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상표 생태계 
상표 가치, 보호 및 기술의  
최적화에 대한 글로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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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사의 제품 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익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틈새 산업 기업들이 
급부상하여 진정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도 있고, 
시장 규제가 정치 이념이나 경제 정책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의 안정기와 성장기 역시 예고 없이 벌어지는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침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력을 개선하고 민첩성을 
신장시켜 시장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툴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략과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고 
보호하는 일은 이제 현재 고객과 미래 고객, 
협력사, 그리고 경영진의 관점에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상표 출원과 보호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가 
된 것은 상표 출원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표 출원수는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을 시사합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해서1, 2019년 대비 중국이 20%, 한국이 
19%, 인도가 13%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2020년 초반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상표 출원수는 5
월 말까지 2019년 수준을 회복했고, 2020년 
말에는 다수의 유럽 국가가 연간 출원수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국은 출원수가 
2019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14% 증가를 보였고, 
독일 역시 14%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20년에 상표 출원이 가장 빨리 증가한 
곳은 미국 상표청으로, 2019년 대비 전례 없는 
3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동년 9월 
중국에 기반을 둔 출원인이 미국 내 
출원인보다 더 많은 상표를 미국 상표청에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표 출원 수 
급증은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온라인 
커머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원 급증으로 인해 부적절한 상표 견본 제출2 

이나 미국 특허청(USPTO)의 업무량 처리 
능력과 같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문제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 www.worldtrademarkreview.com/anti-counterfeiting/wtr-connect-2020-week-two

2 www.youtube.com/watch?v=9qCO_FLo8mY

요약

오늘날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그 견고성과는 무관하게  
글로벌하게 경쟁해야하고 새로운 기회에 적응해야하며, 또 경고도  
없이 다가오는 순간적인 위협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개선하고 민첩성을 신장하며 
시장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툴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략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http://www.worldtrademarkreview.com/anti-counterfeiting/wtr-connect-2020-week-two
http://www.youtube.com/watch?v=9qCO_FLo8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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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비교적 짧은 공백기 후, 상표 
보호는 비즈니스 아젠다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는 신망있는 브랜드와 '반체제'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상표 보호에 참여함에 따라  다수의 
지역에서 소송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사용한 'TIME 
100 Talks'3 라는 명칭이 자사의 "Times Talks" 
시리즈와 너무 유사하다며 타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영국의 저명한 
스트리트 아티스트이자 정치 활동가인 뱅크시
(Banksy)는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벽화를 
사용한 것을 두고 연하장 제작 회사와 2년간 
분쟁을 지속하다가 결국 패소한 바 있습니다.4 

상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표 전문가들은 
매일 다양한 경쟁적인 압박을 경험합니다. 상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업무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이들은 성장 전략에 기여하고 내외부적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구축하기 위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다행히 기술의 발달 덕분에 오늘날의 상표 
전문가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및 브랜드 전문가들은 어렵게 
얻은 브랜드 명성과 상표의 완전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다양한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들도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 상표 
생태계에 대한 성공적인 탐색을 지원합니다.

압박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표 전문가들의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상표 전문가들의 관행, 경험 및 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클래리베이트는 
상표 생태계 연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표 생태계 
조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비트리어스 
월드(Vitreous World)'가 실시한 이 조사는 
오늘날 상표 생태계의 진정한 글로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7개 나라의 인하우스 및 외부 
상표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압박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표 
전문가들의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3  www.intellectualpropertymagazine.com/trademark/the-new-york-times-files-suit-against-time-magazine-144569.htm

4  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20/sep/17/banksy-trademark-risk-street-artist-loses-legal-battle-flower-thrower-graffiti

