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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국제출원이란?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1) 해외출원의 필요성
각국의 특허는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원하는 국가 내에서 발명 기술에
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 등을 취득
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
하지 못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국가로의 특허출원 행위가 필요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해외출원 방법
❶ 해외 직접 출원 방법(Paris Route)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파리(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선(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❷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지정국가에 진입하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한다면 선출원의 출원일을 특허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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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1

PCT 국제출원절차와 해외 직접출원 절차 비교도

출 원 인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

국제출원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PCT 체약국 특허청이나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

국제조사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국제공개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공개

국제예비 심사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해외출원

번역문제출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A국특허청

B국특허청

심사

심사

C국특허청

출원공고
특허

지정관청A

지정관청B

심사

심사

지정관청C

출원공고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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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의 연혁
일 자

내

용

비 고

1970. 6. 19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일명 워싱턴조약

1977. 10. 24

조약발효요건 충족(§63)

영국의 조약비준

1978. 1. 24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1978. 1. 24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EPC와 동시개시

1979. 3.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한국

1980. 5. 4

파리협약 가입

한국

1984. 5. 10

PCT 가입(PCT 제2장 유보)

한국(36번째 가입국)

1984. 8. 10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개시

한국

1990. 9. 4

PCT 제2장 유보 철회

한국

1997. 9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한국(WIPO총회)

1999. 12. 1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개시

한국

2007. 9. 27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WIPO 총회

2009. 1. 1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관련 업무 개시

한국

(4) PCT 가입국
PCT에 가입된 국가는 2019.12월 기준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153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입국 리스트는 참고자료의 체약국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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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❶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도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함(RO/IB).
❷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 국제출원 된 발명의 선행기술 존재여부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❸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
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❹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❺ 우선일(Priority Date)

PCT 국제출원 절차 진행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
(最先)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❻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지정된 국가의 국내관청. 2004. 1. 1. PCT 규칙의 개정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하면 모든 체약국을 지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
❼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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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 ․ 단점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❶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
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❷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임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이상 필수절차) 제공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 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으므로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❸ 출원서 작성이 용이

PCT 국제출원시에는 하나의 언어로 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한국 특허청의 경우 한국어, 영어,
일어 중 하나) 제출하면 되므로 출원 초기부터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❹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하여 일단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이후에,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후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❺ 국내단계진입 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 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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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❶ PCT 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 국제출원을 위한 국제단계 비용이 발생하고, 지정국(선택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하게 절차 진행 비용 및 대리인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두 단계의
구조이므로 개별국 출원에 없는 국제단계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❷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조사, 보충적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
리범위를 보정함으로 국가에 따라서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1) 이중의 단계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인 특허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 등록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합니다.

(3) 특허 ․ 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 ․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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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PCT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❶ PCT 출원후 국내진입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자

PCT 국제출원은 출원 후 지정국으로의 국내진입까지 30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지정국에 제출할 번역문의 작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한국어로 PCT
출원을 하여 출원일을 먼저 확보한 후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번역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❷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진입 전략을 세우고 보정기회를 이용하자

PCT 국제출원 절차가 진행되면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선택사항)를 통해 발명에 대한 특
허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발명이 신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면
개별국 진입을 재검토해 볼 수도 있으며 특허성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단 개별국 진입
후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단계에서 청구항 및
발명의 설명 등 출원서류의 보정 기회가 부여되므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❸ PCT-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자

PCT-PPH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서 생성된 보고서 등의 서류를 지정국의 심사에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
심사에서 특허성에 긍정적인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정국
에서의 특허 등록여부 결정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PCT-PPH는 국가 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PCT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중국, 유럽
특허청, 일본 등 IP5 국가를 포함하여 현재 29개국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목록은
특허청홈페이지 참조). 신청은 각 지정국에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WIPO 홈페이지 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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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PCT 국제출원을 하고 지정국에 진입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출원서를 제출하고 지정국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국제단계, 지정국 진입 후의 국내단계로 크게 나뉘는데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국제단계 수수료만을 말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국제단계에서 납부가 필요한 수수료는 국제출원료, 조사료, 송달료, 국제예
비심사료, 보충적 조사료 등이 있습니다.
❶ PCT 국제출원료(필수)

PCT 국제출원료는 기본료와 출원서가 30매를 초과할 때 가산되는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통화는 원화가 아닌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❷ PCT 조사료(필수)

국제조사는 PCT 국제단계 중 필수 절차로서 출원인은 출원료와 함께 조사료를 의무적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조사기관으로 선택하고 해당 조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조사료는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원화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❸ 송달료(필수)

PCT 출원인은 출원서 및 국제조사 서류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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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수리관청인 경우 납부하는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2019.12.1. 기준)*
종
국
제
출
원
료

류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CHF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15 CHF

한 국
조
사
료

납부액

한국어

450,000원

영 어

1,200,000원

오스트리아***

2,279,000원

호 주

1,768,000원

일 본****
송달료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특허청

759,000원
45,000원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PCT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다만, 특허청에서 발급한 ｢수수료납부통지서｣ 또는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 요구서｣를 수령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통지서 또는 요구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또는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 국제출원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출원 방식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CHF 감면
***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 출원시 ｢수수료경감신청서(조사수수료등)｣를 제출하면, 일본특허청에서 감면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납부한
조사료를 법령에 따라 반환(수리관청에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중소기업 및 대학 등이 대상)

❹ 국제예비심사료(선택)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예비심사를 청구한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국제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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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
심사기관

납부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심사료

450,000원

취급료

250,000원

심사료

1,749
유로

취급료

176유로

심사료
(일본어출원)

26,000엔

심사료
(영어출원)

58,000엔

취급료

21,800엔

한 국*

오스
트리아

일 본

심사료
호 주**
취급료

주 소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우)35208

송금은행 : BAWAG P.S.K
수신자명 : Osterreichisches Patentamt
계좌번호 : 5160000
BIC/Swift code : BUNDATWW
IBAN : AT75 0100 0000 0516 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WIFT Code : SMBC JP JT)
Tokyo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s Office
(Branch number : 096)
은행주소 : 1-6-12, Toranomon,
Minato-ku, Tokyo, 105-0001, Japan
수신자명: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096-173377

Offic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under the
PCT(IPEA/JP)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590(820)** 송금은행: National Australia Bank
호주달러 수신자명: IP Australia Official
Departmental Account
302
계좌번호: 082-926 868711229
호주달러 Swift code: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
(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심사료 중 ( )안의 금액은 호주특허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금액

※ 재외기관 연락처
1)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450, 팩스 (43-1) 53424-200
2)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81-3) 3501-0659(PCT업무)/6803(서류제출)
3) 호주(AU) : 전화 (61-2) 6283-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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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보충적 조사료(선택)

보충적 국제조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보충적 국제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납부
합니다. 청구는 국제사무국에 하여야 하며 수수료 역시 WIPO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보충적국제조사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보충적
국제조사기관
오스트리아

독일어문헌 범주 조사

967 CHF

유럽 및 북미문헌 범주 조사

1,354 CHF

PCT 최소문헌 범주 조사

1,935 CHF

유럽

2,020 CHF

핀란드

2,020 CHF

러시아

178(284)* CHF

스웨덴

2,020 CHF

싱가포르

1,607 CHF
전체 조사

터키

터키어로 된 해당 기관의 검색
문헌 범주 조사
PCT 최소 문헌 포함 해당
기관의 검색 문헌 범주 조사
유럽 및 북미문헌 범주 조사

우크라이나

노르딕

비세그라드

보충적 국제조사
취급료

보충적 조사료

구소련의 러시아어 문헌 및
우크라이나어 문헌 범주 조사
PCT 규칙 39.1(iv) 대상출원인
이유로 PCT 17(2)(a)의
선언을 한 범주 조사

2,020 CHF
83 CHF
102 CHF

200 CHF

102 CHF
80 CHF
68 CHF

전체 조사

2,020 CHF

덴마크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문헌
범주 조사

611 CHF

전체 조사

2,020 CHF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문헌 범주 조사

626 CHF

* 2019.12. 기준, (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기관이 특허대상 문제로 인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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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적 국제조사수수료의 WIPO 납부 방법
1) WIPO 홈페이지 PCT E-Payment 시스템 또는 ePCT상의 온라인납부 기능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https://www3.wipo.int/epayweb//), (https://pct.wipo.int/)
2) 은행 이체를 이용하여 외환 송부
은행명 : Credit Suisse(CH-1211 Geneva 70), 계좌명 : WIPO/OMPI, 계좌번호(IBAN) :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 Code : CRESCHZZ80A

한걸음 더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납부하기
한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하고 국제출원료, 조사료,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합니다.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서 양식(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에
납부해야할 국제출원료(CHF) 및 조사료(원), 송달료(원)를 기재하고 제출합니다. 이 때
출원료인 스위스프랑을 납부하기 위한 납부서와 조사료 및 송달료의 원화 납부를 위한
납부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접수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을 받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❶ 조사료 등 원화 납부 하기
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 및 가상계좌번호가 주어집니다. 이를 이용하여 서류
접수일부터 다음날까지 특허청 사이트, 인터넷 지로 사이트, 은행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❷ 출원료를 스위스프랑으로 납부하기
출원료에 해당하는 스위스 프랑 금액을 기재한 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하면 외환가상계좌가

주어집니다. 이를 이용하여 서류 접수일부터 다음날까지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화를 출원료에 해당하는 스위스프랑으로 환전하여 외환 이체합니다. 스위스프랑의
납부는 특허청 사이트,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 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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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절차

1. 개 요 / 20
2. 국제단계 / 20
3. 국내단계 / 49

1. 개 요
PCT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입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
(national phase)의 절차’라고 부릅니다.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의 구별은 PCT용어는 아니나 간결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국제단계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 그 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및 처리, 국제
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작성,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출원인의 보정 등의 절차가 행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처리가 PCT 및 PCT 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국제출원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출원일에 PCT 조약에 가입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후에 이들 조약국 중 실제로 특허를 받길 원하는 국가에 진입하게
되면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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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한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 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 ․ 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 출원하는
외국인,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입니다.

