 각각 달리 판단
되었는데 “천안 버버리 노래방”은 선사용상표를 희석화시켰다는 판결이, “안동 버버리단
팥빵”은 그러하지 않다는 심결이 각각 판시되었다.
이 사건의 차이는 ① 저명성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는 가 그리고 ② 실제 그러한 역할을
하였는가로 볼 수 있다. “천안 버버리 노래방”의 경우 사용한 “버버리”라는 상호는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에서 차용한 것이고 명품브랜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방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명품브랜드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크던 작던 손상을
준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안동 버버리단팥빵”은 우리나라 안동지방의 특산품인 ‘버버리
찰떡’에서 유래한 것으로 명품브랜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천안 버버리 노래방’과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상호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사용해야 할 경
우 버버리단팥빵과 같이 그러한 목적이 아님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

6. 외국 의류 브랜드가 법적으로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정도의 매출액 기준
○ 개요
외국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국내 타인이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313.314.315. 하지만 위 조항이 있음에도 외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표를 국
내 자연인 또는 법인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주지·저명한 상
표가 이에 해당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은 논외로 하고 어느 정도의 주지·저명성이
있어야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볼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판결 사례

3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
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상표법)
314.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2012. 6. 28. 선고 2012후894 판결 등 참조)
31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위해서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 본장에서는 주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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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VIN
제7조
제1항
제12호

O

O

O

X

대법원 2013. 10.

특허법원 2013.

대법원 2013. 8.

특허법원 2013.

11. 선고

7. 11. 선고

22. 선고

6. 5. 선고

2013후1801 판결

2013허174 판결

2013후1276

2012허8096

판결

판결

청바지, T셔츠 등

의류, 모자 등

의류, 양말류 등

2006년 경 부터

1991년 경 부터

1999년 경 부터

사용

사용

사용

인정
여부
사건
번호

사용

의류, 가방, 신발

상품

등

사용
기간

1889년 프랑스
여성디자이너 잔느
Ÿ

랑방 창시
전세계

Ÿ

2009년

약

1,980억
매출
분석

Ÿ

2010년

약

Ÿ
Ÿ

미국

Ÿ

2008년

2,500억
Ÿ

(국내매출 2009
년

약

약

48억
38억,

2010년 약 42

Ÿ

2009년
250억

Ÿ

미국

다 등 북아메

Ÿ

2003/2004

리카 지역
Ÿ

약

미국 및 캐나

168,233달러

2001년부터
2005년

약

226,167,000
달러(AUD)

Ÿ

2004/2005
241,380달러

Ÿ

2005/2006
405,904달러

억)

① LANVIN 사건
‘LANVIN’(랑방)의 경우 1889년 프랑스 여성디자이너 잔느 랑방이 창시하여, 2009년 약
1,980억, 2010년 약 2,500억, 국내 약 2009년 약 38억, 2010년 약 42억 매출액을 달
성하였고, 외국에서 광고비로 2009년 46억, 2010년 48억을 사용하였으며, 전 국내 포함
세계 상표등록 100건에 이른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제일모직, 롯데쇼핑, 신세계를
통해 수입판매 되었으며 ㈜한섬에게 전용사용권을 실시한 바를 종합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주지저명성을 충족하였다고 판결되었다.

② Rock Revival 사건

‘Rock Revival’의 ‘

’ 도형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는 미국에서 2006년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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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판매되어 3년 7개월 사용되었으며, 2008~2009년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약298억, 광
고비가 약 1억 2천만원에 이르고, 유명 셀럽의 착용 및 미국 잡지에 2009 자주 검색되
는 청바지 10위로 게재된 바 있다. 상표가 주머니에 부착되었기는 하나 청바지 업계에서
는 뒷주머니의 특정한 도형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여 출처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본 도형은 지속적으로 청바지 뒷주머니에 표시된 점으로 미루어 주지저명성을 인정되었
다

③“

‘

” 사건

’는 1999. 6. 24. 미국에서 최초 사용해 사용기간이 약 12년 내지 15년에 이르

고, 미국·캐나다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미국·캐나다에서의 2001~2005년 광고비용 약107
억(약 9,209,000달러) 지출, 매출액 약 2,639억(약 226,167,000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5년 미국 전역의 스케이트 매장을 상대로 한 브랜드 조사에서 브랜드 선호도에서 모
자 1위, 상의 1위, 하의 4위, 엑세서리 2위를 차지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주지저명성을
인정하였다.

④“
그러나 반대로 ‘

” 사건
’의 경우 1999.4 미국에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말류의 연간 수입액이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사실에 비추
어보면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양말류 상품의 연간 매출액(168,233달러 내지405,904달러)
은 그 비중이 미미하고, 광고액으로 보아 지속적이고 활발한 광고행위로 보기 어려우
며316., 광고가 상품의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주지저명성을 인정하지 않
았다.

○ 브랜드 관리 전략 : 지역적 범위가 넓을수록 매출액이 높아야 주지·저명한 해외상표이
다.
“LANVIN”은 전 세계적으로 2010년 매출이 2,500억, “ELEMENT”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4년간 1000억 이상(현재 시기와 당시의 환율변동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봄)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여러 지역이 아닌 하나의 지역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주지·저명성이
316. 약 10억 8천만원 (930,688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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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Rock Revival”은 2009년 미국에서만 250억의 매출을 올렸고, 이탈리아 브랜드
"BLUMARINE"은 이탈리아 내에서 2002년 약 169억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약 5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317. 반면 “injinji”는 한해 최고 "405,904"달러(현재가
치 약 4억), 전체 10억 이하(현재가치로 환산)로 연간 매출액의 비중이 미미하여 해외선
사용상표로서의 주지·저명성이 거절되었다.
이는 판결한 시기와 지역의 특징 그리고 전체 시장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부정한
목적이 매우 강하고 고의적인 경우 매출액이 다소 작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매출
액만으로 주지·저명한 해외상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위 매
출액을 기준으로 타 해외상표의 주지·저명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31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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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의류 브랜드 중국진출전략

●

제1절 중국진출 의류 브랜드 네임․디자인 현지화 전략

●

제2절 중국진출 의류 브랜드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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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중국진출전략

제 4 장

제1절 중국진출 의류 브랜드 네임․디자인 현지화 전략
1. 중국의 의류시장

318. 319.