http://www.intellectualpropertymagazine.com/trademark/the-new-york-times-files-suit-against-time-magazine-144569.htm
http://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20/sep/17/banksy-trademark-risk-street-artist-loses-legal-battle-flower-thrower-graffiti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조직은 
최고 수준의 경영진이 상표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싱이나 글로벌시장 진출 및  
제휴와 같은 상표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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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최고경영진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자사의 최고경영진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 라이선싱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파트너십과 같은 상표 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 응답자의 89%가 이러한 이유에서 놓친 
기회로 인해 자사가 수익 기회(34%) 또는 
권리(30%)를 놓쳤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응답자들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거나 고수익 
라이선싱 거래를 체결할 수 없었다고 답했고, 
3분의 1(33%)은 최고경영진의 부재가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 20%는 이사회가 상표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90%는 2020년에 상표권  
침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량만 해도 대부분의 
상표 전문가들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 전체 응답자의 67%는 상표권 보호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에서는 이런 견해를 가진 상표 전문가의  
비율이 87%나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름과 관련된 상표권침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나쁜 관행들이  
정리되면서, 소셜미디어 이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소셜미디어 이름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분야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응답자의 50%는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 소셜 미디어 이름을 꼽았으며, 
소셜 미디어 이름이 웹 도메인(49%)
을 근소하게 추월했습니다. 

• 중국에서는 응답자의 73%가 웹 도메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 올웨이즈 온(always-on: 인터넷에 상시 
접속하는) 인플루언서 환경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8%
는 이런 상황이 브랜드 영향과 가치의 
변화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
이사회는 상표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50%
응답자의 50%는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 소셜  
미디어 이름을 꼽았으며. 



여전히 심각한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의 영향은 여러 면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평판 훼손과 고객 혼란 역시 
기업의 실적에 상당한 외상을 입힙니다.

• 전체 응답자의 56%는 침해로 인해 
브랜드명을 변경했다고 응답했으며, 
일본의 경우 88%까지 증가했습니다. 

• 62%는 침해를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2019년 대비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영향은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체 상표 전문가의 절반(50%)은 
기술 발달이 상표 조사 및 보호 효과를 
높여준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예측 분석이나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상표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상표 조사와 보호에 얼마나 큰 효율적 이득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58%는 
상표 조사 업체 선정 시 첨단 기술이  세 가지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 51%는 AI가 조사 및 감시 기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51%는 예측 분석이 출원 또는 소송 결과에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46%는 A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소송 증거 수집 또는 복잡한 형태나 비전통적 
상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6%
전체 응답자의 56%는  
침해로 인해 브랜드명을 
변경했다고 응답했으며, 일본의 
경우 88%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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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ww.natlawreview.com/article/michael-jordan-prevails-eight-year-trademark-battle-china-s-supreme-people-s-court#:~:text=Michael%20
Jordan%20Prevails%20in%20Eight,at%20China's%20Supreme%20People's%20Court&text=In%20a%20long%2Drunning%20
dispute,transliteration%20of%20Jordan%20into%20Chinese).  

상표 생태계 개괄

기업의 규모, 상표가 자리를 잡은 기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인지 유명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는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커머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선 고유해야  
하고, 탄탄한 법적 토대를 가져야 하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및 상표 전문가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표의 글로벌화된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 같은 상표 보호를 실현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규제와 빠른 경기 변동 역시 어려운 과제입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 지식재산(IP)은 비즈니스 
가치와 성과의 중심입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지만, 이런 아이디어에는 
보호와 지원, 그리고 적절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최고경영진의 관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P와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를 
잡고자 할 때, 상표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경영진의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응답자의 89%
가 최고경영진이 관여하지 않아서 상표 관련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고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 34%는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 33%는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 32%는 라이선싱 문제에 직면했다고 응답했습니다.
• 30%는 권리를 잃었다고 응답했습니다.
• 29%는 신규 시장 진출이 무산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진의 비관여가 
라이선싱 문제(63%)와 파트너십 난항(50%)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악영향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에 
차질을 초래하며, 이는 필요한 바를 최고경영진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또한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계획의 질이 떨어지고 기회 
상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선출원주의'를 따르는 지역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먼저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미 알려진 제품명조차 당사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8
년이나 싸워야 했고5 중국 최고인민법원까지 
올라가서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선 고유해야 하고, 
탄탄한 법적 토대를 
가져야 하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michael-jordan-prevails-eight-year-trademark-battle-china-s-supreme-people-s-court#:~:text=Michael%20Jordan%20Prevails%20in%20Eight,at%20China's%20Supreme%20People's%20Court&text=In%20a%20long%2Drunning%20dispute,transliterati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michael-jordan-prevails-eight-year-trademark-battle-china-s-supreme-people-s-court#:~:text=Michael%20Jordan%20Prevails%20in%20Eight,at%20China's%20Supreme%20People's%20Court&text=In%20a%20long%2Drunning%20dispute,transliterati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michael-jordan-prevails-eight-year-trademark-battle-china-s-supreme-people-s-court#:~:text=Michael%20Jordan%20Prevails%20in%20Eight,at%20China's%20Supreme%20People's%20Court&text=In%20a%20long%2Drunning%20dispute,translite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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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ww.ft.com/content/a022bd8b-0cdf-46d6-a4b9-ba1aad5a2ad2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상표 전문가의 절반 이상(58%)
은 자사의 최고경영진이 상표 및 IP 프로세스에 
관여한다고 응답했습니다(전년도 비율과 동일). 
자사의 최고경영진이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에서 24%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5분의 1 이상(22%)은 최고경영진이 
이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여전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정확히 5
분의 1(20%)은 자사 이사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중국에서는 
이렇게 경영진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두 나라 모두 비율이 3%에 불과합니다.

