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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사업하는 회사의 경우, 어떤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적재산은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회사가 특정한 상표

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 국가에 등록된 상표가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에서 상표가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란 무엇입니까? 

 

상표는 고객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고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기호(예: 이름, 로고 또는 브랜드)입니다. 이

것은 단어와 로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양, 색상 및 이미지와 같은 다른 기호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까?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귀하의 

상표가 귀하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보다 귀하의 권

리를 집행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새로운 상표 또는 이

름을 사용하기 전에 상표 등록 여부를 검색해보기 때문에, 귀하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상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유럽연합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까? 

 

상표란 그 상표가 등록된 영토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를 등록할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귀하의 상표

를 사용하는 관할 지역과 향후 귀하가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고려해야합니다. 여기에는 귀하 자신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

니라 제 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라이센스를 부여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국 및 기타 유럽연합 국가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

우 단일 유럽연합 상표를 등록하여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표를 등록합니까?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상표가 등록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상표 등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표식을 검토하여 그것이 독특한 것이고, 단순히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검토하는 프로세스

를 포함합니다. 정밀한 점검조사 및 등록부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할 클래스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상표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있는 즉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등록할 수록, 더 빨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등록은 4 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상표를 등록하는 데 최대 12 

개월(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음)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If you would like further advice in relation to this issue or further information 
about our services please contact our 3HR Commercial Law team which can advis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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