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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는 관계자, 대개 등록부의 해당 상표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 등록에 반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법적 절차는 대개 상표 등록
사무소의 레지스트라 또는 레지스트라가 위임한
사람 앞에서 실시됩니다.
첨부된 흐름도를 보면서 읽어야 할, 아래에
서술한 절차는 등록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절차는 비사용으로 인한 등록
철폐를 위한 이의 제기, 또는 기한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 그다지 자주 행해지지 않는 이의
제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시 기한은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연장 요청에 반대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만을 다루는 공청회를 해야할
수 있어서 흔히 절차가 크게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어느 족이든, 증거를 준비할 경우에는 증거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증거의 원본을 IP
호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통지서
이의 제기 통지서(Notice of Opposition)
는 상대방이 상표의 등록에 반대하는 근거를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상표등록 출원이 받아들여져서 호주
상표등록 사무소의 공보(Australian Official
Journal of Trade Marks)에 게재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IP 호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 제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사본을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호주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통지서 제출은 최대 3개월까지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의 제기자가 증거에 의존할 계획이라면,
증거의 사본을 등록 출원자, 또는 호주 대리인인
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 이의 제기 통지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 원본은
가능한 한 빨리 IP 호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오직 이의 제기 통지서에 명시한 근거와
관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증거에 대한 답변
출원자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응할 의도를
갖고있는 경우, 출원자의 증거 사본을 이의

제기자 또는 이의 제기자의 호주 대리인인 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 이의 제기자의 입증 증거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
원본은 가능한 한 빨리 IP 호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에 대한 답변은 절대적으로 오직 상대방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합니다.  
대응 증거

상표 이의
제기

증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받은 이의 제기자는
대응 증거 형식으로 이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사본을 출원인이 증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후 3개월 이내애 출원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증거의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IP 호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청회
증거 절차가 끝나면, 사안이 상표 등록청의
레지스트라, 또는 대부분의 경우 레지스트라가
위임한 사람 앞에서의 공청회로 넘어갑니다.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일년중 어느때든
캔버라에서 여는 것으로 스케줄됩니다.  특정
공청회 세션이 각 주의 수도에서 계획되기도
합니다.
공청회는 비공식 절차로서, 양측이 모두 자신의
주장을 발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위임자가 법적절차를 통제하기는
하지만, 공청회는 중재 과정이 아닙니다.
위임자는, 규칙상, 공청회에서 이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결정은 유보되며,
증거와 제출 자료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논리적인 서면 결정 통지서를 양측에 보냅니다.
결정 통지서에는 수임료 지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항소
양측 모두 연방 법원에 위임자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뒷면의 도표는 상표
이의 제기의 절차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Watermark 지적 재산권 서비스의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mail@watermark.com.au로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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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상표권 이의
제기.

승인 광고

 3 개월
이의 제기 통지서
(3 개월까지 연장 가능)

 3 개월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3 개월
증거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3 개월
대응 증거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공청회


결정


항소

21 일

주
일반적으로 증거는
관련 문서를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법정 신고 형태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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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