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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8. 8. 6. 2018당136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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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1, 5호증,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
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9. 27./ 2015. 1. 2./ 제53020호

(2) 표장 :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봉합기구, 봉합바늘,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외과
용 기기, 인공삽입물, 의료용 바늘, 의료용 주사기, 의료용 지지구, 일회용 주사기, 주사
침, 주사통, 주입주사기, 피부성형기구, 피하주사기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도매업,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소매업,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중개업,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판매대행업, 의료
기기{치과용 제외} 판매알선업, 의료용 봉합재료 도매업, 의료용 봉합재료 소매업, 피부
성형기구 도매업, 피부성형기구 소매업, 의료용 주사기 도매업, 의료용 주사기 소매업,
온라인상에서의 의료기기 판매대행업{치과용제외}, 온라인상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알선
업{치과용제외}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2호증, 이하 ‘선등록상표 1’이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3. 24./ 2010. 11. 1./ 제32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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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장 :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손엔
다. 선등록서비스표(갑 제3호증, 이하 ‘선등록상표 2’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3. 24./ 2010. 11. 1./ 제202816호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2]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손엔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5. 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
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각 그 표장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8당1362)을 청구하였
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8. 6.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외관과
관념은 상이하나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
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서로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도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거래사회 통념상 서로 동일․유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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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
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의 두 번째 음절 모음의 발음이
‘ㅓ’와 ‘ㅏ’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모음의 발음 구분은 비교적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
한 것으로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호칭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
상품/지정서비스업의 실질적인 수요자는 단순한 일반 수요자가 아니라 의사 등 전문직
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단순히 호칭에만 의존하여 거래하지 않고 실제 제품이나 상표
를 보면서 거래한다는 점, 현대의 상품거래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외관 등 시각적
인 요소에 주로 의존하여 상표 내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은 거래에 있어 호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
까지 종합적으로 관찰되는 것이므로 그 표장들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거래자들에게 출
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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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
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
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
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
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
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
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
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
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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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상표 1 ’

‘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

‘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나)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 ’에버코‘ 내지 ’에바코‘ 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 및 선등록상표 2 ’ebaco‘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
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에○코‘의 3개 음절
중 2개의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도 ‘버’과 ‘바‘로 초성은 동일한 상태에서 모음
’ㅓ‘와 ’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그 차이가 미세하여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
로, 결국 이들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다) 검토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그 관념
을 대비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로 발음
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한 점,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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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유사군코드(G110101
의료기기, 의료기구)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인 ’외과용 기기, 의료용 지지구, 피부성형기
구, 피하주사기 등‘이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유사군코드
(G110101 의료기기, 의료기구)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인 ’외과용 기기, 외과용 둔시, 외
과용 메스, 외과용 및 의료용 레이저 등‘으로서, 이들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의료기기 및 의료기구를 취급하는 지정서
비스업인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도매업,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소매업, 의료기기{치과
용 제외} 중개업 등’이고,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의료기계기구 판매대행업’으
로서, 이들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
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의 두 번째 음절 모
음의 발음이 ‘ㅓ’와 ‘ㅏ’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모음의 발음 구분은 비교적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어 발음이 한글의 발음 내지 표기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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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자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의 발음이 반드시 한글 ’에버코‘와 똑같이
발음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발음 습관에
의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가 ’에바코‘와 같이 발음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의 두 번째 음절 모음의 발음이 ‘ㅓ’와
‘ㅏ’로 명확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차이를 인정한
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3개 음절 중 두 번째 음절에서 초성은 동일한 채 모
음 ‘ㅓ’와 ‘ㅏ’의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그 구분이 확
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실질적인 수요자는 단순한 일반 수요자가 아니라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서 단순히 호칭에만 의존하여 거래하지 않고 실제 제품이나 상표를 보면서 거래한다는
점, 현대의 상품거래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외관 등 시각적인 요소에 주로 의존하
여 상표 내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
등록상표들은 거래에 있어 호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까지 종합적으로 관
찰되는 것이므로 그 표장들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거래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거래가 음
성 매체 등의 광고나 전화 주문에 의하지 않은 채 항상 실제 제품이나 상표를 보면서
