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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IP5 심사관 공통훈련전략 수립을 위한 5개국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비교연구에 관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IP5는 전세계 특허 출원의 77%를 차지하
고 있으며, 심사 대상 건의 중복되어 출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사 적체 현상
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타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심사 공조가 필요하
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심사관 공통훈련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는 IP5 신규심사관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각 특허청의 신규심사관 교육 커리
큘럼을 상세히 비교하여 장단점을 추출하고, 보완책을 제안함으로써, 공통훈련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각 청의 우수 교육 과정을 선별
하여 다른 특허청이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공통적으로
보안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타 특허청의 장점을 분석하여 제공하였으며, 지속적
인 협력을 위해 향후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1 장
서

설

1) 본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표와 2) 연구의 내용 및
진행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하여 3) 본 정책
연구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가. 한국은 지재권 분야에서 4위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 총생산) 규모는 8880억 달러로 세계
13위인 반면 특허출원 건수는 17만 건으로,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
고 있다. 또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3극(미국, 일본, 유럽) 특허보유건수가
2005년 기준 3158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다.
나. 심사 적체 현상
현재 선진 5개국(IP5: 미국, 중국, 한국, 유럽, 일본)의 특허출원비중은 전 세계의
77%(135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특허출원 170만
여 건 중

IP5 국가 출원인간 교차 출원건만 40만 건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데 평균 32개월이 걸리는 등 국제출원에서 특
허획득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출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2006년 기준으로 IP5개국에 교차 출원 건이 40만 건을 웃돌고 있으나, 동
일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중복 심사를 하고 있어 이 또한 심사기간을
장기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특허심사업무에 있어 국제공조의 애로사항
현재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심사 적체 현상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하
여, 특허심사업무에 있어 각국의 중복심사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허심사업무의 국제공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등
으로 각 국가별 심사결과를 상호 참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IP5 심사환경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심사기준 및 품질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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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P5 심사관 공통 훈련 전략 수립의 필요성
IP5 특허심사결과의 효율적인 상호공유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심사환경을 표준
화하여 비슷한 심사품질 도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IP5 심사관 훈련과정의 콘
텐츠에서 공통적인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핵심요소를 IP5 심사관에게 공통
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마. 본 정책연구과제의 필요성
IP5 심사관 공통 훈련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IP5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의 콘텐츠
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IP5 심사관 교육훈련과
정의 공통적인 핵심요소 추출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표
가. 「IP5 심사관 공통 훈련 전략 수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근간 마련
IP5 심사관 훈련과정의 콘텐츠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IP5 심사관 훈련과
정의 공통적인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IP5 심사관 공통 훈련 전략 수립」의 성공
적인 추진을 위한 근간을 마련한다.
나. 한국 특허청의 역할 및 입지 강화에 기여
IP5 10 기반과제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검토 및 참여로서의 성과를 마련하고,
IP5 체제하에서의 한국 특허청의 역할 및 입지 강화에 기여한다.
다. EPO 보고서의 연속선
EPO가 2008년 2월 작성한 EPO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보고서의 연속선에서 다룬 교육 체계와 교
육 기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한층 발전하여, IP5의 세부 교육 훈련 과정을 비교
하고, 각국의 우수 사례 발굴 및/또는 각 청에 새롭게 채택하거나 보완할 교육 과
정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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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P5 우수 교육 사례의 발굴
IP5 커리큘럼 분석과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특허청의 우수 사례를 검토함
으로써, 각 특허청이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채택할 수 있는 내용을 제
안한다.
마. 공통 훈련 전략 수립을 위한 보완 사항의 분석
IP5 커리큘럼 분석과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특허청의 장점을 취합 정리하
여, 특허청별로 자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기존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데 활용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한다.
바. 향후 협력 과제의 제시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
O」보고서와 본 보고서의 후속 과제로 IP5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협력 과제
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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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진행내역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커리큘럼
IP5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의 총체적인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하여 IP5 국가별 특징
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
교육대상 (신규 / 경력 심사관), 교육교재(paper book, PT, e-learn 콘텐츠 등),
교육방법(off and on the job) 등에 대한 비교․분석한다. 또한,

IP5 국가별 교육훈

련기간, 교육방법 및 교육관련 조직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비교, 분석하여 공통
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IP5 국가별 개선안을 도출한다.
나. 매뉴얼
심사관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 및 스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규 심사관
교육과정을 위주로 커리큘럼에서 필요한 경우, IP5 교육교재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교육교재에 포함된 교육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필요
한 경우 다른 교육과정의 매뉴얼도 추가 분석한다.
또한, IP5 특허청의 커리큘럼, 해당과목 및 교육교재를 도식화하여 직관적인 이
해를 도모한다.

2. 연구의 진행내역
가. 최초 연구 범위의 설정
특허 심사관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과 매뉴얼 분석을 통해 교육 방법 및 세부 내
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경력 심사관에 대한 교육은 각 특허청에 따라서 강제적
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져서 정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하
였다. 따라서 분석 범위를 신규 심사관에 한정하였다.
나. 설문조사의 수행
IP5가 제공한 커리큘럼 분석을 종료한 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함
께, 매뉴얼 분석을 통해 교육 방법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

- 6 -

성하여 번역한 후 국회를 통해 KIPO를 제외한 나머지 IP5 특허청에 송부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였다.
다. 연구 범위의 수정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였으나, KIPO와 USPTO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
분의 특허청에서 자료의 외부 공개를 거부하여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 내용의 확인
및 추가적인 매뉴얼 분석을 통한 교육 내용의 비교는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며, 상호
활용 가능한 매뉴얼 내용 파악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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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 정책연구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1. IP5 심사관 공통훈련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
가. IP5 국가별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도출된 공통적인 핵심요
소를 이용하여 IP5 심사관 공통훈련 전략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국가별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고, 국가별
심사관 교육훈련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립적인 전략(안)을 연구한다.

2. 한국 특허청의 역량 강화
가. IP5 국가별 심사관 교육훈련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한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훈
련과정의 현재를 재점검하고, 장점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취약점을 보완하여 한국
특허청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나. 다른 IP5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중 우수한 과정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심사관의 역
량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심사 공조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특허청이 향후 국제 협력 관계를 주도
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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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P5 심사관
교육훈련 개괄
IP5 각 국가별로 1) 특허청의 구성도에서 신규심사관 교
육훈련에 관련된 부서를 살펴보고, 2) 신규심사관 교육
훈련기관, 3) 교육훈련 커리큘럼, 4) 신규심사관 교육일
정 및 기간을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다.

제1절 개 괄
1. IP5 심사관 교육훈련 개괄
[표 1] IP5 심사관 교육훈련조직 개괄
구분

KIPO

USPTO

JPO

EPO

교육
기관

CIPTC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대략 60여명

5명

28명중 10명

8개월

36개월

24개월

국제지식

USPTO PTA

재산연구원

(Patent Training
Academy)

Learning &
of EPO

지식재산교육
전담

과
3~4명

신규
심사관
교육
기간

13주

집합교육 :
교육

집합교육 : 5주

과정

OJT : 8주

Week 1~17
Week 34
OJT :
week 18~33

이론
교육

4주간 연속적

17주간 연속적

연속성

심사관보
교육(13주)
전기연수(7주)
후기연수(6주)
각 과정별로
연속적

SIPO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PED I (총 7명)
PED II (총 12명)

22개월

Basic Patent
examination
: 66일
Basic-DB 교육

입사교육훈련
: 472시간

: 6.5일
비연속적

연속적

(1) IP5는 모두 심사관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다. 설립 근거에
따라 산하기관 또는 별도 법인의 형태로 존재하나, 심사관교육훈련 기능은 공통
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2) 교육 전담 인력은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로 외부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 전담 인력의 수가 작으며, 반대로 내
부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 전담 인력의 수가 많다.
(3)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USPTO는 18주차부터 33주차까지 총 16주의 OJT
를 포함하고 있다. JPO의 경우 심사관코스 전기연수 및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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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Year 및 3rd Year에 분산되어 있어, 그 사이에 수행되는 OJT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해석하고 있다. EPO의 경우 BASIC과정의 A 내지 F과목이 24개월 동
안 비연속적으로 분산되어 이 사이에 수행되는 OJT를 포함하여 24개월로 해석
하고 있다. SIPO의 경우 11.5월 동안 OJT가 있다.

[그림 1] IP5 신규심사관 교육훈련일정 비교 - 출처 :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Ernst&Young, Munich, Febr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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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P5 심사관 교육훈련
1. 한국
가. KIPO 구성도

[그림 2] KIPO 구성도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IIPTI)은 1987년에 KIPO의 산하조직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심사관 교육훈
련을 수행한다.
(2) 그 외 심사관 교육훈련에 관련된 부서는
(가)

인사과(Human

Resources

Development

Division/General

Service

Division)는 특허청 직원 전체의 교육훈련을 기획 조정한다.
(나) 특허심사정책과(Patent Examination Policy Division)는 심사관 교육훈련에
대한 자문과 특허법 및 심사지침서 등 교육콘텐츠의 일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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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의 구성도

[그림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의 구성도

(1) KIPO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심사관교육훈련을 수행한다.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과 3~4명이 심사관교육훈련을 전담한다.

다. KIPO 심사관 교육훈련 커리큘럼1)
[표 2] KIPO 심사관 교육훈련 커리큘럼
과정

신규
심사관
교육과정

이론교육
(행정. 기술
공통교육)

교과목

교육기간
(hour)

지재권국제동향

2

외국 특허제도의 이해

2

특허법

12

상표법

8

디자인보호법

6

민법총칙

11

민법총칙 (사이버)

20

특허관련조약

2

국제상표제도

3

상표관련조약

2

상품분류/IPC분류

3

PCT총론

2

출원등록절차(PCT Madrid포함)

3

출원방식심사

3

반도체배치설계 이해

2

성과관리

2

교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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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역할실습
(행정 분야)

심사관
역할실습
(기술 분야)

중견 심사관 과정

건강관리

12

평가

6

정부시책(저탄소녹색성장 등)

3

행 정 (등록 및 설문, 수료)

2

상표심사실무

33

디자인심사실무

19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상표)

11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디자인)

7

심사평가지침(상표, 디자인)

3

국제상표심사실무

2

상품학

2

상품분류

3

상표시스템 사용 요령

5

심사지침서

37

특허넷 시스템 사용 요령

2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

4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요령

3

검색실무 및 검색시스템 사용요령

2

PCT 심사

4

IPC 분류

3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직렬별)

21

선행기술검색

5

심사평가지침

2

최근 법 개정 동향

2

민 법

16

민사소송법

12

심사사례연구 및 실습(분야별 분반)

20

심판사례연구(분야별 분반)

6

의견제출통지서작성연습

4

개정특허법/상표법강의

6

심사평가지침

2

사이버 교육

20

기술 - 특실심사실무 핵심과정
행정 - 상표심사실무 핵심과정

심판관 과정

건강관리

6

교양

2

정부시책교육(저탄소녹색성장 등)

2

평 가

2

행정

2

민사소송법

8

사이버교육

20

심판제도 및 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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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수행실무

6

심결 및 판례연구

7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2

심판관역할실습(행정/상표분야)

16

심판관역할실습(행정/디자인분야)

15

심판관역할실습(행정/심판검색 시스템)

2

심판관역할실습(기술/당사자계 심판)

16

심판관역할실습(기술/결정계 심판)

15

심판관역할실습(기술/심판검색 시스템)

2

구술심리참관

2

정부시책교육(저탄소 녹색성장)

2

교 양

2

평 가

2

행정

2

특허법
핵심쟁점과정

특허법

40

행정

2

상표법
핵심쟁점과정

상표법

40

행정

2

특허법 사례
연구과정

특허법

40

행정

2

상표법사례
연구과정

상표법

40

행정

2

심사사례(I)(행정)

19

심사사례(I)(기술)

19

행정

2

심사사례(II)-기술-

19

행정

2

PCT심사
기초과정

PCT 제도

12

행정

2

PCT심사
심화과정

PCT 제도

22

행정

2

심사사례
연구과정(I)
개별과정

심사사례
연구과정(II)

PCT심사 보수과정

22

민사소송법과정

35

민법(I)과정

70

민법(II)과정

70

심결, 판례심화과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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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KIPO 신규심사관 교육일정

[그림 4] KIPO 신규심사관 교육일정 - 출처 :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1)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KIPO는 13주(3개월)의 신규심사관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2009년 교육훈련계획 중 신규심사관과정을 참조하면, 2009년에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40명의 신규심사관을 대상으로 13주간의 교육한다.2)
(2) 교육일정은 최초 4주간의 이론교육과, 이후 8주간의 OJT, 그리고 마지막 1주
의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집합교육(A) : 1~4 week, 집합교육(B) : 13 week
(나) OJT : 5~12 week
(3) 특허심사관의 경우, 이론교육은 32개 과목에 대해 5주간 총 193시간 동안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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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PTO
가. USPTO 구성도

[그림 5] USPTO 구성도

(1)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USPTO 교육부서는 “Commissioner for Patents”
산하에 집중되어 있으며, PTA(Patent Training Academy)가 신규심사관 교육
훈련을 수행한다.
나. PTA(Patent Training Academy)

[그림 6] USPTO의 PTA(Patent Training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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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PTO의 PTA(Patent Training Academy)의 60여명이 USPTO 심사관교육
훈련을 전담한다.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관 교육훈련 보조, 강의 및 클래
스 매니저를 포함하여 PTA는 대략 4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년 8월에
실시한 본 과제의 설문조사에 따른 USPTO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PTA는
1200여명의 신규심사관을 교육하며, PTA 직원의 수는 신규심사관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략 60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USPTO 심사관 교육훈련 커리큘럼
[표 3] USPTO 커리큘럼
과정

교과목

교육기
간

Importance & Value of Patents (Panel)
MPEP Overview
Application Overview
Classification System
Importance of Reading the Application
Flow of Application Through USPTO
Formalities(관습법)
How to Read Legalese
Claim Interpretation
101

112,1st,2nd,6th paragraphs

week

35 U.S.C. Section 101

2~4

Intro to Prior Art Rejections
35 U.S.C. Section 102
Intro to Obviousness

Patent
Examination

35 U.S.C. Section 103
Searching
Priority Dates/Filing Dates
Intro to Case Reporting
Restriction Practice
Compact
103 –

Prosecution

Advanced

Advanced Text Searching
201

Double Patenting

week

Interview Practice

5~10

Mock Interviews
Unity of Invention
Amendments
301

Court

Decision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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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jection
Issue and Allowance
Evidence
After Final Practice
Affidavit Practice – 131/132 (선서/진술연습)
Outside Speakers

11~17

Legal Research and Analysis
Patents in the News
– Avoid Becoming a Statistic QR – Who They Are, What They Do
Legal Writing
Appellant Procedure & Practice
Computer Basics and Set-Up
IT Security Awareness
MPEPInsight
Classification Insight
eDAN(electronic Desktop Application Navigator) Basics
EAST3)

101

WEST4)
IPC
PALM(Patent Application Locating and Monitoring)
NPL(Non-Patent Literature) Introduction
101

OACS(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ubsystem) Basics

not
available

Windows Basics
MADRAS(Mother of All Dossiers Related Application) Basics
eIDS(electronically submitted IDS)
Foreign Databases
Automation

Outlook Basics
Dialog
IDP(Individual Development Plan) Automated Tracking Tool
ITRP(International Technology Recommendation Panel)
Program Overview
STIC/EIC(Scientific

&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

Electronic information Center) Services Overview
EAST 201
EAST Q&A
OACS
How to Use CBTs(computer based training)
201

Foreign Patent Databases - Advanced
USPQ(United States Patents Quarterly)
PAIR(Patent Application Image Retrieval)
Outlook Advanced
Dialog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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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vailable

Basics
Technology
concentration

Mini-Tech Fair
Intro to Your Technology

not
available

Ongoing Technology Topics

not
available

IDP
Ongoing Training Opportunities
training

Work Schedules/Leave/OT

not
available

PAP
Production System
SPE Panel
career
advancement
professional
development

Benefits of Working at USPTO
Performance/Retention
Self

not
available

Assessment

Developing Your USPTO Network
Concise Writing
Listening Skills
Or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Customer Service Skills

not
available

Creative Writing
Remote Communication
Team Building
Giving & Receiving Feedback
EAP Overview
Working Well
Physical Security
Healthy Lifestyle
Ethics
Stress Management
Balancing Quality, Production, Professionalism
Balancing Work & Personal Life

Life
skills

Time Management
Diversity Training
Becoming a Wise Consumer
Dealing with Difficult Situations
Dealing with Conflict
Be Prepared Not Scared
Transitions in the Workplace
Reasonable Accommodation
USPTO Tour
Financial Planning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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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vailable

라. USPTO 신규심사관 교육일정

[그림 7] USPTO 신규심사관 교육일정

(1)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USPTO는 8개월의 신규심사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교육과 실습(LAB)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LAB)
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실제 출원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OJT와 동일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론교육은 110명 내지 160명의 신규심사관을 하나의 class로
구성한 집합교육이며, 실습(LAB)은 최대 16명이하의 소규모 그룹강의/실습이
다.
(2) USPTO에서 제공한 "Overview 8 month program"에 따르면, PTA(Patent
Training Academy)는 34주간 신규심사관 교육훈련을 수행한다. 이 자료에 따
르면, Patent examination 101, 201, 301 과정이 week 2~17까지 집중되어
있다.
(가) 집합교육 : 1~17주차, 34주차
① week1 : 오리엔테이션
② week2~4 : Patent examination 101
③ week5~10 : Patent examination 201
④ week11~17 : Patent examination 301
⑤ week34 : Proficiency Exam/Graduation.
(나) OJT 실무실습 : 18~33주차
(3) 신규심사관은, Patent examination 101, 201, 301, Automation 101, 201,
Technology, Professional Development, Life skill 등 8개 대분류 과정에 대
해 총 17주의 이론교육과 16주의 OJT 실무실습을 받게 된다. 각 대분류 과정
은 다시 몇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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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PO
가. JPO의 구성도

[그림 8] JPO의 구성도

(1) INPIT(Nat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가 실질적으로 심사관교육훈련을 수행한다.
(2) JPO 산하 First Patent Examination Department 소속 Administrative
Affairs Division이 JPO 내부의 교육훈련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INPIT(Nat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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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NPIT의 구성도 - 출처 : INPIT 브로셔

(1) INPIT의 Training Patent examiner committee의 5명이 심사관교육훈련을 전
담한다.
(2) 설문조사에 대한 JPO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Training Patent examiner
committee의 5명이 심사관교육훈련을 전담한다고 하였으나, INPIT 브로셔에
표시된 구성도에는 Training Patent examiner committee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다.

