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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준

담당심사관 은윤재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28 류
다이아몬드 게임용구,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오락기(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가면, 고무제 완구, 금속제 완구, 꼭두각시인형,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완구(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마네킹인형, 마스코트인형, 목제완구, 어린이용 삼륜차,
완구악기, 지제완구, 포제완구, 플라스틱제 완구, 고리게임용구, 도미노놀이용구, 마술용구,
주사위, 주사위용 컵, 체스용구, 체커용구, 낚시대, 낚시릴, 낚시용구케이스, 탁구게임용구,
다트, 변신로봇완구, 변신로봇 승용완구, 완구폭죽, 크리스마스트리, 유아용 승용완구, 비누
방울완구, 운동용 마스크, 운동용 헬멧, 운동용구에 사용하는 고글, 운동용구에 사용하는 봉,
운동용구에 사용하는 볼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25 류
, 레인코트, 망토, 반바지, 슈트, 스커트, 아동복, 양복바지, 예복, 오버코트, 자켓, 작
업복, 청바지, 탑코트, 나이트가운, 목욕가운, 브레지어, 블라우스, 속셔츠, 속팬티, 스웨
터 팬츠, 수영팬츠, 슬립, 수영복,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포츠셔츠, 와이셔츠, 카디건,
코르셋, 파자마, 페티코트, 폴로셔츠, T셔츠, 목도리, 숄, 스카프, 양말, 에이프런, 넥타
이, 반다나, 모자, 가터, 혁대, 부츠, 슬리퍼, 드레스, 조깅팬츠, 기모노(일본고유의 전통
의상), 모피제스톨, 방한용장갑, 가죽장갑, 털장갑, 직물제장갑, 메리야스장갑, 포제유아용
기저귀, 네커치프(Necker Chief), 머플러, 귀덮개, 두건, 밴드,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
덧신, 골프화, 낚시화, 농구화,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반부츠, 복싱화, 부츠, 비
닐화, 비치슈즈, 스키화, 야구화,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체조화, 축구화, 펜싱화,
하키화, 핸드볼화, 운동화, 하이힐(high heel), 에나멜화, 부인용부츠, 부인용가죽신, 수상
스키복, 운동용아노락, 유도복, 체조복, 운동용유니폼, 운동용스타킹, 승마바지, 승마화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24 류
, 견직물, 면직물, 대마직물, 마면교직물, 마모교직물, 마견교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부직포, 직물펠트, 때밀이타월, 목욕타월,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직물제 테이블 넵킨,
행주, 모기장, 모포, 베갯잇, 요, 이불, 이불커버, 직물제 블라인드, 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직물제 의자커버, 직물제 커튼, 테이블보,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단장(緞帳-두터운 천
의 무늬가 들어있는 막), 직물제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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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21 류
, 냄비, 비귀금속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비귀금속제 주전자, 비전기식 솥, 비전기식 프라이팬,
찜통, 비귀금속제 접시, 비귀금속제 컵, 가정용 비전기식 거품기, 가정용여과기, 비귀금속제
냅킨링, 비귀금속제 냅킨홀더, 비귀금속제 쟁반, 깔때기, 병따개, 셰이커, 수동식
커피분쇄기, 수동식 후추분쇄기, 물통, 보온병, 얼음통, 양복솔, 구둣솔, 구둣주걱, 화장지
걸이, 칫솔, 빨래집게, 빨래통, 빨래판, 세탁물건조대, 세탁물걸이, 세탁용솔,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빗자루, 쓰레기통, 쓰레받이, 위생걸레, 유리닦개, 수세미,
청소용걸레, 탱크세척용 솔, 용기세척용 솔, 비귀금속제 밥그릇, 손잡이가 달린 맥주잔, 물병,
후추통, 설탕통, 소금뿌리는 용기, 소쿠리, 냄비받침, 수저상자, 국자, 체, 도마, 석쇠망,
레몬짜는 기구,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비누디스펜서, 종이타올취출용금속제상자, 향로, 코펠,
화장용구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20 류
, 경대, 로커(자물쇠가 달린 서류장), 서가, 식탁, 안락의자, 진열장, 찻장, 책장, 침대,
팔걸이의자, 매트리스, 방석, 쿠션, 부채, 시장바구니, 액자, 캠핑용 침낭, 식기진열대,
양복장, 좌탁(座卓), 사무용책상, 좌의자(등받이는 있고 다리 없는 의자), 손거울, 완구상자,
우산걸이, 나막신장, 메거진랙, 행거보드(Hanger Board), 장식용 구슬커텐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18 류
, 모피, 가죽끈,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산용 배낭, 란도셀, 명함케이스, 보스턴 백, 비귀금
속제 지갑, 비귀금속제 동전지갑, 서류가방, 숄더백, 쇼핑가방, 슈트케이스, 오리가방(둘로
접게된 손가방),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우산, 등산지팡이, 보행보조용지팡이, 맹인용지팡이, 승마용 안장, 여행
가방, 피치백, 승마용 채찍, 개목걸이, 개조끼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16 류
, 인쇄용지, 종이물수건, 커피여과지, 컴퓨터 프로그램기록용 종이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기록
용 카드, 화장제거용 티슈, 화장지, 포장용 종이제 포대, 그림엽서, 달력, 서적, 잡지, 지
도, 포스터, 회화, 봉투, 수첩, 사인펜, 연필, 고무지우개, 페이퍼나이프, 필통, 호치키
스, 사진, 트럼프, 화투, 문방구용 접착테이프, 서류폴더, 종이제 타올, 종이제 유아용 기저
귀, 가정용 풀, 사무용 전동 호치키스, 타이프 라이타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14 류
, 금조제품, 백금조제품, 은조제품, 귀금속제 공기, 귀금속제 접시, 귀금속제 커피잔, 귀금속
제 컵, 가네트, 다이아몬드, 루비, 비취, 산호(보석), 애쿼머린, 에메랄드, 인조보석, 귀
금속제 보석상자, 귀금속제 동전지갑, 귀금속제 지갑, 귀금속제 콤팩트, 귀금속제 라이터, 귀
금속제 담배케이스, 귀금속제 담배홀더, 귀걸이, 귀금속제 배지, 귀금속제 버클, 넥타이핀,
메달, 목걸이, 반지, 브레이슬렛, 보석브로치, 펜던트(Pendant), 로켓(Locket), 커프스단추,
괘종시계, 전기시계, 전자시계, 탁상시계, 팔목시계, 귀금속제 기념컵, 키홀더

(500)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09 류
, 건전지,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망원경, 생물용 현미경,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케이스,
콘택트렌즈, 텔레비전 수신기, 텔레비전 송신기, 콤펙트디스크 플레이어, 테이프레코더, 레코
드 플레이어,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레코드, 전자계산기, 전자현미경,
워드프로세서, 전자회로, 집적회로, 업무용비디오게임기, 운동기능훈련용 시뮬레이터, 자동차
운전기능훈련용 시뮬레이터, 전기다리미, 녹화된 비디오디스크,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사진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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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동계산기, 전기계산기, 가정용비디오게임완구, 보호용헬멧, 아케이드게임기,
드로 구성된 비디오게임기,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비디오게임기

상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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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