이루어진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와 같이 호칭이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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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
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검토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
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
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나상훈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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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과자용 향미료{정유}, 식품향미용 정유(精油), 음료용 향미료{정유}, 정유로
만든 식품향미료, 다림질용 풀, 세탁용 광택풀, 세탁용 전분, 세탁용 풀,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 연
필, 눈썹용 화장품, 라벤더향수, 루스페이스파우더, 루즈, 리퀴드루즈, 린넨방향용 향분, 립라이너, 립스
틱, 마사지용 겔, 마사지용 오일, 마스카라, 매니큐어, 매니큐어용 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머릿기름,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화장품, 면도용 겔, 면도용 제제,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염
색제, 모발염착제, 모발용 마스카라, 모발용 웨이브제, 모발용 파우더, 모발용 포마드, 모발용 표백제,
모발크림, 모발탈색제, 목욕용 염, 목욕용 화장품, 미용목욕물첨가제,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
디안에센스(Badian essence), 바디오일, 바디크림, 방향용 향분, 배니싱크림, 배스겔, 배스로션, 배스비
드, 배스오일, 배스폼, 백분(白粉), 베이럼, 베이비 오일, 베이비 파우더, 볼연지, 볼터치, 볼터치용 연
필, 분말향수, 비의료용 목욕염, 비의료용 비듬로션, 비의료용 비듬크림, 비의료용 선탠제, 비의료용 스
킨크림, 사프롤, 살균성 명반석, 샤워 및 배스겔, 샤워겔, 샤워크림, 샤워폼 및 배스폼, 선번(Sunburn)
방지용 화장품, 선블록로션,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선탠로션, 선탠제, 선탠크림, 셰이빙로션, 셰
이빙크림, 셰이빙폼, 속눈썹용 화장품, 손톱강화용 로션, 손톱광택용 파우더, 손톱손질제,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스킨로션,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크림, 스킨클렌저, 아이라이너, 아
이라이너용 연필, 아이로션,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아이섀도, 아이크림, 아이펜슬, 애완동물용 화장품,
애프터선크림, 애프터세이브 로션, 애프터셰이브에멀션, 애프터셰이브크림, 액체형 향수, 에테르에센스,
에테르에센스{화장품}, 오데코롱, 오데퍼퓸, 오드 투왈렛, 외피용 화장오일, 유아용 헤어컨디셔너, 인체
용 발한방지제, 인체용 방취제, 인체용 방향제[향수], 인체용 에센셜 오일, 일반화장수, 임신중 건성피
부용 화장품, 입술광택제, 입술뉴트럴라이저,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자외선차단용 화장품, 체
중감량용 화장품, 콜드크림, 콜드퍼머용액, 콤팩트용 고형분, 콧수염용 왁스, 크렌징밀크, 탈모용 왁스,
탈모제{화장용}, 탤컴파우더, 턱수염용 로션, 턱수염용 염료, 파마약, 파마중화제, 파운데이션, 파운데이
션 크림, 퍼머넌트웨이빙로션, 퍼퓸드 탤컴파우더, 퍼퓸드 페이스트, 퍼퓸크림, 페이셜 로션, 페이셜 크
렌징유액, 페이셜 크림,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페이스 및 바디로션, 페이스 및 바디밀크, 페이스 및 바
디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로션, 페이스 및 바디크림,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트, 포마드, 프레
스트 페이스파우더, 프리셰이브크림, 피부미백크림, 핸드로션, 향분, 향수, 헤어겔, 헤어글레이즈, 헤어
나리셔, 헤어드레싱어,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헤어발삼, 헤어스타일링 겔,
헤어스타일링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헤어컨디셔닝 오일, 헤어케어로션, 헤어케어용 배
스오일, 헤어케어크림, 헤어크림, 헤어토닉, 헬리오트로핀, 화장수, 화장용 겔, 화장용 과산화수소, 화장
용 그리스, 화장용 나리싱크림, 화장용 로션, 화장용 루즈,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용 매니큐어, 화장용
목욕오일, 화장용 목욕파우더, 화장용 바셀린, 화장용 발한방지제, 화장용 발한억제제, 화장용 배스오
일, 화장용 백분, 화장용 선밀크로션, 화장용 선오일, 화장용 선탠제, 화장용 수렴제, 화장용 스킨밀크
로션, 화장용 스킨프레시너, 화장용 아몬드유, 화장용 액체 파운데이션, 화장용 얼굴 파우더, 화장용 연
필, 화장용 염료, 화장용 오일, 화장용 욕용염, 화장용 착색제, 화장용 크렌징 크림, 화장용 크렌징유액,
화장용 크림, 화장용 탤컴파우더, 화장용 파우더, 화장용 페이스크림, 화장용 포마드, 화장용 표백제,
화장용 핸드크림, 화장용 향유, 화장제거용 로션, 화장제거용 밀크, 화장제거제, 화장품, 화장품 키트
[화장품 세트], 가울세리아 오일, 가정용 방향제, 가정용 청향제, 꽃 추출물 향료, 꽃 향료, 라벤더 오
일, 레몬정유, 목향, 민트 정유, 바닐라향료, 박하오일 향료, 방향용 목재, 베르가모트 오일, 복합향료,
삼나무 정유(精油), 선향(線香), 시트론 정유(精油), 아몬드 오일, 앰버 향료, 에테르 오일, 용연향, 이오
논 향료, 자동차용 방향제, 자스민 오일, 장미 오일, 제라니올유, 조합향료, 천연향료, 크로브 오일[정향
유], 테르펜 정유, 포푸리향, 합성사향, 합성향료, 향(香), 향료, 향료 및 향수용 오일, 향료용 민트, 향
료용 사향, 향료용 천연사향, 화장품제조용 향유, 훈향, 가발고정용 접착제,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
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s), 화장용 면봉, 화장용 장
식전사화(裝飾轉寫畵),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탈지면, 가루비누, 가정용 물때제거제, 가정용 비누, 가정
용 석유계 합성세제, 가정용 세정제, 고형 비누, 드라이크리닝제, 마분(磨粉), 배수관세정제, 벽지세정
제, 비누{인체용은 제외}, 석유계 합성세제, 섬유광택용 비누, 세강(洗糠), 세액(洗液), 세정용 백악(白
堊), 세정용 오일, 세정용 퀼라야 수피(樹皮), 세정용 화산재, 세정제 함유 걸레, 세정제{제조공정용/의
료용은 제외}, 세제, 세제용 클렌저, 세탁비누, 세탁용 침전세제, 세탁용 화산재, 소독용 비누, 식기세척
기용 세제, 식기세척액, 식기세척제, 유리용 세정제, 의류용 린스, 자동차앞유리용 세정액, 자동차용 세
정제, 타일변기세정제, 고형화장비누, 면도용 무스, 면도용 비누, 목욕비누, 물비누, 미용비누, 바디 크
림비누, 바디케어용 비누, 발 발한용 비누, 발한방지용 비누, 방취비누, 샴푸, 손세정제, 아몬드비누, 애
완동물용 샴푸, 액체목욕비누, 약용 비누{비의료용}, 유아용 샴푸, 인체용 비누, 족욕용 물비누, 종이비
누, 크림비누, 페이셜 워시, 핸드클리너[손세정제], 향수비누, 헤어린스, 화장비누, 구강청량용 스프레
이,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소프트케이크 형태의 치약, 양치액{비의료용}, 의치광택제, 의치청결제, 치아
미백용 겔(gel), 치아분, 치아세정용 로션, 치아세정제, 치약, 구두약, 구두용 왁스, 구두용 크림, 구두재
봉실용 왁스, 가구용 광택제, 가구용 및 마루용 광택제, 가죽보존용 광택제, 가죽용 왁스, 가죽용 크림,
광택왁스, 광택용 벵갈라, 광택용 트리폴리석(石), 광택제, 광택지, 광택크림, 마루용 광택제, 마루용왁
스, 마루용장판액, 식물의 잎 광택제, 자동차용 광택제, 재봉용 왁스, 쪽마루용 왁스, 금강사(金剛砂),
금강사지(金剛砂紙), 금강사포(金剛砂布), 금속탄화물{연마재}, 다듬질돌, 디아만틴{연마재}, 면도칼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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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페이스트, 백악(연마재), 보석세공용 벵갈라, 사지(砂紙), 사포(砂布), 살균성 면도석, 실리콘카바이드
{연마재}, 연마석, 연마시트, 연마용 경석, 연마용 롤, 연마용 모래, 연마용 사포, 연마용액, 연마재, 연
마지[사지(砂紙)], 연마포, 연삭제, 코런덤
-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농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축산물이유식, 락토
오스[유당], 유당(乳糖), 유아용 분유, 내용물이 채워진 휴대용 약품상자, 두통용 연필[두통용 펜슬], 류
마티즘방지반지, 류마티즘방지팔찌, 류머티즘 방지용 반지, 발에 사용하는 티눈링, 심전계전극용 화학전
도체,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워트 펜슬, 의료용 팔찌, 지혈용 펜슬, 코스틱펜슬, 가제[거즈], 동물발굽
용 시멘트, 반창고, 발가락 염증용 패드, 붕대, 붕대용 거즈[가제], 생리대, 생리대용 벨트, 생리용 냅
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용 타월, 생리탐폰, 생리패드, 소독면, 수유용 패드, 실금환자용 기저귀, 실금환
자용 팬티 또는 흡수재, 안대(眼帶), 약제용 로션 처리티슈, 오불라토, 외과 및 정형외과용 뼈접합제, 외
과수술 이식용 리빙 티슈(living tissues), 외과용 견갑붕대, 외과용 붕대, 외과용 얇은 천, 외상용 스펀
지, 요실금용 기저귀, 위생붕대, 위생용 팬티라이너, 위생팬티, 의료용 고무, 의료용 기저귀, 의료용 린
트천, 의료용 마개솜, 의료용 면포, 의료용 반창고, 의료용 붕대, 의료용 솜, 의료용 유지, 의료용 접착
밴드, 의료용 접착테이프, 의료용 탄성밴드, 의료용 탈지면, 의치용 도자기재, 의치용 재료, 의치용 접
착제, 이대(耳帶), 정맥이상확장용 테이프, 착유용 수지, 치과 및 치과기술용 귀금속합금, 치과 및 치과
기술용 열구봉전색제(裂溝封塡塞劑), 치과 및 치과기술용 접착제, 치과용 고무, 치과용 귀금속 및 귀금
속합금, 치과용 귀금속합금, 치과용 금아말감, 치과용 래커, 치과용 랙커, 치과용 밀봉제, 치과용 및 치
과기술용 삽입용 재료, 치과용 바탕금속 및 합금, 치과용 성형금속, 치과용 세라믹, 치과용 시멘트, 치
과용 아말감, 치과용 연마재, 치과용 왁스, 치과용 유향수지, 치과용 응고재료, 치과용 의치 제조용 재
료, 치과용 의치재료용 치열교정 알진산염, 치과용 인상(印象)재료, 치과용 전도성 래커, 치과용 접합
및 프라이머용 재료, 치과용 충전 및 밀봉재료, 치과용 충전재,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표시용 재료,
치과용 합금, 치아복원용 재료, 치의용 몰딩왁스, 탈지면, 탈지면{화장용은 제외}, 탐폰[지혈마개], 파
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방충지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DNA 칩, 유전자 칩(chips),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광학유리, 굴곡유리,
비건축용 가공 광학유리, 비건축용 가공 굴곡유리, 비건축용 가공 렌즈유리, 비건축용 가공 자외선투과
유리, 비건축용 가공 적외선흡수유리, 비건축용 가공유리, 전도체피복유리, 계산자(尺), 주판, 방호용 신
발, 사고/방사선조사(照射)/화재용 보호신발, 전기자물쇠, 곡척(曲尺), 목수용 자(尺), 목수용 접는자, 부
척(副尺), 턱촌목, 가스분석기구, 감압챔버, 계량대, 공기분석장치, 과학용 증류장치, 레토르트, 레토르
트 받침대, 모세관, 모형, 베타트론, 뷰렛, 산소운반장치, 삼각석쇠, 세균배양기, 시험관, 식품분석장치,
실험기구용 발효장치, 실험실용 노(爐), 실험실용 도가니,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실험실용 자동이온교환