ⅱ) PCT 국제출원언어
PCT 국제출원서류는 한국어 ․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서류는
선택한 국제출원의 출원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언어: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

ⅲ) 보호의 대상
PCT 국제출원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각 국에서는 특허․ 발명자증․
실용신안 ․ 실용증 ․ 추가특허 ․ 추가증 ․ 추가발명증 ․ 추가실용증 등의 출원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발명의 보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ⅳ) 국제출원서류
가. 제출서류
국제출원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원서(Request)
② 발명의 설명(Description)
③ 청구범위(Claim)
④ 요약서(Abstract)
⑤ 필요한 경우 도면(Drawings) 및/또는 서열목록(Sequence listing)을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
에는 미생물기탁증을 발명의 설명의 일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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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국제출원 서류는 WIPO의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출원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에는 국제출원서류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편제출의 경우에 PCT 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소인의 발신일을 출원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ⅴ) 수수료납부
유효한 국제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정요구하며,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정 기간 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한걸음 더
 가산료의 산정 방법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금액과는 별도로
미납금액의 50%를 가산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료의 최저금액은 송달료(45,000원)이고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됩니다. 가산료는 가산료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의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 PCT

국제출원 가이드

ⅵ) 국가지정
출원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면 국제출원한 날 기준으로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소위 ‘자기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자기지정 제도
자기지정이란 한국에서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PCT 출원이 한국의 국내 선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한 경우 한국이
지정국으로 선택되면 우선권 주장된 국내 선출원은 국내법에 따라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 취하 간주가 됩니다. PCT 출원으로 인한 선출원의 자동 취하를
막기 위해 PCT는 한국을 포함하여 비슷한 제도롤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에 대해서 자기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ⅶ) 우선권주장
가. 의의
예를 들어 한국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면, 미국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을 판단할 때 한국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나.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출원
파리협약 또는 WTO 가입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도 우선권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들이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후
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우선권주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의 출원인은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양 출원간에는 발명의 동일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은 2개 이상 가능하나 가장 빠른 선출원의 출원일이 12개월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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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권의 회복(한국특허청 유보)
❶ 개요

국제출원이 우선권기간(최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권주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과된 기간의 최대치는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즉, 우선일로부터는 14개월까지입니다(PCT 규칙 26bis.3).
❷ 적용의 유보

우선권 회복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수리관청에서의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걸음 더
 수리관청의 우선권 회복 인정 유보 국가(’19.12. 기준)
국제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우선권 회복 규정을 유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체코, 독일, 알제리, 그리스,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필리핀이
있습니다.

라. 우선권주장의 절차
❶ 출원서에 기재

- 출원서(Request)에 선출원일자,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명을 기재합니다.
- 우선권주장일이 국제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넘었더라도 14개월이 넘지 않았으면 기재가
가능하고 국제단계 절차 진행은 이를 우선일로 인정하여 진행됩니다. 다만 해당 우선권
주장이 지정국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지정국의 허용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한 우선권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지정국에서는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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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6개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6개월과 최초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❸ 우선권서류의 제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수리관청이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줍니다.

ⅷ) 국제출원 등의 취하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 국제단계 진행 중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등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이 경과하여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나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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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ⅰ) 방식심사의 의의
방식심사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서식이나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리관청은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통지합니다.

ⅱ) 국제출원서의 보완
국제출원서의 보완이란 제출된 국제출원서의 요건에 결함이 있어 국제출원일을 부여하기가
힘들 때 보완을 통해 출원서의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완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보완이 없거나 보완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방식요건
① 출원인이 출원인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② 국제출원서류가 정해진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③ 국제출원서류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하나 이상의 체약국 지정여부
-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여부
-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제출여부
나. 처리방법
방식심사 결과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 결함을 치유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하거나, 또는
-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인용에 의하여 보완하여 치유하도록
통지합니다(한국특허청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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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명의 설명 등의 일부 누락에 관한 처리

❶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수리
관청의 누락 사실 통지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수리관청의 통지일부터 2개월 또는 국
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면 그 누락된 부분이 수리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합니다.

❷ 상기 ❶의 절차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정정되었으나 국제출원일의 정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의 정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해 누락 부분을 무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 부분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출원일의 정정은 행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정정
이전의 국제출원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 인용에 의한 보완(한국특허청 유보)
❶ 개요

국제출원시에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그 누락된 부분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용에 의한 보완 절차를 통해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누락된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PCT 규칙 20.5).
❷ 조건

- 우선권 주장된 선출원에 누락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원서에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설명은 출원서에
인쇄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용에 의한 보완을 확인하는 서면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 또는 보완통지일부터 2개월).

❸ 인용에 의한 보완을 통해 방식상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이 접수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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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적용의 유보

인용에 의한 보완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수리관청에서의 인용에
의한 보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걸음 더
 수리관청의 인용에 의한 보완 인정 유보 국가(’19.12. 기준)
국제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인용에 의한 보완 규정을 유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쿠바,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가 있습니다.

ⅲ) 국제출원서의 보정
국제출원서의 보정이란 제출된 출원서가 국제출원일을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록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 사항의 수정 또는 기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경우 보정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정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함이 없던
출원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적정한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
합니다.
가. 방식요건
①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였는가?
② 요약서가 제출되었는가?
③ 기타 특허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나. 처리방법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것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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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정에 관한 주의사항
❶ 보정에 의한 대체용지

대체용지란 제출한 출원서의 항목 중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올바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형식요건(Physical requirements)의 하자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용지에 대해서만
대체용지를 낼 수 있습니다. 대체용지와 대체되는 용지를 서로 비교하여 크기 등 형식요건에
의한 불가피한 변동을 제외하고 페이지 변동이나 동일 용지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의 누락
또는 추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중복 제출되거나 불필요한 대체
용지가 제출되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대체용지의 작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84쪽의 ｢(3) 대체용지의 작성｣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❷ 보정(Correction)의 범위

대체용지 제출을 통한 국제출원서 보정은 PCT 규칙 제26조에 의한 보정(correction)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PCT 규칙 제91조에 의한 정정(rectification)이나 PCT 제34의
규정에 의한 보정(amendment) 등에 의해서만 허용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관청에 의한 보정
(correction)을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WIPO 국제사무국
에서는 수리관청에 의한 보정(correction)에 대한 PCT 규칙 적합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며, 보정(correction)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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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조사
ⅰ) 국제조사의 개념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
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므로 출원인이 절차 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조사기관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로 작성합니다.
출원인은 조사보고서와 함께 견해서를 검토하여 이후의 절차 진행을 예측하고 출원 진행과
관련한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prior art)이란 당해 국제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서면’에 의한 개시(disclosure)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ⅱ) 국제조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ⅲ) 국제조사기관의 주요업무
가.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확인
모든 국제출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출원의 대상이 국제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청구범위에 대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제조사를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청구범위 전부가 국제조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청구범위 일부에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
하고 해당 청구항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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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명의 단일성 조사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
수수료납부를 명하고,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발명에 대하여 국제
조사를 속행합니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만 국제조사를 수행합니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납부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됩니다.
다.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누락여부 확인
국제조사기관은 수리관청으로부터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되었다는 보정통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를 속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직접 발명의
명칭을 정하거나 요약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요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공개언어로 작성하고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
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송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약서에 대한 수정 및/
또는 작성된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라.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국제조사의 핵심 업무로서 청구범위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비된 문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요국의 특허문헌, 정기간행물, 논문 등이 최소 자료
로써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선행기술조사의 기준일은 우선권 주장이 있더라도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입니다.
마. 특허성여부 판단과 국제조사기관 견해서
2004년도부터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선행기술
조사가 주 기능이었던 국제조사기관의 기능이 대폭 확장되어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며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견해서를
작성할 때 선행기술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일입니다. 따라서 견해서 작성 시와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시 판단하는 기준일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 및 작성언어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같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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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전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 의견교환 없이,
특허성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국제출원 건에 대하여 작성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ⅳ)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가. 작성기한
국제조사기관은 조사용사본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의 요청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누구에게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국제조사보고서의 활용
❶ 절차진행의 판단자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명백히 기재된 관련 선행기술로 인하여 출원된 발명의 권리획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하거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❷ 청구범위 보정(PCT 제19조 보정)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보정하면 권리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님에 주의)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정내용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국제출원서 및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공개가 됩니다.
제19조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⑴보정내용을 담은 청구범위 전체에 대한 대체
용지(Replacement Sheet), ⑵보정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 지가 기재
되고 거기에 더하여 청구범위 보정의 근거가 된 부분을 기재한 서한(letter)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보정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
(‘Statement under Article 19(1)’)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1).