IP의 가치 인정 증가

최고경영진의 관여 여부는 반반이지만, IP
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전략적 동인으로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발생으로 지체됐던 인수합병이 여름에 
크게 반등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3
개월 동안 총 4,560억 달러에 달하는 인수합병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

이렇듯 기업이 활동을 재개하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사의 IP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개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
는 자사가 IP 가치 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비율은 83%로 훨씬 더 높았고, 
일본과 미국(각각 77%)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응답자의 30%만이 자사가 
가치 평가를 실시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낮은 
인수합병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5분의 1이 가치 
평가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할 경우 실사 요구사항에 따라 IP 
가치 평가는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이 가치 평가를 실시하는 

동기로 자산의 수익화(중국의 경우 68%)를 
들었고, 48%는 IP 가치 평가가 감사 프로세스의 
일부라고 응답했습니다. 38%는 가치 평가가 
인수합병의 일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50%)은 연 1회 이상 IP 가치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1 가까이(24%)는 가치 평가를 
12~18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으며, 15%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표 전략 최적화

상표권 분쟁 및 소송은 상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례법이 필수적인 지식 및 정보 분야로 여겨집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판례법을 이용해 
자사의 법적 전략을 최적화한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가까이(49%)는 판례법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자사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을 
모니터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
(43%)이 경쟁사를 예의 주시하기 위해 판례법을 
활용한다고 응답했고, 이와 비슷한 비율(42%)
이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브랜드가 얼마나 자주 
소송을 제기하는지 파악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42%는 검색 단계와 조사 중간 단계에서 
판례법을 이용하고, 41%는 조사 초기 및 최종 
단계에서 판례법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4분의 
1 이상(26%)은 소송 시점에 판례법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응답자의 60%가 
검색 단계에서 판례법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판례법의 정교한 이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상표 
전문가의 89%가 판례법 데이터와 상표 데이터의 
통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한 것은 그리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들의 43%는 이러한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http://www.ft.com/content/a022bd8b-0cdf-46d6-a4b9-ba1aad5a2ad2


디지털 혁신 시대에 지식재산(IP)은 
비즈니스 가치와 성과의 중심입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지만, 이런 아이디어에는 보호와 
지원, 그리고 적절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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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답자가 보고한 상표 출원  수 변화

7 www2.deloitte.com/us/en/insights/economy/asia-pacific/japan-economic-outlook.html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이 지난  
12개월 간 2019년 전체보다 더 많은 상표를 
출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이렇게 
응답한 비율인 48%에서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서로 다른 경제 상황  
안에서 신규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 출시의 역동성, 
혁신성 및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국가별 차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낮은 일본의 
경우,7 2019년 대비 더 많은 상표를 출원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0%에 불과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우 67%로 이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상표의 급증

2018 2019 2020

0% 10% 20% 30% 40% 50% 60%

증가

감소

동일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economy/asia-pacific/japan-economic-outl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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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응답자의 100%가 산업디자인을 
포함시켰다고 응답했으며, 미국(91%)과 중국 
(9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제조 및 포장 
산업 규모가 큰 나라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업이 산업디자인 출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 작년의 조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그림 2).