320.

가. 중국의 의류시장 현황
순위

국가

마켓 매력도

소매 발전도

국별 위험도

점수

1

중국

40.2

10.8

11.8

62.8

2

UAE

39.1

7.2

16

62.4

3

칠레

32.8

7.8

17.4

57.9

4

쿠웨이트

38.8

5.5

12.8

57.2

5

브라질

33.5

9.9

12.1

55.5

6

사우디
아라비아

36.2

5.6

13.2

55

7

러시아

36.5

9.3

8.6

54.4

8

말레이시아

30.4

6

15.7

52.1

9

멕시코

26.9

11.8

11.7

50.4

10

터키

28.4

9.3

12.6

50.3

< 표 50 > 2013년 의류 소매 지수. 자료출처 : A.T. Kearney
○ 2013년도 국가별 마켓 매력도, 소매 발전 수준, 리스크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의류 소
매 지수에서 중국은 1위를 차지했으며, 각각의 항목에서 고르게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
을 보였다.321.
○ 2013년 중국 의류 시장 총 매출은 2012년 대비 11.6% 증가한 1조 1,414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매출 신장률은 2012년에 기록된 18.0%에 비해 둔화된 수
치이다.

318. 검소양(2014), 한국 의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순천향대학교, 2014, pp. 13-86.
319. 중국 의류 시장 현황, 산업연구원, 2014, http://www.kiet.go.kr/
320. 김화(2015), 중국국가통계국 2014년 중국 경제실적표 발표, 정부와 언론의 엇갈린 반응,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321. 심지송, 2013년 중국 패션 업계 변화 동향 및 복종별 TOP 10 브랜드,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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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의류시장의 판매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일차적 원인으로서 의류업체 간에 심해지
고 있는 판촉 경쟁이 지목되고 있다.
○ 2012년 중국 의류시장의 평균 판매 가격은 2011년에 비해 3.1% 상승했으나, 2013년에
는 2.3% 상승에 불과하였다.
○ 2013년 중국 도시가구의 평균 의류 지출액은 1,902 위안으로서, 연간 총 도시가구지출
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322.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

써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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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소득층 : 1만 7,631 위안
- 중상위소득 : 2만 6,937 위안
- 고소득층 : 5만 968 위안

2012

의류 종류

1H 2013

백만벌

연간 성장률

백만벌

연간 성장률

남성 수트

6.88

9.61

4.07

10.65

남성 셔츠

5.40

-8.90

2.75

-6.28

티셔츠

6.34

-12.51

2.61

-13.73

여성복

86.24

7.54

46.61

6.44

아동복

20.65

3.19

12.48

16.86

데님

2.51

-11.75

1.12

-13.62

재킷

3.11

5.33

1.66

-4.89

322.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
를 말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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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의류 종류

1H 2013

백만벌

연간 성장률

백만벌

연간 성장률

써멀 의류

5.56

-5.74

2.34

-11.64

가죽 의류

0.72

11.51

0.39

19.16

트라우저

5.84

-4.42

3.00

-6.54

언더웨어

31.56

1.16

16.19

-2.55

울소재 의류

11.88

-8.45

6.48

2.44

< 표 51 > 주요 중국 소매업체 100개의 종류별 의류 판매량(2012-2013 상반기)
자료출처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CNNIC)

2012
의류 종류

리테일 판매
(십억 위안)

1H 2013
연간 성장률

리테일 판매
(십억 위안)

연간 성장률

전체

116.27

12.33

61.15

6.85

남성복

23.43

11.09

11.91

1.76

여성복

34.98

13.12

18.13

7.37

아동복

3.06

15.34

1.66

11.49

< 표 52 > 주요 중국 소매업체 100개의 종류별 의류 판매액(2012-2013 상반기)
자료출처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CNNIC)

의류 종류

성장률 예측 (2012-2016)

남성복

8-10%

스포츠웨어

10%

여성 캐주얼 웨어

15%

남성 캐주얼 웨어

17%

아동복

20-25%

아웃도어 의류

20-30%

< 표 53 > 복종별 성장률 예측
자료출처 : A.T. Kearney, ‘중국 의류 마켓 선도 전략’(2013.5)

○ 여성복은 중국 의류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정장류와 스포츠웨어
는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부문이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아웃도어 의류와 아동복 특히 유아복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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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TOP10 의류 브랜드 - 매출액 및 순이익 기준 (2013년)
매출액 기준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순이익 기준
1

Youngor Group

위
2

Hongdou Group

위
3

Heilan Group

위
4

ShanShan Enterprise

위
5

Bosideng Co.
Shandong

Ruyi

Science

&

Technology

위
6
위
7

Peacebird Group

위
8

Qingdao Jifa Group

위
9

Shandong Sinoer Group

위
10

China Ballon Apparel Group

위

Bosideng Co.
Heilan Group
Youngor Group
Shandong

Ruyi

Science

&

Technology
China Ballon Apparel Group
Hongdou Group
Shandong Sinoer Group
Dongdu Textile Group
Semir Group Co.
Luthai Textile Co.

