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 단지 특허, 상표, 지적 재산 너머 훨씬 더 멀리 내다봅니다. Watermark의 신선한 발상.

호주에서의
디자인등록
출원 요건.

멜버른
전화
팩스

+ 613 9819 1664
+ 613 9819 6010

시드니
전화
팩스

+ 612 9888 6600
+ 612 9888 7600

퍼스
전화
팩스

+ 618 9325 1900
+ 618 9325 4463

이메일
mail@watermark.com.au
www.watermark.com.au

여러분을 대신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됩니다
출원 요건

•
•

출원인 이름과 주소.

•

가급적이면 투시도가 포함된, 물품 또는
제품에 대한 표시.  원하실 경우 본사에서
선택사양으로서 제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의 유효성 및 침해 사실 여부를
고려할 때 특별히 역점을 둘만한, 디자인의
새롭고 독특한 특징에 대한 설명.

•
•

물품 또는 제품의 일반 명칭. 예: 병, 펌프,
신발.

출원인이 저자로부터 어떻게 디자인 등록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는, 적격성에
대한 상세 내용. 예: 명시적 양도 또는 고용
계약.
선출원의 출원번호, 국가 및 선출원 날짜를
포함하는, 조약우선권 주장 명세.

묘사는 가급적 흑백 선화로 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진) 이미지도 허용됩니다.  그림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것 (투시도, 정면도, 측면도 등)
외에는 묘사에 글귀나 번호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엔지니어링 드로잉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드로잉들은 대개 주제와 관련없는 치수와
제조의 명세를 보여줌으로써 제품 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표, 제품 및 회사
이름, 부품 번호, 제조 또는 안전 코드, 기호나
규격, 또는 “특허출원중”, “특허 번호 #”,  또는
“디자인 등록됨” 등의 글귀를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형식과 등록 요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 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됩니다.  
디자인 등록 사무소(Designs Registry)의 승인이
있은 후, 등록 신청절차가 시작됩니다.

심사
디자인권 출원 또는 등록의 실제적인 요건은
자동적으로 심사되지 않습니다.  일단 등록이 되면
출원인, 제3자 또는 디자인의 레지스트라가 실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체 심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첫 실체 심사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디자인
등록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인증이
되지 않으면 디자인 등록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 6개월의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일단 인증을 받으면 제
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항하여 등록권을 강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처음 오(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 번 갱신하여
다시 오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고 십년까지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우리가
호주에서 여러분을
대행하는데는
대리인 허가서나
위임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Watermark의의 지적 재산권 서비스의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mail@watermark.com.au로
연락해주십시오.

호주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