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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성 판단

⑦ EVOL과 EPOL
⑧ TOBY와 TOPY
⑨ DANYL과 DAONIL
⑩ Leeman과 Riman
⑪ PAPASHELIN과 PAPAPHYLLIN
⑫ CHROMATRON과 CHROMATONE
⑬ SAFUNEN과 SAFUNENSO
⑭ ADEFLON과 ADOPRON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⑮ COLLMAN(三化)과 COLEMAN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 三星과 SANSUNG
�光盛과 광성

(1) 외관이 유사한 것

� 에네르기와 Energy

①

� 알레르기와 Alergy
�미쯔이와 MITSUI

②

(3) 칭호가 유사하지 않은 것
① Solar와 Polar

③ HOP=HCP

② TBC와 CBC

④ 白 花=百 花

③ 삼정과 미쯔이, MITSUI

⑤

④ 송하와 마쓰시다
(4) 관념이 유사한 것

⑥

① 임금과 王과 KING
② 平和와 PEACE
③ VICTOR와 VICTORY
④ 삼진수랏상과 수라

(2) 칭호가 유사한 것

⑤ Golden Spike와 Golden Spur(상품: 골프화)

① INTERCEPTOR와 인터셉트
② REVILLON과 REVLON

(5) 관념이 유사하지 않은 것

③ LYSOTAN과 LOSOTAN로소탄

① 말(�: 실존 관념)과 용마(�馬: 상상 관념)

④ 千年과 天然

② SUNSHINE과 일광

⑤ TVC와 TBC

③ 동백표와 Camellia

⑥ UNITED와 UNITED FASHON, UNITED PARCEL

④ 화니핀 장미와 WHITE ROSE(화이트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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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합 상표로서 유사 혹은 유사하지 않은 것
① 형용사적 문자와 결합하여 유사한 것

⑥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 상표로서 유사한 것
a. 주식회사 大成과 대성 또는 대성공업사

a. 얼굴과 새얼굴

b. 대한방직(주)와 대한모직(주)(업종이 유사한 경우)

b. STAR와 SUPER STAR

c. 서울전선(주)와 서울전기(주)(업종이 유사한 경우)

c. 모란과 금모란

d. 삼성중공업(주)와 삼성공업사

d. MELODY(멜로디)와 MY MELODY

⑦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 상표로서 유사하지 않은 것

e. 동아와 신동아

a. 대한모직(주)와 대한철강(주)(업종이 다른 경우)

f. DIAMOND와 BLUE DIAMOND

b. 서울제과공업사와 서울전기공업사(상호로 등기된 경우)

g. MAGIC(매직) SALON(살롱)과 SALON(살롱)
②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한 것
a. VOLCAN DAMEO와 VOLCAN 또는 DAMEO
b. ALCOS-ANAL과 아날
c. 만수무강과 만수 또는 무강
d. GS PIPING과 G.S지에스
e. DONGBANGKING과 DONGBANG 또는 KING
f. COSMO WIND와 COSMO
g. 농심포테이토와 포테이토
h. COTY AWARDS와 COTY코티
i. DONGBANG PLAZA(동방플라자)와 PLAZA
j. asics TIGON과 TIGON타이건
③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하지 않은 것
a. SANOMY와 SAN 또는 NOMY
b. WORLD CUP과 WORLD
c. SUNSTAR와 SUNMOON
d. SUNSTAR와 MOONSTAR
e. Morning Glory(나팔꽃)와 Morning 또는 Glory
f. FREEPORT와 OLDPORT
④ 긴 칭호 또는 결합 상표 중의 주요 부분이 유사한 것
a. Chrysanthemumbluesky와 Chrysanthemum
b. Cherry bolssom boy와 Cherry blossom
⑤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관용 문자와 다른 문자가 결합되어 유사한 것
a. 직물: KINGTEX와 KING
b. 견직물: ACELAN(에이스란)과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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