1) 정리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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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출원인은 ❷에 언급된 보정 이외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
되기까지 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대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국제예비심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보정 기회를 추가로 가질 수 있습니다.
❹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 발행

국제예비심사가 청구 되지 않았거나 예비심사가 진행되었더라도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
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특허협력조약 제1장)｣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여 출원인과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해당 보
고서의 언어가 지정관청의 공식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각 지정관청은 영어로 된 번역문을 국제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지정관청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영어번역문을 해당 지정관청과 출원인에게 송부합니다.

한걸음 더
 국제조사보고서 인용문헌 제공

한국 특허청에서 발행한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에 인용된 문헌을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입수 방법
- 특허청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다운로드 가능
(http://www.kipo.go.kr/en => PCT ISA Portal => PCT Status)
- 국제조사보고서 발송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
-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
- 비밀번호 등 필요한 정보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선언서 송부
통지서(서식 PCT/ISA/220)를 통해 안내
• 온라인 수신을 신청한 경우 상기 검색뿐 아니라 국제조사보고서 송부 시에도 함께 송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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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시 서류 제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대체용지

보정에 의하여 달라진 청구범위를 포함한 전체 청구범위 세트를
기재

서한

보정전과 보정 후의 청구범위의 차이를 기술하고 보정의 근거가 된
최초 출원서의 부분(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을 기재

설명서

보정내용을 설명하고 보정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선택사항)

위임장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

• 보정 언어는 국제공개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한국어 출원은 한국어로
작성하고 영어 출원은 영어로 작성).

서한 작성 예시
• 영어 서한
The applicant, who received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hereby files amendment under Article 19(1) as follow
Claim 5 is amended, the basis for amendment can be found in line 45 of the original description
• 한국어 서한
청구항 5가 변경됨. 청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스로우 라인 감지영역’ 은 원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단락 [55]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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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3

국제조사기관 업무절차도

조사용사본 수령/통지

조사제외대상 여부확인

발명의 단일성 확인

선조사 확인

발명의 명칭, 요약서 검토

국제조사 및 특허성 판단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송부

국제사무국

출 원 인

국제공개
번역문제출 수수료납부
지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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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국제조사
ⅰ) 보충적 국제조사의 개념
주(主) PCT 조사에 추가하여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보충적인 국제조사
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ⅱ) 보충적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목적
- 보충적 국제조사를 신청함으로써 국내단계 진입 이후 새로운 선행기술이 언급될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주(主) 국제조사기관이 모두 발견하기 힘든 다양한 언어 및 다양한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보충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보충적 국제조사는 참여하는 국제조사기관(ISA)이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가능 합
니다.

ⅲ) 보충적 국제조사 수행 기관
보충적 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보충적 국제조사 업무의 수행을 선언한 기관에
서만 제공합니다. 2019.12. 현재 보충적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오스트리아, 유럽, 핀란드,
러시아, 스웨덴, 싱가포르, 터키, 우크라이나, 노르딕, 비세그라드특허청입니다. 우리나라는 보
충적 국제조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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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보충적 국제조사 제공 기관 및 조사범위(’19.12. 기준)
보충적 국제조사를 제공하는 기관과 각 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기관
오스트리아

보충적 국제조사 범위

비고

독일어문헌 범주 조사

3가지 범주의 문헌이
제공되는 경우, 출원인의
선택에 따름

유럽 및 북미문헌 범주 조사
PCT 최소 문헌이 포함된 범주 조사

유럽

PCT 최소 문헌이 포함된 범주 조사

핀란드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문헌 범주 조사

러시아

러시아어 문헌 범주 및 구소련 연방국가의 특허 문헌 조사

스웨덴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문헌 범주 조사

싱가포르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영어, 중국어 문헌 범주 조사

터키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터키어 문헌 범주 조사
PCT 최소 문헌 범주 조사
유럽 및 북미문헌 범주 조사

우크라이나

구소련의 러시아어 문헌 및 우크라이나어 문헌 범주 조사
PCT 규칙 39.1(iv) 대상출원인 이유로 PCT 17(2)(a)의 선언을
한 범주 조사

3가지 범주의 문헌이
제공되는 경우, 출원인의
선택에 따름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덴마크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문헌 범주 조사
노르딕
덴마크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문헌 범주 조사

비세그라드

PCT 최소 문헌을 포함하여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문헌 범주 조사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문헌 범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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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충적 국제조사의 신청 요건
- 신청서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PCT/IB/375).
- 신청서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만료 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충적 조사료 및 보충적 조사 취급료를 국제사무국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주(主) 조사를 수행한 국제조사기관(ISA)은 보충적 조사를 위한 기관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보충적 조사 신청은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가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 신청은 보충적 국제조사 수행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 이내에 작성됩니다.

(4) 국제공개
ⅰ) 국제공개의 의의
국제공개제도는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국
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ⅱ) 국제공개의 대상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공개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취하간주․전
지정국을 대상으로 한 지정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와 미국만을 지정한 경우(미국은 자국에
관한 한 국제공개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을 하였음)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국제공개가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ⅲ) 국제공개의 시기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면 즉시 공개를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조기공개신청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납부된 직후 국제공개를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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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공개의 내용
국제공개는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며,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 전문이 공개되는데, 출원서의
서지적 사항과 요약서가 기재된 표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제19조 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된 사항 및 설명서,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등을 포함합니다. 만일 국제공개 시점
이후에 국제조사보고서가 준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는 후에 별도로 공개됩니다.

ⅴ) 국제공개 언어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
투갈어의 10개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됩니다.
공개언어가 아랍어, 중국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인 경우에
국제사무국은 발명의 명칭, 요약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공개되는 국제출원서와
함께 공개합니다.

ⅵ) 국제공개되는 정보의 생략 요청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포함된 내용이 ⑴국제출원에 관한 정보가 명백하게 아니거나 ⑵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해칠 수 있거나 ⑶해당 정보를 입수할만한 공중의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공개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PCT/IB/384 양식 사용).
제외신청은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하며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ⅶ) 국제공개의 효과
국제공개의 효과는 각 지정국(선택국)의 국내공개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각 지정국은
공개 효과의 부여를 위해 지정된 언어로된 번역문의 공개 등과 같은 조건을 지우거나 우선일
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후에만 효과가 발생한다는 시기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지정국별 국제공개의 효과를 인정하는 조건(’19.12. 기준)
국제공개의 효과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지정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어로
공개된 경우에는 국제공개 후에, 외국어로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국내단계 진입 시 제
출된 국어 번역문이 공개된 후에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정국의 공개효과 인정
조건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Annexes B)합니다.
(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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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예비심사
ⅰ) 개념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
(patentability), 즉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preliminary and
non-binding opinion)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
에서 수행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판단 내용을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ⅱ)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거나 국제사무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우리나라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한국 ․ 호주 ․ 오스트리아 ․ 일본특허청(국제조사 절차를
일본특허청에서 행한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ⅲ)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가. 청구요령
국제예비심사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2종으로 국제예비심사 취급료와 국제예비심사료로 구성됩니다.
나. 청구시기 및 효과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부 PCT 체약국2)은 국내단계진입 기한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로 PCT가 개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선일로부터 20개월 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우선일
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되고, 해당 체약국
이 선택국으로 선택되면 국내단계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0개월에서 최소 30개월로 연
장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2)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이상 2개국(2019. 1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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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예비심사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까지는 언제라도 국제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제예비심사의 취하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행하여 졌다면,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예비심사청구를 해야 국내단계진입기한
이 30개월로 연장되는 일부 선택국(각주2 참조)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시키면 되지만, 20개월 후에 행하여 졌다면 국제출원은 해당 선택국에서 취하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우선 간주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된 견해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1차 견해서로 간주
합니다. 하지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국제예비심사 견해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2개 이상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함
으로써-또는 둘 모두를 제출함으로써- 통지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ⅳ) 국제예비심사의 진행
가. 국제예비심사의 대상범위 확정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서에 포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을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으로 삼습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 청구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PCT 제19조 보정3) 및 제34조
보정4)이 있는 경우 이들 보정도 국제예비심사에 반영합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나
견해서의 작성이 이미 시작된 후에 보정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우선권서류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사무국에
우선권 서류의 사본 송달을 요청합니다. 만약 우선권 서류의 언어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
하는 언어가 아니라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에게 번역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우선권서류 및 번역문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권주장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어 작성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2 참조
4) 정리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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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원인과 의견교환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출원인은 심사과정에서 구두, 서면,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 견해서(written opinion)의 작성
견해서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부정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예비심사
기관이 반드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서면통지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원인이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 둘 다 제출도 가능-하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됩니다.
라. 발명의 단일성 심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 요구에 응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했으나 여전히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주(主)발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기재합니다.
마.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PCT 제34조 보정)의 처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시작하기 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5). 보정서는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예비심사
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34조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⑴기존에 제출되었던 내용을 보정하는
각각의 대체용지(Replacement Sheet), ⑵보정전과 보정 후의 용지의 차이점 및 보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더하여 최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서
보정 근거가 된 부분을 기재한 서한(letter)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6) 청구범위를 보정할
경우에는 제19조 보정의 방법과 동일하게 보정내용을 담은 청구범위 전체에 대한 대체용지
(Replacement Sheet)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요약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정리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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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PCT 제34조 보정이 가능한 기간
PCT 제34조 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도 있고 국제예비심사
청구 후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기한이 있고 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출된 보정 요청은 예비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청구 당시에는 보정할 상황이 아니지만 이후에 보정의
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계획을 담은 서면을 국제예비심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
습니다. 많은 경우 PCT 규칙 Rule 66.1bis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국제예비심
사기관의 견해서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곧 국제예
비심사 보고서의 작성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출원인은
제34조 보정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보고서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장)｣라는 이름
으로 작성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는 내용이 부기됩니다.
나. 작성기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PCT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
사무국에 송부됩니다.
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결과 PCT 국제출원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이
결여되어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참고하여 이후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록 각 지정국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국내단계 절차를 우호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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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4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절차도