색층분석장치, 실험실용 쟁반, 실험실용 증류기, 실험실용 특수비품, 실험실용 회분접시, 실험용 도자기
제기구, 실험용 색층분석장치, 실험용 유리기구, 에어가스발생기, 연소숟가락, 이화학장치 및 기구, 이
화학장치용 격막, 입자가속기, 자동색층분석장치, 자석교반기, 표본, 피펫(Pipettes), 항습기, 항온기, 화
학기기(실험용), 검사작업용 거울, 광반사막, 광학거울, 광학기계기구용 반사경, 광학기구용 미동측정나
사, 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광학렌즈, 광학식 환등기, 광학용 대물렌즈, 광학용 보정렌즈,
광학용 아퍼토메터, 광학용 프리즘, 광학용 확대경, 광학제품, 굴절망원경, 금속류현미경, 마이크로톰(Mi
crotomes), 망원경, 망원경 체관[렌즈원통], 망원경용 반사경, 망원경용 삼각대, 망원경용 자동시준의
(儀), 망원경용 프리즘, 망원조준기, 문에장치하는 핍홀(Peepholes), 분광기, 비디오스크린, 비디오영사
기, 사냥용 쌍안경, 생물현미경, 성좌 투영기(星座投影機), 스파이글라스(작은 망원경), 실물환등기, 쌍
안경, 영사기, 영사스크린, 영화 촬영용 반사경, 영화기기, 영화용 기계기구, 영화용 녹음기계기구, 영화
용 영사기, 영화촬영용 카메라, 영화편집용 영사기, 영화필름 영사스크린, 영화필름용 편집기, 영화필름
용 편집기구, 오목거울, 입체 현미경을 포함한 현미경, 입체경, 입체경장치, 잠망경, 접안렌즈, 접안렌즈
를 포함한 기구, 줌현미경, 집광기(集光器), 차광기, 천체망원경, 천체측정용 분광사진장치, 투광기, 편
광현미경, 프리즘, 플라네타륨, 현미경, 현미경 받침대, 현미경 집광장치, 현미경검사용 해부용기구 전
용용기, 현미경검사용 회절장치(回折裝置), 현미경슬라이드용 용기, 현미경용 체관 [렌즈원통], 현미경
용 프리즘, 형광스크린, 화기용 조준망원경, 화면 영사기, 확대경, 환등기, TV카메라, 감광판을 사용하
는 카메라, 광셔터, 노출계, 다목적 카메라, 다중프레임 뷰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렌즈셔터, 렌즈후드,
분광사진장치, 비디오레코더가 장착된 휴대용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캠코더], 사진
감광판용 가대, 사진기계기구용 거리계, 사진기계기구용 매거진, 사진기계기구용 셀프타이머, 사진기계
기구용 주름상자, 사진기구용 노출계, 사진기구용 케이스, 사진기기, 사진기용 셔터, 사진기용 셔터릴리
즈, 사진기용 조리개, 사진슬라이드용 위치조정장치, 사진슬라이드용 프레임, 사진암실, 사진암실용 램
프, 사진용 건조대, 사진용 노출계, 사진용 드레이너, 사진용 선반, 사진용 섬광전구, 사진용 세척쟁반,
사진용 속도측정장치, 사진용 스크린, 사진용 스풀, 사진용 슬라이드, 사진용 앵글파인더, 사진용 자외
선필터, 사진용 카메라, 사진용 파인더, 사진용 플래쉬라이트, 사진용 플래쉬라이트장치, 사진용 필터,
사진용 확대장치, 사진용기기 전용용기, 사진용품용 스풀, 사진인화용 건조장치, 사진장치용 받침대, 사
진제판용 스크린,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선형이미지센서가 부착된 카메라, 슬라이드 또
는 사진 영사장치, 슬라이드 플레이밍장치,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슬라이드영사기, 인화용 광택기구,
자동초점식 영사기, 자동현상필름식 동영상카메라, 자동현상필름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천체사진용 렌
즈, 카메라, 카메라 렌즈 어댑터링, 카메라 렌즈후드, 카메라 및 사진기구용 가방, 카메라 클로우저[마
개], 카메라용 라이트장치, 카메라용 렌즈필터, 카메라용 뷰파인더, 카메라용 삼각대, 카메라용 셔터,
카메라용 셔터릴리즈, 카메라용 조리개, 카메라용 틸팅헤드, 카메라용 플래시건, 카메라케이스, 카메라
후드, 태양사진장치, 텔레비전카메라, 플래시건, 필름용 카메라, 필름절단장치, 가속도계, 가속센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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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린계기, 가스계량기, 가스미터, 가스시험기구, 각도게이지, 각도기, 간섭계, 거리기록장치, 거리측량
기, 거리측정기, 게이지, 경도시험기, 경사계, 경위의(經緯儀), 계량기, 계량기기, 계수기, 고도계(高度
計), 고무시험기, 고온계, 고음계(高音計), 공기조절기용 측정 및 제어장치, 공업용 또는 군사용 금속탐
지기, 공진기, 과학용 탐침, 관측기구, 광도계(光度計), 광량계(光量計), 광속계, 구경측정용 링, 구면계
(球面計), 구조시험기, 굴절도계(屈折度計), 권척(卷尺), 균형시험기, 금속강도시험기, 금속경도시험기,
금속압축시험기, 금속재료시험기, 기본단위계량기기, 기상관측용 기구(氣球), 기상관측용 제기계 자침,
기상관측용구, 기압계, 기체측량계, 길이게이지, 길이측정기구, 나사측정기계기구, 나사태핑용 게이지,
나침반, 내후검사기, 농도계, 뇨비중계, 눈금측정장치, 당도계, 대들보(Cross beam) 깊이 측정기, 대저
울[수평저울], 동력계, 동력측정계, 되, 디젤유 방출시험기, 로그(Logs),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계
기, 말(계량기), 면적계, 목재시험기, 미소경도시험기(微小硬度試驗機), 밀도계, 바리오미터(Variometer
s), 방위측정기, 방향지시나침판, 밸브압력지시계용 플러그, 보수계(步數計), 분량계, 불쾌지수계, 불투
명도 측정기, 브레이크액 검사장치, 비교측정기, 비의료용 시험장치, 비의료용 온도계, 비의료용 진단기
구, 비중계, 비틀림시험기, 비행시험장비, 사진측정기, 산(酸)용 비중계, 색채계(色彩計), 섬유재료시험
기, 소음계(騷音計), 소음레벨측정기, 속도계, 속도계 시험기, 수량미터, 수맥탐지봉, 수송기계기구용 속
도검사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온도조절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수송기계기구용 타이어의
저압자동표시기, 수심 측정기, 수심측정장치 및 기계, 수위계, 수은수준기, 수준계, 수준기(水準器), 수
준의, 수준표척, 수평저울[대저울], 슬라이드캘리퍼스, 습도계, 습도자동조절기계기구, 시멘트시험기, 실
계수기, 아황산정량계, 알콜분계량기, 압력계, 압력기록계, 압력센서, 압력자동조절기계기구, 압력지시
계, 압력측정장치, 압축시험기, 액면계, 액면자동조절기계기구, 액체비중계, 액체수준센서, 액체자동조절
기계기구, 앨리데이드(Alidades), 약량계(藥量計), 양장점용 자, 에그타이머(egg timers), 연성시험기, 연
추선, 연추선의 추, 열량계, 열량자동조절기계기구, 염분계, 오염감지기, 오일수준센서, 온도센서, 온도
조절장치, 온도지시기, 우량계, 우편요금미터, 유도단위계량기기, 유량계, 유리눈금식 저울, 유즙비중계,
육분의, 인공기상장치, 인장시험기, 일조계, 자기콤파스, 자동고도계, 자동액체수위제어기계기구, 자동액
체유동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합성제어기계기구, 자동연소조절기계기구, 자동온도조절기, 자동조절기기,
자오의, 자이로미터, 자이로자기콤파스, 자이로콤파스, 자전거 속도계, 재료시험용 기구 및 기계, 재료
실험기기, 저울, 저울추, 전기식 측정장치, 전선의 직경측정장치, 전자기계식 진동계, 전지용 산(酸)정량
계, 점도계(粘度計), 정밀 경위의(經緯儀), 정밀저울, 정밀측정기기, 정밀측정장치, 조도계(照度計), 좌표
측정계, 주차미터기, 지그(Jigs), 지뢰매설물탐지기, 지중온도계, 지진계, 진공자동조절기계기구, 진공측
정기, 진동계, 천정의(天頂儀), 천체의, 천체측정기계기구, 축상간격 시험기, 충격시험기, 충전량 감지
기, 측량기구, 측량기구용 삼각대, 측량기기, 측량용 기계기구, 측량용 나침반, 측량용 수준기, 측량용
유리기구, 측량용 자기콤파스, 측량용 줄, 측량용 타깃, 측량용 표척, 측력계, 측연(測鉛), 측연선(測鉛
線), 측정기구, 측정용 숟가락, 측정용 자, 측정용 테이프, 측정의, 측정장치, 측한[측봉], 치마단용 표
지, 캘리퍼스, 콘크리트시험기, 콤파스, 타이머, 타이어 압력 측정기, 타코미터(Tachometers), 택시미터
(Taximeters), 투명도측정기, 트란싯, 파생단위측정기계기구, 팔분의, 편광계, 편지저울, 평면도측정기계
기구, 평판{측량기구}, 평형장치, 표면거칠기측정기, 표척{측량기구}, 풍속계, 풍향계, 프로그램조절기계
기구, 플라스틱시험기, 피부두께측정기, 피혁두께측정기구, 한란계, 항해기기, 항해용 콤파스, 회전계,
회전수계수기, 회전의(回轉儀), 극장용 안경, 금속제 및 합성물질제 안경테, 단안경용 테, 독서용 안경,
미장착된 안경테, 방진안경, 방현(防眩)안경, 보안용 챙, 보정용 안경, 보통안경, 보호안경, 보호용 접안
경, 선글라스, 선글라스용 렌즈,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노우 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
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알, 안경용 줄, 안경용 측면보호대, 안
경용 코드,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안경테 및 선글라스테, 안경테 및 코안경테, 안경홀더, 어린이용 안
경, 얼음안경, 오페라 글라스, 외알안경, 잠수용 고글, 차광안경, 코안경, 코안경용 줄, 코안경줄, 코안
경집, 코안경테,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콘택트렌즈용 용기, 편광안경, 필드용 안경, 가산기(加
算器), 계산기 작동식 기계장치, 계산기구, 계산용 원반, 금전등록기, 동전계수 및 선별기계, 사무용 펀
치카드기계, 사진복사기, 송장(送狀)작성기계, 수동계산기, 시간기록기계, 시간기록장치, 우표첨부확인장
치, 위조동전검출기, 자동금전등록기, 자동현금인출기[ATM], 작업기록기, 전기계산기, 청사진장치, 총
액계산기, 크레디트카드기계, 크로노그래프[시간기록장치], 타임레코더,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및 날
짜스탬프, 표수(票數)계산기, 현금교환기, 현금자동분류집계기, 화폐계수 및 선별기계, 화폐계수기, 회계
기,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자동판매기{전자응용식은 제외}, 전기자동판매기
{전자응용판매기는 제외}, 티켓자동판매기, 가솔린스테이션용 장치,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유류주입
기, 주유기기, 주유소용 가솔린펌프,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소용 장치, 개인용 사고대비장구, 구
명망(求命網), 구명벨트, 구명부표, 구명용 슈트, 구명장치, 구명재킷, 날개꼴 부낭, 방탄조끼, 사고대비
용 보호망, 수영벨트, 수영용 또는 목욕용 부낭, 수영재킷, 안전망, 안전방수포, 안전벨트, 응급처치 교
육용 마네킹, 자동발신기, 작업용 무릎보호대, 조난신호기, 산불진화용 안전기구, 소방용 석면제 방호
물, 소화기, 소화기기, 소화용(消火用) 두들기는 기구, 소화용(消火用) 모포, 소화용(消火用) 스프링클러
장치, 소화전(消火栓), 소화탄, 소화호스용 노즐, 자동소화장치, 자동차용 소화기, 화재 피난장치, 가스
누출경보기, 경보기, 경보기기, 경보용 벨, 도난경보기, 도난경보기{차량용은 제외}, 도난방지용 경보장
치, 불꽃감지기, 사이렌, 연기감지기, 연기탐지기, 열감지기, 음향경보기, 인화성 가스 검출용 경보기,
전기 및 전자식 도난경보기, 전기식 경보벨, 전기식 도난방지장치, 화재경보기, 경적, 교통사고방지용
착용반사판, 교통신호등, 기계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표지, 반사판, 발광식 교통신호기, 발광식 또는 기
계식 교통신호기, 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신호판, 발광식 또는 기계식 도로표지, 발광식 또는 기계식
신호기, 발광식 또는 기계식 안전신호판, 발광식 또는 기계식 안전표시판, 발광식 또는 기계식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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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식 표지, 발광식 항로표지, 부저, 비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섬광식 신호, 식별용 부표{발광식},
신호용 랜턴, 신호용 벨, 신호용 부표{발광식}, 신호용 회전등, 점멸신호등, 차량고장경고용 램프, 차량
고장경고용 발광식 삼각표지, 차량고장경고용 삼각표지, 철도용 신호기, 해상용 신호장치{발광식 또는
기계식}, 수영용 귀마개, 수영용 안면마스크,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탱크,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
수용 산소통, 잠수용 호흡장치, 잠수용장치, 호흡장치{인공호흡용은 제외}, 자동식 회전막대 출입구, 전