산업디자인 출원의 일반화 

현재 많은 출원 전략에 포함되는 산업디자인  
출원은 상표 등록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른 등록 제도 덕분에 2020년에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상표 전문가의 82%는 2020년에 
자사 출원 전략의 일부로 산업디자인을 
포함시켰다고 응답했습니다. 2019년의 응답 
비율은 78%였습니다. 

  82%
상표 전문가의 82%가 자사의  
출원 전략에 산업디자인을 
포함시킨다고 응답했습니다. 

산업디자인 출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한 것은 시간이나 예산의 
압박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출원의 이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은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거의 모든 기업(90%)이 산업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검색을 실시합니다(미국의 경우 
(97%). 이는 첫 단추를 잘 꿰야 치러야 할 대가가  
큰 침해나 향후 디자인 개정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전문가들이 자사의 이미지 검색을 실시하고 
산업디자인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툴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검색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림 2: 산업디자인 출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19 2020

필요성이 낮음

예산

시간 부족

변리사가 대신 취급

너무 어려움

0% 10% 20% 30% 40% 50%

자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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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 조사한 이미지 상표의 비율은 
지난 3년 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작업을 AI와 같은 기술을 채택한 고급 
툴의 도움 없이 '수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 폭이 가장 컸던 것은 
이미지 상표를 조사한 비율이 76% 이상인 
응답자의 감소율과 25% 이하인 응답자의 
증가율이었습니다.

상표 – 검색, 조사 및 클리어링 

조사에 따르면, 출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기업들이 새로운 문자 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 침해를 피하기 위해 검색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출원 전 조사한 상표의 비율 변화는  
전년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출원 전 조사한 상표의 비율이 1%에서 
25%사이인 응답자는 증가한 반면 76%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림 3: 출원 전 조사한 문자 상표의 비율

2018 2019 2020  2020년에 '모른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

26-50%

51-75%

1-25%

76%+

0% 10% 20% 30% 40%

변화 폭이 가장 컸던 것은 이미지 상표를  
조사한 비율이 76% 이상인 응답자의 감소율과 
25% 이하인 응답자의 증가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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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그림 4: 출원 전 조사한 이미지 상표의 비율

그림 5: 응답자들이 직접 상표 클리어링을 수행한 시간

2020년에는 응답자의  4%가 상표 클리어링을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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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1-2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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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예산을 고려할 때 상표 클리어링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상표 클리어링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20년에 응답자의 41%가  
이런 작업을 하는 시간이 4~5시간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구간이 전체 구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2019년에는 6~10
시간(4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에는 이 구간의 비율이 37%로 감소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66%)는 지난 12개월 동안 
출원한 이미지 상표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의 5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번에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출원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미국에서는 83%가 이와 
같이 응답했습니다.

4-5 hr s

6-10 hr s

1-3 hr s

10 hrs+

0% 10%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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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표 클리어링을 직접 할 경우의 문제점

0% 10% 20% 30% 40% 50% 60%

자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도록 함2019 2020

시간 부족

자원 부족

너무 방대한 데이터

적합한 툴 또는 기술의 부재

상표 모니터링에 관해서도 역시 작년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사 포트폴리오의 
26%~75%를 모니터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자사 포트폴리오의 4분의 3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9년의 
18%에서 감소한 7%에 그쳤으며, 이는 시간 
부족과 자원 부족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서 기인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 클리어링을 직접 수행할 경우의  
문제점은 시간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필요한 
툴의 측면에서도 상당합니다.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방대한  
데이터였으며, 전문가의 과반수(51%)가 이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시간 부족(46%), 자원 부족
(38%), 적합한 툴 또는 기술의 부재(31%)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2019년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그림 7: 포트폴리오에서 모니터링한 상표의 비율

2018 2019 2020 2020년에 '모른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

26-50%

51-75%

1-25%

76%+

0% 10% 20% 30% 50%40%



침해 건수가 증가하면서 상표권  
보호도 분명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는 지난 12

개월 동안 상표권 보호 업무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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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의 지속적인 증가