출 원 인
국제예비심사 청구
방 식 심 사

청구서 접수일 통지

청구서 사본 보관

원본송부(IB)

국 제 예 비 심 사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출 원 인
번역문제출/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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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
선 택 국

정리5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국 제 조 사

국 제 예 비 심 사

목

적 관련 선행기술의 발견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

대

상 모든 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

범

위 발명의 설명, 도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초 청구범위·발명의 설명·도면

판 단
국제출원일
기준일

우선일

연 락 권 없음

있음

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

정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소정기간 내

단일성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결 여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대

상 모든 국제출원(강제적 절차)

임의적, 선택적 절차

관

할 국제조사기관 (ISA)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지정선택 출원서 제출로 출원일의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

청구서 제출로 조약 제2장에 구속되는 모든 지정국의
선택을 구성

제2장 규정에 구속된 체약국 거주자 또는 국민이
이 용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체약국 또는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수리관청에
가 능 자 즉, 거주지 또는 국적에 따라 국제조사기관 선택 가능
국제출원 한 경우만 적용

절

❶ 국제조사기관과 출원인간의 의견교환-원칙적
불허용
❷ 보정 불허용
차 ❸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없음
❹ 단일성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❺ 절차의 종료 - 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 작성

- 발명의 명칭, 요약서의 점검 작성
기관의
-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역 할
견해서 작성
보

고

❶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
관리함
❷ 보정허용
❸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있음
❹ 단일성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또는
청구범위 감축
❺ 절차의 종료 - 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의 일환으로 국제출원의 결함 점검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책임하에 각 지정관청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책임하에 부속서류도
송달
함께 각 선택관청에 송달

국 제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공개, 견해서는
공개여부 비공개(우선일부터 30개월경과 후 공지)

전부 비공개(우선일부터 30개월 경과 후,
선택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지)

국내절차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2019.12. 현재 2개국에
진입기간 대하여는 2002.4.1. 조약개정이전의 규정 적용)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2019.12. 현재 2개국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만료 전에 청구되고
해당국을 선택국으로 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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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6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설명 등 보정시 제출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서식의 신청구분에서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선택하고 제출기관을 ‘국제
예비심사기관’ 선택)

보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각각의 용지 전체에 대하여 대체
대체용지 용지를 제출. 청구범위 보정의 경우에는 제19조 보정시와
동일한 방법 적용
서한

보정전과 보정 후의 대체용지 차이를 기술하고 보정하는 이유를
설명. 또한 반드시 보정의 근거가 된 최초 출원서의 부분(청구
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을 기재

위임장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

• 보정을 위한 언어는 국제공개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한국어 출원은 한국어로
보정서를 작성하고 영어 출원은 영어로 작성).

서한 작성 예시
• 영어 서한
The applicant hereby requests, under PCT Article 34, that amendment be made as follow;
On replacement page 4 at line 12, the number 22 was replaced with 222. Concerning amendment, the indication is in drawing No.4 of the original application
• 한국어 서한
도 3 및 도 6의 일부가 변경됨.
본 출원인은 본원 발명의 도면이 착오로 첨부되어 이를 바로 잡기위해 보정하였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단락 [55]를 참고하면, 제3 크랭크와 스로우 라인 사이의 감지 영역이 존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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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7

PCT 국제출원 절차 및 관련 규정

·조약 : PCT

·규칙 : PCT Regulation

·WO-ISA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IPEA : 국제예비심사기관

·RO : 수리관청

·IB : WIPO 국제사무국

·IPER :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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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단계
(1) 개 요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
단계를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우리나라는 31개월) - 다만, 룩셈부르크 및 탄자니아는 20개
월 - 이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제출, 수수료납부, 대리인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국내
출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걸음 더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및 절차 정보
PCT 국내진입을 위한 기한 및 요구되는 사항은 국가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국가별 정보를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appguide/)에 접속
하여 원하는 국가의 National Chapter항목 중 Annex를 클릭하면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2)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내단계 번역문 제출 등(DO(EO)/KR)
ⅰ) 번역문 제출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와는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관은 번역문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제단계
에서의 보정에 대한 번역문도 제출합니다.
국내서면제출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을 지정한 PCT
출원은 취하간주 되고,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이 행해지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됩니다.

ⅱ) 국내수수료 납부
출원인은 번역문 제출시의 납부자번호로 해당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입한 국제출원이 무효가 됩니다.

ⅲ)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을 통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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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서 등
주요 서류작성 요령
1. 국제출원서 작성내용 및 요령 / 52
2. PCT-SAFE 및 ePCT를 이용한 출원 / 73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작성내용 및 요령 / 76
4. 주요 중간서류 종류 및 작성 / 81

1. 국제출원서 작성내용 및 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 세로 297㎜ 크기(A4용지)의 매끄러운 백색용지로서 세로로
하여 한쪽면 만을 사용합니다.
나. 용지는 구김, 접힘 또는 찢어진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출원서는 타자, 인쇄 또는 컴퓨터로 출력된 것으로 사진, 전자적 방법, 사진옵셋 및 마이
크로필름에 의하여 직접 복사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라. 계량단위는 SI(mㆍkgㆍ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합니다.
마. 용어 및 기호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되, 국제출원서류의
전체 내용에서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바. 출원서의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표시합니다(출원서 첫 쪽을 제외하고 ‘용지 번호’(‘Sheet No........’)에
2부터 기재).
사. 출원서는 쉽게 분리하고 다시 철할 수 있도록 집게 등을 사용하여 철합니다.
아. 출원서에는｢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 외의 어떠한
사항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 출원서를 타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줄 간격은 1.5 문자의 폭으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세로 2.1㎜ 이상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차. 출원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출원서의 편집 및 내용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과 일치하며, 대응하는
페이지에 동일정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난을 둡니다.
2) 모든 난은 실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3)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이 사용하는 난은 인쇄서식과 같은 크기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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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국제출원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다음은 PCT 국제출원서의 심사에서 흔하게 통지되는 오류 사항들과 올바른 기재 방법입니다.
1. 한국어 출원서에서 영어를 병기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PCT 국제출원서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한국어 양식을 사용하여 한국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서 중에서 이름, 주소, 국적, 거주국은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해야 합니다.
* 발명의 명칭은 영어 병기하지 않고 한국어만 적습니다.

(작성례)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

세탁기능 향상을 위한 보조장치 제조방법
제2기재란

출원인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홍길동
HONG, Gil-dong(성은 모두 대문자로 적고 쉼표하고 이름은 떨어지는

첫 자만 대문자로 적습니다. Gil-dong 또는 Gil Dong)

전화번호
82-42-481-0000
팩스번호
82-41-481-0001
특허고객번호
4-2010-123456-7

대한민국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국문주소와 영문주소의 방향은 역순으로 적습니다.)

