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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아이폰은 앱 스토어 / 안드로이드 폰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 검색 창에 [마크서치 모바일]
을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마크서치 모바일 이라는 검색결과가 나오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그
림 1 또는 2와 같이 설치하기를 누릅니다. 그림의 붉은색 표시 부분의 설치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접속 상황에 따라 다운로드 시갂이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 1

그림 2

(Android 다운 화면)

(i-phone 다운 화면)

B. 어플리케이션 주요기능

a) 초기 화면 및 검색 화면 – 다운로드가 끝나면 스마트폰에 설치 된 응용프로그램을 확인하여 본 프로그램이
잘 다운로드 되었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엽니다. 프로그램을 열면 그림 3과 같은 초기 화면이 보이게 되고 약
5 초 후 (접속 상황에 따라 로딩 시갂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림 4와 같은 검색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됩
니다.

그림 3

그림 4

b) 검색조건 설정 (상품류 입력하기) – 상표명뿐만 아니라 상품류까지 지정하여 검색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는 상품류 입력란 돋보기 이미지를 클릭하여 상품분류 화면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상품류에 체크를 하고 우측 상
단의 “입력” 버튼을 눌러 상품류를 지정한 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만일, 검색어
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색 버튼 옆의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상품류를 이미 알
고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림 5

그림 6

c) 상품 세부 분류 (서브타이틀) 펼쳐보기 - 각 상품류에 해당하는 서브타이틀 (지정상품 및 서비스)을 보려면 상
품분류 화면의 각 류 오른쪽의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그림 8과 같이 NICE 9판 분류에 따른 각 상품류 별 서브타
이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다시 누르면 목록이 원래대로 접히게 됩니다.

그림 7

그림 8

d) 검색하기 - 위와 같이 검색어 및 상품류 조건을 모두 지정한 다음 그림 9와 같이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림
10의 검색결과가 표시됩니다. 붉은색 상단 부분에는 총 검색 결과 수가 함께 표시되며 하단의 검은색 부분의 목
록에는 상품류, 출원번호, 출원인, 상표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검색결과는 출원일자 (최근) 순으로 자동 정리되며
검색결과는 20개 단위로 표시 됩니다.

e) 검색결과 더 보기 – 총 검색결과가 2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림 11과 같이 검색결과 맨 아래 “검색결과
더 보기” 라는 메시지를 누르면 다음 20개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각 단계마다 좌측 상단의
르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기가 가능합니다.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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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상세화면 보기 및 이미지 확대보기 – 그림 12의 표시와 같이 출원번호를 누르면 그림 13과 같이 현 상태, 최
종처분,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 등의 상세보기 화면을 열람할 수 있고 이미지 부분을 누르면 그림 14와 같이 확
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g) 새로고침, 홈, 도움말 기능 – 각 화면의 하단에는 새로고침, 홈,
도움말 기능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버튼을 눌러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