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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내에 소기업 관련 상표법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단어, 슬로건 또는 색상 혹 소리이다. 특정 

탄산음료 브랜드를 상징하는 ‘코카콜라’나 황금색 아치 로고가 의미하는 맥도날드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사와 구별하기 위해 소기업이 자체 상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본 FAQ (질의응답)은 자주 문의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표법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추가 또는 상세 정보는 특허 및 상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미국 특허상표청의 홈페이지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를 참고 

바란다.  

 

참고: 본 질의응답 (FAQ)은 캘리포니아 소기업과 해당 소유주가 사용할 수 있는 상표법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    

 

소기업 관련 상표법의 기본 원칙 

 

질문: 무엇이 상표가 될 수 있는가? 

A. 

•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것(들). 예시: 

o 단어/문장 

 ‘맥도날드 (McDonald’s)’ 

 ‘구글 (Google)’ 

 ‘어메리카 런스 온 던킨 (America runs on Dunkin’)’ 

 ‘저스트 두 잇 (Just Do It)’ 

o 심볼 (상징)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 

 나이키의 스우시 

o 색상 

 UPS (갈색) 

 Tiffany (파란색) 

o 소리 

 NBC의 차임 종 

 MGM의 사자소리 

o 그 외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 소기업의 것과 구별하는 모든 것 (예: 

냄새, 제품포장, 제품 디자인 등). 

 

https://www.uspto.gov/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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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 보호(들)가 존재하는가? 

A. 

•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다. 

• 서비스표 (SM)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낸다. 

• 단체표장은 그룹 구성원을 나타낸다. 

o NFL 상표는 내셔널 풋볼 리그 (National Football League) 멤버인 축구팀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 인증마크는 원산지,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나타낸다. 

o 아이다호 감자 인증마크는 해당 감자가 아이다호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한다. 

o 미국 환경 보호국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1 인증마크는 제품이 특정 효율성 관점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 도메인 네임이 상표가 될 수도 있다. 

o 도메인 네임이 반드시 상표는 아니지만 브랜드명과 동일한 경우 상표가 될 수 

있다.  

 Hotels.com은 도메인 네임이자 상표이다. 

 도메인 네임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USPTO 

website. 

 

 

질문: 상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A. 

• 독창성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독창성이 강한 상표를 선택해야 한다. 상표가 

독창적일수록 상표 등록 및 보호하기 쉽다. 

o 매우 독창적인 상표는 본질적으로 고유(유니크)하다. 

 창작된 상표: 상표 역할을 위해 만들어지거나 발명된 단어. 

• 구글 (Google) 

• 아디다스 (Adidas) 

 독단적 마크는 의미가 무관한 실존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 카멜 담배 (Camel cigarettes) 

• 애플 컴퓨터 (Apple computers) 

 암시적 상표는 상품을 의미하지만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품과의 

연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 핫포켓 (Hot Pockets) 

• 버거킹 (Burger King) 

o 독창성이 약한 상표는 독창적인 상표가 될 수도 있다. 

 묘사적 상표는 제품의 일부 측면이나 특성을 설명한다. 

• 켄터키치킨 (Kentucky Fried Chicken) 

• 래이즌 브랜 (Raisin Bran) 

 

 

 

 

 
1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Energy Star 

https://tmep.uspto.gov/RDMS/TMEP/current#/current/TMEP-1200d1e12651.html
https://tmep.uspto.gov/RDMS/TMEP/current#/current/TMEP-1200d1e126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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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창성이 매우 약한 상표는 절대 독창적인 상표가 될 수 없다. 

 일반적 또는 포괄적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의 이름을 사용한다. 

