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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지정상품(업무)
제 07 류
육상차량의 이동/주차 및 보관용 기계식 리프트, 가정용 로봇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로봇 세척기,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식기세척기, 가정용 전기식 식품가공기, 가정용 초음파 이물질세척기, 가정용 전기식 창문
청소기, 전기식 청소기, 로봇, 로봇컨트롤러, 오락용 로봇(기계), 자동조종기계, 가정용 가사도우미로봇, 교
육용 로봇프레임, 산업용 로봇, 가정용 전기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자동주차설비, 3D프린터,

제 09 류
전기식 도어락, 프로젝터, 카메라, 동작감지센서, 디지털센서, 경보기 및 경고 장비, 창문개폐감지센서, 보안
및 화재경보기, 조명제어장치, 전력소비량 측정/감시/분석을 위한 측정장치, 스피커 장치, 스피커시스템, 무선
스피커, 다기능 리모컨, 셋톱박스, 대화형 단말기, 데이터 통신용 장치 및 기구, 통신허브, 무선통신중계기(라
우터),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 대화형 컴퓨터소프트웨어(인공지능이 적용된 것임),
홈네트워크시스템용 서버, 홈오토메이션용 서버, 클라우드 서버, 보일러 제어기구, 음향/데이터 또는 영상의
방송/기록/송신 또는 재생용 장치,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홈시어터시스템, 스마트폰, 미디어 콘텐
츠,

제 11 류
비데, 난방용 보일러, 가정용 살균기, 전기식 이온수기,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수도기구 또는 가스기구 및 수
도관조절용 부속장치, 전기조명기구, 조명장치 및 설비, 냉장고, 가정용 공기청정기, 가정용 전기냉난방장치,
가정용 전기식 습도조절기, 가정용 전기식 제습기, 가정용 전기식 커피머신, 전기식 요리용구, 가정용 전기식
의류건조장치, 난방/환기 및 에어컨디셔닝 장치, 에어와셔, 가정용 정수기,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제 12 류
전동휠체어, 민간용 드론, 자동운전 항공기, 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작동식 스쿠터, 계기반(計器盤), 자동주
행차량, 전기자전거, 전동식 수하물 카트, 레저용 전동핸드카, 자체추진식 전기식운반기, 어린이용 또는 유
아용 전기차, 수송기계기구용 전기구동장치, 모터차량용 전기모터, 수송기계기구용 안전벨트, 수송기계기구용
전기식 후진경보기,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수송기계기구용 전기식 도난방지설비, 육상/항
공/해상 또는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 35 류
비서업 및 사무서비스업, 온라인 주문업,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서업 및
메시지 처리업,

사무서비스업, 전화응답 및

제 41 류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

출판물 제공업, 읽기전용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

제 42 류
건물설비원격감시업,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냉난방기구 원격접속 및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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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업,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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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명기구 원격접속 및 원격 제어업,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TV리시버/음향기기/영상기기 원격접속 및 원
격 제어업,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기기(컴퓨터제외) 원격접속 및 원격제어업,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
한 보안장치 원격접속 및 원격 제어업,

제 45 류
패션정보제공업, 무인경비업, 보안시스템모니터링업, 보안점검서비스업, 보안정보제공업, 건물 및 시설경비업,
건물보안업, 경보응답 및 확인업, 신분확인 서비스업, 경보기임대업, 운세정보제공업, 영성/자기계발/개인고취
문제 분야 온라인 정보제공업,

【상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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