기식 문 개폐장치, 전기식 문닫힘장치, 전기식 문열림장치, 주차장용 동전작동식 게이트, 리프트조작장
치, 엘리베이터조작장치, 구명뗏목, 구명보트, 소방정, 과학용 인공위성, 인공위성, 소방자동차, 소방차,
자동차용 여송연라이터, 아크용접기, 전기아크 절단장치, 전기아크식 용접인두,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
용접장치, 가축사육용 전기 울타리, 검란기(檢卵器), 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씰 장치, 가감저항기, 감쇠
기, 계전기, 계전기 및 변압기, 고주파 교환 전원공급장치, 단권(單捲) 변압기, 단로기, 동력제어기, 리
액터, 무대조명조절용장치, 배선함, 배전기기, 배전반, 배전제어판, 배전판, 배전함, 벨용 푸쉬버튼, 분
기함, 분배변압기, 불꽃방지구, 셀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전자기적스위치], 수송기계기구용 전압조정
기, 원형 플러그 커넥터, 유도자, 유도전압조정기, 자동배전기, 자동배전반, 자동타임스위치, 전기 리듀
서, 전기단자, 전기배전용 블록, 전기배전함, 전기변압기, 전기변압기기, 전기스위치, 전기식 조광기(調
光器), 전기식 조절장치, 전기용 인버터, 전기용 제어판, 전기자, 전기저항기, 전기전환기, 전기접속구,
전기접점, 전기제어기기, 전기제어장치, 전기제어판, 전기조명기구용 형광등 안정기, 전기커넥터, 전기
커패시터[축전기], 전기컨넥터, 전기통신기구용 퓨즈, 전기퓨즈, 전류변환기, 전류스위치, 전류제어기,
전류제한기, 전선용 스플라이스, 전선용 접속구, 전선용 접속기, 전선용 커넥터, 전압급승압 방지기, 전
압모니터용 모듈, 전압안정 전원공급장치, 전압안정장치, 전압조정기, 전원스위치, 전지충전기, 점멸기
(點滅器), 정류기, 정류기 모듈, 정류용 전기장치, 정류자, 제어판, 조도조절장치, 조명기구안정기, 조상
기, 증폭용 전기변압기, 차단기, 차동스위치, 축전기[콘덴서], 축전지충전기, 충전장치, 퓨즈, 퓨즈선,
플러그 커넥터, 피뢰기, 피뢰침, 피뢰침[봉], 합금제 퓨즈선, 혼선방지장치, 회로차단기, 회전변류기, 네
온사인, 스포트라이트설치용 대전(帶電)레일, 갤바니전지, 건전지, 고압전지, 광전지, 니켈 카드뮴 축전
지, 수송기계기구용 축전지, 습전지, 양극전지, 연료전지, 이동전화기용 전지, 전지, 전지용 그리드, 전
지케이스, 점등용 전지, 점화용 전지, 축전지, 축전지상자, 축전지용 극판, 축전지조, 태양전지, 회중전
등용 전지, 검류계, 공중선측정기, 광주파수 계측장치, 발진기, 오실로그래프, 용량측정기, 위상계, 자기
측정기, 자기측정기기, 저항계, 저항측정기, 적산전력계, 전기손실지시계, 전기용 지시계, 전기자기측정
용 검출기, 전기측정기기, 전력계, 전류계, 전압계, 전파측정기, 전파측정기기, 주파수계, 진공관특성측
정기, 회로계, 고전력 빔 전송용 도파관, 고전류용 안테나케이블, 광섬유, 광섬유 접속슬리브, 광섬유
케이블, 광신호 전송용 케이블, 광전도필라멘트, 광케이블, 나선(裸線), 동력케이블, 라디오중계용 케이
블, 미네랄 절연 전기케이블, 비선형 광섬유, 송전선용 재료, 와인딩 와이어 (감는 전선), 유선텔레비전
송수신용 케이블, 음향 및 영상 전송용 전선 및 섬유, 자기선, 자기식 전화선, 자동차시동장치용 케이
블, 저항선, 전기도관, 전기도체, 전기동축케이블, 전기신호 또는 광신호 전송용 케이블, 전기신호 및
광신호 전송장치용 케이블, 전기케이블, 전기케이블용 덕트, 전기케이블용 시스, 전기케이블용 접속슬리
브, 전선, 전선 및 케이블, 전선관, 전선식별용 섬조(纖條), 전선용 시스, 전신선, 전자용 케이블, 전화
선, 절연동선, 점프스타트용 케이블, 접속용 슬리브, 접속용 전기케이블, 접속케이블, 접속함(接續函),
종단함, 통신케이블, 플러그인 커넥터, 피복전선, 필터 일체형 전기동축케이블, 확장케이블,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전기 버저,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전기다리미, 전기모기채취기, 전기식 도어벨, 전기식 헤어
컬기,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전기인두, 전열식 양말, CD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공
(空)비디오테이프, 공(空)오디오테이프, 구술(口述)녹음기, 녹음기, 녹음기 또는 VTR 헤드청소용 테이프,
녹음기계기구, 녹음디스크, 녹음매체, 녹음재생기구, 녹음테이프, 단거리용 라디오, 동전작동식 자동음
악연주장치, 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드플레이어, 라디오, 라디오 혼선차단용 필터, 라디오수신기,
레코드덱, 레코드원반, 레코드청소장치, 레코드플레이어, 멀티플라이어, 메가폰, 무선라디오통신장치, 비
디오디스크 플레이어, 비디오레코더, 비디오카세트, 비디오카세트레코더, 비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레
코더, 사운드믹서기, 수송기계기구용 라디오, 스테레오,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오디오 및 비디오용
미처리 콤팩트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용 콤팩트디스크, 오디오비디오수신기, 오디오테이프 레코더, 위
성수신기, 음성 기록 및 재생용 장치, 음악용 주크박스, 음향 또는 영상의 전송/재생용 장치, 음향 및
비디오의 기록 및 재생기구, 음향 및 신호재생용 라디오수신기 및 모니터,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
생용 장치, 음향 증폭기, 음향/영상매체용 기록 및 재생장치, 음향녹음장치, 음향도관, 음향송신장치, 음
향재생장치, 음향커플러, 자기식 테이프레코더, 자동차용 방송튜너, 자동차용 텔레비전, 전기음향 트랜
스듀서, 전기음향영상기기, 전기축음기, 증폭용 확성기, 진동판, 진폭제한기, 차량용 비디오레코더, 차량
용 카세트플레이어, 천 재질의 라디오장치용 음향필터, 축음기, 카세트레코더, 카세트플레이어, 콤팩트
디스크플레이어[CDP], 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테이프레코더용 공(空)자기테이프, 텔레비전
모니터, 텔레비전 수신기, 텔레비전 위성방송수신기, 텔레비전용 디코더, 텔리비전장치, 토킹머신, 통합
증폭기가 내장된 사운드 믹서기, 파워증폭기, 헤드폰, 확성기, 확성기계기구, 확성기용 나팔, 확성기캐
비넷, 확성시스템(PA시스템), 휴대용 라디오, 검파기, 검파기용 인터페이스, 고속전기모터용 전자식 주
파수변환기, 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구, 고정국단일통신기계기구, 고정국용 단일채널 무선통신기기, 고주
파장치, 공업용 원격제어전기설비, 공중전화기, 나선반송기계기구, 녹음디스크청소장치, 다이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용 중계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안테나, 라디오송신기, 라디오프로그램 및 라디오중
계메시지 송신장치, 레이더기계기구,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 마이크로폰, 모뎀, 무선안테나용 지주(支
柱), 무선전신기,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용 단말기, 무선통신용 안테나, 반송중계기계기구, 방송용 비디
오카메라, 방연광 광석 검파기, 방향탐지기, 배전반표시등, 변성기(變成器), 보안기, 비디오 멀티플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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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송화기), 비디오 송신장치, 비디오폰, 비상신호 송신기, 사진전송기, 상호통신장치, 선박용 통신기
계기구, 수동교환기, 수동전신기, 수송기계기구용 항법장치, 수화기용 소독기, 신호의 원격제어용 전기
역학장치, 안테나, 안테나 필터, 액추에이터용 주파수 변환기, 어댑터, 영상음향(AV)수신기, 워키토키,
원격전기점화장치, 원격제어장치,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원격파괴장치, 위성안테나, 위성이용항법장치,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음향전송기구용 개인용 헤드폰, 음향정보의 무선전송장치, 이동전화기, 이동전화
기용 케이스, 이동전화기용 키보드, 이동전화기용 핸즈프리장치, 이어폰, 인공위성 통신용 위성접시, 인
공위성항행위치 및 지구위치결정장치, 인쇄전신기, 인터콤, 인터폰, 자기테이프 클리너, 자기헤드 클리
너, 자동교환기, 자동응답기, 자동전신기, 자동전화교환기, 자동차용 안테나, 전기어댑터, 전기코일, 전
기코일용 홀더, 전기통신기기, 전기통신용 송신기, 전기통신용 송신장치, 전력선반송기계기구, 전신장
치, 전자기코일, 전화기, 전화기용 커넥터, 전화기용 케이스, 전화기용 핸즈프리키트, 전화기용 헤드셋,
전화녹음기, 전화단말기, 전화송화기, 전화수화기, 전화자동응답기, 전화자동응답장치, 전화장치, 전환
기, 주파수 변환기, 중계교환기, 증폭기(앰프), 증폭기가 장착된 레이더수신기, 차량용 안테나,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철도전철기(轉轍器)의 원격제어용 전기역학장치, 초킹코일, 케이블반송기계기구, 텔레비
전 송신기, 텔레비전용 프롬프터, 텔레타이프라이터, 텔레프린터, 통신기구용 전기레지스터, 통신기구용
전기커패시터, 통신용 교환기, 통신용 송신기, 통신용 송신장치, 통신장치용 마이크로폰, 통화관, 팩시
밀리, 팩시밀리 송수신장치, 팩시밀리 통신장치, 팩시밀리시스템 장착용 이동전화기, 페이저, 포물선형
안테나, 픽업, 항공기용 통신기계기구, 항공용 라디오통신기기, 항법기구, 해상경비용 레이더, 호출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휴대폰, CD-ROM, IC카드, LCD 대형스크린 표시장치, LCD(액정
표시장치)패널, PDA, TV세트용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
웨어, 가이거계산기, 감열식 프린터, 개인용 컴퓨터, 공업용 방사선장치, 공업용 방사선투시스크린, 광
디스크, 광디스크 판독기, 광디스크드라이브, 광스캐너, 광자기펜, 광전관(光電管), 광학데이터매체, 광
학문자 인식용 소프트웨어, 광학식 문자판독장치[OCR], 광학식 판독기, 기록된 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노트북컴퓨터, 다기능 키보드, 데이터처리장치, 데이터처리장치용 프린트회로 형태의 인터페
이스카드, 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 디스크메모리, 디지털 디스크 드라이브,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디지털 입출력 스캐너, 디지털 컬러복사기, 디지털 컬러프린터, 라디오용 열전자관, 랩탑컴퓨터,
레이저측정장치, 레이저프린터, 마더보드[메인보드], 마우스, 마우스 패드, 마이크로칩카드, 마이크로컴
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확장모듈, 메모리판, 무선콘텐츠 전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바코드스캐너, 바코드판독기, 발광식 전자포인터, 발광식 포인터, 방사선 치료분야의
선량측정용 소프트웨어, 브라운관, 비디오 모니터,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의료용 X-선관, 비의료용 X선발생장치 및 시설, 비의료용 X-선방호장치, 비의료용 X-선사진, 비의료용 X-선장치, 비의료용 레이
저, 비조명용 방전관, 비조명용 전기식 방전관, 비행시뮬레이터, 사이클로트론, 상품용 전자꼬리표, 수
송기계기구조종 및 제어용 시뮬레이터, 수중청음기계기구, 스캐너, 신용조회용 소프트웨어, 암호화용 컴
퓨터소프트웨어, 열전자램프 및 열전자관, 영상/그래픽/텍스트 처리용 소프트웨어, 영상/음향/비디오용
컴퓨터프로그램, 오디오장치의 음질제어 및 향상용 소프트웨어, 외부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사용적합한
게임장치, 외부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사용적합한 오락장치,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 워드
프로세스장치, 워크스테이션,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음파탐지기, 음향측심기, 음향탐지기구, 이동전화
기 사진전송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이미지 처리용 전자카드, 인코
드된 신원확인용 자석팔찌, 잉크젯 프린터, 자기(磁氣)기록매체, 자기(磁氣)데이터매체, 자기디스크, 자
기디스크용 실드케이스(차단케이스), 자기식 물체탐지기, 자기식(磁氣式) 인코더, 자기탐광기, 자기탐지
기, 자기테이프, 자기테이프용 자기제거장치, 자동서비스단말기 제어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자동차 운전
