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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류
덴탈오븐, 일회용 살균봉투,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한다), 얼음냉장고, 가스대, 싱크대, 조리대, 발열팩, 탕파(湯婆), 휴
대용 회로(懷爐),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대소변용스퍼드, 변기, 변좌, 비데, 소변기, 수세식 변소용소독제디스
펜서, 샤워기, 샤워실, 세면기(화장실 설비부품), 세면대, 욕조, 욕조라이닝, 조립목욕실, 가스냉장고, 냉각기, 냉각증발기,
냉각탑, 냉각통, 냉동기, 에어컨디셔너, 환풍기, 환풍기용 팬, 수도꼭지용 좌금, 가정용 오수정화조, 급수전, 세류관개용 급
수기, 삼조식 분뇨탱크, 수도꼭지, 위생설비용 도관, 음용분수, 인분처리설비장치, 장식용 분수, 태양열집열관, 수세식 변
소, 이동식 간이화장실, 선박용 라이트, 선박용 반사경, 선박용방향표시등, 선박용 방향표시전구, 선박용방현(防眩)장치(조
명기구용 부속품), 선박용서리제거장치, 선박용 에어컨디셔너, 선박용 헤드라이트, 선박용환기설비, 선박용 히터, 항공기
용 라이트, 항공기용 반사경, 항공기용 방향표시등, 항공기용 방향표시전구, 항공기용방현(防眩)장치(조명기구용 부속품),
항공기용 서리제거장치, 항공기용 에어컨디셔너, 항공기용 헤드라이트, 항공기용 환기설비, 항공기용 히터, 철도차량용 라
이트, 철도차량용 반사경, 철도차량용 방향표시등, 철도차량용 방현(防眩)장치(조명기구용부속품), 철도차량용 서리제거
장치, 철도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철도차량용 헤드라이트, 철도차량용 환기설비, 철도차량용 히터, 가마, 가열로, 건유로,
공업용 도가니, 도구야금로, 반사로, 발생로, 비실험실용 노(爐), 소각로, 소결로, 소둔로, 열풍로, 용광로, 용선로, 원자로,
이동식 금속가열로, 전기로, 전로, 코크스로, 태양로, 평로, 핵연료 및 핵반응감속재의 처리용 설비, 혼철로, 회전로,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제 14 류
귀금속제 권연케이스, 귀금속제 담배파이프, 귀금속제 담배함, 귀금속제 담뱃대, 귀금속제 대통, 귀금속제 마도로스파이
프, 귀금속제 성냥갑(성냥홀더), 귀금속제 여송연케이스, 귀금속제여송연홀더, 귀금속제 재떨이, 귀금속제 코담뱃갑, 금강
석, 석류석, 귀금속제 비전기식 차달이는 기구, 귀금속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귀금속제 비전기식 포트, 귀금속제 주전자,
귀금속제 찻주전자, 귀금속제 공기, 귀금속제 달걀컵, 귀금속제 대접, 귀금속제받침접시, 귀금속제 밥그릇, 귀금속제 술잔,
귀금속제 접시, 귀금속제 찻잔, 귀금속제 커피잔, 귀금속제 컵, 귀금속제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귀금속제 바늘상자, 귀
금속제 바늘쌈지, 귀금속제 반짇고리, 귀금속제 편물바늘용 캡, 귀금속제보석상자, 귀금속제 구두장식, 키홀더, 귀금속제
바늘,
제 20 류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 공기팽창식 광고물, 목제또는플라스틱제 간판,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게시판, 병원용비금속
제 식별팔찌, 비금속제 감찰, 비금속제 기관번호표시용표찰, 비금속제 등록판, 비금속제 명패, 비금속제 문패, 비금속제번
호판, 비금속제 식별표, 비금속제 조작방법표시용 표찰, 깃대, 깃봉,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초목용 지지목(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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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木), 개집, 애완동물용 집, 애완동물용 쿠션, 비금속제 벽사다리, 비금속제 사다리, 서고용 비금속제 사다리, 뜨개틀, 목
제 실패, 수틀, 갈대, 밀짚, 볏짚, 보리짚, 왕골, 비건축용 죽재, 덩굴, 등(藤), 목피(木皮), 버들, 죽피(竹皮), 비금속제가스보
온통(석제는 제외한다), 비금속제 가축사료용기(석제는제외한다), 비금속제 고가물탱크(석제는 제외한다), 비금속제고압
가스용기(석제는 제외한다), 비금속제 방향제용기(석제는제외한다), 비금속제 액체가스용기(석제는 제외한다), 비금속제
액체비료저장용기(석제는 제외한다), 비금속제 오일저장통(석제는제외한다), 비금속제 운반물탱크(석제는 제외한다), 비
금속제운반분뇨탱크(석제는 제외한다), 비금속제 운반유류탱크(석제는제외한다), 비금속제 운반화공물탱크(석제는 제외
한다), 비금속제저장탱크(석제는 제외한다),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밀봉캡, 목제또는 플라스틱제 병뚜껑, 목제 또는 플라스
틱제 병마개, 목제 또는플라스틱제 포장용 뚜껑,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장용 마개, 가대(架臺),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鏡臺), 다이밴(Divans), 뒤주, 로커(Lockers), 모자걸이, 벤치, 병풍, 붙박이찬장,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비의료용 물침대,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닛, 선반, 세티(Settees), 소파, 식탁,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이판,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캐비닛, 의자, 의장(옷장), 이미용품보관대, 장롱, 장(長)의자,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
장, 책괘,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體鏡), 침대, 탁자, 테이프꽂이, 팔걸이의자, 피아노의자, 화분대, 화장대, 사진틀, 액자,
옥외장식용 윈드차임, 정원장식용 비금속제 바람개비, 관(棺), 납골단지, 납관용품, 상여, 위패, 부채, 비금속제 나사, 비금
속제 나사못, 비금속제너트, 비금속제 대갈못, 비금속제 리벳,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볼트, 비금속제 좌금(고무제 또는 경
화섬유제는 제외한다), 비금속제비전기식 자물쇠, 커튼용 레일, 커튼용 롤러, 커튼용 링, 커튼용 막대, 커튼용 훅, 톱질모
탕, 비금속제 교량이음용앵커볼트, 비금속제 구축물의 이음매용 연결자, 비금속제플로어힌지, 플라스틱제 경첩,
상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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