○ 중국 TOP10 의류 브랜드 – 브랜드 가치 기준 (2014년)
2014

2013

브랜드 가치

시장

순위
1
2

순위
9
1

Heilan
Anta

(십억 위안)
7.8
6.4

점유율
19%
25%

3

4

Semir

4.8

4

2

Metersbonwe

5

12

6

브랜드명

Category

본사

남성복
스포츠웨어

Wuxi
Xiamen

22%

캐주얼/아동복

Shanghai

2.3

23%

캐주얼

Shanghai

Linin

1.7

30%

스포츠웨어

Beijing

3

Bosideng

1.6

20%

다운웨어

Suzhou

7

6

Aokang

1.4

24%

피혁/신발

Wenzhou

7

10

Fuanna

1.4

30%

홈웨어

Shenzhen

7

6

Joeone

1.4

20%

남성복

Wuxi

7

11

Luolai

1.4

23%

홈웨어

Shanghai

○ 중국 TOP10 의류 브랜드 - 시장 점유율 기준 (2013년)
여성복

남성정장

남성셔츠

323. 심지송, 외부에서 분석한 2013년 중국 패션시장,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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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

남성정장

남성셔츠

Vero Moda

3.82%

Youngor

6.67%

Youngor

6.94%

Only

3.78%

ShanShan

2.63%

Rouse

2.92%

Girdear

2.37%

Goldlion

2.59%

Goldlion

2.86%

Ochirly

1.66%

Romon

2.07%

Jiuzi

1.61%

Vicutu

2.04%

Marisfrolg

1.52%

Joeone

1.99%

Elegant
Prosper

1.51%

P i e r r e
Cardin

P i e r r e
Cardin
Myconch

2.59%
2.43%

Hengyuanxia
ng

1.89%

1.95%

Kaikai

1.79%

La Chapelle

1.46%

Baoxiniao

1.76%

ShanShan

1.55%

E-land

1.36%

Satchi

1.72%

Romon

1.54%

Amass

1.34%

Selon

1.21%

Hongdou

1.45%

아동복

스포츠웨어

여성내의

Balabala

4.81%

Nike

13.23%

Maniform

7.31%

Adidas
Nike

410%
3.84%

Adidas
Li Ning

12.69%
5.51%

Aimer
Embryform

7.31%
6.91%

Annil

3.66%

Nike360

3.88%

Triumph

6.04%

2.80%

Anta

3.42%

Ordifen

4.44%

Souhait

2.30%

Kappa

3.38%

Gujin

4.28%

Paw in Paw

1.97%

Converse

3.27%

Wacoal

3.88%

E-land

1.75%

Jordon

2.96%

Sunflora

3.32%

Snoopy

1.69%

361 Degree

2.63%

Fandecie

2.79%

Goodbaby

1.68%

Toread

2.34%

Imis

2.52%

L

e

s

Enphants

나. 중국 의류 시장의 경쟁 구도
① 중국 의류 업체
○ 중국 국내 의류 업체들은 주로 지방 중소도시들을 거점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에서 이들은 해외 의류 업체에 비해 광범위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다.
○ 중국 국내 의류 브랜드들은 대부분 남성복, 스포츠웨어, 캐주얼 의류 시장에서 우위를 점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 국내 의류 업체들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강화함
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해외 브랜
드와의 합작을 통한 점유율 확산에도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의 저기 사장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이타’, ‘싸이마’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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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현지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 여성복 시장은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가 없는 상황이며, 많은 브랜드들이 난립하고 있다.

② 해외 의류 업체
○ 해외 의류 업체들은 중국에서 주로 중급 및 고급 의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는 ‘피에르가르뎅’, ‘샤넬’, ‘크리스찬디올’, ‘베르사
체’, ‘아르마니’, ‘나이키’, ‘아디다스’, ‘베네통’, ‘보이런던’ 등 유명 브랜드들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 그러나, 대도시 소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한 해외 의류 브랜드의 영업 전략으로 말미암
아, 지방 중소도시 소비자들의 해외 의류 브랜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패스트패션의 경우, 이미 중국은 주요 해외 패스트패
션 브랜드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였고, 특히 중국은 ZARA와 UNIQLO의 최대 해외 시장
이며 H&M과 C&A의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 최대 시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2014년 중국 명품 시장의 매출액은 1,178억 위안 (150억 유로)으로서 2013년 대
비 약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명품 소비 시
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향후에도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명품 가격의 급등세
나 최근 강화되고 중국 소비자들의 사치품 소비 절제 의식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 명품
소비 시장의 성장은 고가 명품 브랜드 보다는 대중적인 명품 브랜드가 주도하게 될 가능
성이 있다.

다. 중국 의류시장의 특성 및 동향

324.

① 최대의 경제규모
○ 중국의 GDP는 11조 2,119억$로서 세계 2위이며, 1인당 GDP는 8,154$를 기록하고 있
다. (2015년 기준)325.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자리매
김하였다.

② 가격 양극화
○ 중국의 고급 의류시장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의류브랜드가 주
류를 이루고 있고, ONLY, VERO MODA, GIORDANO 등 외국 중저가 브랜드가 상위를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 의류브랜드는 점차 중·고급으로 전향하고 있다.

③ SPA 패션 확산
○ 저가이면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SPA 브랜드326. 가 인기를 끌고 있다. ZARA,
324. 심지송, 외부에서 분석한 2013년 중국 패션시장,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325.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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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MUJI, UNIQLO 와 같은 외국 브랜드들은 점차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
으며, 중국 브랜드인 CROBI, SANFU, Eku, SUXI 등도 기존의 경영방식과 공급체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대에 맞는 패션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④ 인터넷 쇼핑의 증가

<그림 1134>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규모 및 인터넷 보급률
자료출처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CNNIC)

○ 중국의 인터넷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CNNIC) 발표에 따
르면 2015년 6월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6.68억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48.8%에 이르고 있다.327.