연습용 시뮬레이터, 자동표면제어식 스캐너, 전광게시판, 전기식 모니터장치, 전열블랭킷, 전자 트랜지
스터, 전자거래용 보안단말기, 전자게시판, 전자관, 전자금전등록기용 컴퓨터프로그램, 전자다이어리용
케이스, 전자도난방지기, 전자메모리, 전자메일 보안용 소프트웨어, 전자복사기, 전자수첩, 전자식 경고
벨, 전자식 문닫힘 시스템, 전자식 조립카드, 전자식 코드화장치, 전자식 표시판, 전자신호송신기, 전자
응용자동문개폐장치, 전자자동판매기, 전자지불단말기, 전자총, 전자카드리더기, 전자컴퓨터, 전자타이
머, 전자타자기, 전자펜, 전자표시판, 전자현미경, 전자회로학습기, 접속허용 또는 진입제어용 컴퓨터프
로그램, 정류관(整流管), 정전식 복사기, 중앙경보장치, 중앙처리장치[프로세서], 증폭용 전자관, 지진탐
광기계기구, 진공관, 집광발전검용기, 집적회로가 내장된 카드, 초음파살충기, 초음파응용측심기, 초음
파응용탐상기, 초음파응용탐지기, 칩카드, 칩카드 리더기, 카드판독장치, 커플러, 컬러프린터, 컴퓨터,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기억장치, 컴퓨터모니터, 컴퓨터모니터용 프로그램,
컴퓨터용 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용 손목 지지대, 컴퓨터용 인터페이스, 컴퓨터용 자기테이프장치, 컴퓨
터용 주크박스, 컴퓨터용 프린터,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주변기기, 컴퓨터키보드, 케
이블점검패널, 코드화된 자기카드, 크레디트카드용 카드리더기, 키보드, 탁상용 전자계산기, 태양광자동
추적센서, 터치패널, 터치패드, 통신용 컴퓨터, 트랙볼, 트랙볼 입력장치, 판독기(터이터 처리장비), 판
매시점관리(POS)용 단말기, 팩시밀리 프로그래밍용 컴퓨터소프트웨어, 폐쇄회로, 포켓용(휴대용) 컴퓨
터, 프로세서, 플로터, 플로피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필기용 휴대 컴퓨터, 항공기 제어장치 관
리용 컴퓨터, 항공기용 비행시뮬레이터, 홀로그램, 휴대용 스캐너, 휴대용 전자계산기, 휴대용 전자계산
기용 케이스, 휴대용 전자번역기, 다이오드, 대규모 집적회로(LSI), 레이저 다이오드, 반도체, 반도체메
모리, 반도체메모리장치, 반도체소자, 반도체웨이퍼, 반도체전원소자, 발광다이오드, 웨이퍼, 인쇄회로기
판용 시험기구, 전기다이오드, 전자반도체, 전자집적회로, 전자회로기판, 전자회로용 커넥터, 집적회로,
집적회로가 내장된 회로기판, 집적회로모듈, 초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칩[집적회로], 탄화규소 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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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터미스터, 트랜지스터, 포토다이오드, 프린트회로(回路), 회로기판, 다중콘센트용 소켓블럭, 대음극
(對陰極), 소거용 자석, 소켓/플러그 및 기타 접점(전기 코넥터), 소켓{전구소켓은 제외}, 안전용 콘택트
플러그, 양극, 용접용 전극, 음극, 음극용 부식방지장치, 자석, 자석심, 장식용 자석, 전극, 전기 콘센트
덮개, 전기소켓, 전기플러그, 전자석, 집전극, 플러그, 플러그 어댑터, 플러그/소켓 및 기타 접점(전기
코넥터), 휴대용 소켓, 흑연전극, 개호출용 호각,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 레귤레이터,
부대(浮袋), 수영용 노즈클립, 신호용 호각, 에르고미터(ergometer), 공업용 X-선 방호장갑, 귀마개{산
업용}, 방음용 귀마개{의료용은 제외}, 방호용 귀마개, 방호용 장갑, 사고방지용 석면장갑, 사고방지용
장갑, 잠수용 장갑, 보호헬멧, 스포츠용 보호 헬멧, 스포츠용 헬멧, 승마헬멧, 오토바이용 헬멧, 오토바
이운전자용 헬멧, 용접용 헬멧, 용접작업용 헬멧, 헬멧, 가스마스크, 공기여과용 마스크, 방독마스크, 방
독면, 방진고글 및 방진마스크, 방진마스크, 방호용 마스크, 보호마스크, 보호헬멧용 페이스실드(안면보
호대), 안면보호용 실드(shields), 용접마스크, 작업용 안면보호기구, 치아보호구, 호흡마스크용 여과기,
방호용 피복, 방화용 비행복, 방화용 석면피복, 방화피복, 비행용 보호복, 사고/방사선조사(照射)/화재대
비용 피복, 살균처리된 실험실 복, 잠수복,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레코드판, 레코드플레이어용 바
늘, 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교환장치, 레코드플레이어용 속도조절기, 레코드플레이어용 톤암(Tone arm
s), 메트로놈(Metronomes), 수동축음기, 음반,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 음
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
프트웨어는 제외}, 자기식 ID카드, 자기식 열쇠카드, 자기식 전철표, 자기식 전화카드, 자기식 카드, 자
기식 크레디트카드, 자기식(磁氣式) 신분카드, 노광(露光)된 X-선필름, 노광(露光)된 슬라이드필름, 노광
(露光)된 영화필름, 노광(露光)된 필름, 만화영화, 슬라이드필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
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가축용 출산장치, 각막계, 갈고랑이, 거세기구, 거세용 집게, 건강대, 검안경,
검안용기계기구, 검영기, 결석기구, 겸자(鉗子), 경기(鏡器), 경피기관절개술용 의료기구, 고정 및 신축
의료용 내시경, 고정 전기요법장치, 고주파전자기요법장치, 골간마개, 골막기자(起子), 골반계측기(骨盤
計測器), 골수내 정, 골접합기계기구, 구강용 관, 구급차용 들것, 기자(起子), 나팔형 보청기, 난관처치
기, 난청치료장치, 내시경 검사용 카메라, 내시경장치, 뇌수종치료용 밸브, 뇌파기록기, 도뇨관, 동공간
측정계, 동물용 환약삽입기, 두개압측적용 장치, 들 것, 란셋(Lancets), 리포지셔닝용 겸자(鉗子), 마취
용 흡입기, 마취장치, 맥박 측정장치, 면역친화력색층분석기, 멸균기구, 모세배액관, 모세시약관, 목발,
물리요법장치, 미숙아용 인큐베이터, 미용마사지장치, 바퀴달린 들것, 박리자(剝離子), 방사선치료 분야
의 선량측정용 의료장치, 방사선치료장치, 방사성물질이용치료기계기구, 방혈침, 백금소작기, 보철기구,
보청기, 보행보조기, 복대, 복부코르셋, 복부패드, 본스크레이퍼, 봉합기구, 봉합바늘, 부항기, 분만용
매트, 비뇨기과용기기, 비상용 골반용 겸자(鉗子), 뼈/연골/인대/힘줄용 대용물, 뼈견인기, 뼈세팅용 기
계기구, 뼈용 겸자(鉗子), 뼈이식물, 뼈이식용 인조뼈 부품, 산부인과용 장치, 산부인과용 확장기, 산소
흡입기, 상완골용 팔꿈치보호구, 샘플용 모세관, 생물학조직의 세포간 온열요법용 의료기구, 설압자(舌
壓子), 세정기구, 소독기구, 소생장치(蘇生裝置), 소식자(消息子)[부지(Bougies)], 수술대, 수술용 조명기
구, 수술용 현미경, 수술후용 압박의복, 수은등치료기, 수의과용 기기, 수의과용 산과기계기구, 수의과
용 수술기계기구, 수혈기구, 스텐트, 신발용 활형지지구, 심장박동조절장치, 심장박동측정기구, 심전계,
아말감 캐리어, 안마기, 안압측정기, 약제 신체삽입용 의료장치, 약제 흡입촉진용 의료장치, 약제용 주
사기, 여성생식기검사용 의료기구, 예시(銳匙), 온구치료기, 온풍치료장치, 외과 및 의사용 기구케이스,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외과용 가위, 외과용 거울, 외과용 견인기, 외과용 기기, 외과용 둔시, 외과
용 메스, 외과용 및 의료용 레이저, 외과용 및 치과용 드릴링지그, 외과용 백금소작기, 외과용 부목, 외
과용 뼈대용품, 외과용 소식자(消息子), 외과용 압박기, 외과용 인조피부, 외과용 전기메스, 외과용 절단
기, 외과용 칼, 외과용 칼붙이, 외과용 클립, 외과용 톱, 외과용 플라이어, 외과처치용 겸자(鉗子), 요도
주입기, 요도탐침, 용기에 담긴 마취제용 캐뉼래(Cannulae), 위내시경, 응급처치용 온열팩, 의료기계기
구, 의료기구전용케이스, 의료기기, 의료용 X-선관, 의료용 X-선발생장치 및 설비, 의료용 X-선방호장
치, 의료용 X-선사진, 의료용 X-선장치, 의료용 가이드와이어(guidewires), 의료용 견인기구, 의료용 관
장기(灌腸器), 의료용 구속복, 의료용 기계대, 의료용 기계테이블, 의료용 나사접속구, 의료용 들 것, 의
료용 라듐관, 의료용 램프, 의료용 레이저, 의료용 마사지기, 의료용 물침대, 의료용 및 치과용 팔걸이
의자, 의료용 바늘, 의료용 방사선장치, 의료용 방사선투사스크린, 의료용 배액관, 의료용 벨트, 의료용
보청기 및 그 부품, 의료용 복대, 의료용 부목, 의료용 분무기, 의료용 분석장치, 의료용 석영수은램프,
의료용 세동방지기, 의료용 세면기, 의료용 세척기,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 의료용 신발, 의료용 신체
훈련장치, 의료용 에어로졸분무기, 의료용 에어매트, 의료용 열풍진동기, 의료용 온도계, 의료용 원격계
측기, 의료용 유체조절클립, 의료용 인조모발, 의료용 인큐베이터, 의료용 자외선램프, 의료용 자외선필
터, 의료용 전극, 의료용 전기벨트, 의료용 절단기, 의료용 절삭기, 의료용 주사기, 의료용 주사침, 의료
용 지지구, 의료용 진단기구, 의료용 집게[의료용 핀셋], 의료용 천공기, 의료용 칼, 의료용 코르셋, 의
료용 탐침, 의료용 테스트장치, 의료용 펌프, 의료용 폐활량계, 의료용 피부두께측정기, 의료용 핀셋,
의료용 훈증소독장치, 의료용 흡입기, 의료전용비품, 의료전용침대, 의수족 신체고정용 보철용 소켓, 의
수족(義手足), 의안(義眼), 의치 및 보호컵, 의치 및 캡, 의치(義齒), 의치세트, 의치용 핀, 이동모니터링
스캐너, 이식용 렌즈, 이식용 인조뼈, 이식용 피하밸브, 인공관절, 인공기흉기(人工氣胸器), 인공삽입물,
인공수정체용 생체측정기, 인공신장, 인공호흡장치, 인조가슴, 인조모발, 인조연골, 인조인대, 인조턱,
일회용 주사기, 임산부용 벨트, 임상용 온도계, 임상용 트레드밀, 임상진단장치, 자궁주입기, 자기요법
용 장치, 자동백신접종기구, 자외선등치료기, 자율신경계반응 관련 의료용 기계기구, 저주파 전기요법장
치, 적외선등치료기, 전기골수술기, 전기메스, 전기소작기, 전기식 보청기, 전기식 침기구, 전기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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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형외과용 발밑창, 정형외과용 벨트, 정형외과용 신발, 제철기계기구, 조제대, 조제용 기계기구, 조
직절단용 의료기구, 주사침, 주사통, 주입주사기, 중심골수용 정, 지압요법용 장치, 지혈기, 진동안마장
치, 진료대, 질주입기, 척소용 기구, 척추분리증용 갈고랑이, 천삭기구, 첨족교정기, 청각보호구, 청각장
애자용 보청기, 청력검사용 기구, 청진기, 체강(體腔)세척용 솔, 체강(體腔)세척용기구, 체벽/내장/혈관
용 인공보철 조직, 체지방모니터, 초단파치료기계기구, 초음파치료기계기구, 추골교정기, 충전용 기구,
충치탐지기, 취입기(吹入器), 치과기술용 겸자(鉗子), 치과용 거울, 치과용 기초지지구, 치과용 및 의료
용 X-선장치, 치과용 버(Burs), 치과용 브로치, 치과용 유니트, 치과용 의자, 치과용 장치, 치과용 전기
식 장치, 치과용 절단 및 연마용 디스크, 치과용 절단 및 연마용 휠, 치과용 중합장치, 치과용 치료대,
치과용 클렌저, 치과용 팔걸이의자, 치료용 욕기계기구, 치석제거기, 치아교정기계기구, 치열교정장치,
치은낭탐침기, 침기구, 침대식 마사지기, 침바늘, 침없는 주사기, 카데타, 캐뉼래(Cannulae), 타진기구,
탄소등치료기, 탈장대, 탈항치밴드, 텅스크레이퍼(Tongue scrapers), 투관침, 티눈용 칼, 편평족지지구,
피부성형기구, 피하주사기, 하복부용 벨트, 해부대, 핵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 혀긁는 기구, 혈구계산기,
혈당측정용 장치, 혈압계, 혈액 및 혈액성분용 필터, 혈액검사기, 혈액분석용 기구, 혈액샘플 추출용 장
치, 혈액용 모세관, 혈액추출용 장치, 환자용 들 것, 환자용 목발팁, 환자용 호이스트, 환자운반용 들것,
휴대용 산소공급기, 흉강경, 흡입기, 비화학성 피임용구, 콘돔, 페서리(Pessaries), 피임용 색(Sack), 피
임용구, 간호용 기구, 관절용 붕대, 귀이개, 멜빵 붕대, 모유짜는 펌프, 병상시트, 복싱용 붕대, 봉합사,
봉합재료, 불면환자용 최면베개, 삼각건(三角巾), 소변수집백, 소변주머니용 어댑터, 소변주머니용 탭,
수면용 귀마개, 수술용 봉합사, 수유용 병, 실금용 시트, 얼음베개, 외과용 멸균천, 외과용 무균시트, 외
과용 봉합사, 외과용 스펀지, 외과용 실,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외과용 장선(腸線), 외과용 탄성스타킹,
유아노리개용 고무 젖꼭지, 유아용 고무젖꼭지, 유아용 모조젖꼭지, 의료쓰레기용 용기, 의료용 공기베
개, 의료용 공기쿠션, 의료용 귀마개, 의료용 급식컵, 의료용 면봉, 의료용 물주머니, 의료용 봉합재료,
