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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INTOMARK는 특허청 상표조사분석을 수행한 전문조사인력의 노하우와 윈텔립스, 윕스
온 등 특허 검색서비스를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표 전문가들을 위하여 고도화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특장점
1. 국내 최초 AI 도형상표 검색 서비스
- 윕스만의 기술로 AI를 학습시킨 새로운 검색엔진
-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 하면 동일∙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기능
- 사각형, 다각형 영역을 선택하여 원하는 부분만 검색 가능

2. 차별화된 유사검색엔진
- 경쟁사와 차별화된 새로운 검색엔진
- 윕스만의 유사검색 로직을 통한 보다 정확한 검색결과 제공

3. 주요한 상표정보 제공
- 최종권리자 정보 제공 : 등록원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최종권리자 정보 제공
- 유사상품 심사기준 고시목록 제공 : 유사군코드 조회 시 해당 유사군코드의 고시목록 제공
- 심판정보 제공 : 심판 유무 및 상세정보 확인 가능

4.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 검색항목 설정 : 사용자 편의에 맞춰 검색 항목 설정 가능
- 출력필드 선택 : 검색결과에서 확인하고 싶은 항목만을 지정하여 검토 가능
(라인형, 블럭형에서만 지원)
- 출력필드 위치 변경 : 출력필드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에 최적화된 검토환경 제공
- 검색결과 순서 변경 : 스크랩북에 저장된 상표문헌의 순서 변경 기능 제공

5. 차별화된 유사검색엔진
- 지정상품 명칭 번역기능 : 지정상품 정식명칭의 한글/영어/일어/중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 심판종류별 보기 : 심판이력을 심판/심급별로 묶어 제공하므로, 심판 이력의 확인이 용이
- 명칭자동치환 기능 : 상표 명칭을 자동으로 치환하여 질의어를 작성
*(국어와 로마자표기법, 유사음 치환범위 적용)

INTOMARK MANUAL

3

1. 검색하기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은 상표명만 가능하며, 유사검색으로 검색이 됨.

검색화면 기본 구성
1
2

1 국가별 검색
- 인투마크는 한국, 미국, 일본, 마드리드 검색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별도 구매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검색대상 선택
- 권리유형, 상표유형, 현재상태에 대해 선택 가능합니다.
• 권리유형 : 상표, 증명표장,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단체표장
• 상표유형 : 문자, 도형, 문자+도형, 입체, 소리, 냄새, 홀로그램, 기타
• 현재상태 : 출원, 공고, 등록, 소멸, 취하, 포기, 거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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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필드
전체 필드 대상 검색 입력 창에 검색어를 기입하면 모든 검색필드를 대상으로 검색합니다.
필드지정 연산자를 활용하실 경우 지정한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합니다.

• 유사검색
검색 조건들 중 상표명칭에 대해 동일, 유사한 상표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결과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상표명칭 필드에 대해 두 개의 단어만 지원 하며, 연산자는 “!”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IP

“ALT” 유사 검색 시 “ART”에 관한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올 때, 검색필드에 “ALT ! ART”입력 또는,
전체필드에 (ALT ! ART).MN.로 검색을 하면 “ART”에 관한 결과는 제거됩니다.

• 일반검색
사용자가 기입한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검색필드 이용 시 : 상표명칭, 유사군코드 등 원하는 필드에 검색 조건을 기입하세요.
화면 상단의 전체 필드에 자동으로 검색식이 작성됩니다.
전체필드 이용 시 : 논리연산자, 절단자와 필드연산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체 필드 연산자 활용 예시
1. “win” 과 “telips” 둘 다 포함된 상표를 검색할 경우
▶ (win % telips).mn.
2. “win”와 “telips” 둘 다 포함된 상표 중 “easyviewer”이 들어간 상표는 제외하고 검색할 경우
▶ (win % telips ! easyviewer).mn.
▶ (win % telips).mn. ! (wintelips % easyviewer).mn.
3. “nature”가 포함된 상표들 중 유사군코드 “S2012”에 “화장품”이 포함된(ex : 화장품 도소매업
등) 상표를 검색할 경우
▶ (nature).mn. % ((s2012).sc. % (화장품).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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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4 연산자 및 코드조회
- 논이연산자/절단자
키워드와 키워드 혹은 키워드 그룹을 조합하여 검색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검색어가 위치하고 있는 구역이나 순서에 무관하며 존재 유무만으로 연산합니다.
예시를 읽어보시고 활용하시면 검색에 유용합니다.