2. 도면 등 이미지 파일은 모두 흑백으로 기준에 맞추어서 제출하자
발명의 설명에 도면 등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때에는 반드시 기준 포맷 형식의 흑백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지 크기 및 해상도가 너무 작거나 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의
요구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권장포맷 : 흑백 Tiff, 압축방식 : CCITT Grooup 4, 해상도 : 300dpi, 최대사이즈 : 세로
255mm × 가로 170mm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컬러도면을 기준 포맷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전자출원SW다운로드 → PCT도면이미지 변환기)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의 스캔이미지 파일을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는 스캔된 인장의 이미지가
선명한지 제출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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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출원서(Request)7)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 참조 기호(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문자 ․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최대 25자 범위 내로 기재하며, 25자를 초과하는 문
자는 수리관청 등이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1기재란 : 발명의 명칭(Box No. I TITLE OF INVENTION)

짧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영어 기재 기준으로 2단어 이상 7단어 이내가 바람직하며 ‘발명의 설
명’ 상의 발명의 명칭과 동일해야 합니다.
•

제2기재란 : 출원인(Box No. II APPLICANT)

가. 성명(명칭) 및 주소(Name and Address)
성명 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하며, 주소는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기재하되, 국명 및
우편번호도 적습니다. 기재한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인 경우에는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
이기도하다’(‘This person is also inventor’)의 □에 X표시를 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걸음 더
 출원인, 발명자 등 성명(명칭)의 영문 기재 방법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은 대문자로 기재하고 이름은 첫 자 및 띄어쓰는 두 번째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연인이 아닌 출원인의 명칭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올바르게 표기한 성명(명칭)

♥ 잘못 표기한 성명(명칭)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

DAEJEON PATENT & LAW FIRM

Daejeon Patent & Law Firm

7) 영어 출원서의 경우 각 한국어 항목상의 대응항목과 동일하며, 한국어와 영어 출원서 중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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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화, 팩스번호 및 특허고객번호(Telephone No., Facsimile No.,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한국은 82) 및 지역코드
(서울의 경우 2)도 함께 적습니다.
다. 이메일 송부 동의(E-mail authorization)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이메일 송부동의 란의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출원인의 ‘이메일 송부 동의’ 란에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경우, 후에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대리인이 없어지면 WIPO 통지서는 출원인의 이메일로 송부되지만 사실상 사임한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정보란에는 출원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국적(국가명)(State(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출원인의 국적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국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마. 거주국(국가명)(State(that is, country) of residence)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국명
또는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거주국은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바.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 of:)
위에 기재한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되, 한 가지만
표시합니다. 두 번째 □ 안에 X표시한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적습니다.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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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재란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발명자(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란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적되 다음 요령에 따릅니다.
❶ 제3기재란의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항목에 X표시
합니다.
❷ 계속용지의 해당 항목 중 오른쪽의 ‘이 사람은:(This person is:)’란에는 적은 자가 오직
출원인인지 오직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
합니다.
❸ 그 외는 제2기재란(Box No. II)과 기재요령이 같습니다.
• 제4기재란

: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Box No. Ⅳ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해당하는 □에 X
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대리인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고,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위에 기재합니다.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통지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주소로
행해집니다.
나. 대리인번호(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특허청에서 부여한 대리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이메일 송부 동의(E-mail authorization)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사본을 수
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로, 선행사본 수령 후 서면 통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에 X표시하고, 해당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에
X표시합니다.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E-mail address’란에 적습니다. E-mail address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라. 통신용 주소(Address for correspondence)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특정의 주소로 통지받고 싶을 경우에는 그 주소를
적고, 마지막 □ 안에 X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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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기재란(Supplemental Box)

이 용지는 기재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선언서 제외) 사용하며, 이 Box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출원인 및/ 또는 발명자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I’)이라고 적고, 출원인 성명, 국적, 거주국
등을 제3기재란(Box No. III)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❷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의 하위 기재란 (Box No. II 또는 sub-boxes of No. III)에서 ‘추가
기재란에 표시된 국가’(‘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에 체크한 경우,
‘제2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 또는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
(‘Continuation of Box No. III’) 또는 ‘제2기재란과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 and III’)과 같이 기재하고, 관련 출원인(들)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해당
출원인에 관한 지정국을 기재합니다.
❸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의 하위 기재란(Box No. II 또는 sub-boxes of No. III)에 발명자
또는 발명자/출원인이 지정국 일부에 대해서만 발명자 인 경우,
‘제2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 또는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
(‘Continuation of Box No III’) 또는 ‘제2기재란과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I and III’)과 같이 기재하고, 관련 발명자(들)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해당
발명자에 관한 지정국을 기재합니다.
❹ 제4기재란(Box No. IV)에 기재한 대리인 외에 대리인이 더 있는 경우
‘제4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IV’)이라고 적고, 제4기재란(Box No. IV)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❺ 우선권주장이 3개 이상인 경우
‘제6기재란에 이어 계속’(‘Continuation of Box No. VI’)이라고 적고, 제6기재란(Box No. VI)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❻ 특정 지정국에서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경우
관련된 각 지정국의 국명 또는 2문자 코드를 기재한 후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
‘추가증’(‘certificate of addition’), ‘추가발명자증’(‘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또는 ‘추가
실용증’(‘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을 기재하고 모특허 또는 모권리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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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미국에서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 계속출원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경우
‘US’라고 표시한 후 ‘계속출원’(‘continuation’) 또는 ‘일부 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이라고 기재하고 모출원의 번호와 출원일을 기재합니다.
•

제5기재란 : 지정(Box No. V DESIGNATIONS)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내특허 및 지역특허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출원일에 PCT에 기속되는 모든
체약국이 지정됩니다.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은 해당항목을 체크함으로써 각국의 어떤 종류의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
되지 아니한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법상 국내에 출원한 선출원이 있고
해당 선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 국내에 출원한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특허와 유럽 특허와의 관계에서 자기지정이 취하
되는 상황은 PCT 국제출원으로 독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유럽특허청의 지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걸음 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자기지정 제외

우리나라 특허법은 국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된
선출원은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제56조). PCT 출원을 통
해 우리나라가 지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국내 선출원을 기초로 PCT 국제출원하고
자기지정 제외를 하지 않는다면 선출원은 해당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6기재란 : 우선권 주장(Box No. VI PRIORITY CLAIM)

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지역특허청 또는 수리
관청)을 해당란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우선권 주장이 추가로 적혀 있음’란에 체크
하고 추가 기재란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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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을
특허청(수리관청)이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해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려는 서
류의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또는 국제사무국이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상기 인증
사본을 입수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려는 서류의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를 하
고 관련 접근코드를 기재합니다.
라. 날짜는 서기에 의한 년ㆍ월ㆍ일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일ㆍ월ㆍ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

제7기재란 : 국제조사기관(Box No. VII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가. 국제조사를 받기 원하는 국제조사기관의 국명을 기재합니다. 국가명은 2문자 코드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CT 국제출원을 할 경우 선택 가능한 국제조사기관은 대한민국
(KR), 오스트리아(AT), 호주(AU), 일본(JP)이 있습니다.
•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및 분류 결과의 이용(Continuation of BOX No. VII USE OF EARLIER
SEARCH AND CLASSIFICATION RESULTS)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 및/또는 분류 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및 그 자료의 송부에 대하여 적으며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가. “1. 규칙 4.12에 따른 출원인의 신청” 란의 1.1항목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적으며 해당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위 요청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선조사를 행한 기관 또는 관청을 적습니다.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이 언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 “설명서
(규칙 4.12(ii))”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나. “1.2 필요한 경우, 선조사 결과의 제출”란의 “서류의 입수 가능성(규칙 12의2.1(c) 및 (d) 및
12의2.2(b))” 항목은 국제조사기관이 입수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
가 있는 경우 □ 안에 Ⅹ표시를 하고 각 해당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다. “선조사 결과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기 위한 출원인의 수리관청에 대한 신청” 항목은
선조사가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수리관청에서 행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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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 출원인이 규칙 4.1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관청에 의해 선조사 및 분류결
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 란의 2.1 항목은 국제출원이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며
해당 선출원에 대한 조사 및 분류를 수리관청에서 행하였거나 수리관청이 입수 가능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게 됨을 나타내는 란입니다.
마. “2.2 수리관청에 의한 선조사 결과의 국제조사기관으로의 송부 제외 신청(규칙 23의2.2(b))”
항목은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 “2.3 수리관청에 의한 선조사 결과의 국제조사기관으로의 송부 동의(규칙 23의2.2(a) 및 (e))”
항목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해당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수리관청이 선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규칙 23의
2.2(e))” 항목은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수리관청이 선국제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규칙 23의
2.2(a) 및 조약 30(2)(a) 및 (3))” 항목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국제출원이고 국
제조사가 행해졌으며 해당 국제조사를 수행한 기관이 제7기재란에 기재된 국제조사기관과
다른 경우, 수리관청에서 선국제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 할
때 □ 안에 Ⅹ표시합니다. 이때 선출원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선출원
기관 또는 관청을 상단의 해당하는 란에 적습니다.
•

제8기재란 : 선언서(Box No. VIII DECLARATION)

가. 다섯 개의 선언서 중 한 개라도 작성해서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선언서의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 □에 X표시를 하고, 오른쪽에는 해당 선언서의 제출매수를 기재
합니다.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Box No. VIII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선언서 기재요령
선언서는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국제출원서의 결격요건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시
참고서류로 활용되어 그에 관한 해당국에서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국제단계에서 제출하여 국내단계 진입할 때 출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선언서 작성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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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선언서의 표준 문구는 공개되는 국제공개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출원은 한국어로,
영어 출원은 영어로 작성합니다. 다만,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가 라틴 언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 명칭을 병기해야 합니다. 즉, 한국어 출원에서는 표준 문구의 출원인
성명 및 주소는 한글과 영어를 병기해야 합니다.