의료용 소변기, 의료용 스포이드, 의료용 압축스타킹 및 타이츠, 의료용 얼음주머니, 의료용 요강, 의료
용 전기담요,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의료용 전기온열패드,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의료용 점적병, 의료
용 정수계용병, 의료용 쿠션, 의료용 타구(唾具), 의료용 탄성스타킹, 이유용구, 인공고막용 재료, 일회
용 젖꼭지, 장선(腸線), 정맥류용 스타킹, 정형외과용 깁스, 정형외과용 무릎붕대, 정형외과용 주형, 젖
병, 젖병용 마개, 젖병용 젖꼭지, 지지용 붕대, 탄성붕대,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환자욕창예방용 패
드, 환자욕창예방용 패드[주머니], 환자용 변기, 환자용 좌욕 및 변기 겸용 의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수술복, 마사지용 말털장갑, 마사지용 장갑, 의료용 장갑, 마취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치과용 오븐[덴탈오븐(dental oven)], 일회용 살균봉투, 가스그릴, 가정용 비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식기소독기, 가정용 정수기, 로스터용 꼬치, 바비큐용구, 요리용 링, 요리용 번
철 장치, 요리용 석쇠장치, 음료수 여과필터, 토스터{비전기식}, 회전식 고기굽는기구, 가정용 얼음냉장
고{전기식은 제외}, 가정용 얼음통{휴대용은 제외},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얼음냉장고, 가스레인
지, 가스레인지 가방, 가스버너, 가스버너용 선반받이, 가스콕, 가정용 가스오븐, 가정용 석유풍로, 가정
용 제빵용 오븐, 공업용 조리오븐, 과일로스터, 내화점토제 오븐부속품, 로스터, 로스터회전기, 맥아용
로스터, 바비큐 그릴용 용암석, 백열버너,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빵굽는 기계, 산수소(酸水素)버너, 산
업용 전자레인지, 살균용 버너, 석유버너, 석유풍로, 아교가열장치, 아세틸렌버너, 알콜버너, 열풍식 오
븐, 오븐, 오븐용 구조판, 오븐용 금속제 구조물, 오븐용 성형부속품, 오일버너, 접시데우는 기구, 제빵
용 오븐, 주방용 오븐레인지, 캠핑용 버너, 커피로스터, 토제풍로, 풍로, 훈육기, 휘발유버너, 가스대,
싱크대, 조리대, 주방용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판, 발열팩, 탕파(湯婆), 휴대용 난로, 수족관용 여과장
치, 수족관용 히터, 대소변용 스퍼드, 변기, 변좌, 비데(bidet), 세척수 분사기 장착식 변기장치, 소변기,
수세식 변소용 소독제 디스펜서, 위생설비용 소변기,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가열다리미용 히터, 비
전기식 족온기, 사우나 욕조설비, 샤워기, 샤워스탠드, 샤워실, 샤워욕조, 샤워플랫폼, 세면기{위생설비
의 부품}, 세면대, 손샤워기, 열기욕조용 부속품, 온천욕용 욕조, 욕조, 욕조라이닝, 욕조배관고정구, 욕
조설비, 욕조용 부속품, 이발소용 세면대, 조립목욕실, 좌욕용 욕조,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일광욕 침
대, 가스난로, 가스스토브, 가정 실내난방용 가스스토브, 가정 실내난방용 석유스토브, 가정 실내난방용
석탄스토브, 가정용 난로, 공기재열기(再熱器), 난로, 난로{전기난로는 제외}, 난방용 댐퍼, 난방용 라디
에이터, 난방용 스토브, 난방팬(Warming pans), 라디에이터캡, 석유스토브, 석탄스토브, 스토브, 온기
로, 욕조용 히터, 전기식 가열필라멘트, 전기식 난방장치, 전기식 라디에이터, 중앙난방설비용 팽창탱
크, 중앙난방용 라디에이터, 화로,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가정용 가스온수기, 가정용 보일러, 가정용
전기식 방사히터, 고체/액체/기체연료용 난방장치, 공업용 온기난방기구, 공업용 온수난방기구, 공업용
증기난방기구, 난방보일러용 급수장치, 난방보일러용 송기관(送氣管), 난방보일러용 파이프, 난방설비,
난방설비용 보일러관, 난방용 발열체, 난방용 보일러,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난방장치, 물
가열기, 보일러{기계부품은 제외}, 비수송기계기구용 스토커(석탄 공급장치), 세탁실용 보일러, 순간온
수기, 열펌프, 온기난방기구, 온도자동조절장치용 밸브{난방설비의 부품}, 온수기, 온수난방기구, 온수
난방설비, 온풍장치, 전기보일러, 중앙난방 방열기용 가습기, 증기난방기구, 증기난방설비용 공기밸브,
증기발생설비, 증기보일러{기계부품은 제외}, 증기축압기, 축열기, 축열식 열교환기, 태양열온수기, 투
입히터, 가정용 레인지후드[배기후드], 굴뚝용 송풍기, 실험실용 환기후드, 주방용 환기후드, 환기[공기
조절]장치 및 설비, 환기후드, 환풍기, 환풍기용 팬, 환풍장치 및 설비, 가스등, 가스맨틀, 등불, 램프,
램프갓, 램프갓 지지구, 램프등피, 램프용 반사경, 램프용 버너, 램프용 유리기구, 비전기식 조명기기,
사기등잔, 용접용 램프, 유등(油燈), 초롱, 컬링램프, 호롱, 횃불, 수도꼭지용 좌금[와셔], 가정용 오수
정화조, 굴뚝연관, 급수설비, 급수전, 도수관설비, 배수설비, 분수장치, 삼조식 분뇨탱크, 석유공업용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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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관, 석유정제장치용 화염도관, 세류관개용 급수기, 수도관용 혼합 탭, 수도꼭지, 수세식 세정설비,
수세식 탱크, 압력수조(水槽), 위생설비용 도관, 위생설비용 수도관, 위생장치 및 설비, 음용 분수, 인분
처리설비장치, 장식용 분수, 태양열집열판, 파이프용 마개, 수세식 변소, 이동식 간이화장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실험실용 램프, 실험실용 버너, 이화학기구용 가열판, 이화학기구용 열판, 화학기계기구용 열
판,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라이트, 선박용 반사경, 선박용 방향표시등, 선박용 방향표시전구, 선박
용 방현(防眩)장치, 선박용 서리제거장치, 선박용 에어컨디셔너, 선박용 조명기기, 선박용 헤드라이트,
선박용 환기설비, 선박용 히터,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라이트, 항공기용 반사경, 항공기용 방
향표시등, 항공기용 방향표시전구, 항공기용 방현(防眩)장치, 항공기용 서리제거장치, 항공기용 에어컨
디셔너, 항공기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설비, 항공기용 헤드라이트, 항공기용 환기설비, 항공기용 히
터,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라이트, 철도차량용 반사경, 철도차량용 방향표시등, 철도차량
용 방현(防眩)장치, 철도차량용 보일러{엔진보일러는 제외}, 철도차량용 서리제거장치, 철도차량용 스토
커, 철도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철도차량용 헤드라이트, 철도차량용 환기설비, 철
도차량용 히터, 오토바이용 라이트,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라이트, 자동차용 반사경,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방향표시전구, 자동차용 방현(防眩)장치, 자동차용 서리제거장치, 자동차용 에어
컨디셔너,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헤드라이트, 자동차용 환기설비, 자동차용 히터, 자전거용 라이
트, 자전거용 램프, 자전거용 조명기기, 농업용 건조장치, 농업용 살수기(撒水機), 농업용 살수장치, 사
료건조장치, 가마, 가마용 부속품, 가정용 쓰레기 소각로, 건유로, 공업용 가스 발생로, 공업용 가열로,
공업용 균열로(均熱爐), 공업용 노(爐), 공업용 도가니, 공업용 석회가마, 공업용 쓰레기 소각로, 공업용
열풍로, 공업용 용융로, 공업용 전기로, 공업용 탄화로, 공업용 회전식 가마, 노(爐), 노(爐)용 불격자,
노(爐)용 성형부속품, 노(爐)용 재받이통, 도구야금로, 반사로, 비실험실용 노(爐), 소각로, 소결로, 소둔
로, 쓰레기 소각로, 용광로, 용광로용 투입장치, 용선로, 원자로, 이동식 금속가열로, 재운반용 자동설
비, 전기로, 전로, 코크스로, 태양로, 평로, 핵연료 및 핵반응감속재의 처리용 설비, 혼철로, 회전로, 담
배 로스터(roaster), 담배용 냉각장치, 가스관 조절 및 안전용 부속품, 가스기구조절 및 안전용 부속장
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물튀김방지용 탭노즐, 수도기구 또는 가스기구 및 수도관안전용 부속장
치, 수도기구 또는 가스기구 및 수도관조절용 부속장치, 수도기구 조절용 및 안전용 부속장치, 수도조절
용 장치,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가로등, 갱내안전등, 공기정화용 살균램프, 광부용
램프, 네온등, 랜턴, 발전등, 방전등용 기구, 백열전구, 백열전등기구, 비의료용 자외선램프, 살균등, 샹
들리에, 소형전구, 쇼케이스용 조명장치, 수상등, 수은등, 수족관용 전등, 스포트라이트, 아세틸렌 조명
기, 아크등, 아크등용 탄소, 안전램프, 야외용 램프, 영사기용 램프, 오버헤드램프, 잠수용 조명기구, 장
식등, 적외선전구, 전구, 전구용 필라멘트, 전기식 회중전등,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전등용 소켓, 조명용 랜턴, 조명용 마그네슘필라멘트, 조명용 발광관, 조명용 방전관, 조명용 산
광기(散光器), 조명용 전기식 방전관, 조명장치 및 설비, 조명전등, 집어등, 천정등, 축제장식용 장식등,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등, 탁상스탠드램프, 탐조등, 태양등, 투광등, 형광등, 형광등용 관, 회중전등, 가습
기(加濕器), 가습기(加濕器){가정용/전기식}, 가정용 전기냉동기, 가정용 전기냉방장치, 가정용 전기냉장
고, 가정용 전기담요{비의료용}, 가정용 전기식 냄비,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의류건
조장치,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식 주전자, 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 가정용 전기토스터,
가정용 전기풍로, 가정용 전기화로, 가정용 전자기 유도식 조리기, 가정용 제습기{전기식}, 개인용 전기
식 선풍기, 개인용 전기족온기, 냉장고, 모발건조기(頭髮乾燥機),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기방
석,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 선풍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세탁용 구리가마, 안면용 증기발생기,
요리용 전자렌지, 전기냉장고, 전기냉장쇼케이스, 전기레인지, 전기스토브, 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전기
식 세탁물건조기, 전기식 압력소스냄비,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와플굽는 틀, 전기식 요구르트제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전기식 우유병 가열기, 전기식 주전자, 전기식 커피기계, 전기식 커피여과기, 전기식
커피퍼컬레이터(Percolators), 전기식 프라이팬, 전기연탄가스배출기,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전기커피포
트, 전기쿠커, 전기탈수기, 전기토스터, 전기풍로, 전열식 카펫, 전자레인지, 침대보온기, 침대보온기{비
의료용/전기식}, 가스점화기, 가스점화기{흡연용은 제외},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 점화기{흡연용은 제
외}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치과용 플로스[덴탈플로스(dental floss)], 굵은빗살형 머리빗, 눈썹그리는
솔, 뒷머리용 빗, 머리솔, 면도용 솔, 면도용 솔받침대, 분갑, 분첩, 분통, 비누갑, 비누그릇, 비누디스
펜서, 비누접시, 비전기식 화장지우는 기구, 빗, 빗케이스, 손톱솔, 인체용 방취기구, 입술용 브러시, 향
수버너, 향수분무기, 화장도구 케이스, 화장용 솔, 화장용 스펀지, 화장용 퍼프, 화장용구, 화장품 콤팩
트,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진 것}, 비전기식 칫솔, 수동식 칫솔,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
출기구, 칫솔, 칫솔갑,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가정용 비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가정용 스펀
