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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 상표등록을 출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상표등록 출원 절차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됩니다.

•앞
 서 제출한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그 출원 신청에 대한 명세.

•출
 원인의 완전한 법적 이름과 주소;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호주에서의
상표등록 출원 신청 마감 기한은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출
 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소재
국가 또는 주;
•상
 표의 명세;
•상
 표가 로고일 경우, 또는 그 표시가
단순한 블록 대문자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적합한 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명한 사본을
요청드립니다;
•상
 표가 컬러로 출원하며 그 컬러도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각 색상에 배정된 펜톤 색 배합 등, 잘
알려진 표준을 사용한 각 색상의 정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상
 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어가 아닌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상
 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로마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등
 록이 요구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및, 알려진 경우,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국제 분류 그룹;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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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출원 신청이 접수되면 약 4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 호주 상표 등록청(Australian
Trade Marks Office)에 의해 심사됩니다.
등록이 결정되고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상표가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심사관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거절이유가
제기되지 않으면 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7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미국에서처럼 “사용” 또는 “
제안된 사용”을 기준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할 필요가 없으며, 그보다는 진실된
사용 의도만 밝히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그 상표를 거절하거나 해당
출원에 대해 다른 상표를 인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심사 보고서에 답변할 때
거절이유나 인용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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