증가하는 출원 수에 비해 출원 전 선행조사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상표권 침해 건수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상표권 침해 수의 뚜렷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89%가 현재 상표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2019년의 
85%, 2018년의 81%, 2017년의 74%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20년에 자사 브랜드가 상표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단연 눈에 띄었고, 독일은 약간 낮은 9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3년 동안 조사한 나라 중 
영국만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89%
2020년 응답자의 89% 
가 상표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9년의  
85%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림 8: 나라/지역별 침해 건수

2018 2019 2020

0% 20% 40% 60% 100%80%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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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이 다수의 침해를 경험했으며,  
모두 조사, 자원 할당 및 소송 가능성이 따르는 
건이었습니다. 해당하는 구간을 선택하도록  
했을 때 응답자의 3분의 1(33%)이 자사가 1년  
간 11~30건의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9년의 30%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응답자들이 언급한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침해 건수 그 자체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3%) 
이 꼽았으며,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큰 
포트폴리오 규모(4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 
(34%)이 상표권 보호가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로 선택한 부족한 예산 및 자원과 같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나라별로도 주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중국에서는 응답자의 86%가 관리해야할 
포트폴리오 규모를 주요 문제로 지적한 반면 침해 
건수 자체를 지적한 비율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포트폴리오 규모를 
지적한 응답자가 26%에 불과했고, 독일도 28% 
로 낮았습니다.

침해 건수가 증가하면서 상표권 보호도 분명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67%)는 지난 12개월 동안 상표권 보호 업무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표권 보호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7%로 훨씬 더 높았고, 이탈리아(77%)와 중국
(7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본토는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침해의  
양보다 보호의 어려움을 더 많이 일으키는  
조사 대상이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상표권 보호가 어려워지는 이유와 관계없이 
침해로부터 상표를 보호하는 일이 더 쉬워지지 
않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자원이나 기술은 결여되어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30건 
이상의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상표권 침해에  
보다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규모가 작은 회사는 보다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그림 9: 침해 증가 추세

2018 2019 2020 2020년에는 응답자의 11%가 자사의 브랜드가  
침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11-30

31-50

1-10

50+

0% 10% 20% 30%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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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작년 상표권 침해 발생 상위 분야

자사에 해당하는 상위 3개 항목을 고르도록 함2019 2020

  68%
응답자의 68%는 이러한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브랜드 
자체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미디어 침해의 부상

침해 건수 자체가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의 성장은 침해가 주로 
일어나는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50%)은 지난 12개월 동안 침해 
문제가 증가한 분야로 소셜 미디어를 들었으며, 
이는 작년의 1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침해 사고의 주요 장소인 웹 도메인(49%)을 
추월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소셜 미디어  
이름에 대한 침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서  
중국이 60%, 일본이 58%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소셜 미디어 이름의 침해가 급증하는 
현상은 기업들이 상표 데이터만 있으면 브랜드 
클리어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브랜드 조사에 소셜  
미디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응답자들에게 소셜 인플루언서들의 '올웨이즈  
온' 환경에서 브랜드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브랜드 보호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8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일본(97%)에서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8%는 이러한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브랜드 자체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일본(80%)과 중국(87%)에서는 이런 믿음이  
훨씬 더 확고했습니다. 

0% 10% 20% 30% 40% 50% 60%

상호

웹 도메인

소셜 미디어 이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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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ww.worldtrademarkreview.com/anti-counterfeiting/alibaba-unveil-new-sme-advisory-committee-focused-ip-protection-and-enforcement

9 www.dailymail.co.uk/news/article-2824355/Albion-menu-pub-Merseyside-landlord-following-threat-legal-action-Sir-Terence-Conran.html

상호, 웹 도메인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상호 침해는 응답자의 과반수(51%)가  
언급한 여전히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였으나 작년 대비 증가율은 7%에 
불과했습니다. 웹 도메인 침해 역시 작년 대비  
불과 5%(응답자의 49%가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큰 문제 분야로 언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웹 도메인에서 상당히 많은  
침해가 발생했으며 응답자의 73%가 상표 보호에 
있어서 이를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았습니다.