다. JPO의 심사관 분류

[그림 10] JPO 심사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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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PO 신규심사관은 심사관보(Assistance examiner)이며, 소정의 경력과 시험을
거쳐 심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JPO의 경우 심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필
요한 조건 중 하나로, 심사관보로서 학부졸업인 경우 5년의 심사경력을, 석사인
경우에는 4년의 심사경력을, 박사인 경우에는 3년의 심사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2) 본 과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심사관보가 학습할 수 있는 심사관보과정(법률수
속관계 및 심사실무관계 포함)을 중심으로, 특별강의, 심사관코스 전기연수 및
심사관코스 후기연수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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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JPO 심사관 교육훈련 커리큘럼5)
[표 4] JPO 심사관보 코스과정 커리큘럼
과정

교과목
법률개론
지적재산의 개요

2

민법의 개요

6

특허법/실용신안법의 개요
법률수속관계

심사관보
코스

심사실무관계

교육기간
(hour)
4

12/12

의장법의 개요

4

상표법의 개요

6

출원부터 등록까지

4

조약의 개요

4

특허협력조약(ＰＣＴ)의 개요

2

국제특허분류의

1

개요

특허심사의 개요

6

출원·명세서

6

출원·명세서(연습)

6

보정

4

거절이유통지, 거절사정, 특허사정

14

거절이유(사례연습)

20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의 개요

2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심사

2

의장심사의 개요

2

의장법과

14

심사기준

출원서류, 보관, 관리

1

심사자료

1

의장분류, D텀

2

PL심사실무

6

원서, 도면

8

거절이유통지,

거절사정, 보정

12

거절이유(사례연습)

10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의 개요

2

상표심사의 개요

4

상표심사기준

14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4

거절이유통지 1(등록요건 등)

8

거절이유통지 2(부등록사유 등)

8

사정

6

상표심사시스템과 심사자료

6

상표심사시스템과 심사자료(연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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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JPO 심사관코스 전기연수 커리큘럼
과정

교과목
특허법∙실용신안법

심사관 코스 전기연수

제 1

교육기간
(hour)
14

의장법 제 1

8

상표법 제 1

8

조약 제 1

6

조약 제 2

6

조약 제 2(마드리드협정 의정서 및 그에 기초한 특례)

6

특허법∙실용신안법제2

4

의장법 제 2

4

상표법 제 2(이의∙심판제도)

4

심사실무 제 1

12

실무연습 (원서 및 첨부도면∙의장의 특정∙보정∙요지변경)

6

(7조∙한벌물품∙분할∙출원변경)

4

심사실무 제

12

1(상표심사기준)

실무연습 (거절이유, 보정지시)

8

(상표방식심사실무)

2

(등록원부)

2

심사실무 제 1 (심사기준, 특허요건의 개요)

3

(명세서)

2

(명세서) 사례연구(연습)

4

(신규성∙동일성)

2

(신규성∙동일성)사례연구

(연습)

2

(진보성)

2

(진보성)사례연구(연습)

4

심사실무 제 2

6

(창작

4

비용이성)(연습)

(의장의 유사)(연습)

6

심사실무 제

8

2(거절사정)

심사실무 제 2 (단일성∙우선권∙신규성 상실의 예외)

2

(단일성∙우선권∙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례연구(연습)

2

(보정, 분할)

3

(보정, 분할)사례연구(연습)

4

(심사진행방식)

3

국제특허분류의

개정에 대해

2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4

상품, 서비스의 유통 채널

2

상표관련조약(니스협정, 상표법조약,TRIPs협정 등)의 개요

2

특허심사실무의

개요(“강의 Part6~18” 부분만)

(177분)

파리조약개론

(40분)

의장제도의 개요
상표심사의 진행방식(“제1장 상표제도의 개요” 부분만)

(60분)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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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국제출원제도의 개요와 절차
(“~개론편~”의 부분만)

(122분)

[표 6] JPO 심사관코스 후기연수 커리큘럼
과정

심사관코스 후기연수

교과목

교육기간
(hour)

심사실무 A(연습)(상표계/의장, 특허)

6/4

심사실무 B(연습)(상표계/의장, 특허)

6/4

강의(장관)

0.5

강의(특허기감)

1

저작권법의 개요

2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모럴에 대해

2

행정법의 개요

2

변리사가 바라본 특허청

2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2

기업의 지적재산활동과 심사관에 대한 기대

2

행정불복심사법

2

변리사제도의 개요

1

합의방청실습에

2

대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2

종묘법

2

브랜드 전략

3

생활속 표시와 마크에 관한 기초지식

2

민사소송법의 개요

6

산업재산권관련법

2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정세

2

토론(상표, 의장/특허)

4/2
not
available

합의방청 실습

[표 7] JPO 특별강의 커리큘럼
과정

특별강의

교과목

교육기간
(hour)

강의(총무부장)

1

강의(기감)

1

VDT와 건강관리

1

지적재산을 둘러싼 정부 조직

1

문장구성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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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역할

2

지적재산권과 기업

2

평가제도

0.5

정보의 관리에 대해

0.5

공무원이 되면(임용, 급여, 복무)

1

공무원이

되면(제수당, 공제)

1

특허청의

전자계산기 시스템의 개요

1

경제산업성, 특허청의 조직과 역할

2

특허청의 예산에 대해

1

의장을 둘러싼 현상(現狀)

2

상표를 둘러싼 현상

2

사회인으로서의

2

매너

서치 툴에 대해

1
not
available

청내실습, 청내견학

[표 8] JPO IP, E-learning 커리큘럼
과정

IP, E-learning

교과목

교육기간
(hour)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식

95분

선행기술조사의

진생방식(실천편)

63분

IPC, F1, F텀의 개요

105분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후

64분

특허심사의 플로우

67분

특허심사의 진행방식

67분

특허심사실무의

41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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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JPO 신규심사관 교육일정

[그림 11] JPO 신규심사관 교육일정 - 출처 :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1)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총 6개월의 이론교육(1년차 3개월, 2년차 2개월, 3
년차 1개월)과 30개월의 OJT로 구성된 신규심사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INPIT의 교육 커리큘럼에 따르면, 심사관보과정(A)은 2008.4.1~6.30일에, 심
사관코스

전기연수(B)는

2008.8.26~10.14일에,

심사관코스

후기연수는

2009.1.7~2.20일에 수행되었다.
(2) 1년차 교육과정인 심사관보과정(A)은 기본적인 IP 및 심사절차에 대해서 집중
적으로 교육하며, 2년차 교육과정인 심사관코스 전기연수(B)는 세부적인 특허
법, PCT 절차 및 심사사례연구, 실습을 하며, 3년차 교육과정인 심사관코스 후
기연수(C)는 특정주제, 추가적인 법적인 주제들을 교육한다.
(가) A 심사관보과정(Assistant examiner course) : 13주
(나) B 심사관코스 전기연수(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 7주
(다) C 심사관코스 후기연수(Latter-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 6주
(3) 특허심사관의 경우, 심사관보과정의 이론교육은 38개 과목(법률 및 심사실무
과목 18개, 특별강의 17개,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된 e러닝 3개)에 총 217시간
이며, 그 외의 시간은 국가공무원 합동초임연수(3일간), 실무실습, 그리고 학습
평가(5일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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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O
가. EPO의 구성도

[그림 12] EPO의 구성도

(1) EPO DG2의 “Learning & Development"(L&D)가 심사관 교육훈련을 계획하
고 준비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EPO의 심사관 교육훈련기관으로 “Learning &
Development"(L&D)를 주로 살펴본다.
(2) 그 외 심사관 교육훈련에 여러 개의 부서가 관여할 수 있다.
(가) DG4의 Principal Directorate(PD)의 “Personnel”은 모든 직원의 교육훈련
활동을 조정할 수한다. 예를 들어, 회화기술, 발표기술, IT 기술 등이 해당한
다.
(나)

EPA(European Patent

Academy)는 EPO

내부가

아닌

외부에

대한

IP(Intellectual Property) 교육을 담당한다. 따라서 EPO 심사관 교육훈련을
살펴보는 본 과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EPA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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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earning & Development"(L&D)

[그림 13] EPO의 L&D의 구성도

(1) Learning & Development가 신규심사관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2) Learning & development 총 인원 28명 중 10명이 신규심사관 교육훈련을 전
담한다.

다. EPO 심사관 교육훈련의 커리큘럼6)
(1) EPO 심사관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을 표로 정리하면 하기와 같다.
(2) EPO 신규 심사관이 초기에 학습하는 과목으로는 기본적으로 BASIC과정과,
ADVANCED 과정의 일부과목이 있다. 이하, 신규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BASIC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9] EPO 심사관교육훈련 커리큘럼
과정

교과목
A. Basic patent examination

BASIC

training
n
e
examiners

of
w

교육기간
(day)
30.5

B. PCT Procedure; Non-unity and complex application

5

C. Advanced patent exam

5

D. Dealing with replies

7

E. Various aspects of IP

2

F. Refusals and further proceedings

2.5

G. Strategic and Efficient Exam

2

E. Exchange visit

2

Exchange visit to DG1 The Hague

5

Exchange visit to DG1 Muni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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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external
d a t a b a s e
training

introduction to external DB

1

STN external DB training

2

Structure search in STN

1

Biosequence search in STN

1

Beilstein

0.5

Biosequence search in EBI

1

Working in examining division -the role of a chairperson

0.5

Opposition

6

Chairing oral proceedings in the opposition procedure

2

Seminar on general IP topics

3~4

Searching in Korean and Chinese patent documentation

2hrs

Article 123(2) EPC

2~3hrs

Clarity workshop

2~3hrs
Case law: pt of selected DG3 decisions

ADVANC
- ED

Professional
Development
Plan

0.5

Complex applications

1

Efficient examination techniques(Chemistry)

2

Efficient examination
mechanics)

2

techniques(Electro-physics and

Efficient search techniques

1

Epoque update

1

Epoque XFULL
Examination of
subject-matter excluded
patentability
FI classes, F-Term codes and JPO citations

0.5
from

Internet/Intranet search techniques(chemistry)
Internet/Intranet search techniques
(electro-physics and mechanics)

PROFESSI

0.5
1

Non unity(chemistry)

1

Non unity(electro-physics and Mechanics)

1

Oral proceedings in examination

1.5

Searching Non-patent

0.5

Literature

Classification course for new classifiers

F u r t h e r
external
DB
training

0.5

Introduction to IP/the economics of patents

Classification course for searchers
Classification

0.5

Introduction to field related classification practice
Learning by doing while classifying new document information
INSPEC Presentation

4 hrs
8hrs
not
available
not
available
0.5

On request STN external DB training

1~2

Derwent Plasdoc & PILOT training course

1.5

Coaching colleagu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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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ing professional training
-ONAL

2+1

Internal directors training

3

Internal Technical training -information
Seminars on personal skills

8*3hrs
2

라. EPO 신규심사관 교육일정

[그림 14] EPO 신규심사관 교육일정

(1)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EPO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은 OJT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수행되며, 이론교육이 연속적이지 않고, OJT와 병행하여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기 보고서는 EPO의 경우 BASIC에 포함된 과
목들이 2년 동안 비연속적으로 분산되어 학습이 수행되므로, 이 사이에 OJT가
수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EPO 심사관교육훈련 커리큘럼은 거시적으로 Basic과정, Advanced 과정 및
Professional 과정을 포함하며, 그 중 Basic과정은 기본적으로 신규심사관교육
을 위한 커리큘럼을 포함한다.
(가) Training of new examiners : 66일
① A. Basic patent

examination : 30.5일

② B. PCT Procedure;

Non-unity and complex application : 5일

③ C. Advanced patent

exam : 5일

④ D. Dealing with

replies : 7일

⑤ E. Various aspects of IP : 2일
⑥ F. Refusals and further proceedings : 2.5일
⑦ G. Strategic and Efficient Exam : 2일
⑧ E. Exchange visit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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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hange visit to DG1 Hague ; 5일
- Exchange visit to DG1 Munich ; 5일
(나) Initial external database training : 6.5일7)
① introduction to

external DB : 1일

② STN external DB training : 2일
③ Structure search in STN : 1일
④ Biosequence search in STN : 1일
⑤ Beilstein : 0.5일
⑥ Biosequence search in EBI : 1일
(3) EPO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계획의 Basic과정에서는 총 72.5일(약 15주)의 이론
교육을 포함한다.
5. SIPO
가. SIPO 구성도

[그림 15] SIPO 구성도

(1) SIPO의 경우 SIPO 산하기관으로 HRD(Human Resources Department)와
PED(Personnel and Education Department)가 있다.
(2) HRD는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계획을 설립하고, PED는 신규심사관 교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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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PED는 HRD에서 설립한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계획을 참조하여 신규심사관 교
육을 수행한다. PED는 PED I와 PED II로 분류된다. PED I는 심사관 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기술(예를 들어, 회화기술, 관리기술, 높은 레
벨의 재능 있는 사람/전문가들에 대한 기술)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PED II는 심
사관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PED I에는 7명(2명은 임시직), PED II에는 12명(2
명은 임시직)이 전담한다.
(4) CIPTC(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는 SIPO 산하기관은 아
니나, SIPO의 분과(branch of SIPO)로서, PED의 신규심사관 교육을 지원한다.
CIPTC는 PED에게 교육장소, 교재를 제공하고, PED가 신규심사관 교육시 지원
하기 위하여 CIPTC의 관리요원을 지원한다.
(5) HRD, PED 및 CIPTC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하기의 그림과 같다.

[그림 16] HRD, PED 및 CIPTC의 관계

나. SIPO 심사관 교육훈련 커리큘럼
(1) SI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은 입사교육훈련과정, 업무교육훈련과정, 제고교육훈
련과정, 후속교육훈련과정 및 확대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 여기서, SIPO 신규심사관이 학습하는 과정으로는 입사교육훈련과정 및 업무교
육훈련과정이 있다.8)
[표 10] SIPO 심사관교육훈련 커리큘럼
과정
입사교육훈련

교과목
지식재산권기초지식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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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hours)
4+hrs

업무교육훈련

제고교육훈련

후속교육훈련

확대 교육훈련

특허법률교육훈련

20+hrs

발명특허심사과정 및 초보심사개황교육훈련

12+hrs

출원문건의 심사교육훈련

24+hrs

특허권이 수여되지 않는 출원의 심사 교육훈련

4+hrs

실용성심사교육훈련

4+hrs

신규성심사 교육훈련

12+hrs

우선권심사교육훈련

4+hrs

창조성심사교육훈련

24+hrs9)

3가지특성판단의 종합적인 연습교육훈련

16+hrs

단일성심사교육훈련

8+hrs

IPC분류기초지식교육훈련

8+hrs

IPC분류실습사례교육훈련(실습+개인지도)

32+hrs

특허문건기초지식교육훈련

4hrs

심사검색 교육훈련

80hrs

분야별컴퓨터검색교육훈련

40+hrs

실질심사절차교육훈련

12+hrs

심사의견통지서와 심사결정교육훈련

20+hrs

PCT출원의 주요절차교육훈련

8+hrs

PCT출원국제단계심사교육훈련

24+hrs

PCT출원국가단계진입심사교육훈련

16+hrs

실질심사기본기능교육훈련

88+hrs

재심절차기초지식교육훈련

4+hrs

실용신안과 디자인 초보심사 교육훈련

4+hrs

사례교육교육훈련

not available

컴퓨터검색의 리뷰와 강화교육훈련

not available

주요심사규칙의 리뷰와 강화교육훈련

48hrs

PCT주요절차와 국가단계심사의 리뷰와 강화교육훈련

8~16hrs

전문분야의 심사규칙교육훈련

16~24hrs

특정분야심사의 중점적인 리뷰와 강화교육훈련

not available

PCT국제검색과 초보심사교육훈련

32hrs

실질심사의 난이문제교육훈련

80hrs

컴퓨터검색고급교육훈련

60-100hrs

예비심사와 재심후의 후속심사 리뷰와 강화교육훈련

16~24hrs

재심이론과 기능교육훈련

not available

전문기술실습교육훈련

not available

업무 조사연구 교육훈련

not available

무효선고청구 심사이론과 기능 교육훈련

not available

이공계전공재교육훈련

not available

사회과학전공 보충교육 훈련

not available

국가산업정책 학습 교육훈련

not available

침해소송심리 기본이론과 실무교육훈련

not available

전략연구방법학습교육훈련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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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주류 특허체계 학습 교육훈련

not available

중국특허체계 및 외국주류특허체계비교연구교육훈련

not available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기본이론지식교육훈련

not available

민법기본이론지식교육훈련

not available

(1) 제고교육훈련과정은 심사관이 업무교육훈련을 마치고, 규정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학습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예를 들어 [컴퓨터검색 고급 교육훈련]과목
은 2~3년차 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후속교육훈련과정 및 확대교육훈련과정은 해당 과정에 포함된 과목의 성
격상 신규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 SIPO 신규심사관 교육훈련일정

[그림 17] SIPO 신규심사관 교육훈련일정

(1)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SIPO 신규심사관 교육훈련일정은 22개월이며, 4.5
개월 동안의 이론학습과 나머지 기간 동안의 OJT가 있다.
(2) SIPO에서 제공한 커리큘럼에 따르면, 신규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입사교육훈련과정 및 업무교육훈련과정이다.
(가) 집합교육(A) : 약 18 week(4.5개월)
(나) OJT : 약 86 week(17.5개월)
(3) 신규심사관은 입사교육훈련과정 24개 과목과 업무교육훈련과정 6개 과목에 대
해 총 272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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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5 교육훈련 비교검토

신규심사관
교육 기간10)
이론교육
연속성

KIPO

USPTO

JPO

EPO

SIPO

13주

8개월

36개월

24개월

22개월

4주간 연속적

17주간 연속적

비연속적

연속적

각 과정 별로
연속적

집합교육 :
교육과정

집합교육 : 5주
OJT : 8주

Week 1~17
Week 34
OJT :
week 18~33

이론교육/OJT

1 : 1.6

비율

심사관보
과정(13주)
전기연수(7주)
후기연수(6주)

1 : 0.94

1 : 3/1 : 5

Basic Patent
examination

입사교육훈

: 66일

련

Basic-DB 교육

: 472시간

: 6.5일
약 1배

1 : 3.9

(1) KIPO는 4주간의 이론교육 후, 13주차에 1주 동안 보다 복합적인 주제들에 대
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이론교육에 소요되는 총 교육시간은 193시간으로, 5
주간 실시하며, OJT는 5주차부터 12주차까지 실시하므로, KIPO의 이론교육과
OJT의 비율은 1 : 1.6이다.
(2) USPTO는 17주 동안 이론교육 후 34주차에 Proficiency Exam/Graduation이
있다. 총 교육기간은 34주이며, OJT는 18주차부터 33주차까지 실시하므로,
USPTO의 이론교육과 OJT의 비율은 1 : 0.94이다.
(3) JPO는 심사관보과정(13주),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7주) 및 심사관코스 후기
연수과정(6주)이 비연속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각 과정별로 연속적으로 교육
훈련되는 점에서는 KIPO 및 USPTO와 유사하다. KIPO의 신규 심사관에 해당
하는 심사관보에 대한 교육은 13주의 이론교육과 39주의 OJT로 이루어져 있으
므로, JPO의 이론교육과 OJT의 비율은 1 : 3 이다. 심사관코스 전기연수(7주)
와 심사관코스 후기연수(6주)까지 고려하면, J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기간은
총 26주이며, 이 경우 이론교육과 OJT의 비율은 1: 5이다.
(4) SIPO는 입사교육훈련 과정이 3개월 동안의 연속적인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KIPO와 USPTO와 유사하다. SIPO의 입사교육훈련 과정을 살
펴보면,

총

24개

과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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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211)시간의

교육훈련이

있다.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 보고서에 따르면, 22개월의 교육기간에서 이론교육이 4.5개월이고,
OJT가 17.5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이 경우 이론교육과 OJT의 비율은 1 : 3.9이
다.
(5) EPO는 타 특허청과 달리 교육 과정이 비연속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EPO 조
직의 특성상 Exchange visit(Munich/Hague)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BASIC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training of new examiners 교육(66일) 및 DB 교
육(6.5일)이 있는바 E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기간은 총 72.5일로서 14.5주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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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P5 심사관
교육훈련
커리큘럼 비교
1) IP5 각 국가별로 심사관 교육훈련 과정 중 신규심
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중분류별로 살
펴본다.
2) IP5 학습과목 별로 유사한 과목을 그룹핑하여 비
교, 검토한다.
3) 신규심사관 커리큘럼 비교검토안을 기초로 IP5 국
가별 특징을 논한다.
4) IP5 중견심사관 커리큘럼을 개괄하여 알아본다.

제1절 개괄

[그림 18]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커리큘럼 개괄

1. 분석방향
가. KIPO, JPO의 커리큘럼은 특허계, 의장계, 상표계 등으로 학습과목을 분류할 수
있으나, USPTO, EPO 및 SIPO의 커리큘럼은 심사분야에 따른 별도의 분류가
없다. 따라서 되도록 같은 환경에서 IP5 국가별 커리큘럼을 비교검토하기 위하
여, 특허계 신규심사관이 학습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다.
나. KIPO, JPO의 경우 중견심사관 과정이 명확히 구비12)되어 있으나, USPTO,
EPO 및 SIPO의 커리큘럼은 중견심사관이 학습하는 과정이 명확히 구비되지 아
니한바, IP5 국가별 심사관 훈련과정의 비교검토를 위한 본 과제의 목적을 고려
할 때, 명확히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신규심사관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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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P5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커리큘럼
1. IP5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 중분류 검토
가. KIPO

[그림 19] KI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1) KIPO에서 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은
(가) 기본적으로 신규심사관과정(이론교육, 심사관 역할실습 포함)과,
(나) 중견심사관과정, 심판관과정, 특허법 핵심쟁점과정, 상표법 핵심쟁점과정, 특
허법 사례연구과정, 상표법 사례연구과정, 심사사례연구과정(I)(II), PCT 심사
기초/심화/보수과정, 민사소송법과정, 민법(I)(II)과정, 심결판례심화과정 등을
포함한다.
(2) 특허계 신규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을 분류하면13)
(가) 신규 심사관 과정으로 이론교육(행정, 기술)과, 심사관 역할실습(기술 분야)
이 있으며,
(나) 특허법 핵심쟁점과정, 특허법 사례연구과정, 심사사례 연구과정(I), PCT 심
사기초/심화과정, 민사소송법과정, 민법(I)(II)과정이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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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하, IP5 특허청 심사관 공통훈련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KIPO에서 신규심사
관에 대한 교육훈련과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신규 심사관과정의 이론
교육(행정, 기술) 및 심사관 역할실습(기술 분야)의 과목을 중심으로 USPTO,
JPO, EPO 및 SI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다.