326. Specialty store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brand의 약자로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직접 관리하는 브랜드. '패
스트(fast) 패션'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327.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 http://www.cnnic.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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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5> 인터넷 쇼핑/ 모바일 인터넷 쇼핑 이용자 규모 및
이용률(2013-2014)
자료출처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 (CNNIC)

○ 2014년 2월까지, 중국의 인터넷 쇼핑 이용자 규모는 약 3억 6,100만명 정도이며, 전년
대비 19.7%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수 대비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48.9%에서 55.7%로 상승하였다.

<그림 1136> 인터넷 쇼핑시장 브랜드 침투율(2014)
○ 2014년 중국의 인터넷 쇼핑시장에서의 브랜드 침투율을 조사한 결과, 타오바오 (淘宝),
티엔마오 (天猫), 징동 (京东)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⑤ 중국의 고가 제품군 마켓을 선도하는 여성패션
○ 베인 앤 컴퍼니 (Bain & Co.)의 산업 부문 컨설턴트에 따르면, 1995년 중국의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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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율은 남성이 90%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 말에는 여성과 남성의 비중이 1:1 수
준으로 변화하였다.
○ 고가의 남성복과 시계 부문 소비가 2013년 하향세를 보인 반면, 여성복, 화장품, 향수
부문은 10% 증가하여 중국의 고가제품 마켓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 중국 여성들의 사치품 구매는 동료들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기인한다. 여성 소비자들은 군중 속에서 드러나 보이고자 하며, 액세서리인 백이나 시계
보다는 패션에 더욱 큰 소비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⑥ 백화점 운영업체의 PB 브랜드 런칭
○ 왕푸징 백화점의 ‘패션 헤드쿼터스 (Fashion Headquaters)’, 광저우 ‘그랜드바이 백화점’
의 ‘그랜드바이 패션 (GBF)’, 뉴 월드 백화점의 ‘XII’ 와 ‘N Only’ 등 다수의 PB 브랜
드328. 가 런칭되었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PB 브랜드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그 이유로 분석되었다.

⑦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들의 약진
○ 중국 소비자들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사회적 지위를 패션을 통해 표현하려 하고
있다. 독특하고 개인에 맞춘 쇼핑 경험을 갖기 원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에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는 개념은 아직 초기 단
계지만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매장에서 느끼는 독특한 매장
경험에도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라. 중국 의류시장의 유통
○ 중국에서는 백화점과 의류전문매장이 의류를 유통하는 주요 채널이지만, 이들 전통적 수
단 이외의 다양한 유통수단들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① 대형상점/ 백화점
○ 중국 소비자들이 의류를 구매하는 전통적인 유통채널이다. 중·고급 및 유명브랜드를 중심
으로 운영되며, 약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의류 전문매장
○ 의류 전문매장은 여러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는 형태의 유통채널이다. 대부분의 전문매
장은 해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고 도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형백화점을 보완하
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28. 'Private Brand'의 약자로,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뜻하며, 자사 상표, 유통업자 브랜드, 유통업자 주
도형 상표라고도 불린다.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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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점, 슈퍼마켓 및 체인점
○ 낮은 경영비용과 가격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채널이다. 중저가 상품을 위주로 구성되
어 있다.

④ 도매시장
○ 의류공장과 중개상이 전문점으로 경영하는 곳이다. 대형도매시장이 지원하는 각종 개인
의류소매점은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⑤ 온라인 판매
○ 중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통채널로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구매수단 이
동을 촉발시켰다. 중국의 온라인 의류 거래는 2012년에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3,189억 위안(한화 약 56조 9,268억 3,899만원)으로 집계되었다.329.

<그림 1137> 2008-2016 온라인 의류 판매 (예상치 포함)
자료출처 : 아이리서치,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 리서치 (2013.1)

329. 심지송, 2013년 중국 주요 패션 유통망 보고,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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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류유형별 중국시장동향330.
① 여성복
○ 중국내에서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빠르게 확장 중이다. 여성들의 구매력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여성복 시장은 캐주얼, 영 마켓, 커리어 여성 마켓, 패스트 패
션, 비즈니스 캐주얼, 하이엔드 패션 등과 같이 고도로 세분화되어있다. 소비자들 사이에
서는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인지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합리적인 가
격에 최신 유행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
한다.

② 남성복
○ 다소 느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패셔너블한 디자인만 유독 강세를 보였다. 비즈
니스 캐주얼 웨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특화된 의류기업들의 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복과 마찬가지로 남성 패스트 패션도 강세이다.

③ 아동복
○ 0-14세 사이의 아동인구는 2012년에 222.87백만명이었으며, 전체 중국 인구의 16.5%를
차지하였다. 중국 산아제한정책의 완화로 두 자녀의 조건부 출산이 가능해지면서 아동인
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브랜드 의존도와 함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부드럽고 편안한 소재로 제작된 아동복과
편안한 소재와 여유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캐주얼 아동 스포츠웨어가 마켓의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는 실용적인 심미성에서부터 패셔너블한 스타일로의 점진적
인 소비습관 변화를 보여주며, 대부분의 중국 부모들은 ‘지불가격대비 가치있는’ 제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스포츠웨어
○ 상대적으로 성숙기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쟁구조는 글로벌 브랜드들
은 1,2선 도시에, 중국 브랜드들은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3,4선 도시에 집중하는 양상
이지만,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브랜드들이 기존의 시장전략을 수정하여 경제력이 낮
은 수준의 도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경쟁의 심화가 예상된다. 또한, 아웃도어 시
장의 성장은 스포츠웨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330. 심지송, 외부에서 분석한 2013년 중국 패션시장,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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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웃도어
○ 중국에서 아웃도어 마켓은 초기 발전 단계이나 그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 전
체 인구의 5% 정도만이 아웃도어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편안함과 기능
성이 강조된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생활용으로도 구매하고 있다.