지, 가정용 연기흡입기, 광택용 가죽(걸레), 광택용 재료{조제/종이/광석은 제외}, 구두 광택용 천, 금속
제 청소용 패드, 깃총채, 램프유리닦는 솔, 막힌 배수관 청소용 플런저, 먼지닦는 천[걸레], 먼지털이,
몹걸레(Mops), 바닥닦기용 천, 비전기식 광택기구, 비전기식 청소용구, 빗자루, 빨래집게, 빨래통, 빨래
판,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세탁물건조대, 세탁물걸이, 세탁용 솔, 소스팬 닦는 금속제 솔,
수동식 청소용구, 수동식 카펫털개, 수세미, 쓰레기통, 쓰레기통[휴지통], 쓰레받이, 위생걸레, 유리닦
개, 접시닦는 솔, 청소용 강철울, 청소용 걸레, 청소용 면걸레, 청소용 사슴가죽, 청소용 삼부스러기, 청
소용 섀미가죽, 청소용 스크레버, 청소용 털걸레, 청소용 패드, 카펫청소기, 탱크 및 용기세척용 솔, 휴
지통, 감광유리{건축용은 제외}, 관구(管球)유리{건축용은 제외}, 도전(導電)유리, 미가공 판유리, 비건
축용 강화유리, 비건축용 모자이크유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광학유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렌즈유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자외선투과유리, 비

- 17 -

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적외선흡수유리, 비건축용 박판유리, 비건축용 반가공 석영유리, 비건축용
발광유리, 비건축용 방사선차단유리, 비건축용 보통판유리, 비건축용 색판유리, 비건축용 석영유리, 비
건축용 섬유유리, 비건축용 쌍층유리, 비건축용 유리관, 비건축용 유리구(球), 비건축용 유리기초제품,
비건축용 유리봉, 비건축용 장식유리, 비건축용 접착유리, 비건축용 착색유리, 비건축용 포말(泡沫)유리,
비건축용 합판유리, 비건축용 형판(型板)유리, 비절연용 유리솜{건축용은 제외}, 수송기계기구용 반가공
창문유리, 에나멜유리{건축용은 제외}, 이화학용 유리, 장식용 분말유리{건축용은 제외}, 착색유리제품
{건축용은 제외}, 가스밥솥, 내열도기냄비[유리냄비], 냄비{비전기식}, 냄비뚜껑, 냄비뚜껑꼭지, 도기제
소스냄비, 비전기식 가열냄비, 비전기식 냄비, 비전기식 밥솥, 비전기식 솥, 비전기식 압력솥, 비전기식
약탕기, 비전기식 요리용 솥 및 냄비, 비전기식 우유병 가열기,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찜통, 비전
기식 커피포트, 비전기식 프라이팬, 비전열식 가열남비, 소스팬, 수란냄비{비전기식}, 스튜냄비{비전기
식}, 시루, 아교 냄비, 요리용 남비세트{비전기식}, 요리용 냄비{비전기식}, 주전자, 주전자의 주둥이,
찜냄비{비전기식}, 찜통{비전기식}, 차달이는 기구, 찻주전자, 큰 냄비{비전기식}, 튀김용 비전기식 프
라이팬, 티 볼(tea ball), 팝콘냄비{비전기식}, 프라이팬{비전기식}, 고블렛(머그컵), 과일컵, 구절판, 달
걀컵, 대접, 도시락통[도시락 상자], 디저트를 담는 유리용기, 맥주용 머그컵, 머그컵, 받침접시, 버터접
시, 버터접시 및 치즈접시용 커버, 버터접시덮개, 보시기, 빵부스러기용 접시, 사발, 샐러드사발, 손잡이
뚜껑달린 큰 컵, 수프용 사발, 술잔세트, 식기, 식기받침, 식탁용 식기, 식탁접시, 얕은 사발, 오팔유리
잔, 유리사발, 유리접시, 유리제 과일용 사발, 유리컵, 음료용 뿔잔, 음주용 술잔, 일회용 접시, 전채(前
菜)용 접시, 접시, 접시커버,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컵, 종이제 접시, 종이컵, 차세트, 찬합, 채소용
접시, 치즈접시커버, 커피세트, 컵, 크리스탈유리제품, 테이블장식용 접시, 판지제 컵, 플라스틱제 컵,
휴대용 식기, 가정용 강판, 가정용 바구니, 가정용 비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비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
용 비전기식 믹서, 가정용 비전기식 혼합기, 가정용 빵바구니, 가정용 수동식 제분기, 가정용 식음료가
공기구{전기식은 제외}, 가정용 여과기, 가정용 유체열교환방식 식품냉각기, 가정용 쟁반, 가정용 종이
쟁반, 가정용 체, 각빙제조용 틀, 개수통, 과자장식용 자루, 교자상, 기름용 및 식초용 양념병받침, 김치
통, 깔때기, 냅킨 홀더, 냅킨링, 단지, 도마, 동이, 들통[양동이], 뚜껑에 구멍이 있는 소금통, 랩케이
스, 마늘압착기, 매뉴표홀더, 물수건받침대, 바가지, 바랑, 반죽자르개,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밥상, 밥
통, 병따개, 비전기식 교반기(攪拌器),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비전기식 커피여과기, 빙과 및 냉동음료제
조용 금속제 용기, 빵써는도마, 빵저장통, 석쇠받침, 설탕통, 셰이커(Shakers), 소금통, 소풍용 바구니,
솥솔, 수동식 국수기계, 수동식 칵테일셰이커, 수동식 커피분쇄기, 수동식 후추분쇄기, 스펀지홀더, 식
기커버, 식탁용 삼각대, 식탁용 스쿱(식탁용 큰 숫가락), 식탁용 칼꽂이대[식탁용 칼집], 식탁용 큰숟가
락, 식품용 단열용기, 식품저장용기, 쌀찜통, 양념병, 양념세트, 양동이, 와인 맛 감식용 빨대, 와인맛감
식용 피펫(Pipettes), 요리용 금속제 꼬챙이, 요리용 석쇠(주방용품), 요리용 숟가락, 요리용 스푼(주방용
품), 요리용 틀, 우유 끓어넘침방지판, 이남박, 이쑤시개, 이쑤시개통, 쟁반, 절구, 절구공이, 접시스탠
드, 젓가락, 조미료대, 주방용 도마, 주방용 몰드, 주방용 밀대, 주방용 비전기식 믹서, 주방용 연마패
드, 주방용 음식물혼합용 스푼, 주방용 주걱, 차여과기, 차통, 칵테일교반기(攪拌器), 케이크 브러시, 케
이크덮개, 케이크몰드(Cake molds), 코르크마개따개, 쿠키단지, 쿠키절단기[비스킷절단기], 탄산수용
사이펀, 파이용 국자, 함지박, 행주걸이, 회전식 쟁반, 후추통, 냉각용 병, 단열용기,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백, 보온병, 보온수통, 보온통, 얼음통, 여행자용 보온병, 음료용 단열용기, 직물제 물통, 진공보온
병, 호리병 물통, 휴대용 냉각용기, 휴대용 아이스박스, 유리제 간판, 자기제 간판, 자기제 또는 유리제
간판, 석탄통, 곤충포획기, 바퀴벌레포획기, 파리채, 파리통, 포충기, 쥐덫, 쥐잡이판, 꽃 및 식물용 살
수기{가정용}, 꽃 및 식물용 스프링클러{가정용}, 꽃 및 식물지지구, 물뿌리개, 물뿌리개용 노즐{가정
용}, 비의료용 에어로졸분무기, 비종이제 화분커버, 살수기구{가정용}, 스프링클러 장치{가정용}, 스프
링클러{가정용}, 스프링클러호스용 노즐{가정용},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륨(terrarium), 육묘포트, 화분,
화분용 물뿌리개, 화분용 받침접시, 금붕어용 어항, 수족관용 뚜껑, 실내수족관,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 실내수족관용 수조(水槽), 어항, 육생(陸生)동물용 실내테라륨, 가금용 링, 새(鳥)욕조{구조물은
제외}, 새용 링, 새장, 새집, 애완동물용 깔짚상자, 애완동물용 우리, 양복솔, 종이수건용 금속제상자,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 디스펜서, 화장지걸이, 비금속제 저금통, 전화기회전대, 넥타이프레스{수공구/
전기식은 제외}, 다리미받침대, 다림질대, 바지용 신장구, 바지전용 다리미{수공구/전기식은 제외}, 성
형된 다림질판커버, 셔츠용 신장구, 의복용 신장구, 인두대, 장갑용 신장구, 재봉용 분무기, 대야, 샤워
용 비누대, 세수대야, 수건걸이, 어린이용 플라스틱제 목욕통, 욕조용 비누대,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유리제 상자, 캔디상자, 도자기제 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
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 유리제 마
개, 기름양념병, 내산성(耐酸性) 유리병, 내산성병(耐酸性甁), 디캔터(마개있는 유리병), 병, 병(甁)류{꽃
병은 제외}, 식료용 병, 앰풀병, 약품용 병, 유리병, 유리제 용기, 음료용 병, 플라스크 병, 플라스틱병,
호리병, 화장품용 병, 쌀통, 가정용 도자기제품, 꽃병, 도기, 도자기, 도자기제 장식품, 마욜리카자기,
백자기, 수반, 자기제품, 청자기, 침봉(針峰), 토기, 제기(祭器), 향로, 구둣골, 구둣솔, 구둣주걱, 비전기
식 구두닦는 기구, 신발솔, 장화벗는기구, 촛대, 촛불끄는 기구, 촛불링, 공업용 브러시[공업용 귀얄],
공업용 솔, 긴손잡이가 달린 타르 솔, 나무통용 브러시, 선박용 솔, 전동식 브러시{기계부품은 제외},
자기제 문손잡이, 가축용 구유, 구유, 동물용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말빗, 말용 솔, 전기
빗, 전기식 머리빗, 전기칫솔, 코펠,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세탁용 장갑, 원예용 장갑, 단추고리,
때밀이용 스펀지, 동물강모(剛毛)제 솔, 돼지강모, 브러시용 모(毛), 솔제조용 재료, 비절연용 또는 비직
물용 유리섬유, 비절연용 유리섬유, 비직물용 유리섬유, 비절연용 또는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비절연용
유리섬유사, 비직물용 석영유리섬유사,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유리제 조각, 유리제 조각품, 자기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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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기제 조각품, 자기제/테라코타제/유리제 마리아상, 자기제/테라코타제/유리제 불상, 자기제/테라코
타제/유리제 상(像), 자기제/테라코타제/유리제 소입상(小立像), 자기제/테라코타제/유리제 예수상, 자기
제/테라코타제/유리제 조각품, 자기제/테라코타제/유리제 흉상, 테라코타제 조각, 테라코타제 조각품, 인
조알
- 상품류 구분 제34류의 각초(刻草), 권연, 담배, 담배{의료용은 제외}, 대용담배, 비의료용 담배대용
물제 시가, 소형엽궐련, 손말이담배, 씹는 담배, 여송연, 잎담배, 코담배, 파이프 담배, 흡연용 담배, 흡
연용 허브, 전자담배, 전자담배 카트리지, 니코틴혼합액, 권연말음종이, 권연말음종이묶음, 권연팁, 권연
필터, 권연필터용 물부리, 권연홀더용 물부리, 담배쌈지, 담배저장함, 담배케이스[담배홀더], 담배파이
프, 담배파이프용 파이프랙(Pipe racks), 담배파이프용 파이프소제구, 담배파이프용 흡수종이, 담배필터,
담배항아리, 성냥갑, 성냥홀더, 시가 및 권연홀더용 황색호박제 물부리, 시가절단기, 시가케이스[시가홀
더], 여송연 및 권연홀더용 물부리(팁), 여송연절단기, 재떨이, 코담배상자, 타구(唾具), 휴대용 권연말
이기, 흡연용구, 성냥, 라이터돌, 라이터용 액화가스봄베, 라이터용 필터, 부싯돌, 시가라이터용 가스용
기, 흡연용 라이터, 전자담배용 프로필렌글리콜혼합액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광고 및 상업적인 홍보물 배포
업, 광고공간 및 광고물 임대업, 광고공간 및 시간의 임대 또는 판매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
목적의 진열서비스업, 광고문작성업, 광고문출판업, 광고물 제작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
작성업, 광고물출판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대여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광고장비임대업, 광고장소임대업, 광고정보제공업, 광고지배포업, 광고컨설팅업, 광고탑에 의한 광고업,
광고판임대업, 기구(氣球)를 이용한 광고업, 기업마케팅상담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광고업, 마케팅상
담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마케팅전략연구업, 무선통신광고업, 배너광고업, 벽보부착업, 상업
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상품견본배포업, 상품전
시업, 샌드위치맨 광고판을 이용한 광고업, 선전홍보업, 소매목적의 통신매체상의 상품전시업, 쇼윈도우
장식업, 스포츠마케팅서비스업, 신문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안내서 및 견본 배포업, 열차용 광고면 임
대업, 영화광고업, 옥외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웹사
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이동전화를 이용한 광고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 인터넷