- 필드지정연산자
키워드와 각 필드지정 연산자를 조합하여 자유롭게 검색식을 작성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드지정 연산자는 앞 뒤로 ‘ . ’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 코드통합조회
상품류, 유사군, 도형코드, 한중일 유사군코드, 인명코드를 조회하여 검색페이지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색 필드
- 기본 제공 필드
상표 검색 시 자주 사용하는 상표명칭, 도형코드, 상품분류, 유사군에 대한 검색 필드를 제공합니
다.
- 필드 추가기능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 하시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검색 필드를 선
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드 추가를 통해 원하는 검색항목만을 꺼내어 검색하실 수 있으며, 로그아웃 전 마지막 검색환경을 기억하여,
다음번 로그인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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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기입하기
■ 상표명칭 기입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명칭을 기입하세요.
논리연산자 및 절단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검색이 가능합
니다.

 명칭자동치환 기능 : 명칭자동치환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동일 유사한 상표명을 제안
TIP

명칭치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칭자동치환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상표와 동일 유사하게 칭호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안해 줍니다.
예) 뽀로로

 글자수 제한 기능 : 제한된 글자수 이하의 상표명칭만 검색 가능합니다.
* 글자수 ~3까지 설정 시 “3자 이내의 상표”만 검색됨 (띄어쓰기가 된 상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일본어 입력기 :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일본어 상표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어를 클릭하면 상표명칭 입력란에 자동으로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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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이 결합된 상표 기입

* 코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필드 상단측 또는 좌측에 위치한 “코드통합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도형코드 조회
도형설명 또는 코드를 기입 하거나, 하단 리스트의 “+”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도형코드를
선택하세요.
선택된 코드 및 설명은 하단에 반영되어 보여지며, 창을 닫기 전까지는 저장되어 보여지므로, 재검색
하셔도 됩니다.

TIP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문자 또는 도형 둘 중 하나가 선출원(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 거절될 수 있으므로,
따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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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고자 하는 류 기입

* 코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필드 상단측 또는 좌측에 위치한 “코드통합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상품류 조회
명칭 , 류 또는 유사군 코드를 기입 하시거나, 하단의 류 선택 창에서 원하는 류를 선택하세요.
선택된 류는 하단에 반영되며, 창을 닫기 전까지는 저장되어 보여지므로, 재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하단의 “검색페이지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류 정보가 검색페이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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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고자 하는 유사군코드 기입

* 코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필드 상단측 또는 좌측에 위치한 “코드통합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사군 조회
명칭 , 류, 또는 유사군 코드 중 원하는 항목을 검색하세요.
검색된 결과리스트 중 유사군 코드를 클릭하시면 고시목록(화면 우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유사군코드는 하단에 반영되며, 창을 닫기 전까지는 저장되어 보여지므로 재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하단의 “검색페이지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류 정보가 검색페이지에 반영됩니다.
*우측 하단의 “저장”버튼 클릭 시 해당 상품명칭과 유사군코드가 마이폴더에 반영되므로, 차후 재검색 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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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검토하기
검색결과리스트 기본 구성

1
2

1 검색결과 통계 기능
현재상태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현재상태 별 건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제거 기능 제공(등록번호 기준) 우측의 “중복제거”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동일한 등록번호를 가진
건을 중복제거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색결과 필터 기능
검색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한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재상태, 류, 출원인, 최종권리자, 심판유
무, 우선심사 유무, 국제등록 여부, 출원일 등
록일 중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보기 / 제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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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 옵션 기능
라인형 블럭형 이미지형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 합니다.
검색결과리스트에서 제공되는 필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이미지형은 견본 옵션(크기)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 라인형 >

TIP

< 블럭형 >

< 이미지형 >

출력옵션배열
사용자에게 맞춰 마우스로 출력옵션을 이동하시면 출력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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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리스트 기본 구성
검색 조건에 대한 결과를 검토합니다.