⑥ 캐주얼웨어
○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에 따라 시장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패셔너블한 캐주얼
웨어가 전체 캐주얼마켓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향후 3-5년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
측된다. 비즈니스 캐주얼의 경우, 이보다 더욱 높은 연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
므로 광범위한 소비자층 확보가 기대되지만, 여성 캐주얼웨어는 이보다 더욱 높은 경쟁
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바.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① 지역적 측면
○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동부 연해와 도시 지역의 소비시장 주도권이 확대되었
다. 동부 연해 지역과 기타 지역 간 소득 및 소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소비계층의 변화
○ 중산층과 부유층 비율이 늘어나고, 이들의 소득 및 소비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전체 소득 순위 20-80% 사이 계층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도 하위 20% 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서비스 소비의 증가
○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관련 지출이 급증하였다. 2007년을 기점
으로 전체 도시지역 주민의 소비 지출 중에서 서비스 관련 지출 비중이 식료품 관련 지
출을 초과하였다.

사. 중국 소비자의 변화331.
① 제품 선택요인
○ 중국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가격과 품질 등 기본적인 속성들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나 애프터서비스, 디자인 등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331. 심지송, 2013년 중국 패션업계변화 동향 및 복종별 TOP10 브랜드,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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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매 후 행동’의 증가
○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의식이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구매 후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 사용한 후 그 경험을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전파
하며,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③ 이성적으로 변하는 소비관
○ 중국 젊은이들의 소비관은 이성적인 소비 단계로 진입하였다.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자신
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의류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④ 친환경
○ 중국에서는 환경 문제가 이미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속성에 많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2. 중국 내 의류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332.

333.

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전략
○ 중국은 영토면적 기준 세계 4위의 거대국가이다. 중국 전역은 총 34개의 성(省)이 존재하
며, 화동, 화북, 화남, 화중, 동북, 서남, 서북의 7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
지역은 독자적인 특성이 뚜렷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① 계절적 차이
○ 중국 대륙은 남쪽으로는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은 겨울이 매우 춥고 건조한
대륙성 한랭 기후를 보인다. 이러한 기후의 특징은 의복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 남·
북방 지역의 문화는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한다.
○ 북방지역은 보통 겨울이 가까워지기 1-2개월 전부터 오리털 점퍼의 판매가 시작되며, 12
월부터 판매 절정기에 도달한다. 그러나 남방의 광둥지역은 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
는 경우가 없고 12월에도 여름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겨울이 따뜻하고 기간이 짧다.
○ 방한의류인 오리털 점퍼의 경우 남방지역이 북방지역에 비해 1-2개월이 늦게 시작되며,
오리털 함유량도 남방은 북방의 절반 정도이다.
○ 보온내의의 경우 북방지역은 추운 기온 탓에 따뜻한 색을 선호하는 반면, 남방 지역은 얇
은 원단의 겉옷을 입기 때문에 잘 비치지 않고 피부 톤에 가까운 화이트 계열의 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32. 엄산산(2014), 한국 의류패션브랜드업체의 중국시장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2014, pp. 52-54.
333. 구현정, 중국 패션 시장 구조의 특이성,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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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 구조적 차이
○ 북방 지역 소비자들은 남방 지역보다 몸집이 크고, 팔다리가 긴 반면 남방지역 사람들은
체구가 작고 왜소하다.
○ 남성과 여성 모두 산동지역과 베이징, 동북지방 등 북방 주민들의 신장이 컸으며, 광저
우, 윈난, 광시 지역 사람들의 키가 작았다. 34개 지역의 신장을 비교한 결과, 1위와 34
위의 차이는 남성이 6.5cm, 여성이 10.4cm로서 확연한 대비를 보였다.
○ 이러한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마다 다른 사이즈 스펙기준이 존재한다. 즉, 보통
상의를 기준으로 북방지역의 L사이즈는 165/88 이지만 남방지역의 L사이즈는 165/84로
상이하다.
○ 제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일부 외국 브랜드들의 경우 중국
시장만을 위한 전문라인을 별도로 기획하고 있다.
○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지의 매장에 해당지역 소비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품을 주로
진열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나, 온라인 쇼핑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이즈 스펙의 폭을
훨씬 넓게 구성해야 한다.
○ 즉, 오프라인 상품의 사이즈 스펙 구성이 S, M, L이라면 온라인 판매에서는 XS, XL,
XXL, XXXL 가지 다양화함으로서 폭넓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중국 인터넷 쇼핑에서는 CS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시 꼼꼼하게 상품정보를 문의하는 소비습관이 형성되
어 있다.

③ 소비자 특성 차이에 따른 마케팅 차별화
○ 우리나라에도 지역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을 비롯한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그 범
위가 훨씬 크다.
○ 황하유역으로 대표되는 북방지역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비교
적 보수적이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서 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 남방 지역 중 동부 연해 지역은 근대중국 개방의 창구로서 외국 문물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풍족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성격이 활발하
고 개방적인 성향이 강하며 상업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셈이 빠르고 계산적인 성향을 보
인다.
○ 의류소비에서, 남방 사람들은 디자인과 트렌드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반면, 북방지역 소
비자들은 퀄리티, 원단, 가격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구매행동을 보인다.
○ 북방지역 사람들은 화통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 때문에 충동적인 소비성향도 가지고
있으나, 남방지역 소비자들은 비교적 이성적인 소비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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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8> 주요 도시의 소비자 관심요소 비교
자료출처 : 新泰调查

○ 매장판매사원의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차이점이 반영된다. 북방지역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
을 구매하는데 있어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반면, 남방의 경우 구매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고, 백화점의 경우 호객 방식의 영업 전략이 보편화되어 있다.