선언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기재란 (ⅰ)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Box No. VIII(ⅰ)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 용도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며,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오직 발명자로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로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표준문구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ⅰ) 및 51bis.1(a)(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영문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 and 51bis.1⒜⒤):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2) 제8기재란 (ⅱ)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Box No. VIII(ⅱ)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 용도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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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문구
“조약규칙 4.17(ⅳ) )에 따른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조약규칙 4.17(ⅱ) 및 51bis.1(a)(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ⅰ) ...(주소)의 ...(성명)은 이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영문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ⅱ) and 51bis.1⒜(ⅱ)),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
(ⅳ) is not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name) is entitled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by virtue of the following:
(ⅰ)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ⅱ)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ⅲ)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ⅳ)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ⅴ)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ⅵ)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ⅶ)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ⅷ)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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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해당 선언서는 출원인의 자격이 국제출원일 전에 획득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선언서는 발명자에 관한 기재가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서와 합하여 1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입문장은 다음과
같이 적고 나머지 문장은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서의 표준
문구로 적습니다.
“조약규칙 4.17(ⅳ) )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가 부적절할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할
출원인의 자격(조약규칙 4.17(ⅱ) 및 51의2.1(a)(ii)) 및 발명자(조약규칙 4.17(ⅰ) 및 51의2.1(a)(i))에 관한
통합 선언서: ”

영문
“Combined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ⅱ) and 51bis.1⒜(ⅱ)) and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ⅰ) and 51bis.1⒜(ⅰ)),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ⅳ) is not appropriate:”

3) 제8기재란 (ⅲ)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 자격에 관한 선언(Box No. VIII(ⅲ)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 표준문구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선출원을 제출한
후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은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ⅲ) 및 51bis.1(a)(i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ⅰ)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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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영문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specified below,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applicant who filed the earlier application or where the applicant's name has changed since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Rules 4.17
(ⅲ) and 51bis.1⒜(ⅲ)):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is entitled to claim priority of earlier application No. ... by virtue of the following:
(ⅰ) the applicant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was sought by way of
the earlier application
(ⅱ)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ⅲ)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ⅳ)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ⅴ)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ⅵ)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ⅶ)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ⅷ)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 기재요령
․ 해당 선언서는 출원인의 자격이 국제출원일 전에 획득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예를 들면, 다섯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 중 한명이 선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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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기재란 (ⅳ) 미국지정을 위한 발명자에 관한 선언(Box No. VIII(ⅳ) DECLARATION: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용도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선언서입니다.
- 표준문구
동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릅니다.
- 기재요령
․ 비록 모든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
하여야 하며, 각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등과 같은 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 및
거주지가 라틴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동 선언서를 사용하되, 제목은 “추가 발명자 선언 조약
규칙 4.17(ⅳ) 및 51의2.1(a)(ⅳ)” (“Supplemental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 4.17
(ⅳ) and 51bis.1(a)(ⅳ) )”)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제8기재란 (ⅴ)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Box No. VIII(ⅴ)
DECLARATION: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 용도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간주되길 원하거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 합니다.
- 표준문구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ⅴ) 및 51bis.1(a)(v)):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주장한 발명의 대상기술이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음을 선언한다:
(ⅰ) 공개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포함)
(a) 국제박람회
(b) 공개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d) 기타: ...(기재)
(ⅱ) 공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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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개의 명칭(있는 경우): ...
(ⅳ) 공개 장소(있는 경우): ...”

영문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Rules 4.17(ⅴ) and
51bis.1(a)(v)):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PCT/...],
...(name) declares that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disclosed
as follows:
(ⅰ) kind of disclosure (include as applicable):
⒜ international exhibition
⒝ publication
⒞ abuse
⒟ other: ... (specify)
(ⅱ) date of disclosure: ...
(ⅲ) titl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ⅳ) plac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 기재요령
․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 (iii)과 (ⅳ) )는 관련 상황이 있는 경우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제8기재란 (i)에서 (v)의 계속 선언서(Continuation of Box No. VIII(ⅰ) to (ⅴ)
DECLARATION)
- 제8기재란(Box No. VIII)의 (i)부터 (v)까지 선언서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합니다.
• 제9기재란 : 체크리스트(Box No. IX CHECK LIST for PAPER filings)

이 용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고 그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나. 국제공개 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대표되는 도면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란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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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기재란 :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Box No. X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REPRESENTATIVE)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타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계산 용지(출원서 부속문서)(FEE CALCULATION SHEET(Annex to the Request))

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란에는 출원서
첫 쪽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출원인을 기재한
후 ‘et al.’(한국어로는 ‘등’)을 기재합니다.
다. 수수료의 기재방법
❶ T에 송달료를 기재합니다.
❷ S에 조사료를 기입하고, 아래 밑줄에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을 기재합니다.
❸ 국제출원료
제9기재란에 적혀 있는 총 용지 매수를 기입한 후 i1에 30매까지 국제출원료 금액을,
i2에 30매 초과매수와 초과 1매당 추가 금액을 기재하고, I에는 i1과 i2를 더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❹ 총금액(TOTAL)에는 T, S, 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서를 제출할 때 영어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MODE OF
PAYMENT는 CASH에 X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국어 출원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발명의 설명(Description)
•

일반적 사항

가. 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 용지의 상단 : 20mm 이상 40mm 이내
․ 용지의 좌단 : 25mm 이상 40mm 이내
․ 용지의 하단 및 우단 : 20mm 이상 30mm 이내

www.kipo.go.kr

<<

67

나.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다. 각 용지 좌측 여백의 정중앙에 5행마다 연속된 아라비아숫자로 문단 번호를 붙입니다.
라. 발명의 설명에는 출원서(Request)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을 첫머리에 표시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제목을 붙이고 기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❶ 기술분야(Technical Field)
발명의 관련 기술분야를 명시
❷ 배경기술(Background Art)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가능한 한
해당 기술에 관한 문헌을 인용
❸ 발명의 개시(Disclosure of Invention)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기술하고 그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관련하여 가지는 유리한
효과를 기재
❹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
❺ 발명의 최선의 실시예(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중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형태를
기재하되 적당한 경우에는 실시예를 이용하고 도면이 있을 때에는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
❻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필요한 경우에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명시
❼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첨부합니다(*아래 (7)번 항목 안내 참조).
해당하는 경우 PCT 조약 시행세칙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❽ Sequence Listing Free Text(서열목록 프리텍스트)
해당하는 경우 발명의 설명을 작성한 언어로 기재합니다.
마. 발명의 설명에는 화학식 또는 수식을 기재하거나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화학식, 수식 또는 표를 바르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지를 가로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를 가로로 사용할 때에 용지는 화학식 ․ 수식 또는 표의 상단이 용지의
좌측이 되도록 하고 세로로 하여 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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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범위(Claims)
가.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발명의 설명의 최후 용지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
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중앙에 붙입니다.
나. 청구범위(Claims)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 ․ 간결하게 기재하되,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 청구항의 수는 발명의 성질을 고려하여 타당한 수로 하고, 청구항의 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청구항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라. 청구범위에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발명의 설명의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또는 ‘도면의
…에 표시한 것과 같이’와 같은 기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기술적 특징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
다음에 관련 도면의 인용부호를 묶어 병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 종속항의 기재요령
❶ 1 또는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함과 동시에 추가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 합니다.
❷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하 ‘다수종속항’이라 한다)은 인용되는 청구항을
선택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예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❸ 다수종속항은 다른 다수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❹ 같은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은 가능한 한 인용되는 청구항 바로 뒤에 모아서 기재
합니다.
❺ 위의 ❷, ❸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가 지정국의 국내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해당 지정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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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서(Abstract)
가.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청구의 범위의 최후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붙입니다.
나. 요약서(Abstract)에는 그 요약서에 관한 국제출원을 선행기술로서 조사할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❶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❷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❸ 기술적 과제의 해결방법의 요지
❹ 발명의 중요한 용도
다. 요약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기재하되, 영어 기재를 기준으로 할 때 50단어 이상 150단어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중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인용부호를 붙입니다.
마. 요약서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 또는 용도에 관하여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도면(Drawings)
가. 일반적 사항
❶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상단 및 좌단에 25mm, 우단에 15mm, 하단에 10mm를 둡니다.
❷ 도면의 각 용지에는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는 사선으로 구분된 2개의 아라비아숫자로
이루어지며, 사선으로 구분된 좌측에는 용지의 번호를, 우측에는 용지의 합계수를 용지
(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중앙에 표시합니다(예: 1/4, 2/4).
나. 도면에는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물’ ․ ‘증기’ ․ ‘개’ ․ ‘폐’ ․ ‘AB의 절단면’ 등의 단어 또는 어구를
제외하고는 문자를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도면은 지워지지 않는 짙은 흑색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와 선명한 선으로 착색없이 작성
합니다.
라. 절단면은 평행사선으로 표시하되, 인용부호 및 인출선의 판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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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면의 3분의2 선축적에 의한 사진복제를 한 경우에도 모든 세부가 쉽게 식별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명료성을 가지도록 작성합니다.
바. 도면의 척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식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사. 도면에 기재하는 모든 숫자․문자 및 인출선은 간결하고 명확한 것으로 합니다.
아. 도면 중의 모든 선은 원칙적으로 제도용구를 사용하여 긋습니다.
자. 도면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 중의 다른 요소와 같은 비율로 그려야 합니다.
차. 숫자 및 문자의 크기는 세로 3.2mm이상으로 합니다.
카. 2 이상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도면별로 용지의 번호와는 관계없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타. 도면에는 발명의 설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부호를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파. 도면에 다수의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인용부호와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목록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 국내 특허 출원은 컬러 도면의 제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PCT 출원에서는 반드시
흑백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출원 하면서 스캔된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흑백이 아닌
그레이 스케일 형식의 파일 첨부도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변환기를 이용하면 컬러로 그려진 도면파일을 흑백으로 편리
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전자출원 시작하기 ▶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 PCT도면 이미지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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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열목록(Sequence Listings)
가. 서열목록은 발명의 설명과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하여 출원서류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다음)에 배치합니다.
나. 서열목록은 반드시 서열목록 작성기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통상의 워드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 전자출원의 경우 작성된 서열목록을 PCT-SAFE 또는 ePCT상에 첨부하면 배치 및 페이지
부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작성된 서열목록을 가.에서 설명한 위치에
출원서류의 일부로 첨부하고 작성된 서열목록을 담은 전자매체 1부를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서열목록에는 앞서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등과 별도로 서열목록만의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용지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한걸음 더
 서열목록 작성 시 필요한 프로그램
서열목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열목록 작성기’ 프로그램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전자출원 시작하기 ▶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 서열목록
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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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SAFE 및 ePCT를 이용한 출원
(1)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
가. 개 요
PCT-SAFE(Secure App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는 PCT 국제출원의 전자출원을 위한 소프트
웨어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300
스위스프랑(CHF)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작성 및 제출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은 출원서 및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 ․ 요약서 ․ 도면 등 모든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자적 매체에 저장한 후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원이 이루어집니다. PCT-SAFE를 이용
하여 전자출원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로
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PCT-SAFE를 이용한 출원시 필요한 프로그램
PCT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PCT-SAFE를 이용하여 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
그램의 내려받기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 통합명세서 작성기(NK-Editor) : PCT 출원의 내용 부분이 되는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을 작성·첨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제조사용번역문 및 의견서,
진술서, 설명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 PCT-SAFE : PCT 출원서를 작성하고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이용해 만든 문서를 결합
시켜 온라인 출원을 진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한 프로그램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 ▶ 전자출원 SW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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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SAFE를 이용한 일반적인 PCT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를 작성하고 도면을
첨부하는 등 PCT 국제출원서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문서는 .xml 의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❷ PCT-SAFE를 이용하여 PCT 국제출원서의 항목을 기재한 후 통합명세서 작성기로 작성한
.xml 파일을 결합 시킵니다.
❸ 서열목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app 형태의 파일을 결합
시킵니다.
❹ 전자서명을 하여 절차를 완료시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서명 방식에 따라 .sg1, .zg1의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되거나 .wad, hash.txt의 두 개 파일이 생성됩니다.