상의 광고장소 임대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전자광고판을 이용한 광고업, 전자매체 및 인터
넷을 통한 광고업, 철도 광고면 임대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통신매체
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판촉대행업, 홍보관련 상담업, 경리업, 경영회계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기
업회계감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세무신고절차대행업, 세무자문업, 재
무표작성업, 컴퓨터화된 회계업, 회계감사업, 회계상담업, 회계업, 호텔경영대행업, 호텔경영지원업, 사
진복사기임대업, 사진복사업, 사진복제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경제 또는 상업에 관한 통계정보제공업,
경제예측 및 분석업, 경제예측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기업경영보조
업, 기업경영상담업, 기업이전관련서비스제공업, 기업정보제공업, 기업조직상담업, 뉴스 클리핑업, 비용
가격분석업[원가분석업], 비용가격평가업[원가평가업], 사업/상업용 통계정보제공업, 사업경영자문업,
사업계획업, 사업관리업, 사업보고서작성업, 사업연구업, 사업정보제공업, 사업조사업, 사업조사평가업,
사업평가업, 산업경영지원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보조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지원업, 상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수집업, 상업정보제공업,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센싱의 상업적 관리업, 소비자
를 위한 상업정보제공 및 상담업 (소비자 상담점), 소비자연구조사업, 시장보고서 작성 및 연구업, 시장
분석업, 시장조사업, 아웃소싱 계획업(사업보조), 여론조사업, 인사관리를위한 적성검사업, 인사관리상담
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임시직 채용대행업, 재고관리업, 재고조사업,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직원알선업, 채용을 위한 심리검사업, 취업정보제공업, 통계집계업, 인터넷상
의 정보검색대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데이터베
이스 관리 및 가공편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가구 도매업, 가방/지갑 소매업,
가죽 중개업, 건축용 목재/가공목재 판매대행업,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매업, 광천수/생수 소매업, 낚시용구 중개업, 담배 판매대행업, 담배가공기계 판매알선
업, 전자담배 판매대행업, 전자담배가공기계 판매대행업, 전자담배가공기계 판매알선업, 도자기 도매업,
도장(塗裝)기계 소매업, 마구/승마용구 중개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반가공 인조수지/플라스틱 필름{포
장용은 제외} 판매알선업, 벽지 도매업, 변기/비데 소매업, 봉제기계 중개업, 비료 판매대행업, 사료 판
매알선업, 사진기기 도매업, 서적 구매대행업, 석재/인조석재 중개업, 섬유기계 판매대행업, 속옷/스웨
터/셔츠 판매알선업, 시계 구매대행업, 시멘트/시멘트 기초제품 도매업, 식기 소매업, 식육 중개업, 신
발 판매대행업, 악기 구매대행업, 안경 판매알선업, 완구 도매업, 욕조/샤워기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
개업, 의료기계기구 판매대행업, 인쇄기계/제본기계 판매알선업, 인쇄잉크 도매업, 인쇄활자/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소매업,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중개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
선업,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전선/전기케이블/광섬유 판매
대행업, 제재기계/목공기계 판매알선업, 주차기계 도매업, 죽재 소매업, 직물 중개업, 총/포 판매대행업,
침구 판매알선업, 커피/코코아 도매업, 타이어/튜브 소매업, 펄프가공기계/제지기계 중개업, 한복 판매
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복사업, 봉급명세서작성업, 봉투 주소(성명)기재 서비
스업, 사무기기 및 설비임대업, 사무용 기계 임대업, 사무장비임대업, 사무처리업, 서류복제업, 속기업,
워드프로세싱 및 타이핑업, 워드프로세싱업, 전사업, 정서업, 차트작성업, 타이핑업, 경매서비스업, 모직
물평가업, 부재전화 가입자를 위한 전화응답 대행업, 비서업, 삼림평가업, 신문정기구독알선업, 연예인
매니저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작업능률향상에 관한 전문가조언업, 출판물 정기구
독알선업, 통신가입알선업, 후원자탐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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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선등록상표 2의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광고 및 상업적인 홍보물 배포
업, 광고공간 및 광고물 임대업, 광고공간 및 시간의 임대 또는 판매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
목적의 진열서비스업, 광고문작성업, 광고문출판업, 광고물 제작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
작성업, 광고물출판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대여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광고장비임대업, 광고장소임대업, 광고정보제공업, 광고지배포업, 광고컨설팅업, 광고탑에 의한 광고업,
광고판임대업, 기구(氣球)를 이용한 광고업, 기업마케팅상담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광고업, 마케팅상
담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마케팅전략연구업, 무선통신광고업, 배너광고업, 벽보부착업, 상업
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상품견본배포업, 상품전
시업, 샌드위치맨 광고판을 이용한 광고업, 선전홍보업, 소매목적의 통신매체상의 상품전시업, 쇼윈도우
장식업, 스포츠마케팅서비스업, 신문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안내서 및 견본 배포업, 열차용 광고면 임
대업, 영화광고업, 옥외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웹사
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이동전화를 이용한 광고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 인터넷
상의 광고장소 임대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전자광고판을 이용한 광고업, 전자매체 및 인터
넷을 통한 광고업, 철도 광고면 임대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통신매체
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판촉대행업, 홍보관련 상담업, 경리업, 경영회계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기
업회계감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세무신고절차대행업, 세무자문업, 재
무표작성업, 컴퓨터화된 회계업, 회계감사업, 회계상담업, 회계업, 약제 도매업, 약제 소매업, 약제 중개
업, 약제 판매대행업, 의약품판매알선업, 호텔경영대행업, 호텔경영지원업, 사진복사기임대업, 사진복사
업, 사진복제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경제 또는 상업에 관한 통계정보제공업, 경제예측 및 분석업, 경제
예측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 기업경영상담업, 기업
이전관련서비스제공업, 기업정보제공업, 기업조직상담업, 뉴스 클리핑업, 비용가격분석업[원가분석업],
비용가격평가업[원가평가업], 사업/상업용 통계정보제공업, 사업경영자문업, 사업계획업, 사업관리업,
사업보고서작성업, 사업연구업, 사업정보제공업, 사업조사업, 사업조사평가업, 사업평가업, 산업경영지
원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보조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지원업, 상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
보수집업, 상업정보제공업,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센싱의 상업적 관리업, 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제공
및 상담업 (소비자 상담점), 소비자연구조사업, 시장보고서 작성 및 연구업, 시장분석업, 시장조사업, 아
웃소싱 계획업(사업보조), 여론조사업, 인사관리를위한 적성검사업, 인사관리상담업, 인터넷을 통한 상
업정보제공업, 임시직 채용대행업, 재고관리업, 재고조사업,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직업소개업, 직업알
선업, 직원알선업, 채용을 위한 심리검사업, 취업정보제공업, 통계집계업, 인터넷상의 정보검색대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가공
편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가구 도매업, 가방/지갑 소매업, 가죽 중개업, 건축
용 목재/가공목재 판매대행업,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
매업, 광천수/생수 소매업, 낚시용구 중개업, 담배 판매대행업, 담배가공기계 판매알선업, 전자담배 판
매대행업, 전자담배가공기계 판매대행업, 전자담배가공기계 판매알선업, 도자기 도매업, 도장(塗裝)기계
소매업, 마구/승마용구 중개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반가공 인조수지/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판
매알선업, 벽지 도매업, 변기/비데 소매업, 봉제기계 중개업, 비료 판매대행업, 사료 판매알선업, 사진기
기 도매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서적 구매대행업, 석재/인조석재 중개업, 섬유기계 판매대행
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알선업, 시계 구매대행업, 시멘트/시멘트 기초제품 도매업, 식기 소매업, 식육
중개업, 신발 판매대행업, 악기 구매대행업, 안경 판매알선업, 완구 도매업, 욕조/샤워기 소매업, 유리가
공기계 중개업, 의료기계기구 판매대행업, 인쇄기계/제본기계 판매알선업, 인쇄잉크 도매업, 인쇄활자/
제본재료/프린팅 블록 소매업,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중개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전기음향영상기
기 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전선/전기케이블/광
섬유 판매대행업, 제재기계/목공기계 판매알선업, 주차기계 도매업, 죽재 소매업, 직물 중개업, 총/포
판매대행업, 침구 판매알선업, 커피/코코아 도매업, 타이어/튜브 소매업, 펄프가공기계/제지기계 중개업,
한복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복사업, 봉급명세서작성업, 봉투 주소(성명)
기재 서비스업, 사무기기 및 설비임대업, 사무용 기계 임대업, 사무장비임대업, 사무처리업, 서류복제
업, 속기업, 워드프로세싱 및 타이핑업, 워드프로세싱업, 전사업, 정서업, 차트작성업, 타이핑업, 경매서
비스업, 모직물평가업, 부재전화 가입자를 위한 전화응답 대행업, 비서업, 삼림평가업, 신문정기구독알
선업, 연예인매니저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작업능률향상에 관한 전문가조언업, 출
판물 정기구독알선업, 통신가입알선업, 후원자탐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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