나. USPTO

[그림 20] USPT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1) USPTO에서 심사관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은
(가) 기본적으로 Patent Examination(101, 201, 301) 과정을 포함하고,
(나) Automation 과정, Technology과정, Professional Development과정 및
Life Skills 과정을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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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PTO 신규심사관 훈련과정은 35주차 이후의 Post-Graduate Work를 별론
으로 하는 경우 34주차로 구성된다.
(가) 1주차 :

오리엔테이션

(나) 2~4주차 : Patent Examination 101
(다) 5~10주차 : Patent Examination 201
(라) 11~17주차 : Patent Examination 301
(마) 18~33주차 : OJT 실무실습
(바) 34주차 : Proficiency Exam/ Graduation
(사) 35주차 이후 : Post-Graduate Work
(3)

USPTO

신규심사관은

기한별로

Patent

Examination,

Auto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 Development 및 Life Skills 과정 모두를 학습할
수 있다.
(4) 이하, IP5 특허청 심사관 공통훈련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USPTO에서 신규
심사관에 대한 교육훈련과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Patent Examination
101, 201 및 301과정의 과목을 중심으로 KIPO, JPO, EPO 및 SIPO 심사관 교
육훈련과정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다.
다. JPO

[그림 21] J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1) JPO의 심사관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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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관보과정15)(Assistant examiner course)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나) 특별강의과정, 심사관코스 전기연수/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 임기부직원
(fixed-term examiner) 교육과정, 심사응용능력연수1, 2과정 및 심판관
(Appeals examiner) 과정을 포함한다.
(2) JPO의 심사관보과정은 13주차(학습시간 ; 217시간)로 구성된다.
(가) 법률수속관계 : 44시간
(나) 심사실무관계 : 173시간
(3) JPO의 경우 신규심사관은 기한별로 심사관보과정, 특별강의과정,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16).
(4) 이하, IP5 특허청 심사관 공통훈련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JPO 신규심사관에
대한 교육훈련과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심사관보과정의 과목을 중심으
로 하여 KIPO, USPTO, EPO 및 SI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 비교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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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PO

[그림 22] E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1)

EPO

심사관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은

Basic과정,

Advanced과정

및

Professional 과정을 포함한다.
(2) EPO 신규심사관의 기본 교육과정인 Basic과정은 72.5일간의 교육으로 구성된
다.
(가) training of new examiners 과정 : 66일
(나) initial external database training : 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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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O 신규심사관은 기한별로 Basic과정과 Advanced 과정 일부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4) 이하, IP5 특허청 심사관 공통훈련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EPO에서 신규심사
관에 대한 교육훈련과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Basic과정의 과목을 중심
으로 하여 KIPO, USPTO, JPO 및 SI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다.

마. SIPO

[그림 23] SI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1) SI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은 입사교육훈련과정(入局培训), 업무교육훈련과정
(岗位培训), 제고교육훈련과정(提高培训), 후속교육훈련과정(继续教育培训) 및 확
대교육훈련과정(扩展培训)으로 구성된다.
(2) SIPO 신규심사관의 기본 교육과정인 입사교육훈련과정은 272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17)
(3) 본 과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SIPO의 경우 신규심사관은 기한별로 입사교육훈
련과정과 업무교육훈련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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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하, IP5 특허청 심사관 공통훈련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규심사관에 대한
교육훈련과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입사교육훈련과정의 과목을 중심으
로 하여 KIPO, USPTO, JPO 및 EPO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 비교 검
토한다.

바. 소결
(1) KIPO의 신규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은 ① 신규 심사관 과정으로 이론교
육(행정, 기술)과, 심사관 역할실습(기술 분야)이 있으며, ② 특허법 핵심쟁점과
정, 특허법 사례연구과정, 심사사례 연구과정(I), PCT 심사기초/심화과정, 민사
소송법과정, 민법(I)(II)과정이 있다.
(2)

USPTO

신규심사관은

기한별로

Patent

Examination,

Auto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 Development 및 Life Skills 과정 모두를 학습할
수 있다.
(3) JPO 신규심사관은 기한별로 심사관보과정, 특별강의과정, 심사관코스 전기연수
과정,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4) EPO 신규심사관은 기한별로 Basic과정과 Advanced 과정 일부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5) SIPO 신규심사관은 기한별로 입사교육훈련과정과 업무교육훈련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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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P5 특허청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 비교
이하, IP5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된 과정/과목 중 서로 유사한 과목을 그룹핑하
여 종합적인 비교, 검토를 한다.
1. 특허법 및 심사방법에 관련된 과목
가. 외국특허제도
KIPO

USPTO

JPO

EPO

SIPO

-

-

-

-

<이론교육>
외국특허제도의
이해(2h)
분

석

SIPO의 경우, KIPO의 [외국특허제도의 이해]과목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과목은 없으나, 입사교육
훈련과정의 [특허문건 기초지식 교육훈련과목]에서, 특허문건의 기본개념, 종류, 표식코드 등에 대해
서 학습하며, 기타 부가적인 주제로 PCT 주요국가 및 조직의 특허문건, 심사용문건서비스를 학습할
수 있다.
이후, 본 과제의 설문조사에 따른 특허청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JPO 및 EPO가 다른 국가의 특
허제도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 각국 특허청이 제공한 신규심
사관 커리큘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다만, JPO의 경우 신규심사관인 특허심사관보
(assistance examiner course)과정에는 없으나, 경력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심사응용능력연수 1에
미국특허제도 2시간, 유럽특허제도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EPO 특허청 실무자의 답변을 참조하면, EPO는 신규심사관 훈련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특허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요만을 제공하므로, 사견으로는 특허법 관련 과목에서 관련되는 주제에서 부가
적으로 다른 나라의 특허제도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IP5 국가 중 KIPO가 유일하게, 신규심사관의 교육훈련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제도의 이해]과목을
통하여 한국과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의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한 학습을 신규심사관에게 제공한다
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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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법
KIPO

USPTO

JPO

EPO

SIPO

<Patent
examination>
<이론
교육>
특허법
(12h)

101과정(2~4주차)
<Patent
examination>
102과정(5~10주차)
<Patent

<basic-training of new
<심사관보과정-법률수속관계>
특허법/실용신안법의 개요(12h)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1 (14h)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 (4h)

examiners>
basic patent
examination
(30.5day)
Advanced Patent exam

examination>

(5day)

<입사교
육훈련>
특허법률
교육훈련
(20h이상
)

103과정(11~17주차)
분

석

USPTO에서는
- Patent examination의 101과정에서, •Application Overview •Flow of Application Through
USPTO •Claim Interpretation •112, 1st, 2nd, 6th paragraphs •101 •Intro to Prior Art
Rejections •102 •Intro to Obviousness •103 등의 컨텐츠 포함하고,
- Patent examination의 201과정에서 •103-advanced •Double Patenting •Unity of Invention •
Amendments 등의 컨텐츠 포함하며,
- Patent examination의 301과정에서 Final rejection 포함한다.
EPO의 경우 [basic patent examination]은 no PCT files, no complex application, no non-unity에
한정되어, 특허법의 Articles and Rules 및 strategic issues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
coach 하에 내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몇 개의 선행기술조사도 포함한다. [Advanced patent
exam]은 54,56,84조를 중심으로 하되, complex application에 대해서 내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출
된 선행기술도 이용한 심사방법에 대한 학습도 제공한다.
SIPO의 경우 [중국특허제도개론](4시간), [중국특허법 및 실시세칙](12시간), [국제공약 및 조약](4시
간)을 포함한다.
IP5 국가별 커리큘럼에서 이론교육 및 실무실습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허법에 대해서는
KIPO의 교육시간이 타 국가에 비하여 다소 적을 수 있다. 그러나 KIPO는 추가적으로 특허법 핵심쟁
점과정(42시간), 특허법사례연구과정(42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 점을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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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원절차
KIPO

USPTO

JPO

EPO

SIPO

<Patent exam.
101>

<심사관보과정-법

Flow of

률수속관계>

Application

출원부터 등록까지

Through USPTO

(4h)

<이론교육>
출원등록절차
(PCT포함)(3h)

<입사교육훈련>
-

실질심사 절차 교육훈련
(12h이상)

(2~4주차)
분

석

KIPO의 경우 특허출원의 제반절차에 대한 contents로 [출원등록절차(PCT 포함)](3h)을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서 포함하고 있다. 한편, KIPO는 E-learning으로 [07년 개정특허법 해설], [09년 개정특
허법 해설]등의 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나, [출원등록절차]과목과 같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과목에 대
해서도 E-learning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JPO의 경우 심사관보과정의 법률수속관계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4h)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e러
닝과정에서 [특허심사의 플로우](67분), [특허심사의 진행방식](67분) 과목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도모하고 있다.
SIPO는 실질심사절차 교육훈련과정의 [실질심사 절차 교육훈련]과목에서 신규심사관이 전면적인
실질심사절차의 내용을 학습하여, 각 관련 법조항의 연계와 활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적의
심사 구상 및 전략을 설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SIPO의 경우 절차보다는 특허요건의 종
합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라. 방식심사
KIPO
<이론교육>
출원방식심사

USPTO

JPO

EPO

SIPO

fomalities

-

-

-

분

석

출원서류의 적격 및 기타 요건에 대해서는 각 국의 특허법, 심사지침에서 학습이 이뤄질 것이나,
[출원방식심사]에 한정한 구체적인 과목은 KIPO와 USPTO를 제외한 JPO, EPO 및 SIPO에서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KIPO의 경우 [출원방식심사]과목을 E-learning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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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사기준
KIPO

USPTO

JPO

EPO

<심사관보과정
<심사관

<Patent exam

역할실습>

101>

심사지침서(37h)

MPEP Overview

<업무교육훈련>

-심사실무관계>
특허심사의 개요(6h)
<심사관코스 전기연수>
심사실무제1 (심사기준,
특허요건개요) (19h)
분

SIPO

주요 심사규칙의
-

리뷰와 강화
교육훈련
(48h)

석

전반적으로 심사지침에 대한 학습과정은 모두 포함되나, EPO의 경우 Implementing Regulations
또는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에 대한 학습 컨텐츠를 신규심사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JPO의 경우, [특허심사의 개요]에서 심사지침에 대한 일부 교육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심사관코
스 전기연수과정에서 [심사실무 제1(심사기준, 특허요건개요)]과목에서 심사지침의 적용에 대한 학습
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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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KIPO

USPTO

JPO

EPO

<patent exam

<심사관
역할실습>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요령
(3h)

101>

<심사관보과정-심

intro to case

사실무관계>

reporting

거절이유통지,

<automation

거절사정,

101>

특허사정

OACS(Office

(14h)

Action

거절이유/사례연습

Correspondence

(20h)

<basic-training of
new examiners>
Dealing with
replies
(7day)
Refusal and
further

<입사교육훈련>
심사의견통지서와
심사결정 교육훈련
(12h이상)

proceedings
(2.5day)

Subsystem) Basics
분

SIPO

석

USPTO의 경우 patent examination 101과정의 [intro to case reporting]에서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이해와 청구항의 분석을 통하여 특허출원발명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행기술조사 및
office action 작성방법에 대한 학습과정이 있다. 또한 <Patent examination 201>과정의 [compact
prosecution]에서 OA작성시 법률적인 오해와 기술적인 에러가 없도록 작성해야 함을 학습하고 있으
며, <Patent Examination 301>과정의 [Legal Writing], <Professional development>과정의
communication에서 [Concise Writing], [Creative Writing]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USPTO
의 경우,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법률적인 오해와 기술적인 에러가 없는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
에 대한 학습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JPO의 경우 <심사관보과정-심사실무관계>에서 [거절이유통지, 거절사정, 특허사정]과목(14시간)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거절사정 또는 특허사정을 포함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학습하는 특징이 있
다. 또한 실무연습과목으로 [거절이유/사례 연습과목]을 20시간 포함하고 있다. USPTO의 문장작성방
법과 관련하여 JPO는 [특별강의]에서 [문장구성론](2h)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EPO에서는 <basic의 Training of new examiners>과정에서 [Dealing with replies]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 EPO 신규심사관은 PCT 출원을 포함하여 EPO 출원에 대한 주요 action 및 기타
(interview, phone call, further communication)에 대해서 학습하며, 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에 대한 학
습도 할 수 있다. 또한, EPO의 [refusal and further proceedings] 과목은 JPO와 마찬가지로 거절사정
및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SIPO는 [심사의견통지서와 심사결정 교육훈련]에서 심사의견통지서와 심사결정의 조건, 기능, 구성
및 요구를 학습하고, 심사의견통지서와 심사결정의 작성 등 발송 이전에 필요한 업무절차와 사무처
리의 단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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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정
KIPO

USPTO

JPO

<Patent
examination의
-

EPO

<심사관보과정-심

<basic-training of

사실무관계>

201과정>

보정

amendments

new examiners>
Dealing with

-

replies

(4h)

(2~4주차))

SIPO

(7day)

분

석

USPTO의 경우 <patent examination 201>과정에서 amendments를 포함하고 있다.
JPO의 경우 <심사관보과정-심사실무관계>에서 [보정](4h)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EPO의 경우, [Dealing with replies]과목에서 Article 123(2)(즉, 청구범위가 명세서 기재 내용이상으
로 광범위한 경우) 및 R.88(Correction of errors in documents filed with the European Patent
office)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EPO의 [Dealing with replies]는 심사에서 출원의 상태에 대한 결정
(Decision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file)에 대한 학습도 포함하며, PCT 출원에 대한 내용도 포
함한다. 더 나아가, EPO는 <Advanced>과정에서 [Article 123(2) EPC] 과목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
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아. 심사실무
KIPO

USPTO

JPO

EPO

<입사교육훈련>

<심사관보과정심사실무관계>

<심사관 역할
실습>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
(직렬별)
(21h)
<추가과정>
심사사례
연구과정I
(21h)

<Patent

특허심사의

examinatio

개요

n 101>

출원,

<Patent

명세서(6h)

examinatio

출원, 명세서

n 201>

(연습)(6h)

<automatio
n 101>

<심사관코스

OACS(Offic

전기연수과정>

e Action

심사실무 제1

Correspond

(심사기준,

ence

특허요건개요)

Subsystem)

(19h)

Basics

심사실무

(2~4주차)

제2(단일성,
우선권,

SIPO

<basic-traini
ng of new
examiners>
Strategic and
Efficient
Exam
(2day)
Exchange
visit(to DG1
Hague/Munic
h)
(5/5day)
<advanced>
Article 123(2)
EPC
(2~3h)

발명특허심사과정 및 초보심사개황
교육훈련 (12h이상)
출원문건의 심사 교육훈련
(24h이상)
특허권이 수여되지 않는 출원의
심사 교육훈련(4h이상)
실용성심사교육훈련(4h이상)
신규성심사교육훈련(12h이상)
우선권심사 교육훈련(4h이상)
창조성심사교육훈련(24h이상)
3가지 특성(신규성, 창조성, 실용성)
판단의 종합적인 연습
교육훈련(16h이상)
단일성심사 교육훈련(16h이상)
실질심사 기본기능 교육훈련
(88h이상)
재심절차 기초지식 교육훈련
(4h이상)

신규성상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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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교육훈련>
사례교육 교육훈련
예외)

(12mos)

(14h)

주요심사규칙의 리뷰와 강화

특허심사실무의

교육훈련

개요(강의

(48h)

part6~18)

전문분야의 심사규칙 교육훈련

(177분)

(16~24h)
특정분야심사의 중점적인 리뷰와
강화 교육훈련 (8~16 h)

분

석

KIPO의 경우, <추가과정>에서 [심사사례연구과정I]과목을 포함함. [심사사례연구과정I]과목은 초임
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다. KIPO는 선임급(4년차 이상)에게 <추가과정>의 [심사사례연구과정II]을 제
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USPTO는 <Patent examination 101> 과정에서 [112, 1st, 2nd, 6th paragraphs], [112, 1st, 2nd,
6th paragraphs], [101], [Intro to Prior Art Rejections], [102], [Intro to Obviousness], [103],
[Restriction Practice] 과목을 포함하고, <Patent examination 102>과정에서 [103-Advanced],
[Double Patenting]과목을 포함한다. 각 과목은 해당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적
용례를 포함한다. USPTO의 경우, 특허법에 대한 총체적인 특허법 이론과목과 더불어, 중요조문별 심
사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USPTO는 <automation 101>과정에
[MPEP insight] 과목이 있으며, Practice로는 <Patent Examination 101>과정에서 [Restriction
Practice]과목을 포함하며, <Patent Examination 301과정>에서 [After Final Practice]과목을 포함하며,
[OACS](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ubsystem)과목에서 신규심사관이 문제별 Practice를 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JPO의 경우 <심사관보과정-심사실무관계>에서 [특허심사 및 출원 명세서에 대한 이론 및 연습]과
목을 포함한다. 그리고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의 [심사실무 제1]에서 명세서 이론 /사례연구(연
습)/신규성, 동일성 이론/사례연구 연습/진보성 이론/진보성 사례연구(연습)에 대해서 총합 19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며, [심사실무 제2]에서 단일성, 우선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제로 사례연구,
연습, 심사진행방식에 대한 14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EPO의 [strategic and Efficient Exam]은 효율적인 심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EPO의
[Exchange visit to DG1 the Hague]는 Hague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contact person 및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 분류를 명확히 학습하고, [visit to DG1 Munich]는

심사전략 개요에 대해 학습을 더

포함한다.
SIPO의 경우 이론교육으로는 <입사교육훈련>의 [발명특허심사과정] 및 [초보심사개황교육훈련]과
목에서는 심사준비절차, 초보심사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제공하며, 명세서 및 청구항의 기능과 작성
요구에 대해서 학습과, [특허권이 수여되지 않는 출원의 심사교육훈련]에서, 특허법 5조, 25조에 따
라 특허보호를 받지 못하는 발명창조 및 객체에 대한 학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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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O의 경우, 특허법에 대한 총체적인 특허법 이론과목과 더불어, 중요조문별 심사방법에 대한 교
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실용성심사교육훈련(4h이상), 신규성심사교육훈련
(12h이상), 우선권심사 교육훈련(4h이상), 창조성심사교육훈련(24h이상) 및 단일성심사 교육훈련(16h
이상)이 있다.
또한, SIPO의 경우 [실질심사 기본기능 교육훈련 ]에서 이미 교육받은 기본개념과 기초이론을 실
제로 심사에 적용하고, 실질심사훈련 중 문제를 발견 교정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며, 몇 차례의 심
사와 최후 심사결정을 포함하는 모의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교육자가 검토하여 평가하는 것이 특징
적이다. SIPO의 경우 <입사교육훈련>에 재심(한국의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SIPO의 경우, 3가지 특성(신규성, 창조성, 실용성) 판단의 종합적인 연습 교육훈련(16h이상)에
서 3가지 특허요건의 종합적인 적용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SIPO는 입사교육훈련 완료 후 <업무교육훈련>의 [사례교육 교육훈련]에서 실질심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신규심사관을 학습시킨다. 초기 6개월 동안 1차심사의견통지서 작
성법을 학습하고, 후반 6개월은 교육자의 지도하에 2차 심사의견통지서와 심사결정을 완성하고, <업
무교육훈련> 초기 6개월 이내에, 주요 심사규칙에 대한 리뷰를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특허법 및 실
시세칙의 목적을 신규심사관이 정확하게 학습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전문분야별 심사규칙 교육훈련]에서는 전문분야별 구체적인 심사규칙 및 심사방식, 심사가이드라
인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KIPO의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직렬별)]과목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SIPO의 [특정분야심사의 중점적인 리뷰와 강화 교육훈련]에서는 1) 특허수여금지와 관련(오락, 인
체주입 등) 2) 특허법상 보호객체관련(컴퓨터프로그램발명),3) 출원공개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경우(예
를 들어, 특수원자재, 특수공정 등), 4) 특수한 한정된 방식(예를 들어, 기능성 한정, 파라미터의 한
정), 5) 실용성 구비여부가 중점조사가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에너지 변환기술) 등의 특정분야에 대
한 심사특징에 대한 학습내용을 포함한다.