보다 유의미한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한 침해 건수의 상대적 
감소입니다. 상표권 침해의 주요 원천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작년 대비 
11% 가까이 감소한 2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반가운 감소세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침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실사를 늘리고 상표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65%)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일으킨 변화된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자사의 상표 전략을 수정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알리바바의 위조품 단속  
노력8에 힘입어 일본(77%)과 중국(83%)에 
서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미치는 영향

상표권 침해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대가가 큰 경우는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긴 법정 소송 끝에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시장 테스트와 브랜드 
에이전시 투입, 그리고 출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리버풀에 있는 한 식당이 
디자이너이자 식당 경영자인 테렌스 콘란 경 
(Sir Terence Conran)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상호를 변경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9  이 식당 주인들은 테렌스 경이 
런던에 이미 두 개의 식당을 소유하고 있을 때 
앨비언(브리튼의 옛 이름)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은 
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의 46%보다 증가한 
수치로 전체 상표권 침해 건수 증가와 추세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브랜드 변경이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8%가 
침해로 인해 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다른 6개 조사 국가 중 어느 
곳의 응답자와 비교해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 브랜드를 철수하거나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악몽입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브랜드 간 치열한 경쟁 압박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르다 보면 침해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일부 기업에서는 침해 위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에 브랜드 보호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여주는 툴, 기술 및 프로세스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대가가 큰 경우는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http://www.worldtrademarkreview.com/anti-counterfeiting/alibaba-unveil-new-sme-advisory-committee-focused-ip-protection-and-enforcement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2824355/Albion-menu-pub-Merseyside-landlord-following-threat-legal-action-Sir-Terence-Conr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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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증가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증가하는 만큼, 
침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응답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상표 출원 수가 증가하면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어떤 기업이 
브랜드를 출시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가 그 권리를 침해합니다.

응답자의 62%은 침해에 따른 비용이 1년 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중국(77%)과 미국(69%)
은 이런 경우라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송은 침해 분쟁의 결과일 수 있으며, 비용 
증가는 소송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25%)은 침해에 
따른 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13%는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평판 훼손 및 보다 광범위한 영향

침해가 미치는 영향은 금전적 비용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문제까지 
가중시킵니다. 일단 상표나 브랜드가 훼손되면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마케팅과 홍보에서 법률, 영업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 여러 가지 자원과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2020년 응답자들은 2018년이나  
2019년과 비교할 때 영향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0년에는 가장 큰 영향으로 
브랜드 평판 훼손을 든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응답자 비율은 2019년의 37%보다 
낮은 28%에 그쳤습니다. 

응답자들이 언급한 상표권 침해의 영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마케팅 팀과 법률 팀의 자원 문제 
(2020년 20%, 2019년 36%, 2018년 39%). 

• 고객 충성도 및 신뢰도 감소 
(2020년 18%, 2019년 36%, 2018년 40%). 

• 고객 혼란 
(2020년 18% 2019년 45%, 2018년 52%). 

• 수익 손실 
(2020년 16%, 2019년 38%, 2018년 38%).

  62%
응답자의 62%는 침해에 따른 
비용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브랜드 보호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일 수록 리스트를 
감소시키는 기술, 프로세스 및 툴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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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표 조사 또는 보호 효과를 높여 줄 요인들

권리행사, 클리어링, 심지어 소송도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 역시 기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표 분야에서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율성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응답자의 
50%만이 기술이 상표 조사 또는 보호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 이용이 확대되고, 특히 다양한 
경우에서 영구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은 
근무 방식인 원격 근무용 기술을 기업들이 
코로나 봉쇄 기간 중 긍정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러한 응답 비율은 가장 보수적인 조직에서 
조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술의 역할

기술은 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정확성과 확장성을 
실현하기 위한 검색 및 감시 기능을 지원하는 첨단 플랫폼과 툴을 
제공하는 등 IP와 상표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답자의 50%만이  
기술이 상표 조사 또는  
보호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에 해당하는 상위 3개 항목을 고르도록 함2019 2020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간

더 나은 기술/툴

마케팅과 법률 등 
부서간 개선된 협업

0% 10%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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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원하는 바를 선택하라는 상표 조사  
업체의 질문에도 기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약 58%가 첨단 기술을 
원한다고 응답했고 이는 2019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격의 중요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는 
품질이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가 수준 이하로 나타나 브랜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아무리 많은 상표 보호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은 기술의 가장 큰 
효과가 소송 효율의 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이 이 분야의 기능성을 계속 
개선하리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견해는 이미 이용 가능한 솔루션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AI 및 AI의 급성장하는 능력에  
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
(51%)은 AI가 상표 프로세스와 예측 분석에서 
조사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가속화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예측 분석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상표 보호에 있어서도 발전하기 시작한 중요한 
투자 분야입니다.