유사군 [동]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식에 적용한 유사군만 나오게 됩니다.

TIP

검색결과가 많아서 재검색을 하고자 할 경우
1.

페이지 상단의 전체 필드에 기재된 “검색식”을 수정하거나,

2.

“검색필드” 버튼 또는 우측 상단 열기/닫기 클릭 한 후 항목별로 검색 조건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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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모드 화면
새 창이 열리지 않고 뷰 모드 화면으로 표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보고 싶은 경우 뷰모드 상단에 “새창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창보기를 클릭 시 새 탭으로 화면이 보여집니다.

 클릭 한번으로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라인형 상세정보에서만 가능)
 클릭으로 복사 가능 목록
- 출원번호 / 일자

- 가거절통지일자

- 출원공고번호 / 일자

- 소급구분 / 일자

- 등록번호 / 일자

- 원출원번호 / 일자

- 등록공고번호 / 일자

- 관련출원번호

- 존속기간(예상)만료일자 / 소멸일자

- 상표명칭(한글)

- 국제등록번호 / 일자 (사후지정일자)

- 상표명칭(영문)

- 우선권주장번호 / 일자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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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도형 검색
검색화면 기본 구성
1
2

3

1

알고리즘
윕스 AI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두가지 알고리즘의 도형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검색결과 제
공합니다.

2

이미지 업로드
파일을 첨부하거나 Drag & Drop으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 합니다.

3

검색필드
검색필드는 상품정보와 일자정보만 제공합니다.
상품정보의 류, 유사군 코드를 모를 경우에는 필드 좌측 또는 상단에 위치한 “코드통합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일자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범위를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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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자르기

사각형 자르기
사각형의 형태로 검색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점선 자르기
점선을 이어가는 형태로 검색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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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화면
AI도형 검색 화면은 이미지형으로 출력이 됩니다.
마이폴더 / 다운로드 / 인쇄 기능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TIP 검색결과 불필요한 건이 많은 경우
검색통계 기능과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필드에 류, 유사군, 지정상품, 일자정보를 지정하여 검색결과를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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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관리 하기
검색식 히스토리
과거 검색했던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최근 사용한 검색식 200개 까지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마이폴더” – “검색식히스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 하시면 “마이폴더” 검색키워드 폴더에 영구 보관 됩니다.
검색식 히스토리에서 검색식을 클릭 하면 검색결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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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북
1. 스크랩북에 저장하기
검색결과 중 유의미한 상표만을 추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스크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요도를 체크하여 중요한 상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스크랩북 리스트 순서 변경하기
스크랩북에서는 검색결과리스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상표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곳으로 배치하면 해당 위치에 고정됩니다

TIP

순서 변경기능의 장점
다운로드 또는 인쇄 시 변경된 순서가 반영되어 출력됩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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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폴더
우측 상단 (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이폴더가 있습니다.

1

1

상표폴더
- 상표폴더에서는 관심 상표 문헌을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문헌을 저장하려면, 검색결과리스트에서 선택 후 마이폴더 버튼을 클릭하세요.
TIP

프로젝트, 업체 명, 부서 등으로 폴더 구분하여 저장하면 추후 업무에 유용합니다.

 출력필드 : 출력필드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TIP

필드를 드래그 하여 필드순서를 사용자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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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검색키워드 폴더
- 사용자가 검색한 관심 키워드에 대해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검색식 : 검색식 저장 및 관리 (검색히스토리에 “저장”버튼 클릭)

② 상표명칭 : 상표명칭에 대한 검색어 저장 및 관리 (검색페이지 상표명칭 필드의 “저장”버튼 클릭)

③ 도형코드 : 도형코드 저장 및 관리 (도형코드 조회창에서 코드 선택 후 “저장”버튼 클릭)
④ 상품유사군 : 유사군코드 지정상품명 저장 및 관리 (유사군코드 조회창에서 코드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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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기능
다운로드
검색결과의 데이터 분석 및 정보활용을 위한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1