IP5 국가 중 타 국가에서는 특허법 이론 및 심사방법에 대해서 총체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반면에,
SIPO의 경우 특정분야에서 주의하여야 할 심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자. 기타
KIPO
<심사관 역할실습>
심사평가지침(2h)
<심사관 역할실습>
최근 법 개정

USPTO

JPO

EPO

SIPO

-

-

-

-

-

-

-

-

동향(2h)
분

석

심사평가지침 및 최근 법 개정 동향에 대한 내용은 타국에서는 특허법 이론, 심사 방법 등의 과목
에서 학습내용 중 관련된 내용에서 학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KIPO의 경우 별도의 과목으로 구
비되어 구체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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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출원 또는 조약 등에 관련된 과목
가. 특허 조약
KIPO

USPTO

JPO

EPO

SIPO

<심사관보과정 법률수속관계>

<이론교육>

조약의 개요(4h)

특허관련조약

<심사관코스

(2h)

전기연수과정>
조약1 (6h)
분

석

KIPO는 <이론교육>과정에서, JPO는 <심사관보과정(assistance examiner course)의 법률수속관계과
정에서에서 특허관련 조약의 개요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JPO는 [조약1] 과목을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습기회를 제공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나. PCT 절차
KIPO

USPTO

JPO

EPO

SIPO

<basic-training of new

<입사교육훈련>

examiners>

PCT출원의 주요절차

PCT Procedure

교육훈련

(5day)

(8h이상)

<심사관보과정-법
률수속관계>
PCT의 개요(4h)
<이론교육>
PCT총론
(2h)

<심사관코스
-

전기연수과정>
PCT에 기초한
국제출원제도의
개요
(122분)
분

석

KIPO는 <이론교육>과정에서, JPO는 <심사관보과정(assistance examiner)-법률수속관계> 및 <심사
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서 포함하고 있다.
JPO는 별도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의 개요 및 이론]을 <심사관보과정-심사실무관계> 및 <심사
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서 각각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의 개요](2h)/[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4h)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PO의 경우, Non-unity and complex application에 한정하여 [PCT procedure] 대해서 5일간의 교
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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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O의 경우, KIPO의 [PCT 총론](2h)에 대응하여 입사교육훈련 과정에서 [PCT출원의 주요절차 교
육훈련](8h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다. PCT 심사
KIPO

USPTO

JPO

EPO

SIPO
<입사교육훈련>

<심사관 역할 실습>

PCT 출원 국제단계심사

PCT 심사(4h)

<automation 101>

<basic-training

교육훈련 (24h)

<추가과정>

•OACS(Office Action

of new

PCT 출원 국가단계진입심사

PCT 심사기초과정

Correspondence

examiners>

교육훈련 (26h)

(14h)

Subsystem) Basics

PCT Procedure

<업무교육훈련>

PCT 심사심화과정

(2~4주차))

(5day)

PCT 주요절차와

-

(24h)

국가단계심사의 리뷰와
강화교육훈련(8~16h)

분

석

KIPO의 경우, <심사관 역할실습>과정에서 [PCT 심사](4h) 과목 외에, 추가과정으로 [PCT 심사 기
초과정](14h) 과목 및 [PCT 심사심화과정(24h] 과목을 제공하여 심화학습을 도모하고 있다.
SIPO의 경우, [PCT 출원 국제단계심사교육훈련] 과목에서 초보적인 PCT 국제단계 심사기능을 습
득하기 위하여, PCT국제검색가이드라인, 국제초보심사 가이드라인 및 행정규정을 포함한 학습을 제
공하고 있다. 또한, SIPO는 [PCT 출원 국가단계진입심사 교육훈련]과목에서, PCT 출원 국가진입단계
의 조건, 적용되는 조약규정, 국가심사단계의 특수규정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USPTO의 경우, [OACS](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ubsystem) 과목에서 PCT에 대한
Office-action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과목으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
JPO는 별도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의 개요 및 이론]을 <심사관보과정-심사실무관계> 및 <심
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서 각각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의 개요](2h)/[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4h)
를 포함하고 있으나, PCT 제도 및 PCT 심사에 대한 과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JPO의 심사방법에 관련된 다른 과목에서 추가적으로 PCT 심사방법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타 국가에 비하여 SIPO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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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PC 분류
KIPO

USPTO

JPO

EPO

<심사관보과정-심
사실무관계>
<이론교육>
IPC 분류(3h)
<심사관역할실습>
IPC 분류(3h)

<automation
101>
IPC(2~4주차))

국제특허분류의
개요(1h)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
국제특허분류의
개정에 대해 (2h)
분

SIPO

<advanced-Classif
ication>
Classification

<입사 교육훈련>.

course for

IPC 분류 기초지식

searchers(4h)

교육훈련(8h이상)

Classification

IPC 분류 실습사례

course for new

교육훈련(32h이상)

classifiers
(8h)

석

IPC 분류에 대해서는 IP5 국가별로 심사관교육훈련과정에 각각의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EPO의 경우, 상기 과목 외에 on the job으로 [Introduction to field related classification
practice], [Learning by doing while classifying new document - information] 과목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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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과목
KIPO

USPTO

JPO

EPO

SIPO

-

-

<특별강의>

<심사관

특허청의

역할실습>

-

특허넷 시스템

전자계산기
시스템의

사용 요령 (2h)

개요(1h)
<basic-initial external
database training>
<automation 101,

introduction to external

201>

DB

<입사교육훈련

(`1day)

>

Structure search in STN

심사검색

(1day)

교육훈련

<advanced>

(80h)

Searching in Korean

분야별 컴퓨터

and Chinese patent

검색 교육훈련

documentation

(40h 이상)

(2day)

<업무교육훈련

<advanced-professional

>

development plan>

컴퓨터검색의

Efficient search

리뷰와 강화

techniques

교육훈련

•STIC/EIC Services

(1day)

(2~4mos)

Overview

Searching Non-patent

<심사관

•eDAN Basics

역할실습>

•EAST

외국특허 및

•WEST

비특허문헌

•PALM

검색

•NPL Introduction

(4h)

•OACS Basics

검색실무 및

•MADRAS Basics

검색시스템

•eIDS

사용요령

•Foreign

(2h)

Databases

선행기술검색

•ITRP Program

(5h)

Overview

<e러닝>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식
(95분)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식(실천)
(63분)
<특별강의>
서치툴에 대해
(1h)

Literature
(0.5day)
분

석

USPTO의 경우, 기타 컴퓨터 실무에 대한 기술로서, •Computer Basics and Set-Up, IT Security
Awareness, •Windows Basics, •Outlook Basics, •How to Use CBTs, •Dialog 등에 대한 컨텐츠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USPTO의 경우

<Patent examination 201>과정에서

[advanced text searching], <patent examination 301>과정에서 [Legal Research and Analysis] 과목
을 더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JPO의 경우 E-learning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식]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에 대한 교육
이 포함되어 있다. 본 과제의 설문조사에 대한 JPO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E-learning 중 [선행기
술조사의 진행방식] 과목이 과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EPO는 비숙련자(Examiners who are not yet too sepcialised)를 위한 [Efficient search techniques]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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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는 상기 과목 외에도 [STN external DB training](Examiners from Chemistry fields),
[Biosequence search in STN](Examiners from Biotechnology), [Beilstein](Examiners from PAOC),
[Biosequence search in EBI](Examiners from Biotechnology)을 포함하고 있다.
SIPO는 [심사검색 교육훈련]과목에서 검색개론(8시간), 검색용정보자원소개(4시간), 비특허문건 정
보자원소개(4시간), CPRS 중문검색시스템의 사용(8시간), EPOQUE 검색시스템의 사용(56시간)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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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과목
가. 지식재산권 동향
KIPO

USPTO

JPO

EPO

SIPO

<basic-training of

<입사교육훈련>

new examiners>

지식재산권

Various aspects

기초지식

of IP(2day)

교육훈련(4h이상)

<심사관보과정-법
률수속관계>
지적재산의개요(2h
<이론교육>
지재권국제동향
(2h)

)
-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정세(2h)
분

석

JPO의 경우 <심사관보과정-법률수속관계>에서 [지적재산의 개요] 과목을 포함하나, 자국인 일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JPO의 경우 E-learning으로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실](64분)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국인 일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JPO는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정세](2시간) 과목을
포함하여, KIPO의 [지재권국제동향]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EPO의 경우 [various aspects of IP]과목에서 지적재산의 개요를 학습하며, 그 외에 등록특허의 현
황, 변리사 업무개요, 산업현장에서의 특허 등에 대해서 학습을 제공하나, 이 또한 JPO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세가 아닌 자국을 위주로 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SIPO의 경우, <입사교육훈련과정> 중 [지식재산권 기초지식 교육훈련] 과목에서 특허, 상표, 판권,
영업비밀, 지리표시, 집적회로배치설계 등과 지식재산권이 관련된 법률법규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나, 자국인 중국에 집중한 컨텐츠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권 국제동향에 대한 학습은 KIPO 및 JPO가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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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법
KIPO

USPTO

JPO

EPO

SIPO

-

-

<이론교육>
민법총칙 (11h)

<심사관보과정-법

민법총칙(사이버)(20h)

률수속관계>

<추가과정>

민법의 개요(6h)

민법과정(70h)
분

석

일반법으로서 KIPO 및 JPO에서는 민법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JPO는 <심사관보과정-법률수속관계>에서 [법률개론과목]을 별도로 4시간 더 포함하고 있다.

다. 신지식재산권
KIPO

USPTO

<이론교육>
반도체배치설계
이해 (2h)

-

JPO

EPO

SIPO

<심사관보과정-심사실

<입사교육훈련>

무관계>

지식재산권 기초지식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훈련

관련발명의 심사 (2h)

(4h)

분

석

KIPO의 경우 반도체배치설계에 대한 학습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JPO의 경우 컴퓨터 소프
트웨어 관련발명의 심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다.
SIPO의 경우 입사교육훈련과정의 [지식재산권 기초지식 교육훈련] 과목 내에서 집적회로배치설계
에 대한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므로, KIPO의 [반도체배치설계이해]과목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라. 성과관리
KIPO

<이론교육>
성과관리 (2h)

USPTO

JPO

EPO

SIPO

<Life Skills>
Working Well
Balancing Quality, Production,
Professionalism
Balancing Work & Personal Life
Time Management

-

-

-

분

석

KIPO의 <이론교육>과정에서 2시간, USPTO에서는 <Life skills>과정에서 학습을 제공한다.

- 65 -

마. 인성 교육
KIPO

USPTO

<이론교육>
교양 (2h)

JPO

<Life Skills>
Ethics, Physical Security,
Diversity Training,
Becoming a Wise Consumer,
Dealing with Difficult Situation,
Dealing with Conflict,
Be Prepared Not Scared,
Transitions in the Workplace,
Reasonable Accommodation,
Financial Planing Basics

EPO

SIPO

-

-

<특별강의>
정보의 관리에 대해 (0.5h)
사회인으로서의 매너 (2h)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모럴에 대해 (2h)

분

석

KIPO의 <이론교육>과정에서 2시간, USPTO에서는 <Life skills>과정에서 학습을 제공한다.
다만 JPO의 경우, <특별강의>과정에서 [사회인으로서의 매너](2h),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에
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모럴에 대해](2h)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바. 건강관리
KIPO
<이론교육>
건강관리(12h)

USPTO

JPO

<Life Skills>
Healthy Lifestyle, Stress
Management

<특별강의>
VDT와 건강관리(1h)

분

EPO

SIPO

-

-

석

KIPO의 <이론교육>과정에서 12시간, USPTO에서는 <Life skills>과정에서 학습을 제공한다.
JPO의 경우, 특정주제인 VDT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 자기 평가
KIPO
<이론교육>
평가(6h)

USPTO

JPO

<professional development-Career
advancement>

평가제도(0.5h)

Self assessment
분

KIPO의

<이론교육>과정에서

6시간,

<특별강의>

EPO

SIPO

-

-

석

USPTO에서는

Professional

advancement에 포함한다. JPO는 <특별강의>과정에 0.5시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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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의

Careers

아. 정부 정책
KIPO

USPTO

JPO

EPO

<특별강의>
지적재산을 둘러싼 정부조직(1h)

<이론교육>

공무원이 되면(임용, 급여,

정부시책
(저탄소녹색성장등
)
(3h)

-

복무)(1h)
공무원이 되면(제수당, 공제)(1h)
경제산업성, 특허청의 조직과
역할(2h)
특허청의 예산에 대해(1h)
분

석

정부시책에 대응하는 과목은 JPO의 경우 <특별강의>과정에서 6시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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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O

제4절 IP5 신규심사관 커리큘럼 비교검토에 대한 소결
1. KIPO 커리큘럼의 특징
가. 외국 특허 제도에 대한 교육
KIPO는 IP5 국가 중 [외국특허의 이해]과목을 신규심사관 훈련과정에서 교육하
고 있다. JPO의 경우, 신규심사관인 특허심사관보(assistance examiner course)
과정에는 없으나, 경력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심사응용능력연수 1에 미국특허
제도 2시간, 유럽특허제도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KIPO는 타국가의 특허법과의
차이점을 통해 자국의 특허법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나. 출원방식심사에 대한 교육
출원서류의 적격 및 기타 요건에 대해서는 각 국의 특허법, 심사지침에서 학습이
이뤄질 것이나, 이 내용들을 선별하여 [출원방식심사]를 통해 교육함으로써, 신규
심사관들이 출원방식심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더 나아
가, KIPO는 [출원방식심사]과목을 E-learning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심사평가지침 및 최근 개정법에 대한 교육
심사평가지침 및 최근 법 개정 동향에 대한 내용은 타국에서 특허법 이론, 심사
방법 등의 관련과목에서 학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KIPO의 경우 별도의 과
목으로 구비되어 구체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의 특성상 법, 규
칙, 시행령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신규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최근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심사평가지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지식재산권의 국제 동향에 대한 교육
KIPO의 경우 <이론교육>과정에서 [지재권국제동향](2h)과목이 신규심사관 교육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JPO의 경우, 특허심사관보 과정에는 이와 유사한 과
정이 없으나,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정
세](2h)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본 교육을 통해 외국의 새로운 입법이나 판례, 심
사 경향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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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PTO 커리큘럼의 특징
가. 법률문장 작성론에 대한 교육
<Patent examination 201>과정의 [compact prosecution]에서 OA작성시 법률
적인 오해와 기술적인 에러가 없도록 작성해야 함을 학습하고 있으며, <Patent
Examination 301>과정의의 [Legal Writing], <Professional development과정
의 communication>에서 [Concise Writing], [Creative Writing]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발행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문서이면서 동시
에, 권리의 발생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인 만큼, 법률 문서와 동일
한 수준의 명확성과 전달력을 갖추어야 한다. USPTO의 경우, 신규심사관 교육훈
련과정에 법률적인 오해와 기술적인 에러가 없는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나. 특허법 중요조문별 심사방법에 대한 교육
USPTO는 특허법에 대한 총체적인 특허법 이론과목과 더불어, 중요조문별 심사
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특허법 및 특허 제도의 특성상, 타 국가
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중요 조문을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Patent

examination

101>

과정에서

[112,

1st,

2nd,

6th

paragraphs], [112, 1st, 2nd, 6th paragraphs], [101], [Intro to Prior Art
Rejections], [102], [Intro to Obviousness], [103], [Restriction Practice] 과
목을 포함하고, <Patent examination 102>과정에서 [103-Advanced], [Double
Patenting]과목을 포함한다. 각 과목은 해당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적용례를 포함한다.
다. 보정에 대한 교육
USPTO는 <patent examination 101>과정에 amendments가 포함되어 있다.
USPTO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보면, 기술 분야별로 1차 의견제출통지서와 그
에 대해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를 실습 교재로 제공하며, 신규심사관은 2차 의
견제출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모의 심사관 면담 교육
USPTO는 <patent examination 101>과정에 모의 심사관 면담을 모든 신규심사
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심사관에게 미리 면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내부 전문가와 모의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출원인/대리인
면담을 모의 체험을 톡해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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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PO 커리큘럼의 특징
가. 출원등록절차에 대한 e-learning 제공
KIPO의 [출원등록절차]과목에 대응하여, <심사관보과정-법률수속관계>에서 [출
원부터 등록까지](4h)과목을 포함하고 있고, e-learning 과목으로 [특허심사의
플로우](67분), [특허심사의 진행방식](67분) 과목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
습을 도모하고 있다.
나. 심사관과 출원인/대리인의 역할을 분담하여 토론하는 모의 면접수업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의 [심사실무(연습)]과목에서 특정사례에 대해서 거절
이유 및 보정안에 대해 심사관역할과 출두자역할(출원인, 대리인)로서 모의 면접
을 하고, 발표 및 강평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심사관으로서 거절 이유를 제시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및 보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위주의 교육을 수행한다.
다. 특허관련 조약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
JPO는 <심사관보과정의 법률수속관계>에서 [조약의 개요](4h)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서 [조약1](6h)과목을 더 포함하여 보다 심
층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요령]과목에 대해서는 JPO의 경우 <심사관보과정-심사실무
관계>에서 [거절이유통지, 거절사정, 특허사정]과목(14시간)의 교육과정을 포함
하고 있어, 거절사정 또는 특허사정 결정, 작성법을 더 포함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학습하는 특징이 있다. JPO는 실무연습과목으로 [거절이유/사례 연습과목]을 20
시간 포함하고 있다.
마. 작문에 대한 학습
JPO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으나, <특별강의>과정에서 [문장구성론]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바. 다양한 교양과목의 제공
교양과목과 관련하여, <특별강의>과정에서 [사회인으로서의 매너](2h), <심사관
코스 후기연수>과정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모럴에 대해](2h)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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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O 커리큘럼의 특징
가. 의견서에 대한 대응 교육
EPO에서는 <basic의 Training of new examiners>과정에서 [Dealing with
replies]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 EPO 신규심사관은 PCT 출원을 포
함하여 EPO 출원에 대한 주요 action 및 기타(interview, phone call, further
communication)에 대해서 학습하며, 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의 학습도 할 수 있다.
또한, EPO의 [refusal and further proceedings] 과목은 JPO와 마찬가지로 거
절사정 및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나. 보정에 관한 교육
EPO의 경우, [Dealing with replies]과목에서 Article 123(2)(즉, 청구범위가 명
세서 기재 내용이상으로 광범위한 경우) 및 R.88(Correction of errors in
documents filed with the European Patent office)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다. On The Job으로 심층학습을 유도
IPC의 분류에 대한 학습으로 IP5 국가별로 각각의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KIPO의 경우 <이론교육>과정에서 [IPC 분류](3h)과목을, <심사관
역할실습>과정에서 [IPC 분류](3h)과목을 제공하며, USPTO는 <automation
101>과정에서 [IPC]과목을 제공하며, JPO는 <심사관보과정-심사실무관계>에서
[국제특허분류의 개요](1h)과목을,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서 [국제특허분
류의 개정에 대해](2h)과목을 제공하며, EPO는 <advanced - Classification>과
정에서 [Classification course for searchers](4h) 과목 및 [Classification
course for new classifiers](8h)과목을 제공하며, SIPO는 <입사 교육훈련>과정
에서 [IPC 분류 기초지식 교육훈련](8h이상)과목을, [IPC 분류 실습사례 교육훈
련](32h이상)과목을 제공한다. 그러나 EPO는 OJT로 상기 과목 외에 on the job
으로 [Introduction to field related classification practice], [Learning by
doing while classifying new document - information] 과목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라. 심사분야별 또는 기술 분야별 선행기술방법에 대한 학습과목 제공
선행기술검색과 관련하여, EPO는 비숙련자(Examiners who ar not yet too
specialised)를 위한 [Efficient search techniques]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STN

external

[Biosequence

DB
search

training](Examiners
in

from

STN](Examiners

- 71 -

Chemistry

from

fields),

Biotechnology),

[Beilstein](Examiners from PAOC), [Biosequence search in EBI](Examiners
from Biotechnology)을 구체적인 별도의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
다.