유의사항
☞ PCT-SAFE를 이용해 작성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영어 파일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tappl.wad 등의 이름을 선택해야 하며 피시티.wad와 같은 한글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저장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❺ 특허로에 접속하여 PCT-SAFE를 통해 최종 생성한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출원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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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PCT에 의한 전자출원
가. 개 요
ePCT에 의한 전자출원은 WIPO ePC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CT 출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PCT-SAFE가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용하는 방식인 반면 ePCT는 프로
그램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PCT 출원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PCT-SAFE 또는 ePCT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수리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PCT를 이용한 출원 서비스는 ’17.10.1.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나. 작성 및 제출
ePCT를 이용한 PCT 출원 방법은 PCT-SAFE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WIPO에서 운영하는 ePCT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므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강력인
증방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명의 설명 등을 첨부하는 방법은 PCT-SAFE와 동일하므
로 ‘통합명세서 작성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ePCT를 이용한 일반적인 PCT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발명의 설명 등 PCT 국제출원서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문서는 .xml 의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❷ 사전에 승인된 사용자 계정 및 강력인증을 이용하여 ePCT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국제출원
서 항목을 기재합니다. 통합명세서 작성기로 작성한 .xml 파일을 결합 시킵니다.
❸ 서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app 형태의 파일을 결합 시킵니다.
❹ 전자서명을 하여 절차를 완료시킵니다.
❺ “RO/□□에 국제출원 제출” 버튼을 눌러 PCT 출원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걸음 더
 ePCT 사용 설명서
ePCT 사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 ▶ 명세서/서식작성 페이지
하단부 ‘알아둡시다’ ▶ ePCT매뉴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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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작성내용 및 요령
•

IPEA/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쪽 상단 좌측에 위치한
‘IPEA/_______’란에 적습니다.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문자ㆍ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참조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25자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제1기재란 : 국제출원의 표시(Box No. I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가. 국제출원번호(International application No.)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출원번호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번호를 적고(예 : PCT/KR2019/001234),
국제출원번호의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명칭을 RO/KR과 같이 적습니다.
나. 국제출원일(일/월/년), 우선일(최선일)(일/월/년)(International filing date(day/month/year),
(Earliest)Priority date(day/month/year))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해당하는 경우)을 적되, 서기에 의한 연ㆍ월ㆍ일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일ㆍ월ㆍ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다(예 : 2017년 9월 4일(04.09.2017)).
다.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발명을 명칭을 기재하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새로운 발명의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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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재란 : 출원인(Box No. II APPLICANT(S))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은 모두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합니다. ‘오직 출원인’(‘applicant only’)
뿐 아니라, ‘출원인 겸 발명자’(‘applicant and inventor’)도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직 발명자’(‘inventor only’)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 성명(명칭) 및 주소(Name and address)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에 수리관청에 성명(명칭), 주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
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
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3인 이상인 경우 하단에 있는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의 앞 □ 안에 Ⅹ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하여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의 기재요령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이메일 송부 동의’(‘E-mail authorization’)란은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 안에 X표시하며, 수신
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나. 국적(국가명), 거주국(국가명)(State(that is, country)of nationality, State(that is, country)
of residence)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을 2문자 코드(예: KR)로 기재합니다.
다. 전화번호, 팩스번호(Telephone No., Facsimile No.)
국가코드 및 지역번호도 함께 기재합니다(예: 한국, 서울의 경우 +82-2-568-8155).
라. 특허고객번호(Applicant's registration number with the Office)
출원인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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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재란 : 대리인 또는 대표자; 통신용 주소(Box No. Ⅲ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가. 아래에 적은 자는 □ 대리인 □ 대표자로서(The following person i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모든 출원인을 대표하여 선임된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에 표시하고, 각 경우에 따라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합니다.
나. 성명(명칭) 및 주소(Name and address), 전화번호(Telephone No.), 대리인번호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제2기재란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해당 대리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다. 통신용 주소(Address for correspondence)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제2기재란의 출원인 주소와 달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
기관의 통신을 위하여 별도 주소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제4기재란 : 국제예비심사의 기초(Box No. Ⅳ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의 기초가 되는 보정에 관한 사항과 예비심사언어를 표시합니다.
가. 보정에 관한 설명(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 1.번 항목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무엇에 기초하여 언제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구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국제예비심사청구 시 보정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면
됩니다.
- 조약 제19조 보정서를 제출한 후 이를 기초로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가능한 한 조약 제19조 보정서의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번 항목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을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고려하고 해당 제19조 보정은 고려하지 않고
심사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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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항목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에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의 제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해당 보정서의 제출 가능성을 열어 놓기를 원할 때
이 체크박스에 표시하여 국제예비심사 개시를 연기하도록 요청합니다.
- 4.번 항목은 출원인이 Rule 54bis.1(a)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 시까지 국제예비심사가
연기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나.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Languag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를 기재합니다. 통상 출원 언어를 기재하고, 첫 번째 □에
표시하면 됩니다.
•

제5기재란 : 국가의 선택(Box No. Ⅴ ELECTION OF STATES)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기속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됩니다.
•

제6기재란 : 체크리스트(Box No. Ⅵ CHECK LIST)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서류의 목록별 분량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란입니다. 제출되는
서류의 매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하단부의 체크박스는 첨부되는 서류명 앞의 네모 박스에 표시 합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계산용지’(‘Fee calculation sheet’) 앞의 네모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수수료 계산 용지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제7기재란 : 출0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Box No. Ⅶ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 중 최소 1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누락된 기명
날인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계산용지(FEE CALCULATION SHEET)

- ‘국제출원번호’(‘International application No.’) 및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쪽의 각 해당 항목과 동일
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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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 1인 및
‘et al.’(한국어는 ‘등’)을 기재 합니다.
- 수수료 P(Box P)에는 예비심사료 금액을 기재하고, 취급료 H(Box H)에는 취급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금액’(‘Total Box’)에는 수수료 P 및 취급료 H의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한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 할 때 영어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Mode of Payment’의 ‘cash’ 항목에 X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국어 신청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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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중간서류 종류 및 작성
중간서류란 출원이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일컫는 표현입니다. PCT 출원
이후 사용되는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및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별지서식

서식명

별지 제35호서식

서류제출서

별지 제36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의견(소명)제출서

별지 제41호서식

REQUEST

별지 제41호의2서식

PCT 출원서

별지 제42호서식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

별지 제43호서식

발명의 설명

별지 제44호서식

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

별지 제45호서식

요약서

별지 제46호서식

도면

별지 제47호서식

수수료납부서

별지 제48호서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취하서

별지 제50호서식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PCT DEMAND

별지 제51호의2서식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별지 제52호서식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책자/통계｣ - ｢민원서식｣ - ｢분야별 서식｣ ｢출원심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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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가. 대리인의 선임
•

국제출원 후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나. 포괄위임장의 제출
•

국제출원을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작성한 후 포괄위임장
원본 1부를 첨부·제출하여 포괄위임 사실을 등록합니다.