2

1

항목선택
다운로드는 총 38개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각 항목은 처분/상태정보, 표장정보, 번호/일자정보, 상
품정보, 인명정보 등과 같이 묶어, 식별 및 선택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2

항목순서설정
선택한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항목을 이동하면 출력순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
•
•

기본설정 : 선택한 항목 및 배열 순서를 초기화하며, 기본 최소 항목만 불러옴
사용자설정 : 현재 저장되어 있는 내 항목들과 배열 순서를 가져옴
현재설정저장 : 현재 선택한 항목들과 배열 순서를 저장
접기 : 선택한 항목란을 “접기/열기”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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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3

범위선택
전체건수 : 검색 결과 리스트 전체를 다운로드(1회/최대 20,000건)
선택건수 :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체크박스로 선택한 상표를 다운로드
직접 입력 : 다운로드 할 범위를 직접 입력하여 다운로드

4

파일형식
다운로드 받을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 XLS : Microsoft Excel용 파일
- TXT : 텍스트 파일
- MDB : Microsoft Access용 파일

5

다운로드 실행
다운로드 항목 및 범위, 형태 등 설정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파일 및 실행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파일명을 클릭하면 바로 열기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로 저장
- 다운로드 파일은 “마이페이지 > 다운로드에서 3일간 보관
- 다운로드 실패 건이 있을 경우는 실패 건수, 실패 사유, 실패 문헌 번호 정보 등 실패 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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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기능
인쇄
검색결과의 데이터 분석 및 정보활용을 위한 인쇄 기능을 제공합니다

1

2

3
1

범위선택
- 전체건수 : 검색 결과 리스트 전체를 인쇄(1회/최대 5,000건)
- 선택건수 :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체크박스로 선택한 상표를 인쇄
- 직접 입력 : 다운로드 할 범위를 직접 입력하여 인쇄

2

유형선택
다양한 인쇄 유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3

라인형
블럭형
이미지형 ※ 이미지 개수에 따라 사이즈가 변동 됩니다.
상세보기형

미리보기
인쇄 전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미지형 (4x7) 화면
INTOMARK MANUAL

상세보기형 화면

24

6. 기타
모니터링
모니터링 서비스란?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에 고객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출원, 공고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장점
- 신뢰도 높은 결과 제공 : 전문조사인력의 2차 검수를 통한 신뢰도 높은 결과 제공
- 유사도 판단의 노력 절감 : 유사상표 자동 검색으로 유사도 판단의 노력 절감
-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 가능 : 리포트 발송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및 유사상표에 대한 감시 가능
- 대상 상표의 정보 입수 용이 : 상세정보를 통한, 이의신청 및 소송 가능 대상 상표의 정보 입수 가능
- 시간 및 비용 절감 :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과 비용 절감

사용 프로세스
의뢰 및 접수

유사상표자
> 검색조건설정 > 동 모니터링

>

전문조사원
2차 검수

>

메일링을
통한 알림

>

모니터링
결과 확인

서비스 활용분야
- 출원된 유사상표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 공고된 유사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등록된 유사상표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

모니터링 정보
매주 모니터링 결과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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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는 사용자만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원정
보, 다운로드, 이용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
계정정보, 비밀번호 변경 등 회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 및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꼭 회원정보를 수정해주세요!

2.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용 내역과 함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다운로드 파
일은 만들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3일간만 보관하고 있사오니, 다운로드 파일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는 3일 이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정보
기간 별 서비스 이용 통계 및 이용내역, 결제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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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능
■ 검색지원 기능 1 _ 한중일 유사군 코드
한국 지정상품과 동일한 명칭의 일본, 중국의 지정상품에 관련된 유사군 코드를 찾아줍니다.
*TM5 공통인정 상품 명칭의 경우에만 검색이 됩니다.

TIP

일본, 중국 해외검색 시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를 모를 경우, 한중일 유사군코드에서 검색을 활용해보세요.
각 국 특허청에 들어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 ‘커피’를 포함한 상표를 검색하고 싶은 경우
코드통합조회 → 한중일 유사군 조회 → 커피검색 → 커피유사군 코드 확인 → 검색필드에 입력 후 검색 진행

일본에서 ‘커피’유사군이 포함된 상표가 검색 됩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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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지원 기능 2 _ 심판정보
심판정보에 해당 내용을 검색하면 심판 건이 검색 됩니다.