5. SIPO 커리큘럼의 특징
가. 특허법의 중요조문별 심사방법에 대한 교육
SIPO의 경우, 특허법에 대한 총체적인 특허법 이론과목과 더불어, 중요조문별 심
사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실용성심사교
육훈련(4h이상), 신규성심사교육훈련(12h이상), 우선권심사 교육훈련(4h이상), 창
조성심사교육훈련(24h이상) 및 단일성심사 교육훈련(16h이상)이 있다.
나. 복수개의 특허요건의 종합적인 적용/검토에 대한 교육
SIPO의 경우, 3가지 특성(신규성, 창조성, 실용성) 판단의 종합적인 연습 교육훈
련(16h이상)에서 3가지 특허요건의 종합적인 적용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 심사시 별도로 주의하여야 할 분야에 특정분야심사에 대한 교육
SIPO는 <업무교육훈련>과정의 [특정분야심사의 중점적인 리뷰와 강화교육훈련]
과목에서 ①발명분야가 특허법이 규정한 특허수여 금지와 관련되어 있는 특허출
원의 심사18), ②발명분야가 특허법 보호객체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출원의
심사19), ③발명분야가 충분한 공개여부의 중점조사가 항상 필요한 특허출원의 심
사20), ④발명분야가 기술특징의 특수한 한정된 방식과 항상 관련된 특허출원의
심사21), ⑤발명분야가 실용성 구비여부의 중점조사가 항상 필요한 특허출원의 심
사22)에 대한 학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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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의 실질심사, 토론 및 평가를 통한 교육
SIPO의 경우 [실질심사 기본기능 교육훈련]과목에서 이미 교육받은 기본개념과
기초이론을 실제로 심사에 적용하고, 모의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교육자가 검토하
여 평가를 통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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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IP5 중견심사관 커리큘럼

1. 서설
KIPO 및 JPO의 경우 중견심사관 과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그 외 USPTO, EPO 및
SIPO는 명문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규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
의 경력을 갖춘 경우 중견심사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각 과목의 이수자격 요
건 등이 불분명하므로 신규심사관이 학습 가능한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정/과목을 중
심으로 살펴본다.

2. KIPO
가. 중견심사관 과정
(1) 일정기간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심사관을 대상으로 권리 및 기술 분야별로 최
근의 심사․심판사례에 대한 연구․분석과 개정된 법 규정과 관련한 심사 실무에
대해 교육한다.
(2) 커리큘럼으로는 민법(16h), 민사소송법(12h), 심사사례연구 및 실습(분야별 분
반)(20h), 심판사례연구(분야별 분반)(6h),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연습(4h), 개정
특허법/상표법 강의(6h), 심사평가지침(2h), 사이버 교육(특실심사실무 핵심과
정)(20h), 건강관리(6h), 교양(2h), 정부시책(저탄소녹색성장 등)을 포함한다.
나. 심판관 과정
(1) 특허청 심사관의 심판관 임용을 대비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특허심판에 대한 이론 강
의와 심결문 작성 등을 통한 심판관 역할실습을 교육한다.
(2) 커리큘럼으로는 민사소송법(8h), 사이버교육(20h), 심판제도 및 절차(3h), 심결
취소소송수행실무(6h), 심결 및 판례연구(7h),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2h), 심판
관역할실습(행정/상표분야)(16h), 심판관역할실습(행정/디자인분야)(15h), 심판관
역할실습(행정/심판검색 시스템)(2h), 심판관역할실습(기술/당사자계 심판)(16h),
심판관역할실습(기술/결정계

심판)(15h),

심판관역할실습(기술/심판검색

시스

템)(2h), 구술심리참관(2h), 정부시책교육(저탄소 녹색성장)(2h), 교 양(2h)을 포
함한다.
다. 심사사례연구과정(II)
(1) 경력심사관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심사품질 향상을 목표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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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가결과에서 자주 지적되는 흠결사례를 법조항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강의하
고 최근 법 개정과 관련된 변동사항들을 세분화하여 교육한다.
(2) 커리큘럼으로는 최근특허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이와 관련한 흠결사례
(5h), 명세서기재불비사례(청구범위기재방법포함)(4h),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흠결사례(4h), 보정관련판단흠결사례(4h) 및 심사평가지침 및 관련사례교
육(2h)을 포함한다.
라. PCT 심사보수과정
(1) 특허청 특․실 3년 이상 PCT 심사경력 심사관을 대상으로 PCT 심사역량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한다.
(2) 커리큘럼으로는 PCT 개정 동향 개관(3h), PCT 조약 및 조약규칙(3h), PCT
심사가이드라인(국제출원, 심사관고려사항)(4h), PCT 심사가이드라인(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4h), 외국의 PCT 심사사례(2h), PCT 심사시 주요 유의사항 및
심결사례(4h)를 포함한다.
마. 심결, 판례심화과정
(1)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심결․판례 사례, 조약관련 분쟁
사례 등을 교육한다.
(2) 커리큘럼으로는 특허요건관련판례(6h), 특허출원관련판례(3h), 심사절차관련판
례(1h), 심판관련판례(3h), 권리범위관련판례(6h), 소송관련판례(1h)를 포함한다.
바. 소송수행 실무과정
(1) 특허청 4년 이상의 심사경력자를 주 대상으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사례․특
허소송실무를 강의하며, 특허분쟁사례에 대한 토론 및 권리별․분야별 모의재판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2) 커리큘럼으로 민사소송법(4h), 특허소송실무(3h), 특허분쟁사례(3h), 모의재판
(모의재판 역할분담 및 준비(6h), 모의재판(3h), 모의재판 강평(2h)), 사이버교육
(판례로 본 특허침해소송)(3h)을 포함한다.

3. USPTO
모든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앞서 신규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Patent
Examination 101, 201, 301과정, Automation 101, 201과정, Technology의
Basic, Concentration과정, Professional Development의 Training, Career
Advancement, Communication Skills과정, Life Skills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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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PO
가. 심사응용능력연수1 과정
(1) 심사관으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본 연수와 동등한 연수를 수강한 자
제외)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대처를 중심으로, 심사 실무에 관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관으로서의 넓은 시야와 견식의 수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2) 커리큘럼으로는 TLO의 개요(2h), 클레임과 기술적 범위(2h), 국제상표제도개론
(2h), 미국특허제도(2h), 유럽특허제도(2h)를 포함한다.
나. 심사응용능력연수2 과정
(1) 심사관으로서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 또한 신속·
정확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심사 실무에 관한 사례연구에 의해 실무에 관
한 지식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관으로서의 넓은 시야와 견식의 수득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토론1은 심사관, 변리사, 기업관계자가 특허를 둘러싼 현재의 화제에 대해서
배부 자료를 읽고,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특허를 둘러싼 현재의 화제로는 보정
제도의 18년 개정과 개정심사기준에 대해, 명세서∙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에
대해, 단일성의 포착방식에 대해, 보정제도의 18년 개정과 개정심사기준에 대해
등이 있다. 토론 2는 특정사례를 근거로 하여, 본원발명의 인정, 인용문헌 기재
사항의 인정, 비교검토 및 결론을 토론하여 진보성에 관하여 토론위주로 진행된
다.
다. 심판관 코스연수과정
(1) 「심판관 코스연수 실시요강(이하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심
판에 관한 전문지식의 배양을 주로 하여, 능력·식견 있는 심판관의 양성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커리큘럼으로 민사소송법(18h), 소송절차개요(6h), [심판의 역할](4h), [총론]4,
[합의∙심결](4h), [사례연구](2h), [사례에 기초한 토론](4h), 심판실무실습
울 포함한다.

5. EPO
가. Advanced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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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리큘럼으로 Working in examining division -the role of a chairperson,
Opposition

,Chairing

oral

proceedings

in

the

opposition

procedure

,Seminar on general IP topics ,Searching in Korean and Chinese patent
documentation,

Article

123(2)

EPC

,Clarity

workshop

,Professional

Development Plan, Classification, further external이 있다.
나. Professional 과정
(1)

커리큘럼으로
,Internal

Coaching

directors

colleagues

training

,Internal

,presenting
Technical

professional
training

training

-information

,Seminars on personal skills가 있다.

6. SIPO
가. 제고교육훈련과정
(1) 피교육자가 전면적으로 심사이론과 심사기능을 습득하고 실질심사의 난이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2) 커리큘럼으로는 PCT국제검색과 초보심사 교육훈련, 실질심사의 난이문제 교육
훈련, 컴퓨터검색 고급 교육훈련, 예비심사와 재심후의 후속심사 리뷰와 강화
교육훈련, 재심이론과 기능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나. 후속교육훈련
(1) 심사능력완비, 전문기술 실전경험 보충, 지식의 업그레이드 추진, 학문지식 넓
힘, 특허보호 범위의 기능과 국가 산업정책의 이해, 외국어 수준 제고, 심사업무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커리큘럼으로 전문기술 실습 교육훈련, 업무 조사연구 교육훈련, 무효선고청구
심사이론과 기능 교육훈련, 이공계 전공 재교육 훈련, 사회과학전공 보충교육
훈련, 국가산업정책 학습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다. 확대교육훈련
(1) 피교육자가 후속 심사절차의 기본이론과 기능을 습득하고, 전략 분석과 연구의
기본방법을 학습하고, 관련 법률지식에 숙달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제도의 심도
있는 이론문제를 연구하며, 각종 외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고, 심사 종합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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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리큘럼으로 침해소송 심리 기본이론과 실무 교육훈련, 전략연구 방법학습 교
육훈련, 국제 주류 특허체계 학습 교육훈련, 중국 특허체계 및 외국 주류 특허
체계 비교연구 교육훈련,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기본이론지식 교육훈련, 민법
기본이론지식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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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설문조사로 살펴본
IP5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본 과제의 설문조사에 대한 IP5 특허청 실무자 답변을 종
합하여 비교, 검토한다.

제1절 설문조사에 대한 IP5 특허청 실무자 답변 비교 검토
IP5 각 특허청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계획을 비교검토하기 위한 설문조사(별첨
#3 및 별첨 #4 참조)에 대한 답변을 이하 비교 검토하였다.
1. 공통질문
질

문

답

변

0.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 정보

USPTO
JPO

Deborah Reynolds 571-272-0734/Deborah.Reynolds@uspto.gov
Rich Lehman 571-272-3378/Richard.Lehman@uspto.gov
Yukio Ono +81-3-3501-0738 / ono-yukio@jpo.go.jp
Argyrios Bailas, Director(abailas@epo.org)

EPO

Claudia Martinez, Initial Patent Training for Examiners(cmartinez@epo.org)
Wim Van Klompenburg, Advanced Patent Training for Examiners
(wvanklompenburg@epo.org)

SIPO

Wu Lingxia 86-10-62083046／wulingxia@sipo.gov.cn

질

문

1. 특허심사업무와 관련된 교육 과정별 교육교재(training materials)를 전자 파일로 제공해 주길 바
랍니다. 또한, 책자(textbook) 형태가 아닌 별도의 자료들(PPT 자료, 연습문제, 사례)이 이용되는 경
우에는 해당 샘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e-learning과 관련된 전자파일(e-learning시 제공
되는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 해당 샘플도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JPO와 SIPO의 경우에는 일본어 또
는 중국어로 작성된 교육 교재도 가능)
답
KIPO

변

KIPO의 경우 특허법, 특허심사 실무, 선행기술 검색, 특허 판례, PCT 국제조사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육교재를 2009년 3월

이미 각 청에 송부하였음

Soft copy of the USPTO’s new examiner training material has been provided. A
USPTO

trifold brochure was also provided. The USPTO does not have other material to
share at this time.

JPO

We cannot provide the materials under the existing circumstances.

EPO

-

SIPO

the requested materials are not available currently.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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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로부터는 PT 자료 등을 포함하여 교육 컨텐츠를 다수 제공 받았으나, 그 외 JPO, EPO 및
SIPO로부터는 심사관 교육훈련 시 사용되는 PPT 등의 material은 제공받지 못하였다.
판단컨대, ① 한국 특허법 체제와 유사한 점이 많은 EPO 및 SI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 과정에
사용되는 material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② 본 과제의 목적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한국지식재산
연수원(한국), USPTO의 PTA(Patent Training Academy)(USPTO), INPIT(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JPO), Learning&Development of EPO(유럽) 및 CIPTC
(ChinaIntellectualPropertyTraining Center)(SI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계획 자료가 보충되면 보다
충실한 과제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

문

3. 교육 조직 현황
a.

교육 조직의 연혁, 조직 구성, 업무 내용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참

고로, 첨부된 KIPO 안내 자료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지 말고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답

변

KIPO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팜플렛받음

USPTO

USPTO Patent Training Academy (PTA)

-

JPO

INPIT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팜플렛받음

EPO

Learning & Development

팜플렛받음

SIPO

The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CIPTC)

팜플렛받음

질

문

3. 교육 조직 현황
b.

교육 조직 중 특허심사관 교육만을 전담하는 조직의 현황(인력 구성, 업무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답
KIPO
USPTO
JPO

EPO

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에서 3~4명이 인력이 전담한다.
PTA의 직원은 신규심사관의 수에 따라 달라지나, 60명 정도 된다.
- 평균 1200명의 신규심사관을 교육한다.
training patent examiner committee 5명 전담한다.
개별부서의 교육 section과 협조하여 심사관의 교육 코스를 계획한다.
Learning & Development 조직의 28명중 10명이 전담한다.
(다른 부원은 the European Patent Academy로서, 외부 교육(예를 들어, 변리사,
국제특허사무국, 대학 등) 담당함)
HRD of SIPO: 교육훈련계획 세운다.
(HRD : Human Resources Department)

SIPO

PED of SIPO : 심사관 교육훈련함 (PED : Personnel and Education Department)
CIPTIC : PED 지원(장소, 교보재 제공) (CIPTIC : The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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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앞서 IP5 심사관 교육훈련조직에 대해서 상술하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특허청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CIPTC가 신규심사관 교육을 수행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SIPO의 HRD( Human Resources Department)가 설립한 심사관 교육훈련 계획을 SIPO의
PED(Personnel and Education Department)가 수행하며, CIPTC는 장소제공, 교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어서 실질적으로는 PED가 SIPO의 심사관 교육훈련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질

문

3. 교육 조직 현황
c.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특허심사관을 교육하는 경우, 해당 외부교육기관의 현황(인력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답
KIPO
USPTO

변

KAIST IT convergence campus에 5명의 전담이 최근 기술개발에 대한 40여개의
학습과정 운영중이다.
외부교육 없음, 기술교육을 위해 외부강사가 초대되기도 한다.

JPO

-

EPO

내부적으로만 교육이 이뤄진다.

SIPO

기업, china university(정치학, 법학, 베이징 언어학), culture university
분

석

KIPO와 SIPO는 외부 대학교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가적인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다만,
KIPO는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술교육을 KAIST IT convergence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반면, SIPO은 정치학, 법학 및 베이징 언어학 등에 대해서 China University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KIPO의 경우 특허법 등의 법에 대해서는 경력 있는 변리사 등을 강사로 활용하여 실무적인 지식
을 신규심사관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법학 등의 이론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법학 교수 등의 지원을
이용하여 더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USPTO의 경우 기술교육을 위해 외부강사가 초대되기도 하며, EPO의 경우 basic-training of
new examination 과정의 [various aspects of IP] 과목에서 산업현장에서의 특허 등을 학습하는 바,
KIPO의 경우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CEO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산업 현장에서 특허의
작용, 영향 등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질
4.

신규심사관

문

OJT(on the job training)와 관련된 내부 운영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면 제공

해 주십시오. (OJT 기간은 지도심사관에 의하여 신규 심사관의 업무
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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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

KIPO
USPTO
JPO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의 내부 훈령과 별도의 신규심사관 OJT 지도 매뉴얼
을 구비
None for USPTO
JPO doesn’t particularly prepare any materials for OJT
Coaches are informed about the training program (content, timing, methodology)
by the training department and they can consult the training material. They are

EPO

also given a list of the different topics treated during the first training course
(so-called "Newcomer Logbook"), this list should help them follow the progress
of their trainee. They follow the EPC, the Guidelines and the Internal Instructions.

SIPO

SIPO has an internal regulation for the OJT called “Administrative Measures of
New Examiner Assessment for Work”.
분

석

USPTO 및 JPO 제외한 KIPO, EPO 및 SIPO는 OJT를 위한 내부 운영 규정 또는 지침을 가지고 있
다.
다만, EPO 및 SIPO의 내부 운영 규정 또는 해당 지침을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추후 이 자료를 제
공받아 비교, 검토를 함으로서 KIPO의 OJT와 관련된 내부 운영 규정 또는 지침을 재검토하고 개선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a. 특허심사업무와 관련하여 e-learning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얼마나 됩니까?
① 없음

② 1~2

③ 3~4

④ 5 이상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③

④

④

③

①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b. 상기 질문a에서 “②, ③, ④”라고 답한 경우 구체적인 교육과정 리스트를 기재해 주십시오.
답
KIPO

변

‘09년 개정특허법 해설, ‘07년 개정특허법 해설, 특실심사 핵심쟁점사례 연구
Determination of Original Classification CBT
Double Patenting CBT

USPTO

Restriction Practice CBT
KSR Training CBT
Federal Circuit Opinions Affecting USPTO Practice: Key Cases of 2007 CBT
TC 1700 KSR Examples Training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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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Classification CBT
KSR Mechanical Training for TC 3600 CBT
TC 1700 Restriction Practice CBT
KSR Examples TC 1600 CBT
Case Reporting Part I CBT
KSR 132 Declarations TC 1600
Case Reporting Part II CBT
Written Description CBT
TC 1700 KSR CBT UPDATE
Federal Circuit Review
Pre-Examination Process
First Action Interviews TC 2100
Obviousness Double Patenting CBT
Homology Training CBT
Federal Circuit Opinions Affecting USPTO Practice: Key Cases of 2008 CBT
Claim Interpretation Module I CBT
Claim Interpretation Module II

CBT

MPEP Review CBT
Priority Date of Invention CBT
Prior Art Introduction - Eugenia Jones CBT
TC 1700 Interviews CBT
Types of Applications CBT
Understanding Patent Applications CBT
Formalities CBT
35 USC 103 Part 2 CBT
35 USC 112 Second Paragraph CBT
35 USC 103 - Part 1 and History of 35 USC 103
35 USC 112 - 1ST Paragraph
Compact Prosecution
PCT - Introductio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371 Applications Pt 1
371 Applications Pt 2
35 USC 112 - 6th paragraph1
기존에 제공한 자료참조바람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식
선행기술조사의 진생방식(실천편)
JPO

IPC, F1, F텀의 개요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후
특허심사의 플로우
특허심사의 진행방식
특허심사실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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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ing in Chinese and Korean patent documentation
Trimaran software (offers a single examiner dossier containing all functionality
EPO

required to complete both the Search Reports and Written Opinions, as well as
all other examiner actions.)
P & E documents (Priority rights)

SIPO

분

석

SIPO을 제외한 KIPO, USPTO, JPO 및 EPO은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e-learning 과정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 중 USPTO가 가장 많은 e-learning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c. e-learning 과정이 특허심사업무와 관련한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 미만 ②

30% 미만 ③

50% 미만 ④

50% 이상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②

-

①

①

-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d. 각 청에서는 향후 e-learning 교육의 비율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이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까?
①

비율을 증가할 계획 ②

비율을 줄일 계획 ③
답

현재 비율을 유지할 계획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①

①

①

분

석

USPTO 실무자는 e-learning for newly hired examiners is used solely for make-up. E-learning
is offered as an option for most other training라고 대답을 하여, 다소 질문의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였다.
다만, USPTO가 40개의 e-learning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KIPO, JPO 및 EPO의 신
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서 e-learning의 비중보다 USPTO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현재 e-learning이 없는 SIPO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 USPTO 모두 향후
e-learning 과정의 비율을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된 점을 고려하면,
off-line 강의의 한계를 e-learning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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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e. e-learning 교육과정 중 학습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과 낮다고 판단되는 과정을 예시한다면 어
떤 것이 있습니까?
① 높은 것 (

)

② 낮은 것 (

)
답

KIPO
USPTO
JPO

변

KIPO의 경우 2009년 개정특허법 해설
Many of the USPTO e-learning courses are deemed effective.

We do not

compare the courses to one another.
先行技術調査の進め方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식"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EPO

no data available

SIPO

분

석

앞서, 질문 5.(d)의 검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learning 과정이 성과가 다소 있는 것을 유추할
있다. off-line 강의에 비하여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학습할 수 있는 e-learning 과정의 특
성이 점차적으로 각 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f. 특허심사업무 관련 Off-line 강의를 녹화하여 특허심사관들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②

②

②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g. 장래에 e-learning 과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오프라인 코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KIPO
USPTO

변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하여 e-learning 과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어떤 강의를
녹화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Many of the USPTO CBTs are recorded this way

JPO

Under consideration.

