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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강스 테크놀로지

      당신의 상표권과 상응하는 프로강스의 전용 네트워크에 등록하세요 , 서두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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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소유자에 한한 사전 등록 기간 , 2015  년 4  월 15일 ~6  월 15일

          오늘 당신의 지식 재산권 자문가나 변호사 혹은 도메인 관리자와 바로 상의하세요

 상표권 소유자분들께

  상표권 소유자에 한한
      사전 등록 기간 동안 프로강스의 전용 네트워크에

등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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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기구WIPO

 무형 자산
 지역간 기구

SIPO, USPTO, ROSPATENT, INPI... 

 어휘 등록상표

반 (半 )  상형적인 상표권

 출원 등록

 상품과 서비스

OHIM, OAPI...

Source WIPO – 2013

  전 세계적으로 2  천 4   백만개의 상표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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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징

관중

 국경 없는
즉각성

소비자이미지

 상표권 소유자들에게 ,  인터넷은
    특별한 의사소통 수단이자 사업 도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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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

다양성

웹 2.0

  인터넷 관련 일

HTML5

  새로운 도메인 명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앱

 앱 스토어

 무 규칙
 획기적인 혁신

  그러나 인터넷은 끊임없이 , 
      빠르게 그리고 자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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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환경

안정성
예측

가시성   추가 비용 없음

모니터링

  상표권 소유자들은
    인터넷이 변할 때 마다 미리

      그들이 말한 고민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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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년간의 조사

 열린 기준
 무료 요금

국가간
  인터넷의 새로운 면

 의 지원
ICANN, Afnic, Level3... 그리고 개발

 몇 개월간 ,      인터넷은 프로강스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함께
  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      프로강스 테크놀로지는 콘텐츠 퍼블리싱에 있어

새롭고 ,   안전한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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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F 프로시딩

 공공 캠페인

  보호 조치된 용어

Whois 데이타베이스

레포트

  사전 등록 기간

 조정 센터

FORUM, ADNDRC

  상표권 소유자의 고민은
     인터넷 상에서 프로강스 테크놀로지의 소개 이전에
 언급되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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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브랜드
  새로운 인터넷 주소

179  개의 언어

 선입 선처리
 간결한 과정

*

      상표권 소유자들은 프로강스 테크놀로지의 유통 이전에
      사전 등록을 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  년 4  월 15일 ~6  월 15  일 동안 ,  상표권 소유자들은
     소유한 상표권에 상응하는 프로강스의 전용 네트워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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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합

 모바일 내비게이션

  신규 사이트 생성

게임
e-커머스

 사용자 생성

 패러럴 서핑

...콘텐츠

     상표권 소유자들은 일반 대중을 위해
       프로강스 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첫 번째 프로강스 사이트를
  퍼블리싱할 수 있습니다 . (2015    년 말 계획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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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강스 사이트는 로딩이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며 연결된 어떤

기기에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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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소유자들이 사전 등록 기간 동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서두르세요 : 

        당신의 지식 재산 자문가나 변호사 혹은 도메인 관리자와
 바로 상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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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ice  (English)

This document is a resource provided by the OP3FT,  the non-profit organization whose 
purpose is to hold,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progress of the Frogans technology, 
in the form of an open standard for the Internet, available to all, free of charge.

The priority registration period for trademark holders is defined in and governed by a 
document published on the Web site of the FCR Operator at the following permanent 
URL: https://fcr.frogans/en/resources/prp-tmh/access.html 

You can use these slides, in whole or in part, in your own online or offline documentation, 
provided that:

- you acknowledge that the OP3FT is the source
- you clearly and conspicuously display the following notice (in your language): 

Frogans, FSDL, FNSL, FPUL, OP3FT, the Asterisk logo and the Two Superimposed 
Rectangles logo identifying Frogans Player are trademarks of the OP3FT.
The trademarks of the OP3FT must be used in compliance with the
OP3FT Trademark Usage Policy, accessible at the following permanent URL: 
https://www.frogans.org/en/resources/otup/access.html 

https://fcr.frogans/en/resources/prp-tmh/access.html
https://www.frogans.org/en/resources/otup/acces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