• 아스피린 (Aspirin) 

• 사전 사용 검색을 통해 이미 사용 중인 상표인지 확인해야 한다.  

o 등록된 상표 또는 승인 대기 중인 상표는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TESS) 상표 검색 전자 시스템을 통해 확인바람. 

o 웹사이트를 만들려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명을 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리에서 확인바람.  

 apple.com, apple.net, apple.edu, apple.gov 등 

 인지도가 높은 레지스트리는 Domain.com이다 

o 참고: 도메인 명과 상표는 별도로 등록된다. 예시로, ‘apple’로 등록된 상표가 

없다고 해서 도메인 명을 ‘apple.com’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질문: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가? 

A. 

• 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상표 등록을 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어디서나 침해를 막을 수 있다. 

o 상표 등록 시, 연방 법원에 침해 소송 제기권한을 부여받는다.  

o 등록시점부터 사용 유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증거가 생긴다.  

o 5년 후에는 발생 가능한 혼동 또는 기술 주장에 대한 보호가 추정된다. 

o 당사의 브랜드 명성과 가치를 유지한다. 

• 존재하는 상표 목록 및 전자 신청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 

바람:  USPTO.gov 

o 등록 후 5째에 사용선언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표권 유지를 위해선 매 

10년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o 상표를 연방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주정부의 여러 상표 보호법이 존재한다.  

 

 

 

 

 

 

 

 

 

 

 

 

 

 

https://tmsearch.uspto.gov/bin/gate.exe?f=login&p_lang=english&p_d=trmk
https://tmsearch.uspto.gov/bin/gate.exe?f=login&p_lang=english&p_d=trmk
https://www.domain.com/domains/?utm_source=google&utm_medium=brandsearch&gclid=Cj0KCQjwkIGKBhCxARIsAINMioIZuWO9NdXMRM3-JvzOLbj6jVnh9zAWi8ax6HjgDgrDR8eZAxK5tr8aAhbfEALw_wcB&gclsrc=aw.ds
http://www.uspt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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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3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4 Federal Trade Commission 
5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6 타인의 상품을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 

질문: 어떻게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가? 

A. 

•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o 시장을 검토하고 상표 침해가 있을 시 조치를 취한다. 

o 관세국경보호정 2에 상표 등록을 기록하고 국토안보부 3, 연방거래위원회 4, 식약청 5에 

사기/위조를 신고한다. 

o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출원된 자료를 검토하고 자신의 상표와 유사/동일한 신청에 

반대한다.  

 

• 자신의 상표를 통제/관리한다. 

o 자신의 상표를 유지한다.  

 상거래시 상표를 사용한다.  

 기한 내 유지관리 서류를 제출한다.  

• 등록일로부터 5년에서 6년 사이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한다.  

• 등록일로부터 9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용 선언서 및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다. 

상표 지속기간은 10년으로 위 유지를 위한 문서들을 제출했다는 가정하에 

10년이라는 기간의 추가갱신을 할 수 있다.   

• 상표 갱신 후 10년마다 사용 선언서 및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o 상표를 통제/관리하지 못하라 경우, 상표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 중단으로 상표권을 박탈 (Non-use 

abandonment) 당한다. 

 제 3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할 경우, 부적절한 사용으로 상표권을 박탈 

(Improper use abandonment)당한다. 

• 자신의 상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o 상표는 ™를, 서비스표는 SM 를, 연방등록상표에는 ®를 사용하여 상표 종류를 구분한다. 

o 상표를 명사로 사용하거나, 서비스표를 동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 상표권의 침해, 위조, 희석 또는 오용을 방지한다 

o 침해는 상업상에서 혼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  

o 위조는 상표를 복제, 복사하거나 상표의 색상을 모방하는 것이다. 

 ‘일회성’도 포함한다. 

o 희석은 어떤 방식으로 든 유명 상표를 사용하거나 역 혼동 (reverse palming off)6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유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o 부당한 경쟁에는 허위 광고 및 거래 비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품이나 타인의 상품을 허위 표시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질문: 무엇이 상표가 될 수 있는가?
	질문: 어떤 보호(들)가 존재하는가?
	질문: 상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질문: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가?
	질문: 어떻게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