EPO

not defined yet

S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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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h. 상기 질문 (f)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 구체적인 교육과정 리스트를
답
KIPO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변

민법, 각 국의 심사실무, 특허법

USPTO

5의 b 답변참조

JPO

-

EPO

-

SIPO

분

석

KIPO 및 USPTO는 off-line 강의를 녹화하여 e-learning 과정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USPTO는
대부분의 USPTO CBTs를 녹화하여 e-learning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JPO, EPO 및 SIPO는 현재 off-line 강의를 녹화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어
떤 오프라인 과목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미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질문 5(d)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P5 모두 e-learning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므로, JPO,
EPO 및 SIPO도 추후 off-line 강의를 녹화하여 e-learning 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
라고 판단된다.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i. 일반적인 off-line강의와 e-learning이 결합된 복합 교육(Blended Learning)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
까?
①

예 ②

아니오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②

②

②

②

질

문

5. 특허심사업무 관련 e-learning 과정
j. 질문(i)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 구체적인 교육과정 리스트와 혼합비율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답
KIPO

변

예를 들어, KIPO의 경우에는 e-learning 과정인 특실심사쟁점사례의 이수를 중견심
사관과정 수강을 위한 선행학습 요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혼합비율[일반강의:
e-learning]은 8:2이다

USPTO

-

JPO

-

EPO

-

S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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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설문조사 답변에 의하면, e-learning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KIPO, USPTO, JPO 및 EPO 중 KIPO만
이 복합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일반적으로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이

단계별로

학습된다는

점,

②

전단계에

관련된

e-learning 과정이 이후 학습단계의 선행학습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합교육을 보다
더 권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질

문

6. OJT
a. 심사관의 학력이나 교육성적 외에 OJT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②

②

②

②

질

문

6. OJT
b. 상기 질문a 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답
KIPO

변

업무 성과가 우수한 신규심사관이 OJT 기간의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사과장의 추천과 해당 심사국장의 결정으로 OJT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USPTO

-

JPO

-

EPO

-

SIPO

분

해당 심

석

신규심사관에 대한 OJT 기간 단축에 대하여 KIPO가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질

문

6. OJT
c. OJT 교육시, 피교육자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일정 수준의 심사 품질

② 일정 수의 심사 건수

③ 일정 교육 시간

④ 지도 심사관의 평가

⑤ 기타(

)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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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O

USPTO

JPO

EPO

①, ② ④

①, ②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④

분

SIPO
①, ②, ④ 및
⑤(구두시험)

석

일정 수준의 심사 품질, 일정 수의 심사 건수 및 지도 심사관의 평가 항목이 OJT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특징적으로 EPO는 지도 심사관 평가가 6개월/1년 단위로 평가된다.
SIPO의 경우 구두시험이 피교육자의 성과판단의 기준 중 한 항목으로 답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교육자(즉, 지도 심사관)가 피교육자를 실무 실습하는 OJT의 경우, 교육자의 평가에는 평소 실무실습
시 피교육자의 문제에 대한 답변 등 구두답변 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질

문

7. 다른 나라 특허제도 교육
a. 다른 나라의 특허제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다른 나라의 특허제도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
② 다른 교육과정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함께 교육
③ 별도로 교육하고 있지 않음
④ 기타(

)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③

①, ②

①, ②

③

분

석

EPO 실무자는 다른 국가의 특허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요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자국의 특허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주제가 없는 경우, 다른 나라 특허제도 교육에 대해서 개괄적인
학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JPO 및 EPO는 다른 나라 특허제도 교육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과정
을 개설하고 관련된 내용을 함께 교육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EPO에서 제공해준 커리큘럼에 기초하면, 다른 국가의 특허법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에서 병행

하여 학습될 여지는 있으나, 별도의 과목으로 신규심사관 훈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JPO의 경우 신규심사관인 특허심사관보(assistance examiner course)과정에는 없으나, 경력심사관
이 학습할 수 있는 심사응용능력연수 1에 미국특허제도 2시간, 유럽특허제도 2시간이 포함되어 있
다)
본 과제의 목적으로 고려하면, 다른 나라의 특허제도에 대한 학습과목이 보다 요구된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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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7. 다른 나라 특허제도 교육
b. 다른 나라의 특허제도를 교육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 콘텐츠 작성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② 각 국의 특허제도를 강의할 전문가 확보 곤란
③ 기타(

)
답

KIPO

USPTO

변
JPO

EPO

①, ②, ③
①, ②

(loss of

③

①, ②

곤란한 점 없음

production)
분

SIPO

-

석

EPO 실무자의 경우, 곤란한 점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7(a)에서 다른 나라 특허제도에 대해서 일
반적인 개요만을 컨텐츠로 제공하는 전제하의 답변으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 특허제도에 대한 컨텐츠의 정확한 정보 및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공통요소라고 판단된
다.
특히 USPTO 실무자의 답변을 참조하면, 자국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서 다른 나라 특허제도
의 학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질

문

7. 다른 나라 특허제도 교육
c. 심사관 교육과정 중 다른 나라 특허제도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1) 특허법의 비교
2) 심사가이드라인의 비교
3) 최근 특허 재판 케이스의 해석에 대한 해석 및 비교
4) 기타 ( )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②

-

①, ②

없음

-

분

석

KIPO 실무자의 답변을 참조하면, 타국가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국 특허법의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JPO 실무자는 특허법의 비교도 또한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EPO 실무자의 답변을 참조하면, EPO는 다른 나라 특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만을 제시하므
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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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8. 기술교육
a. 경력심사관에 대하여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①

①

①

질

문

8. 기술교육
b. 교육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① 1년. ② 2 ~ 4년. ③ 5년 이상 ④ 피교육자가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⑤ 기타(

)
답

KIPO

④

USPTO

변
JPO

EPO

④, ⑤

①, ⑤

(지도자 or

(지도자 or

피교육자의 희망)

피교육자의 희망)

①, ②

분

SIPO

①

석

각 특허청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USPTO, EPO 및 SIPO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경력심사관에 대한 기술교육이 있으나,
KIPO, JPO 및 EPO는 피교육자의 희망에 따라 조절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OJT의 기간 단축과 관련된 6(c)을 더 참조하면, KIPO가 피교육자의 의견에 보다 개방적인 것
으로 분석된다.
JPO 및 EPO에서 지도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질

문

9. 특허심사업무관련 off-line 강의를 위한 교육매뉴얼
a. 교육 매뉴얼의 작성 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해당 교육내용의 강의를 담당하는 내∙외부 강사가 직접 작성
② 별도의 교육매뉴얼 집필진(내부 전문가)
③ 별도의 교육매뉴얼 집필진(외부 전문가)
④ 별도의 교육매뉴얼 집필진(내부직원 + 외부 전문가)
⑤ 기타(

)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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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O

USPTO
⑤

①

매뉴얼제공안함

JPO

EPO

SIPO

④

②, ④

②

질

문

9. 특허심사업무관련 off-line 강의를 위한 교육매뉴얼
b. 작성된 교육매뉴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①

①

①

질

문

9. 특허심사업무관련 off-line 강의를 위한 교육매뉴얼
c. 상기 질문b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 검증 절차에 참여하는 인원은 누구입니까?
① 내부 전문가
② 외부 전문가
③ 내부 전문가 + 외부 전문가
④ 기타(

)
답

변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①

①, ④

①

분

석

off-line 강의를 위한 교육 매뉴얼에 대해서는, IP5 국가별로 내외부 강사 또는 내외부 집필 전문가
가 참여하고 있으며, KIPO은 기존 교육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
치지 않지만, 교육 매뉴얼이 개정되거나 새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수과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검증절차가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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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질문
개별질문-USPTO
10. Patent Examination 201에 포함된 Mock Interview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EPO나 JPO의 role play 방식인지, 아니면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는 모의 면접을 신규
심사관들이 관람하는 방식입니까? 교육 과정에 사용된 교육 자료와 각 교육 과정에 대한 설계안을
송부바랍니다. 설계안은 교육 과정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설계안이 없는 경우에는,
강사에 관한 요건, 강사의 수, 강사의 역할, 주제의 선정, 진행 방식, 평가 방식, 피교육자의 수, 피교
육자들의 역할, 효과 등을 알려주십시오.
USPTO 실무자 답변
The mock interview is conduction in Patent Examination 101.
training.

It is done during week 1 of the

The examiners are provided a mock application and limited information.

assigned to write an action on the application and prepare for the interview.

They are
Then the

attorney’s role is played by in-house experts. We have no material to share

개별질문-JPO
10. 토론이 교육 방식인 교육 과정(특별 강좌 – 신규성, 2년차 심사관 교육 과정 – 심사실무 제1,2사
례연구), Role Play 방식인 교육 과정(3년차 심사관 교육 과정의 출원인 면접)에 사용된 교육 자료와
각 교육 과정에 대한 설계안을 송부바랍니다. 설계안은 교육 과정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설계안이 없는 경우에는, 강사에 관한 요건, 강사의 수, 강사의 역할, 주제의 선정, 진행 방
식, 평가 방식, 피교육자의 수, 피교육자들의 역할, 효과 등을 알려주십시오.
11. 심사응용능력연수 2는 경력 심사관과 변리사 및 기업 특허 관계자를 초빙하여 토론 방식으로 교
육하는데, 본 과정은 다른 특허청에는 없는 매우 특이한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에 사용된 교육 자료
와 각 교육 과정에 대한 설계안을 송부바랍니다. 설계안은 교육 과정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될 것이며, 설계안이 없는 경우에는, 강사에 관한 요건(외부 전문가 초빙 기준), 강사의 수, 강사의 역
할, 주제의 선정, 진행 방식, 평가 방식, 피교육자의 수, 피교육자들의 역할, 효과 등을 알려주십시오.
JPO 실무자 답변
Materials : We cannot provide the materials under the existing circumstances.
Plans : See each programs we provided before or attached excel file.

개별질문-EPO
10. Course F, Chairing Oral Proceeding in the Opposition procedure, Coaching colleague에서 사
용되는 교육 방법인 role play는 JPO과 EPO에만 있는 특유한 교육 방법입니다. 또한, Coaching
colleagues는 다른 특허청에는 없는 지도 심사관 육성 과정입니다. 각 교육 과정에 사용된 교육 자료
와 각 교육 과정에 대한 설계안을 송부바랍니다. 설계안은 교육 과정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될 것이며, 설계안이 없는 경우에는, 강사에 관한 요건, 강사의 수, 강사의 역할, 주제의 선정, 진행
방식, 평가 방식, 피교육자의 수, 피교육자들의 역할, 효과 등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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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실무자 답변
기존에 제공된 워드 파일과 동일

개별질문-SIPO
10. 실질심사 기본기능 교육훈련 모듈은 신규 심사관이 모의 실질심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은 강의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SIPO 실무자 답변
기존에 제공한 엑셀파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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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 결
1. 공통적인 부분
가. e-learning
e-learning의 효과에 대해서는 IP5 특허청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심사관훈
련과정에서의 비중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off-line 교육을 녹화하여
e-learning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나. OJT
USPTO 및 JPO 제외한 다른 국가 특허청은 OJT를 위한 내부 운영 규정 및 지
침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자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심사 품질, 일정
수의 심사 건수 및 지도 심사관의 평가 항목을 고려한다.
다. 기술교육
IP5 모두 경력심사관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주기 및 교육방법
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라. off-line 교육 매뉴얼
IP5는 작성된 교육매뉴얼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내부전문가가
검증한다.

2. KIPO
가. 복합교육(Blended Learning)과정
일반적인 off-line 강의와 e-learning이 결합된 복합교육(Blended Learning)과정
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KIPO는 예를 들어, e-learning 과정인 특실심사쟁점
사례의 이수를 중견심사관과정 수강을 위한 선행학습 요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혼
합비율[일반강의: e-learning]은 8:2이다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보고서에서도 e-learning의 효과를 이용
하여 off-line과 연계한 복합교육의 필요성을 권장하고 있는데, KIPO는 앞서서 실
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다른 국가에 대한 특허제도 교육
설문조사 7(a) 답변에 의하면, KIPO, JPO 및 EPO에서 심사관에게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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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PO의 경우,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학습을 제공하
는 선에서 그치며(설문조사 7(a)답변 참조)), 별도의 과목으로 구성되지 아니하고
다른 과목의 관련된 부분에서 학습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JPO의 경우,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에 대한 과목은 신규심사관으로 분류되는 특허
심사관보가 학습할 수 있는 특허심사관보과정, 심사관코스 전기연수/후기연수과정
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중견심사관으로 분류되는 특허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심사응용능력연수 1에 포함된다.
따라서 KIPO는 신규심사관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와의 차이점을 교육하
여, 자국의 특허법 및 심사방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지식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다. 외부 대학교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가적인 교육훈련과정 제공
KIPO는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술교육을 KAIST IT
convergence를 활용하여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라. 유연한 OJT 기간설정
KIPO의 경우, 업무 성과가 우수한 신규심사관이 OJT 기간의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과 해당 심사국장의 결정으로 OJT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보다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3. USPTO
가. IP5 국가 중 가장 많은 e-learning 제공
(가) KIPO(3개), USPTO(40개), JPO(7개), EPO(3개), SIPO(없음)
(나) 현재 e-learning이 없는 SIPO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
KIPO 모두 향후 e-learning 과정의 비율을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답변이 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off-line 강의의 한계를 e-learning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다) off-line 강의를 녹화하여 e-learning으로 제공하고 있다.
USPTO가 제공하는 e-learning과목
Determination of Original Classification CBT

Federal

Double Patenting CBT

Practice: Key Cases of 2008 CBT

Restriction Practice CBT

Claim Interpretation Module I CBT

KSR Training CBT

Claim Interpretation Module II

Federal

Circuit

Opinions

Affecting

USPTO

Circuit

Opinions

Affecting

USPTO

CBT

MPEP Review CBT

Practice: Key Cases of 2007 CBT

Priority Date of Invention CBT

TC 1700 KSR Examples Training CBT

Prior Art Introduction - Eugenia Jones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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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Classification CBT
KSR Mechanical Training for TC 3600 CBT
TC 1700 Restriction Practice CBT
KSR Examples TC 1600 CBT
Case Reporting Part I CBT
KSR 132 Declarations TC 1600
Case Reporting Part II CBT
Written Description CBT
TC 1700 KSR CBT UPDATE
Federal Circuit Review
Pre-Examination Process
First Action Interviews TC 2100
Obviousness Double Patenting CBT
Homology Training CBT

TC 1700 Interviews CBT
Types of Applications CBT
Understanding Patent Applications CBT
Formalities CBT
35 USC 103 Part 2 CBT
35 USC 112 Second Paragraph CBT
35 USC 103 - Part 1 and History of 35 USC
103
35 USC 112 - 1ST Paragraph
Compact Prosecution
PCT - Introductio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371 Applications Pt 1
371 Applications Pt 2
35 USC 112 - 6th paragraph1

나. 특허심사업무관련 off-line 강의에서 교육매뉴얼을 미제공
설문조사 9(a)를 참조하면, KIPO, JPO, EPO 및 SIPO는 교육매뉴얼 집필진에 대
하여 내/외부 전문가/직원 등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하였으나, USPTO는 교육자
에게 별도의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설문조사 9(b)를 참
조하면, USPTO는 강의를 위한 매뉴얼은 내부 전문가가 작성하되, 교육자에게 별
도의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4. JPO/EPO
USPTO, EPO 및 SIPO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경력심사관에 대한 기술교육이
있으나, KIPO, JPO 및 EPO는 피교육자의 희망에 따라 조절될 여지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다만, JPO 및 EPO에서 지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경력심사관의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주기가 지정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5. SIPO
가. 외부 대학교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가적인 교육훈련과정 제공한다.
KIPO는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술교육을 KAIST IT
convergence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반면, SIPO은 정치학, 법학 및 베이징 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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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서 China University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나. OJT 교육시 피교육자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구두시험을 포함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심사 품질, 일정 수의 심사 건수 및 지도 심사관의 평가 항목이
OJT 평가의 일반적인 평가요소이다. SIPO의 경우 구두시험평가가 피교육자의 성
과판단 기준 중 한 항목으로 답변이 된 것이 특징적이다. 교육자(즉, 지도 심사
관)가 피교육자를 실무실습하는 OJT의 경우, 교육자의 평가에는 평소 지도 훈련
시 교육자의 질문에 대한 피교육자의 구두답변이 교육자의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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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 vs 다른 국가
심사관 교육훈련과정
커리큘럼 상세비교
IP5 신규심사관 커리큘럼을 KIPO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와 상세히
비교검토한다. KIPO vs USPTO, JPO, EPO, SIPO의 커리큘럼을 도
식화하여 직관적인 비교를 도모한다.

제1절 KIPO vs USPTO, JPO, EPO, SIPO
1. KIPO의 신규 심사관 과정
가. KIPO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서 특허분야 신규심사관에 대한 과목은 이론교
육(행정, 기술) 89시간과 심사관 역할실습(기술)의 85시간이 있다.
(1) 이론교육(행정, 기술)의 총 108시간 중, 상표법(8시간), 디자인보호법(6시간),
국제상표제도(3시간) 및 상표관련조약(2시간) 과목의 19시간을 별론으로 하면
89시간의 과목을 학습한다.
(2) 심사관 역할실습(행정분야)은 상표 및 디자인에 관련된 과목으로 본 과제에서
별론으로 한다.
(3) 심사 역할실습(기술 분야)의 경우, 총 85시간의 과목을 학습한다.

[그림 24] KIPO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목(특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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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PO과 USPTO의 비교
가. KIPO의 커리큘럼에만 있는 과목
(1) 이론교육(행정, 기술) 교육과정에는 [지재권국제동향], [외국특허제도의 이해],
[특허관련조약], [PCT 총론], [출원방식심사], [반도체배치설계이해], [정부시
책] 및 [행정] 과목이 있다.
(2) 심사관 역할실습(기술) 교육과정에는 [심사평가지침]과 [최근 법 개정 동향]과
목이 있다.
(3) USPTO와 비교하여 KIPO의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은 [반도체배치설계이해]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지재권국제동향] 및 [외국특허제도의
이해]과목을 포함하여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다.
(4) 또한, KIPO의 심사관 역할실습(기술)과정은 [특허법], [심사지침서]외에 심사
에 참조될 수 있는 [심사평가지침]을 별도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규심사관의 학
습을 좀 더 현실적으로 도모하고, [최근 법 개정 동향]을 학습하여 심사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25] KIPO vs USPTO 커리큘럼(1)

나. USPTO에 대응되는 과목이 있는 KI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의 과목
(1) [IPC 분류] 과목에 대응하여 미국의 <Automation 101>과정에 [IPC] 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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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출원등록절차] 과목에 대응하여 USPTO의 <Patent examination 101>과정에
[Flow of Application Through USPTO] 과목이 있다.

[그림 26] KIPO vs USPTO 커리큘럼(2)

(3) [성과관리], [교양], [건강관리] 및 [평가] 과목에 대응하여 USPTO에는 다양
한 과목이 있다.

[그림 27] KIPO vs USPTO 커리큘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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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PO의 [심사지침서]과목에 대응하여 USPTO은 <Patent Examination 101>
과정에 [MPEP overview] 과목을 포함한다.
(5) KIPO의 [특허넷 시스템 사용요령],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검색], [검색실무
및 검색시스템 사용요령] 및 [선행기술 검색]과목에 대응하여 USPTO는
<Automation> 과정에 [eDAN Basics], [EAST], [WEST], [PALM], [NPL
Introduction],

[OACS

Basics],

[MADRAS

Basics],

[eIDS],

[Foreign

Databases], [ITRP Program Overview], 및 [STIC/EIC Services Overview]
과목을 포함한다.
(6) KIPO의 [IPC 분류]과목에 대응하여 USPTO는 <Patent Examination 101>과
정에서 [IPC]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8] KIPO vs USPTO 커리큘럼(4)

(8)

KIPO의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요령]과목에

대해서는

USPTO의

<Patent

examination 301>과정에서 [After Final Practice]과목과, <Automation 101>
과정에서 [OACS]23)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9) KIPO의 [PCT심사]과목에 대해서는 USPTO의 <Automation 101>과정의
[OACS]과목이 PCT심사에 대한 학습 컨텐츠를 포함하여 대응되어, KIPO의
[PCT심사]과목에 대응된다.
KIPO의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직렬별)]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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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USPTO는

<Patent examination 101>과정에서 [Restriction Practice] 및 [Intro to
case reporting]과목을 포함한다.