TIP

취소심판의 판결원문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검색필드 설정 → 심판정보 → 심판종류 “취소”입력 → 검색 → 표장 클릭 → 하단에 심판사항 확인 → 상세보기 → 판결원문 클릭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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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지원 기능 3 _ 심사정보
심사정보에 관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심사관마다의 성향, 거절에 관련된 이유, 관련 법조항 추세 등의 이유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TIP

심사정보를 이용하여 식별력 및 유사판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 추론하기
아래와 같은 심사정보 검색으로 식별력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① 상표명칭에 “PLUS” / 관련 법조항 제33조 제1항 제7호 검색

② 거절된 건 중 출원에 참고할 만한 상표 찾아 우측에 거절이유 클릭

③ 거절이유를 참고하여 식별력 추론하기

<“The Plus” 거절이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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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호 유사판단 추론하기
아래와 같은 심사정보 검색으로 칭호유사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① 거절이유에 “ㄱ % ㅋ” / 관련 법조항 제34조 제1항 제7호 검색

② 거절된 건 중 출원에 참고할 만한 상표 찾아 거절이유 보기

③ 유사판단 참고한 심결에는 “ㄱ ㅋ ㄲ” 매우 유사하게 청감 된다는 판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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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심사정보 활용하기
의견제풀통지서, 거절이유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심사례분석

▶ 표장정보
입력항목

A

상표명칭
▶ 심사정보

입력항목

B

거절이유

입력항목

C

관련 법조항

제

호 제

항 제

호

■ 활용방법 예시

INTOMARK MANUAL

31

■ 검색지원 기능 4 _ 검색연산자

1. 논리연산자/ 절단자
키워드와 키워드 혹은 키워드 그룹을 조합하여 검색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검색
어가 위치하고 있는 구역이나 순서에 무관하며 존재 유무만으로 연산합니다.

① 논리연산자

A%B

키워드와 키워드 혹은 키워드 그룹을 조합하여 검색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키워드와 연산자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순서와 위치에 관계 없이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표장을 검색합니다
예) (윈텔 % 립스).mn. = 윈텔과 립스를 둘 다 포함한 상표

순서와 위치에 관계 없이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표장을 검색합니다

A;B
A!B

② 절단자

A*

예) (WIPS ; WEEPS ; WYPS).mn. = (WIPS WEEPS WYPS).mn. = WIPS, WEEPS,
WYPS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한 상표

순서와 위치에 관계 없이 A는 포함하나 B는 포함하지 않은 표장을 검색합니다
예) (윈텔 ! 립스).mn. = “윈텔”은 포함하나 “립스”는 포함하지 않은 상표

절단자는 음절 단위로 지정하여 검색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키워드 또는 음절 바로 다음에 띄어쓰기 없이 사용합니다.

특정키워드 뒤에 *를 사용하면 어떤 음절표기가 와도 검색합니다
예) (윕스* ).mn. = 윕스온, 윕스틱, 윕스월, 윕스테 등을 검색

특정키워드 앞에 *를 사용하면 어떤 음절표기가 와도 검색합니다

*A

※ 상표명칭, 출원인, 대리인, 최종권리자 필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 아이).mn. = 통큰아이, 우리아이, 누리아이 등을 검색

A, B 순서의 단어 사이에 특정한 개수의 한글/영문/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을 검색

A?B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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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은 한 자당 ???(3개), 영문/숫자는 한 자당 ?(1개)를 입력하여 글자 수를 제한합니다.
합니다
※ 단어 뿐만 아니라 유사군, 번호 또는 일자 정보 등을 검색어로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단, 절단자 “/ ” 또는 “*”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윈텔???스).mn. = 윈텔립스, 윈텔시스, 윈텔폰스 등을 검색

A로 시작하거나(/A), A로 끝나는(A/) 표장을 검색합니다. 상표명칭 필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윕스).mn. = 윕스온, 윕스틱, 윕스월 등을 검색
(윕스/).mn. = 더윕스, 온윕스, 테크윕스 등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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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INTOMAR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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