• 응답자의 46%는 AI가 복잡한 형태 또는 비전통적 
상표를 평가할 때 유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또한 46%는 AI가 소송 증거 수집에 유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37%는 AI가 상표 출원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 세 가지를 고르도록 함2019 2020

그림 12: 응답자들이 상표 조사 업체에게 원하는 것

질적으로 우수한 컨텐츠

질적으로 우수한 결과물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

가격

적용 범위

서비스 /  
고객 관리 가용성

0% 10% 20% 30% 40% 50% 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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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고르도록 함2019 2020

그림 13: 상표 클리어링에서 AI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선 사항

실시간 데이터 확인 제공

향상된 보고 기능 포함

향상된 분석 능력 포함

데이터 구성 기회 제공

비정형 데이터 개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 보임

0% 10% 20% 30% 40% 50% 60%

조사 결과를 보면 AI를 둘러싼 낙관론은 중국과 
일본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서 더 높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중국 응답자의 거의 3
분의 2(63%)와 일본 응답자의 절반 이상(53%)
이 상표 출원 및 이의신청에 있어 AI가 가장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중국 응답자의 약 67%
는 AI가 복잡한 형태 평가 및 예측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상표 클리어링 프로세스에서는 AI를 통해 
기대되는 가장 큰 개선 사항으로 분석력 향상 
(전체 응답자의 55%)과 실시간 데이터 확인
(52%)이 꼽혔으며, 두 항목 모두 작년 결과 
대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67%
중국 응답자의 67%는 복잡한 
형태 평가 및 예측 분석에 있어 
A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상표 클리어링 프로세스 중 AI

를 활용하여 가장 기대되는 
개선사항으로는 분석력 향상과  
실시간 데이터 확인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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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terbrand 2019 Best Global Brands

결론

상표의 급증과 그에 따른 상표 침해 증가는 
상표 전문가들에게 큰 과제를 던져 줍니다. 

증가하는 침해 건수에 보조를 맞추는 일에 많은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칫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재무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의 결과로 기업이 받는 광범위한 
영향 중에는 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상당한 비용과 자원 고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이름 침해 
사고의 증가와 같은 변화 또한 위협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자신 있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최고경영진의 상표 문제 관여 필요성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상표 
문제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이 중요한 이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수용의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상표 생태계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진화함에 
따라 첨단 툴과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채택에 대한 오픈 
마인드와 준비 태세는 기업이 자사의 중요한 IP
를 보호하고 상업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싸울 
때 분명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방법론

독립 조사 기관인 Vitreous World가 클래리베이트의 의뢰로 상표 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상표권 침해, 상표 프로세스를 둘러싼 관행 
및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상표 전문가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2020년 말경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및 일본에 있는 기업 내부 
상표 전문가와 외부 상표 변리사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이토록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전 세계 
상표 전문가들은,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개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층적 상표 데이터, 
워크플로를 가속화하는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들의 판단을 
뒷받침할 글로벌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 10대 글로벌 브랜드10 중 무려 9개 
브랜드가 이용하는 CompuMark™는 상표 
전문가들이 강력한 브랜드를 자신감 있게 
구축하고 확장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데이터, 기술 및 사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문가들이 고객과 기업을 위한 가치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귀사의 
브랜드 보호를 최적화하십시오: 

clarivate.com/compumark/contact/ 
 

http://clarivate.com/compumark/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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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베이트 소개

클래리베이트™는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데이터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당사의 기업 사명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고객의 삶을 바꾸는 혁신으로 빠르게 
탄생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다양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발명의 시작부터 보호 그리고 
상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간편하게 구독하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활용하며 모든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들까지 함께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clarivate.com  
혹은 clarivate.com/ko/ 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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