[그림 29] KIPO vs USPTO 커리큘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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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SPTO 특유의 커리큘럼
(1) USPTO의 경우 기술적인 오차와 법률적인 오해가 없도록 법률적 문장 작성법/
해석법에 대한 과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가) Patent Examination 101 과정의 [how to read Legalese]
(나) Patent Examination 102 과정에서 [Compact Prosecution]
(다) Patent Examination 103 과정의 [Legal Writing]
(라) Professional Development의 Communication 과정의 [Concise Writing]
과목 및 [Creative Writing]과목이 있다.

[그림 30] USPTO 특유의 커리큘럼(1)

(2) USPTO의 심사관 교육훈련과목은 Office Action 과정 등에서 대응하는 출원
인, 대리인 간의 interview, communication에 대한 학습과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가)

<Patent

Examination

201>과정의

[Interview

Practice]

및

[Mock

Interviews]
(나)

<Professional

Development>과정의

Communication과정의

[Listening

Skills], [Oral communic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Customer
Service Skills], [Remote Communication] 과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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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USPTO 특유의 커리큘럼(2)

(3) USPTO는 심사관의 기술교육에 학습과목을 Technology 과정에 포함하고 있
다.
(가) KIPO의 경우 KAIST IT Convergence에서 40여개의 기술에 대한 연수가
있으나, 구체적인 학습과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림 32] USPTO 특유의 교육과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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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PO과 JPO의 비교
가. KIPO에만 있는 과목
(1) 이론교육(행정, 기술) 교육과정에는 [외국특허제도의 이해], [출원방식심사],
[반도체배치설계이해], [정부시책] 및 [성과관리] 과목이 있으며,
(2) <심사관 역할실습(기술)>과정에는 [심사평가지침] 및 [최근 법 개정 동향] 과
목이 있다.
(3) 전반적으로, KIPO의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은 [반도체배치설계이해]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4) JPO와 비교하여, [외국특허제도의 이해과목]을 포함하여 자국에 진입된 국제출
원 심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만, JPO의 경우 신규심사관인 특허심사
관보(assistance examiner course)과정에는 없으나, 경력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심사응용능력연수 1에 미국특허제도 2시간, 유럽특허제도 2시간이 포함되
어 있다
(5) 또한, KIPO의 심사관 역할실습(기술)과정은 [특허법] [심사지침서]외에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심사평가지침]에 대한 별도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규심사관의
학습을 좀 더 현실적으로 도모하고, [최근 법 개정 동향]과목을 학습하여 심사
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33] KIPO vs JPO의 커리큘럼(1)

- 110 -

나. JPO에 대응되는 과목이 있는 KI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의 과목
(1) KIPO의 [지재권국제동향]과목에 대응하여 JPO의 <심사관보과정의 법률수속관
계>에 [지적재산의 개요]과목과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에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정세]과목이 있다.
(2) KIPO의 [특허법]과목에 대응하여 JPO의 <심사관보과정의 법률수속관계>에
[특허법/실용신안법의 개요]과목 및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에 [특허법/실
용신안법 제1] 및 [특허법/실용신안법 제2]과목이 있다.
(3) KIPO의 [민법총칙]과목에 대응하여 JPO의 <심사관보과정의 법률수속관계>에
[민법의 개요]과목이 있다.
(4) KIPO의 [특허관련조약]과목에 대응하여 JPO의 <심사관보과정의 법률수속관
계>에 [조약의 개요]과목이 있으며, <심사관코스 전기연수 과정>에 [조약 1]과
목이 있다.

[그림 34] KIPO vs JPO의 커리큘럼(2)

(5) KIPO의 [PCT 총론]과목에 대응하여 JPO의 <심사관보과정의 법률수속관계>
에 [PCT의 개요]과목이 있다.
(6) KIPO의 [출원등록절차]과목에 대응하여 JPO의 <심사관보과정의 법률수속관
계>에 [출원부터 등록까지]과목이 있다.
(7) 기타 KIPO의 [교양], [건강관리], [평가] 및 [행정]과목에 대응하여 JPO에
<특별강의과정> 및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에 다양한 과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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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KIPO vs JPO의 커리큘럼(3)

(8) KIPO의 [심사지침서]과목에 대응하여 JPO의 <심사관보과정의 심사실무관계>
에 [특허심사의 개요]과목이 있다.
(9) KIPO의 [특허넷 시스템 사용요령]과목에 대응하여 JPO의 <특별강의>과정에
[특허청의 전자계산기 시스템의 개요]과목이 있다.
(10) KIPO의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검색], [검색실무 및 검색시스템 사용요령]
및 [선행기술검색]과목에 대응하여 JPO는 <특별강의> 과정에 [서치툴에 대
해]과목이 있으며, 또한 <E-러닝>과정에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식(이론)] 및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식(실천)]과목이 있다.24)
(11) KIPO의 [PCT 심사]과목에 대응하여 JPO은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서
[PCT에 기초한 국제출원제도의 개요]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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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KIPO vs JPO의 커리큘럼(4)

(12) KIPO의 [IPC 분류]과목에 대응하여 JPO는 <심사관보과정의 심사실무관계>
에 [국제특허분류의 개요]과목이 있으며,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 [국제
특허분류의 개정에 대해]25)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13) KIPO의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직렬)]과목에 대응하여 JPO은 <심사관보
과정의 심사실무관계>에서 [특허심사의 개요], [출원, 명세서], [출원, 명세서
(실습)]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사관코스 전기연수>과정에서 [심사실무 제
1(심사기준, 특허요건의 개요)], [심사실무 제2(단일성, 우선권, 신규성 상실의
예외)] 및 [특허심사실무의 개요]과목을 포함한다.
(14) 전반적으로 일본의 특허법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하여 한국 특허법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는 과목에서 KIPO과 JPO는
유사한 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113 -

[그림 37] KIPO vs JPO의 커리큘럼(5)

다. JPO 특유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
(1) 먼저, JPO의 심사관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가) 심사관보(Assistant examiner)가 소정의 경력과 시험을 통과하여 특허심사
관이 된다.
(2) J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에만 있는 특유의 커리큘럼은
(가) <심사관보(assistant examiner)>과정에 심사실무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관
련발명의 심사] 과목이 있다.
(나) KIPO에서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에 [반도체배치설계의 이해]과목이 포
함된 것과 대응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또한, JPO의 <심사관코스 후기연수>과정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모럴에 대
해], [변리사가 바라본 특허청], [기업의 지적재산활동과 심사관에 대한 기
대] 및 [변리사 제도의 개요]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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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JPO 특유의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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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PO과 EPO의 비교
가. KIPO에만 있는 과목
(1)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에 [외국특허제도의 이해], [민법총칙], [특허관련
조약], [출원등록절차], [출원방식심사], [반도배치설계이해], [교양], [행정],
[건강관리,] [평가], [정부시책] 및 [성과관리] 과목이 있으며,
(2) <심사관 역할실습(기술)>과정에 [심사지침서] 과목이 있다.
(3) KIPO의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은 [반도체배치설계이해]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4) EPO과 비교하여, KIPO의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은 [특허관련조약]을 포
함하여 자국에 진입된 국제 출원 심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출원등록
절차], [출원방식심사26)] 과목을 통하여 전체적인 절차속에서 방식심사의 구체
적인 심사방법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9] KIPO vs EPO 커리큘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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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PO에 대응되는 과목이 있는 KI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의 과목
(1) KIPO의 [지재권국제동향]과목에 대응하여 EPO의 <Basic과정의 training of
new examiners>에 [Various aspects of IP]과목이 있다.
(2)

KIPO의

[특허법]과목에

examiners>과정에

[basic

대응하여
patent

EPO의

<Basic의

examination]

및

training
[Advanced

of

new

Patent

examination]과목이 있다.
(3) KIPO의 [IPC 분류] 과목에 대응하여 EPO의 <Advanced의 Classification> 과
정에

[Classification course for searchers] 및 [Classification course for

new classifiers]과목이 있다.
(4) KIPO의 [PCT 총론] 과목에 대응하여 EPO의 <Basic의 training of new
examiners>과정에 [PCT Procedure]과목이 있다.

[그림 40] KIPO vs EPO 커리큘럼(2)

(5) KIPO의 [특허넷 시스템 사용요령],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검색], [선행기술
검색]과목에 대응하여 EPO은 <Basic-initial external database training> 과
정에서 [introduction to external DB] 및 [Structure search in STN] 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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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6)

KIPO의

[검색실무

<Advanced>

과정에

및

검색시스템

[Searching

in

사용요령]과목에
Korean

and

대응하여

EPO는

Chinese

patent

documentation], [Efficient search techniques] 및 [Searching Non-patent
Literature]과목이 있다.
(7) KIPO의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요령]과목에 대응하여 EPO는 <Basic-training
of new examiners>과정에서 [Dealing with replies], [Refusal and further
proceedings] 및 [Dealing with replies] 과목이 있다.

[그림 41] KIPO vs EPO 커리큘럼(3)

(9) KIPO의 [IPC 분류]과목에 대응하여 EPO는 <Advanced-Classification>과정
에 [Classification course for searchers] 및 [Classification course for new
classifiers]과목이 있다.
(10) KIPO의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과목에 대응하여 EPO는 <Basic-training
of new examiners>과정에 [Strategic and Efficient Exam] 및 [Exchange
visit(to DG1 Hague/Munich)]과목이 있으며, <Advanced>과정에 [Article
123(2) EPC]과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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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KIPO vs EPO 커리큘럼(4)

다. EPO 특유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
(1) <Basic-Training of new examiners>과정에서
(가) Various aspects of IP 및 Exchange visit과목을 포함한다.
(나) 여기서, Various aspects of IP과목의 학습 컨텐츠들은 Life of a patent
outside
Industry,

the

EPO,

Typical

Patents
examples

in

Industry(Patent
of

strategies

of

strategies

used

innovation,

by

Better

understanding the behaviour of applicants from industry, Role and
right of the

inventor, What can be done with patents?) 및

Work a

legal member at the EPO, cooperation with examiners를 포함한다.
(다) KIPO과 비교하여, E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은 특허와 기업, 산업간
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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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EPO 특유의 커리큘럼(1)

(2) <Basic-Training of new examiners>과정에서
(가) Exchange visit과목을 포함한다.
(나) 여기서, Exchange visit 과목은 연수생이 Hague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전
문가를 알고, 보다 심층적인 기술적 지식을 학습함과 해당 서류의 심층적 분
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EPO 체제상 Hague 또는 Munich에 방문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44] EPO 특유의 커리큘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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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IPO과 SIPO의 비교
가. KIPO에만 있는 과목
(1)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에 [민법총칙], [특허관련조약], [출원등록절차],
[출원방식심사], [반도체배치설계], [교양], [행정], [건강관리], [평가], [정부
시책] 및 [성과관리] 과목이 있으며
(2) <심사관 역할실습(기술)>과정에 [심사평가지침] 및 [최근 법 개정 동향] 과목
이 있다.
(3) IP5 국가 중 KIPO의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은 [반도체배치설계이해]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4) SIPO과 비교하여, KIPO의 <이론교육(행정, 기술)>과정은 [출원등록절차] 및
[출원방식심사]27) 과목을 통하여 전체적인 절차속에서 방식심사의 구체적인 심
사방법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고 있다.
(5) 또한, SIPO과 비교하여 KIPO는 <심사관 역할실습(기술)>과정에서 [출원등록절
차] 및 [출원방식심사]과목을 통하여 전체적인 절차속에서 방식심사의 구체적
인 심사방법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45] KIPO vs SIPO 커리큘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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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PO에 대응되는 과목이 있는 KIPO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의 과목
(1) KIPO의 <이론교육>과정의 [지재권 국제동향]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
교육훈련>과정에 [지식재산권 기초지식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2) KIPO의 [외국특허제도의 이해]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교육훈련>과정에
서 PCT 주요국가의 특허문건, 심사용문건 서비스에 대해 학습하는 [특허문건
기초지식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3) KIPO의 [특허법]과목에 대응하여 SIPO은 <입사교육훈련>과정에서 [특허법률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4) KIPO의 [IPC 분류]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교육훈련>과정에서 [IPC 분
류 기초지식 교육훈련] 및 [IPC 분류 실습사례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5) KIPO의 [PCT 총론]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교육훈련>과정에서 [PCT
출원의 주요절차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6) KIPO의 [출원등록절차]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교육훈련>과정에서 [실
질심사 절차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그림 46] KIPO vs SIPO 커리큘럼(2)

(7) KIPO의 <심사관 역할실습>과정의 [심사지침서]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업
무교육훈련>과정에서 [주요심사규칙의 리뷰와 교육훈련] 및 [전문분야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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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KIPO와 비교하여, SIPO는 심사규칙에 대해서

전문분야(즉, 심사 기술분야별) 심사규칙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8) KIPO의 [특허넷 시스템 사용요령],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 [검색실무
및 검색시스템사용요령] 및 [선행기술검색]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교육
훈련>과정에서 [심사검색교육훈련] 및 [분야별 컴퓨터 검색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하고, <업무교육훈련>과정에서 [컴퓨터검색의 리뷰와 강화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KIPO와 비교하여, SIPO는 선행기술검색을 심사관의 해당기술분야별로 분류
하여 학습하는 [분야별 컴퓨터 검색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적이
다.
(9) KIPO의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요령]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교육훈련>과
정의 [심사의견통지서와 심사결정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KIPO와 비교하여, SIPO는 심사의견통지서외에 심사결정의 작성 및 발송 이
전에 필요한 업무절차와 사무처리의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10) KIPO의 [PCT 심사]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교육훈련>과정에서 [PCT
출원 국제단계심사 교육훈련] 및 [PCT 출원 국가단계진입심사 교육훈련]과목
을 포함하고, <업무교육훈련>과정에서 [PCT 주요절차와 국가단계심사의 리뷰
와 강화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한다.
KIPO와 비교하여 SIPO는 PCT 국제출원 심사와 더불어 국내로 자국에 진입
하는 출원의 심사에 대하여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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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KIPO vs SIPO 커리큘럼(3)

(11) KIPO의 [심사사례연구 및 심사실습(직렬별)]과목에 대응하여 SIPO는 [입사
교육훈련]과정에서 [발명특허심사과정 및 초보심사개황 교육훈련], [출원문건
의 심사교육훈련], [특허권이 수여 되지 않는 출원의 심사교육훈련], [실용성
심사교육훈련], [우선권심사교육훈련], [창조성심사교육훈련], [3가지특성판단
의 종합적인 연습교육훈련], [단일성심사교육훈련], [실질심사 기본기능 교육
훈련] 및 [재심절차 기초지식 교육훈련]을 포함하고,
[업무교육훈련]과정에서 [사례교육 교육훈련], [주요심사규칙의 리뷰와 강화
교육훈련], [전문분야의 심사규칙 교육훈련] 및 [특정분야심사의 중점리뷰와
강화교육훈련]을 포함한다.
KIPO와 비교하여, SIPO는
(가) [특허권이 수여되지 않는 출원의 심사교육훈련]에서 특허보호를 받지 못하
는 발명창조 및 객체에 대하여 별도로 학습하고,
(나) [3가지 특성판단의 종합적인 연습교육훈련]과목에서 실용성, 신규성 및 창조
성이라는 특허등록요건의 3가지의 종합적인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특
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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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KIPO vs SIPO 커리큘럼(4)

다. SIPO 특유의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
(1) SIPO 신규심사관 교육훈련과정은
(가) <입사교육훈련>과정에 [3가지 특성 판단의 종합적인 연습 교육훈련 (실용
성, 신규성, 창조성)],
심사 교육훈련] 및

[특허문건 기초지식 교육훈련],

[PCT출원 국제단계

[PCT출원 국가단계진입심사 교육훈련]과목이 있으며,

(나) <업무교육훈련>과정에 [전문분야의 심사규칙 교육훈련] 및 [특정분야심사의
중점적인 리뷰와 강화 교육훈련] 과목이 있다.
(다) KIPO와 비교하여, SIPO의 <입사교육훈련>과정은 [3가지 특성 판단의 종합
적인 연습교육훈련]과목을 통하여 실용성, 신규성 및 창조성에 대한 종합적
인 심사방법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고 있으며,
(라) <업무교육훈련>과정에서 특정분야의 심사, 즉 특허수여 금지와 관련된 특허
출원(ex.오락, 인체주입, 주사, 인쇄 또는 모방, 교배), 특허법 보호객체 판단
(ex.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코딩, 화합물 등), 특허출원여부판단(ex. 특수원자
재, 특수공정 등), 특수한정으로 이뤄진 발명분야(ex. 기능성 한정, 성능 또는
결과 파라미터 한정 등) 및 실용성 구비여부의 중점조사가 필요한 발명(ex.
에너지 변환기술 등)에 대한 심사방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 특
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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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또한, KIPO의 신규심사관교육훈련과 비교하여 PCT출원의 국제단계 및 국가
단계진입심사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여, 자국진입 특허출원 및 국제예비조사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9] SIPO 특유의 커리큘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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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지금까지의 IP5의 커리큘럼 비교를 통해 도출한 개선 방향과 향
후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본 절에서는 IP5 커리큘럼 분석과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특허청의 우수 사
례를 검토함으로써, 각 특허청이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채택할 수 있
는 내용을 제안한다.
1. KIPO의 해외 특허 교육
IP5는 전세계 특허 출원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출원인에 의한 동일
출원을 여러 특허청에서 중복하여 심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양자간 특허심
사하이웨이 제도와 같은 특허심사공조를 위한 제도가 이미 다수 국가와 체결되거
나 협의 중에 있다. 타국의 심사 결과를 자국 심사 결과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
해서, 심사관이 외국 특허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이점과 유의점은 이해하고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KIPO는 IP5 국가 중 [외국특허의 이해]과목을 신규심사관 훈련과정에서 교육하
고 있다. JPO의 경우, 특허심사관보과정에는 없으나, 경력심사관이 학습할 수 있는
심사응용능력연수 1에 미국특허제도 2시간, 유럽특허제도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IP5 특허법은 특허성 판단 요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특허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
어서는 각기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특허심사공조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진
행중인 특허심사하이웨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로 인한 심사 적체 해소 등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국의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KIPO의 [외국특허의 이해] 교육훈련은 현재의 IP5간 심사공조체제하에서 매우 필
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신규심사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한계로 인해, 많은 시간이 할
애되지 못하고 있어서, 각론 수준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개론 수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의 특허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
는 토대는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JPO/USPTO의 모의 면접교육
출원인과 심사관은 명세서와 의견서, 그리고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서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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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지만, 심사관 면담 또한 중요한 의견 교환 수단이다. JPO와 USPTO는 효율
적인 심사관 면담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신규 심사관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훈련시
키고 있다.
JPO는 특정사례에 대해서 거절이유 및 보정안에 대해 심사관역할과 출두자역할
(출원인, 대리인)로서 모의 면접을 하고, 발표 및 강평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심사
관으로서 거절 이유를 제시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및 보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위주의 교육을 수행한다.
USPTO는 모의 심사관 면담을 모든 신규심사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심
사관에게 미리 면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전문가와 모의 면담을 진행함
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출원인/대리인 면담을 모의 체험을 톡해 습득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FAI(First Action Interview)28)는 심사관과 출원인간의
면담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이고 심사 적체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3. USPTO의 법률 문서 작성교육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발행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문서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발생
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인 만큼, 법률 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명확성
과 전달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심사관은 전부 이공계 배경을 가지고 있
고, 법적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동시에 법률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USPTO는 다양한 과정과 시간 투자를 통해 신규 심사관들이 작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Patent

examination

201>과정의

[compact

prosecution]에서 OA작성시 법률적인 오해와 기술적인 에러가 없도록 작성해야
함을 학습하고 있으며, <Patent Examination 301>과정의의 [Legal Writing],
<Professional