나. 중국정부의 시장영향력에 대한 대비
○ 중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결합된 독특한 나라이다.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
적 색채가 강하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다.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에 따라 시장도 자주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① 신흥 시장 등장과 패션 시장 구조 변화
○ 동·서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의류시장에 있어서도 서부 지역
이 신흥 시장으로 관심받기 시작했다. 2, 3 선 도시 및 농촌 지역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도시들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의류 브랜드 들은 기존의 주력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방 도시들
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② 중국 정부의 통제와 견제에 따른 패션 시장 구조 변화
○ 2011년 수정된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에서는 외자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특혜 정
책을 점차 취소할 것임을 밝혔으며, 그 대안으로 중서부 지역에 진입하는 외자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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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특혜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
의 정책으로 인해 외자 기업에게 그 진입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반 부패 정책은 명품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사치품 시장에서 중국
공무원들의 선물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지만, 중국정부의 사치품 구매 감시가
엄격해 지면서 매출이 하락되는 등 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고급 브랜드 전략
○ 한국 브랜드는 중국에 비해서 고급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향상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력을 고려하여 고가의 가격을 설정하고, 백화점 등의 위주의 유통전략을 고려해볼만 하
다.

라. 공간 브랜드 전략
○ 의류는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고 가치를 실현하는 속성을 갖는 제품이다. 또한 자신이 찾
는 매장의 분위기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공
간 인테리어를 고급화하고 최신 유행에 맞게 주기적으로 리뉴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내
재적인 가치를 만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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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내 의류 브랜드의 현지화 사례
가. Zara334.
○ 스페인의 ‘Zara’ 는 명품과 저가 전략을 통해 대중들의 소비 심리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 Zara는 한번 출고된 제품은 인기와 관계없이 다시 출고하지 않는다. 2주에 한 번씩 중저
가의 최신 유행제품을 출시하고, 디자인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나. 제일모직335.
○ 제일모직의 빈폴은 성급한 양적 성장 보다는 고급스러운 품질과 이미지에 초점을 두고
브랜딩을 진행하였다. ‘High Quality’, ‘High Image’ 를 사업전략으로 삼았고, 중국 13억
인구 전체가 아닌 인구 상위 5%에 해당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 빈폴의 가격은 한국 빈폴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국 현지 물가
기준으로는 상당한 고가이다. 하지만, 이런 고급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진출 2달 만
에 캐주얼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빈폴은 중국에 진출하면서 남성복, 여성복, 액세서리 등을 총 망라하는 ‘토털 매장’을 만
들어서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제품군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 또한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트렌디한 제품을 전면 배치하고 화사한 컬
러감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상품 디자인 전문팀을 구성하여 중국 소비자들에 적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전체 구매 고객의 95%가 회원 고객으로
등록하는 등 높은 재구매의사를 보였다.
○ 또한, 중국 캐릭터 패션 브랜드인 ‘하이판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빈폴은 이
러한 협업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다.
○ 1997년 중국에 진출한 갤럭시는 당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 향상으로 인해 고가 상
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던 시장 상황에 맞춰 상류층을 타깃으로 하는 고급화 전략을 구사
하였다. 중국 내 최고급 백화점에만 입점해 직영점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노 세일 정책
을 고수하는 한편 비접착 제조 방식을 적용한 수트로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퀄리티를 제
시하였다.

334. 검소양(2014), 한국 의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순천향대학교, 2014, p. 21.
335. 김미헌, 제일모직 중국시장 진출사례분석,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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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니클로336.
○ 유니클로는 중국에서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 는 전략을
썼으나, 타깃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중국 소비자들은 ‘심플한 디자인에 비해 가격
이 높다’ 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그 단가에
원단을 구하다 보니 품질이 떨어졌다. 품질이 저하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 고객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졌고, 중국 내 포지셔닝을 ‘중산층’ 으
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라인, 매장 인테리어까지 전면적인 수정을 가한 결과 점
진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 일본식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주효하였다. 중국에서는 아직 서비스 의식이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식의 친절한 서비스 응대는 효과적이었고 중국 고
객들은 만족도를 느껴 매장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라. Gap

337.