•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후(또는 동시에) 국제출원을 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포괄위임장 사본을 국제출원서 3부(서면 출원의 경우)에 각각 첨부 합니다.

다. 성명 등의 변경신고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 ․ 주소 ․ 국적 또는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라. 명의변경의 신고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합니다.
마.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체용지 3부(서면 출원의 경우)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관청에 제출하고,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 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서는 우선일부터 26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 또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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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 계산 용지(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출원과 동시에 요금
납부 시에는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서면 출원의 경우)하고 이 때 받은 가상계좌번호 또는
접수번호(납부자번호)로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 합니다.
사.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수수료 납부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납한 경우 수리관청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서식(Form) PCT/RO/133).

•

이에 대해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수료납부서’(‘국제출원수수료 보정’ 항목에 체크)를
작성한 뒤 ‘수수료 계산 용지’(‘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서면 출원의 경우)하여 제출한
후 이 때 받은 가상계좌번호 또는 접수번호(납부자번호)로 다음날 까지 요금을 납부합니다.

•

위 보정통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간주 됩니다.

아. 우선권서류의 제출
•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출원서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 의사를
표시(제6기재란, Box No. VI)하거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작성(‘우선권서류송달’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국외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우선권서류제출’ 항목을 선택)를
작성하고 해당 우선권서류 각1부를 첨부하여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자.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

자진보정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6개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6개월과 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
부터 4개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위해서는 위의 기간 내에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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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에 의한 보정(수리관청에서 우선권주장의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 내에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간 내에 보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수리관청은 그 취지를 선언합니다. 다만, 보정의 대상이
선출원번호의 미기재, 우선권주장의 기재사항과 우선권서류상의 기재사항의 불일치, 우선권
기간의 경과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하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차. 국제출원 등의 취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별지 제49호서식인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카.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서 제출8)
•

제출시기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제출시, 심사관 견해서 수령 후, 또는 출원인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기한(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제출합니다.

•

보정의 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대하여 보정이 가능하며, 국제출원 시의 원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정에 의한 대체용지(2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서한
(1부)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보정의 대상이 청구범위인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
전체를 세트로 제출해야 합니다.

8) 보정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 요령은 정리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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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용지의 작성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후 국제출원의 진행 단계를 거치면서 출원서를 보정, 정정하거나 기재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원인은 대체용지를 작성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용지는 최초 제출한 출원서 중 보정, 정정, 추가, 삭제해야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기재한 출원서 페이지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대체용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가. 대체용지의 작성 및 제출 범위
대체용지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최초 출원서류 중 변경되는 항목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변경
되는 항목이 없는 페이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
또는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
세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체 페이지 삭제 시 대체용지 작성 방법
보정이 용지 한 장을 전부 취소해야 할 정도인 경우에는 서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 대체용지의 용지번호 작성 방법
•

용지가 추가되는 경우
1매 이상의 용지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각각의 용지는 이전 장의 용지 번호를 앞에
적고 사선을 표시한 후 추가되는 용지 번호를 일련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합니다. 변경
되지 않은 용지 다음에 추가되는 첫 번째 장의 용지번호는 항상 1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 10/1, 15/1, 15/2, 15/3 등)

한걸음 더
 대체용지 작성 요령
대체용지를 작성할 때는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페이지를 추가하지 않고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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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대체용지 작성 사례
발명의 설명(Description) 페이지의 2, 3, 청구항 페이지의 4, 도면 페이지 2/3, 3/3을
보정한 결과, 발명의 설명 2페이지 및 3 페이지가 변경되고 뒤에 각각 1장의 용지가 추가
되었으며, 청구항 부분은 보정은 있었지만 페이지의 추가가 없고, 도면은 2/3 페이지가
삭제되어 3/3 페이지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정 전의 페이지
1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2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3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1/3
도면
(Drawing)

2/3
도면
(Drawing)

3/3
도면
(Drawing)

1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2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4
청구범위
(Claim)

5
Abstract

4
청구범위
(Claim)

5
요약서
(Abstract)

2/1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3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3/1
발명의 설명
(description)

1/3
Drawing

[2/3]
<Deleted>
도면(Drawing)

3/3
도면
(Drawing)

·보정 후의 페이지

☞ 보정 후 제출할 대체용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보정을 했을 때 대체용지는 페이지 2, 2/1, 3, 3/1(이상 발명의 설명 부분),
4(청구범위 부분), 2/3, 3/3(이상 도면 부분) 쪽을 그대로 용지번호를 붙여 대체용지로서
제출합니다. 삭제되는 도면 2/3쪽은 백지에 [2/3]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삭제> (영어
출원은 <Deleted>)를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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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작성 예시

한글 PCT 국제출원서 / 88
영어 PCT 국제출원서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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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절차 지원업무관련 연락처
(1) 특허청(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관청)
•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팩

스 : 042-472-3473(수리관청),
042-481-8578·042-472-7140(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기관)
화:

•전

관련 분류

전화번호

국제출원 준비단계
서식작성 및 서식작성기 이용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

전자출원
국제출원 후
처리과정 및
방식심사

수리관청,

(042-481) 5208/5762/5202/8755/8752

국제조사, 예비심사

(042-481) 5794

지정관청

(042-481) 3553/5207/5199/8756

실체심사(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

해당 서류(보고서)에 기재된 심사관 전화번호

(2) PCT 국제출원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 관

역 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한국
특허청

지정(선택)
관청

WIPO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
수리관청

주 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우)35208

34, chemin des Colombettes,
Geneva, Switzerland

전화번호

팩스번호

(1)특허청 정보 (1)특허청 정보
참조
참조

(41-22)
338-8338

(41-22)
338-8339

(41-22)
338-9222

(41-22)
910-0610

오스트리아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Dresdner Straß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43-1)
53424-0

(43-1)
53424-450

일본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81-3)
3592-1308

(81-3)
3501-0659,
6903(서류제출)

호주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61-2)
6283-2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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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관련 질의에 대한 WIPO 헬프데스크 정보
전 화 : 41 22 338 83 38
pct 일반안내

@ 이메일 : www.wipo.int/pct/en → Contacts → PCT general
or legal matters → PCT Information

PCT 절차
(IB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국제공개 오류연락 포함)

RO/KR 출원*(PTO1)

RO/IB
(IB에 국제출원한 경우)

전 화 : 41 22 3338 74 01

전 화 : 41 22 338 74 01

@ 이메일 : pct.team1@wipo.int
전 화 : 41 22 338 92 22

@ 이메일 : www.wipo.int/pct/en → Contacts → Filing a
PCT application at the receiving Office of the
International Bureau → PCT Receiving Office

전 화 : 41 22 338 95 23
ePCT 헬프 데스크

WIPO 교환번호

@ 이메일 : www.wipo.int/pct/en → Contacts → E-filing
with ePCT and PCT-SAFE and Contingency
Upload Service → PCT eServices

전 화 : 41 22 338 91 11

PCT 관련 WIPO 사이트

http://www.wipo.int/pct/en/

PCT-SAFE 관련 사이트

http://www.wipo.int/pct-safe

ePCT 사이트

http://pct.wipo.int

* 특정 국제출원에 대한 WIPO 담당자 확인 및 연락처는 WIPO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WIPO 홈페이지 ▶ PCT ▶ Contacts ▶ Your specific PCT application ▶ 본문 설명 중 ‘contact your “authorized
office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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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PCT 국제출원의 검색 및 확인 방법
2006. 4. 1. 이후 모든 PCT 국제출원은 전자적으로 공개되며, 특정 국제출원이 공개된 경우 국제
사무국에서는 출원인에게 공개사실, 공개일자, 검색사이트 등 관련정보를 통지합니다.
공개된 국제출원은 WIPO 홈페이지의 ‘PATENTSCOPE’ 사이트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1. PATENTSCOPE 주소: http://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WIPO IP 포털이란? ×

2. 국제출원번호 등 검색어 입력
WIPO IP 포털이란? ×

* 검색은 ‘단순검색’, ‘고급검색’, ‘필드조합검색’, ‘교차언어검색’, ‘화학 화합물’ 기능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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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결과 확인
WIPO IP 포털이란? ×

4. 상단의 메뉴 탭을 눌러 원하는 상세 정보 확인
WIPO IP 포털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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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유형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