○ 2010년 Gap(갭)이 중국에 진출했을 당시, 중국에는 글로벌 SPA 브랜드들이 이미 시장에
포진해 있었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Gap의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Gap은 ‘Let’s Gap Together’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
고 캠페인을 펼쳤다. 중국과 서양의 유명인사들을 공동의 모델로 하는 광고를 제작함으
로써, 중국에 다가서려는 미국 브랜드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림 1139> 미국 뮤지션 퍼렐 윌리엄스(위)와 중국
배우 안젤라 베이비(아래)
336. 소성은, SPA 최강자 유니클로, 한계를 모르는 성장,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337. 이재현, 갭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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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0 > 미국 밴드 ‘Automatic Loveletter’의
보컬 줄리엣 심즈(좌)와 중국 인디밴드 무마(우)
○ ‘Let’s Gap Together’ 캠페인을 통해 Gap의 인지도는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 캠페인으로
Gap은 ‘2011 중국 에피상 – 매출효과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먼저 중국에 진
출한 브랜드들과 대등한 인지도를 갖게 되었다.
○ 2012년 까지의 Gap의 총 매출은 전년 기록인 102.6억 달러에서 109.2억 달러까지 증가
하며 6% 성장하였다.
○ Gap은 디지털 마케팅에 주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온라인 몰을 개설하였음은 물론,
Gap의 홈페이지와 SNS인 웨이보 계정을 통해 ‘Let’s Gap Together’ 광고 캠페인의 NG
로 구성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 개성있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스타일링을 맡기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였다. 홈페이지에 국내외 블로거를 연결하는 ‘Styld.by’ 라는 플랫폼을 마련
하였다. ‘Styld.by’ 는 매 시즌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며 블로거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으로 코디를 선택할 수 있다.
○ Gap은 이메일 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발송 횟수는 많지 않지
만, 15일에 한번씩, 정확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발송 전략을 채택하였다.
○ ‘사랑과 함께’, ‘겨울 쇼핑 즐기기’, ‘파격 한정 판매’ 등 분명한 주제를 선택하여 이목을
끌었다.
○ 메일 내용에 할인 혜택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전략을 택하였으며, 신뢰감 있는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 Bestseller338.
338. 엄산산(2014), 한국 의류패션브랜드업체의 중국시장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2014, pp.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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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seller사 제품의 갱신 속도는 매우 빠르다. 매주 2회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 고객의
매장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다.
○ 상품의 빠른 갱신속도는 신속한 판매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JACK & JONES’가 한
계절에 선보이는 디자인은 400개 정도이다. 이는 여성소비자들의 신상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디자인의 회전율이 높아 소비자들이 서로 비슷한 옷을 입게 될 확률이 낮
아진다.
○ Bestseller가 보유한 4개의 브랜드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핵심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여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 VEROMODA는 25-35세의 비즈니스 여성 캐주얼로서 풍부한 스타일과 선명한 컬러링을
지향하며, 첨단 유행감각, 간결한 스타일링 및 우아한 여인상을 표방하였다.
○ ONLY는 18-25세의 도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젊음의 활력, 개성 있는 생활방식, 충만
한 동적 감각 및 농후한 모던감각을 표방하였다.
○ JACK & JONES는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25세 전후의 남성이 핵심고객이고, 현대적인
패선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현대인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며 독특하고 윤곽이
뚜렷하지만 소박한 품격이며 동시에 고급 품질의 새롭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원단을 사용
하였다.
○ Bestseller는 기능이 우수한 유럽과 일본의 고급 원단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 ONLY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대비 훌륭한 품질’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 여러 개의 브랜드를 함께 입점시키는 유통전략을 구사하였다. 복수의 브랜드를 한꺼번에
입점시키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 매장 직원들의 친절한 고객 응대를 통해 불친절한 서비스에 익숙해 있는 중국 고객들에
게 만족감을 주었다.
○ 매장 인테리어를 고급화하였고, 외국의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주었다.

바. 이랜드339.
○ 이랜드는 한국에서의 중저가 이미지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고급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 전
략을 채택하였다. 유통전략에 있어서도 고급 백화점 위주의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프리
미엄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 이랜드의 중문 브랜드는 ‘衣恋’ 이다. 발음도 원 브랜드와 유사하지만 ‘옷을 사랑한다’는

339. 엄산산(2014), 한국 의류패션브랜드업체의 중국시장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2014, pp.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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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되어 중국인에게 친근한 느낌으로 접근하였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다. 이별하기 아쉬워하다. 연연하다. 그리워하다’의 의미인 ‘依恋 ’과 동일하게 호칭됨
으로써 브랜드에 있어서 대단히 우호적인 의미가 포지셔닝되었다.
○ 이랜드 매장의 로고를 중국인이 선호하는 빨간색 위주로 구성하여 중국인의 취향을 반영
하였다.

<그림 1141> 중국 이랜드 매장
자료출처 : 환구시장망, http://www.huanqiuw.com/

○ Bestseller와 마찬가지로 멀티브랜드 전략을 전개하였다. 각 브랜드마다 다른 타깃층을 설
정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겨낭한 제품을 출시하여 호응을 이끌어냈다.

제2절 중국진출 의류 브랜드 보호 전략

340.

1. 상표를 등록받은 그대로 사용하라
○ 프랑스 의류기업인 LA CITY (SOCIETE RESPONSABILITE LIMITEE)는 제25류의 의류, 신
발,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중국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권리를 인정받았다.
(제G735151호 (

))

○ 중국의 상하이 라샤베이얼 의류유한공사는 자사의 의류 및 매장간판 장식, 홍보책자에
“LA CITY” 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다. 프랑스의 LA CITY (SOCIETE RESPONSABILITE
LIMITEE)는 상하이의 대형 백화점에서 상기 침해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발견, 구매하였
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중국회사 측은 자신들이 “LA CHAPELLE CITY”의 상표권자이고 이를 간단히 줄여서 사용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표지를 그대
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340.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 (200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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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 또한, 홍보 책자, 매장 간판 장식에 사용표장을 표시한 행위 또한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
당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결되었다.

2. 분쟁시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 증거를 제시하라

○ 제554883호 (

)의 상표권자인 선전진둔의류유한공사(深圳市金盾服装有限公

司) 등은 우시밍싱의류유한공사(无锡明星服装有限公司)(생산자)와 장젠궈(张建国)(판매자)

가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을 자신의 등록지정상품인 의류와 유사한 양

복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 상표권의 침해행위 성립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 다만, 모조품의 생산자인 우시밍싱의류유한공사 측은 자신들이 생산한 반제품과 판매자
인 장젠궈가 베이징에서 판매한 완제품은 동일한 가공기술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자신
들은 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들은 사법감정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만으로는 침해제품
을 우시밍싱의류유한공사가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매대를 임차한 사람이 침해제품을 판매하였더라도, 매대를 임대해 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1034326)

< 표 54 > “dunhill” 분쟁 관련 표장
○ 대형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톈진진중러거우생활쇼핑유한공사(天津金钟乐购(Hymall)生活购物
有限公司, 이하 피고)는 침해제품인 벨트를 판매한 매대는 타인이 임대 맡아 경영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침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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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피고 측이 임대 매대 및 그 임대 매대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
해 공중에게 그 어떤 특별한 고지를 하지도 않았고, 상점의 결재 및 영수증은 모두 피고
가 발행하고 있으므로,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피고가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
할 소지가 충분하다.
○ 둘째, 피고는 침해 제품을 판매하였고 또한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지 못했다.

4. 중국상표의 유사판단시 관념 외에 발음도 중요하다.
○ 중국상표의 유사판단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념유사의 중요도가 높은 편이지만, 발
음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며, 특히 뜻이 없는 단어(조어)의 경우 발음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된다.
○ 제25류 의류에 등록상표 ‘大科大(따커따)’를 보유한 광둥성산웨이시바오메이양복공장(广
东省汕尾市保美西装厂)는 진장헝다의류유한공사(晋江恒达服装有限公司) 동일한 지정상품
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 ‘大哥大(따꺼따)’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 ‘大哥大’는 ‘大科大’상표와 중간에 한 글자 차이로 문자
의 조합방식과 발음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하며, 같은 상품류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로서 소비자가 쉽게 오인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사용상표
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은 성립되며, 피고가 제25류 의류상품에 등록한 ‘大哥大’상표는
무효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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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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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대엽, 『외시산업론』,도서출판범한, 2014
341. 본 참고문헌은 산업별 브랜드전략 연구 편에 이르는 모든 문헌을 통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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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외식산업연감』,국외식정보(주), 2015
○ 전영직,『외식산업 컨설팅과 마케팅 : 호텔 외식문화』,기문사, 2010
○ 『상표판례』제25호~제40호, 특허청
○ 『상표판결문요지집』제8호~제15호, 특허심판원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김경욱, “상품분류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희정, “Methodology Report - 의류(패션, 의류제조)”, 한국기업평가, 2014
○ 이희정, “Industry Credit Outlook – 2015년 산업전망/내수의류”, 한국기업평가, 2014
○ “봉제업체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013.
○ 이민경, 「SPA 패션브랜드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니트디자인학회, 패션과 니트 제12권 제3
호,
○ 양승태, 「성명상표 관련 주요 판례 검토」, 『특허심판원 심판연구자료』, 특허심판원, 2009
○ 장성재, 「브랜드 확장시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브랜드마크가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연
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20
○구자광, 「2014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우수 논문집」, 특허청, 2014
○ 여개(2011),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중문명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 고결(2005),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브랜드의 디자인 마케팅에 관한 고찰, 신라대학교,
○ 박종한(2006), 중국의 옥외광고물 언어자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어음(음절 구조, 성모,
운모, 성조) 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4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 박종한(2002),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언어연구 15권, 한국중국언어학회
○ 여개(2011),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중문명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 검소양(2014), 한국 의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순천향대학교, 2014
○ 엄산산(2014), 한국 의류패션브랜드업체의 중국시장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2014,
○ 김경욱, “상품분류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014년 국내 외식트렌드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
원, 2014
○ 김정민, “판결과 심결례를 통하여 본 도형상표의 유형별 식별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
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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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 주간지, 월간지
○ 『아시아투데이』, 2015. 6. 16.
○ 『투데이신문』, 2014. 12. 30.
○ 『중앙일보』, 2015. 7. 14
○ 『dongA.com』, 2015. 7. 2.
○ 『IT dongA』, 2014. 12. 24.
○ 『일요서울』, 2015. 6. 29.
○ 『데일리안』, 2015. 3. 31.
○ 『한국경제』, 2015. 2. 1.
○ 『에너지경제』, 2015. 7. 8.
○ 『아주경제』, 2014. 4. 30.
○ 『시선뉴스』, 2015. 7. 24.
○ 『TV조선』, 2015. 4. 8.
○ 『중앙일보』, 2015. 6. 25.
○ 『월간디자인』, 2015년 2월호.
○ 『패션채널』, 2011. 6. 1.
○ 『어페럴뉴스』, 2015. 1. 23.
○ 『EBN』, 2015. 6. 16.
○ 『세계섬유신문사』, 2010. 9. 17.
○ 『국제섬유신문』, 2015. 7. 29.
○ 『파이낸셜뉴스』, 2013. 11. 5.
○ 『스타일엠』, 2015. 6. 22.
○ 『어패럴뉴스』, 2015. 4. 29.
○ 『아이뉴스24』, 2012. 2. 17.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2012. 5. 8.
○ 『패션비즈 3월호』, 2015. 3. 1.
○ 『한국외식경제』, 2015. 6. 5.
○ 『일요서울』, 2014. 8. 18.
○ 『이투데이』, 2015. 10. 5.
○ 『머니위크』, 2014. 4. 28.
○ 『여성신문』, 2009. 7. 17.
○ 『이데일리』, 2009. 3. 3.
○ 『REAL FOODS』, 2015. 1. 14.
○ 『뉴스토마토』, 2015.08.21.

319

320
4. 백과사전
○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패션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7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브랜드네이밍』.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트렌드 지식사전』. 인물과사상사, 2013.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네이버지식백과 (terms.naver.com)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5. 참조 웹사이트
○ 한국 특허청(http://www.kipo.go.kr)
○ 특허로 (http://www.patent.go.kr/)
○ 중국 상표국(http://sbj.saic.gov.cn)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한국 특허정보검색 웹사이트(http://www.kipris.or.kr/)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한국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 한국패션협회 (www.koreafashion.org)
○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www.cfdk.org)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www.globalwindow.or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 상표검색시스템 인투마크 (http://www.intomark.com/)
○ 패션넷코리아 (http://www.fashionnetkorea.com)
○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 (http://www.cnnic.com.cn/)
○ 한국외식산업정보(https://www.atfis.or.kr/)
○ 인투마크(http://www.intomark.co.kr)
○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
○ CJ푸드빌 웹사이트(https://www.cjfoodville.co.kr/)
○ 더본코리아 웹사이트(https://www.theborn.co.kr/)
○ 그 외 300여개 각 의류업체 웹사이트
○그 외 300여개 각 외식업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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