development과정의

communication>에서

[Concise

Writing],

[Creative Writing]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USPTO의 경우, 신규심사관 교육
훈련과정에 법률적인 오해와 기술적인 에러가 없는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8)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실시된 제도로서,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전에 심사관과 출원인
이 검색된 선행 기술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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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O 선행기술검색 교육
특허성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선행기술의 검색은 심사관의 주요 업무이며,
기술 분야에 따라서는 특허 문서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능숙
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비특허 문헌 검색의 비중과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커져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능력의 함양과, 사례
를 기반으로 한 실습, 검색 전략, 그리고 다른 심사관에 의한 검색 이력 조회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PO는 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과 검색 전략을 교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PO 공식 언어 이외의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특허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특허 출원수도 상위에 들면서, 일부 분야의 기술
을 선도하는 기업이 다수 있는 국가의 특허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5. SIPO의 복합심사 교육
특허 심사 실무는 출원 발명이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특허성을 만족하는지를 판단
하는 업무이다. 대부분의 출원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구별
되는 특허성 중 어느 하나만 판단하는 경우보다, 2 이상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규심사관 훈련과정에서는 각 특허성을 분리하
여 교육하고 있다.
SIPO는 신규 심사관 교육 과정에서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에 적용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심사관은 다양한 조건에서, 3가지 특허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EPO도 복잡한 출원에 대한 심사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나,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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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IP5 커리큘럼 분석과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특허청의 장점을
취합 정리하여, 특허청별로 자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기존 교육 과정을 강화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도록 한다.
1. 검색 교육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능력은 모든 특허심사관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PCT 국내 단계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대부분의 심
사관이 국제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선행 기술을 참작해서 심사를 하지만,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선행 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PCT 루트를 통하
지 않고 개별국에 출원되었을 경우, 각국 심사관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해서, 서로 다른 선행기술을 심사에 활용한다. 이 결과들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상호 참조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동일한 출원 발명
에 대해 여러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선행기술검색을 수행하는 비경제적인 상황은
해소되지 않는다.
동일한 출원 발명에 대해 다양한 선행 기술이 검색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심사관의 검색 능력 차이로 인
해 검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달라서 검색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일예로, 검색 교육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교육 방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허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USPTO와 EPO도 상당수의 서로 호환되지 않는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서비스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공식 언어 이외의 데이터베이스 검
색이 수행되지 않는 것도 검색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특허 문헌 이외에 비특허 문헌을 심사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IP5 각 청별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고유성으로
인해 공통적인 교육 훈련 전략의 수립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특허 문헌 검색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여야 하므로, 비특허 문헌 검색에 관한 교육 과정은 IP5가 공통 훈련 전략을 마련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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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특허 문헌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규 심사관들을 대상으
로 기술 분야별로 비특허 문헌을 검색하는 방법과, 특허 문헌 데이터베이스와 병행
하여 효율적인 선행기술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검색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2. PCT 교육
IP5 중 2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발명을 심사받기 위한 방식으로 PCT 출원이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PCT 출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첫 번째로, 국제조사
기관마다 국제 조사 보고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발명의 단
일성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PCT는 국제 조약이므로, 운영상의 차
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PCT 출원의 심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IP5는 신규 심사관 과정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PCT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 조사 보고서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행기술검색 능력의 차이와 사용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차이, 그리고 국가별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PCT 절차상 국제 조사 보고서는 수리 관청
에서 작성하지만, 최근 들어, 출원인의 선택에 의하거나, 별도 협약을 통해 선행기
술검색 능력이 우수한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
히, 국제 예비 심사 신청시 작성하던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
성)에 대한 판단이 국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심사관이 국제
조사 보고서에서 필수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증가하였다. 국제 조사 보
고서에 포함된 특허성 판단이 자국 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
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PCT의 특성상 전체 가입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통일된 형식과 기재 방식이 요구된다.
발명의 단일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국 내 출원에 대한 단일성 판단 기
준이 각 특허청간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단적인 예로, PCT 국제 단계
출원시에는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생략되거나 국내 출원의 기준으로 판단
하여 단일성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각국 국내 단계에서는 분할 명령을 받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특허 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심
사 실무에의 적용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P5 신규 심사관 과정을 살
펴보면, IPC를 포함한 특허 분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에 할당된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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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IP5는 PCT 출원 심사와 IPC를 포함한 특허 분류에 대한 교육 투여 시
간과 교육 내용을 공통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해외 특허법/제도 교육
IP5의 특허법과 특허 제도는 각국마다 고유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심사 관행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특히 USPTO의 경우는 나머지 IP5
국가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IP5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허 제도와 권리 해석에 관련된
선두적인 판례들을 매년 생산해내고 있다.
각 IP5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추구하는 심사 적체 해소 및 효율적인 심사
는, 타국 심사 결과의 단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 그리고 타국의 모범적인 심사 방식을 도입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국가의 특허법과 특허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KIPO는 신규심사관 과정에서 해외 특허법을 교육하고 있고, 일본은 경력 심
사관을 대상으로 미국과 유럽의 특허법을 교육하고 있으나, 충분한 시간이 투입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신규심사관 과정에서는 타국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
도적 차이점을 위주로 교육하는 한편, 경력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해외 특허법 교육
을 다양한 형태(자가 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e-learning 컨텐츠 또는 교육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비디오 파일)로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신규심사관과 경력심사
관에 대한 해외 특허법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법률문서 작성 교육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로, 출원인의 보정서와 의견서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다. 이 과정은 일종의 협상으로, 서로의 의견 제시를 통해 등록이라는 타협점을 찾
아야 한다. 선행기술과 대비한 내용을 삽입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완성되는 문서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법의 해석이나 출원인의 의견에 모순
이 있는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는 비정형적인 문장을 작성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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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한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
IP5 중 일부는 신규심사관이 논리적인 문장 작성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
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특허청의 신규심사관 교육 과정에는 충분한 교육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Law School에서는, 적어도 1학기 과
정의 Legal Writing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작문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거나 과외 활동을 하여야 한다. 물론 문장 작
성론을 별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제공하지 않더라도,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실습 등
을 통해서 문장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논리적인 글쓰기와는 교
육 과정의 목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별도의 과목으로 상당한 시간을 투
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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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본 과제의 결과의 하나로 도출된 IP5 협력 가능한 과제를 실현 가능
한 순서대로 설명한다.
1. 교육 컨텐츠의 교환
가. 목적 및 필요성
IP5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상호 교환하
여 자국 심사관의 교육에 이용함으로써, 각국 심사관의 심사 능력을 향상시킨다.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른 국가의 특허 제도에 관한 정보는 개론 수준
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 역시 개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특허 제도에 대한 교육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검색 교육이나 기술 교
육도 상호 교환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대상의 범위
신규심사관과 경력심사관의 구분 없이 심사관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각 IP5마다 고유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교
육 컨텐츠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는, 기술
교육에 관련된 교육 컨텐츠를 먼저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KIPO의 경우 외부 교육 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부분의 기술 교육 내용을 비디오
로 녹화한 컨텐츠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서, 즉시 다른 특허청에 제공하는데 어려움
이 없으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교육 컨텐츠를 제공받더라도 심사관 교육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다. 진행 방식
협력 관계가 구축된 이후에 진행되는 기술 교육은 비디오로 녹화하여 다른 특허
청에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만, 교육 제공자와의 저작권 문제, 배포 권한
의 확보 등은 각국 특허청이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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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별로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분류가 다르고, 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도 심사관
마다 다른 상황은, 어느 특허청이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IP5간 기술
교육 컨텐츠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면, 다양한 기술 교육 컨텐츠를 확보하는 차원
이 아니라, 심사관별로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심사관
의 심사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준비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2. 교육 컨텐츠의 비교
가. 목적 및 필요성
본 보고서와 EPO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USPTO」보고서를 통해, IP5 심사관 교육 제도와 커리큘럼에 대한
비교 분석은 완료되었고, 공통훈련전략의 토대는 마련되었다. 차후 과제로는 교육
컨텐츠를 바탕으로 실체 심사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교육 컨텐츠를 작성할 기초 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나. 대상의 범위
교육 컨텐츠는 실체 심사에 필요한 교육 과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컨텐츠의 종류는 한정할 필요가 없다.
다. 기대 효과
심사관 교육 제도와 커리큘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된
교육훈련 과정을 도출하였으므로, 이후에는 기존의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내
용 위주의 공통훈련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IP5 각자의 특이성은 고려
하되, 심사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룩할 수 있다. 특허 제도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도,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특허청마다의 다른 특허성 판단 기준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강의 인력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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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및 필요성
다른 국가의 특허 제도를 심사관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의 부재
뿐만이 아니라,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제공자의 부재도 외국 특허 제도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유이다. 자국의 신규심사관 및 경력 심사관을 대상으
로 교육을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를 다른 국가에 파견함으로써, 다른 국
가는 외국 특허 제도를 교육할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지 않아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필요가 있다.
나. 대상의 범위
강의 인력은 교육 과정의 종류를 한정할 필요는 없으나, 자국에만 한정된 사항,
예를 들어, 한국어만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 교육 등은 교환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대 효과
현재도 각 특허청간에 심사관 파견의 형식으로 외국 특허 제도를 교육하고 있으
나, 지리적인 문제와 비용, 그리고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소수의 심사관들만이 이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IP5가 보유한 강의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데 합의한다면 이
러한 문제점들은 해소되며, 보다 많은 수의 자국 심사관들에게 외국 특허 제도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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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of Survey and Request for Material

The aim of this survey is to collect basic material for the Common Training
Policy. The survey, which builds on the EPO’s earlier study titled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and USPTO, will enable us to
compare the curricula of the IP5 offices and analyze the content of their
training programs.

The IP5 offices can then refer to the findings in order to

benchmark effective training tools and curricula when designing their respective
training curricula. We are grateful to those who have already provided us with
materials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is survey and request for material,
we

hope

to

collect

additional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icula of the IP5 offices. We ask you to kindly
respond to this survey by August 28, 2009, and please include the respondent’s
phone number and e mail address for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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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nt Information
Item

Name

Phone Number/E-mail Address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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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Requested To All IP5 Patent Offices
1.

Please provide us with a soft copy of the training materials for each training
curriculum related to patent examinations. If the training material consists of
materials other than textbooks, such as presentation materials, exercises and case
studies, please provide samples of those materials. If you have any e-learning files
(e.g. computer files for e-learning programs), please provide relevant samples. Note
that we accept training materials in Japanese from the JPO or in Chinese from
SIPO. (In March 2009, KIPO provided each office with training materials for our
courses on the Patent Act, patent examinations, prior art searches, study on patent
trial cases, and PCT international searches.)

2.

In the attached Excel file,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items for
each curriculum:

the type of training material (column D), the method of training

(column E, multiple answers are possible), the ratio of training methods (column F,
if multiple answers are given in column E), instructor-to-student ratio (column G),
method of evaluating the effect of training (column I, multiple answers are possible),
key evaluation items (column J, multiple answers are possible) and the completion
requirements (column K). If there is more than one class or more than one training
method for the curriculum, indicate the instructor-to-student ratio for each class
and/or the training method in column G.

<Example>
Name of Curriculum
New Examiner Course
(All)

Ratio

1:40

Evaluation
Method
Attendance

Evaluation Item
Understanding and

, Test,

familiarity of

Report

examination criteria

New Examiner Course

1:N

(examination case

(depending

Same as

study and

on technical

above

examination practice)

background)

Prior Art Search

1:20

Attendance

Training Method
Lecture : practice
(108h:33h)

Same as above

Practice (21h)

None

Lecture :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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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practice report (7h:5h:7h)

3.

Structure of Training Organization

a.

Kindly refer to the enclosed information material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of KIPO and if you have any similar information material,
please provide us with materials. The material should preferably contain information
such as the history, structure and services of the training institute.

b.

If your training institute has a department dedicated to training patent examiners,
describe the status (such as the personnel and services) of that department. (KIPO
assigns three or four dedicated personnel to the training of patent examiners out of
nine personnel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c.

If you use an outside training institute to train the examiners, describe the status
of that institute (such as the personnel and services).
New technologies training center for patent examiner has been established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s IT
Convergence Campus [KAIST ICC]. There are five dedicated administrative
staffs running about 40 courses on latest development of technologiesfor
patent examiners.

d.

Please provide any list of training curricula indicating if they are handled internally
or handled by an external training institute.
Training curricula which are handled by an external traininginstitute :
training on technologies
Training curricula which are handled internally : most
except training on technologies

4.

training courses

Please provide any material you may have on internal regulationsor guidelines for
on-the-job (OJT) training. The OJT period refers to the period when the work
processes of a new examiner are managed by a mentor examiner. (KIPO’s guidelines
include The Job Training Guidelines for New Examiners and The OJT Manual for

New Exam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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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For All IP5 Patent Offices

5.

E-learning course on patent examinations

a.

How many e-learning courses do you have on patent examinations? ((3) at KIPO)

b.

(1)

none

(2)

1 to 2

(3)

3 to 4

(4)

5 or more

If you answered (a) with (2), (3) or (4), please list the e-learning courses.
KIPO has e-learning courses on the 2007 and 2009 amendments to the
Patent Act and another on examination case studies for patents and
utility models.

c.

d.

What portion of examiner training is provided by e-learning courses? ((2) at KIPO)
(1)

less than 10%

(2)

less than 30%

(3)

less than 50%

(4)

50% or more

Are you planning to increase or decrease the portion of the e-learning? ((1) at
KIPO)

e.

(1)

increase

(2)

decrease

(3)

maintain the current portion

Which e-learning courses are effective and ineffective?
At KIPO, the course on the 2009 amendments to the Patent Act i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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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o you video off-line lectures on patent examinations and make the recordings
available to examiners? ((1) at KIPO)

g.

(1)

yes

(2)

no

Describeany existing off-line courses that you plan to provide as e-learning courses
in the future.
KIPO plans to expand e-learning courses by videotaping off-line lectures
and later provide the clips as e-learning courses. However, the decision on
which courses to video has not been made.

h.

If you answered "yes" to (f), list all the recorded training courses.
KIPO videos off-line courses on civil law, the examination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and the Patent Act and makes the recordings available to
examiners.

i.

Do you have any courses that blend off-line lectures with e-learning courses? ((1)
at KIPO)

j.

(1)

yes

(2)

no

If you answered "yes" to (i), list the blended courses and indicate the ratio of
off-line lectures to e-learning lectures.
KIPO’s e-learning case study course on patents and utility models is a
prerequisite for enrolment in the experienced examiners training course.
The ratio of off-line lectures to elearning lectures is 8:2.

6.

On the job training (OJT)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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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JPO and the USPTO have OJT periods that vary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level or training score of the trainees. Do you haveany criteria besides the
educational level and training score for determining the length of the OJT period?
((1) at KIPO)

b.

(1)

yes

(2)

no

If you answered "yes" to (a), describe the specific criteria.
At KIPO, the director general of an examination bureau can approve th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of an examination division to reduce the
OJT period of a new examiner who has demonstrated excellent
performance.

c.

What are the assessment criteria for an OJT trainee? Multiple answers are
acceptable. ((1), (2) and (4) at KIPO)
(1)

the level of examination quality

(2)

the number of examination casesprocessed

(3)

the number of hours in training

(4)

evaluation by the mentor examiner

(5)

other criteria (

)

7.

Training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a.

What training do you offer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1)

a special training course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2)

general training courses that include related topics

(3)

no training offeredn

(4)

ot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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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at is the biggest obstacle in offering training courses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c.

(1)

a lack of accurate information for the preparation of training material

(2)

a lack of experts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3)

other (

)

What kind of material is needed most for training examiners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and why? ((2) at KIPO becaus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xamination guidelines of other countries is crucial for the reutilization of the work
results of other patent offices.)
(1)

material for the comparison of patent laws (reason:

)

(2)

material for the comparison of examination guidelines (reason:

)

(3)
material for the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of recent patent trial cases
(reason:
)
(4)

other (

)

8.

Continued training on technologies

a.

Do you provide continued training on technologies for experienced examiners? ((1)
at KIPO)

b.

(1)

yes

(2)

no

If you answered "yes" to (a), how often do you provide the training? ((4) at KIPO)
(1)

every year

(2)

every 2 to 4 years

(3)

every 5 years or more

(4)

at the option of the trainee

(5)

ot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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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at is the nature of the training? ((3) at KIPO)
(1)

lecture by an outside experts

(2)

in-house seminars

(3)

commissioned training by outside institutes

9.

Training manual for off-line lectures on patent examinations

a.

Who drafts the training manual? ((1) at KIPO)

b.

(1)

lecturers of the corresponding training courses

(2)

editorial staff (inside experts only)

(3)

editorial staff (outside experts only)

(4)

editorial staff (inside and outside experts)

(5)

other (

)

Is there a process for reviewing the draft version of the training manual? ((1) at
KIPO)

c.

(1)

yes

(2)

no

If you answered "yes" to (b), who participates in the review process?
(1)

inside experts only

(2)

outside experts only

(3)

inside and outside experts

(4)

ot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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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Requested To Individual Patent Offices
EPO
10. The role plays used in Course F, Chairing Oral Proceeding in the Opposition
Procedure

and Coaching Colleagues, represent a unique training method found

only at the JPO and the EPO. Coaching Colleagues, in particular, is not found in
any other patent office. Please provide us with the training material used in each
training course as well as the training plan used for each training course. The
training plan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raining course. If
there is no training plan, describe the

number of instructors,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the instructors, the selection criteria of training topics, the training
procedure, the evaluation method, the number of trainees, the role of the trainees,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JPO
10. Please provide the training materials and plans for the discussion-based training
courses (namely, the Special Course – Novelty; and the Second Year Examiner
Training Course – First and Second Case Studies on Practical Examinations) and for
the role play–based training course (Applicant Interview in the Third Year Examiner
Training Course). The training plan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raining course. If there is no training plan, describe the number of instructors,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the instructors, the selection criteria of training topics, the
training procedure, the evaluation method, the number of trainees, the role of the
trainees,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11. Your training course titled Examination Application Capability Training 2, in which
experienced examiners, patent attorneys and corporate IP specialist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 discussion, is a very unique course that is not found in any other
patent office. Please provide us with the training materials and plan of the course.
The training plan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raining cours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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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training plan, describe the

number of instructors,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the instructors, the selection criteria of training topics, the training
procedure, the evaluation method, the number of trainees, the role of the trainees,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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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O
10. Your training module on the basic functions of a substantial examination is
designed to enable new examiners to perform a mock substantial examination. We
understand the course is made up of lectures and assignments but please describe
the course in detail.

USPTO
10. How do you conduct the mock interview in the Patent Examination 201 course? Is
it role play, as in the case of the EPO and the JPO, or is it a scripted interview
observed by new examiners? Please provide us with the training materials and plan
of the course. The training plan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raining course. If there is no training plan, describe the number of instructors,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the instructors, the selection criteria of training topics, the
training procedure, the evaluation method, the number of trainees, the role of the
trainees,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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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Comparison of New Examiner Training Courses and survey Responses by IP5

I. Comparison of New Examiner Training Courses of IP5

In this chapter, similar courses of new training courses of IP5 are grouped,
compared and reviewed.
1. Courses related to Patent Law and Examination

A.

Foreign Patent System
KIPO

USPTO

JPO

EPO

SIPO

<Classroom
Lecture>
Understanding

-

-

-

-

Foreign IPR
Systems (2h)
Analysis
Although SIPO does not provide a course corresponding to KIPO’s Understanding
Foreign IPR Systems, its New Examiner Training Seminar provides the Training of Basic
Patent Document Knowledge course, which teaches the basic concept, types and codes
of patent documents, as well as other topics, such as patent documents of major PCT
nations and organizations and documents for examination.

Among the survey responses, JPO and EPO responded that they have separate training
courses for foreign patent systems, but no details were included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urriculum provided by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JPO, although not
included in Assistant Examiner Course, there is Training Course for Examination
Application Capability 1, which includes 2 hours of training on US patent system and 2
hours of training on European patent system for experienced exam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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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EPO responded that its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provided a general
overview of other nations’ patent laws, it can be inferred that training on other nations’
patent systems is provided in relevant topics in the course on patent laws.

It should be noted that KIPO is the only patent office in IP5 that provides a course
specifically designed for new examiners on the different and common patent systems
between Korea and other nations, in its Foreign IPR System course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B. Patent Law
KIPO

USPTO

JPO

EPO

SIPO

<Patent
< Assistant Examiner Course
<New

Examination 101
-Laws>Introduction of Patent <Basic-Training of

<Classro

Examiner

(2~4 weeks>
Act/Utility Model Act (12h) New Examiners>

om

Training

<Patent
Lecture>

<First-period Training of

Basic Patent

Examiner Course> Patent

Examination

Seminar>

Examination 201
Patent

Patent

(5~10 weeks>
Act, Utility Model Act part 1 (30.5 days), Advanced

Law

Act (20h

<Patent
(14h), Patent Act, Utility

(12h)

Patent Exam (5 days)
or more)

Examination 301
Model Act part 2 (4h)
(11~17weeks)>
Analysis
In USPTO:

- Patent Examination 101 includes: •Application Overview •Flow of Application
Through USPTO •Claim Interpretation •112, 1st, 2nd, 6th paragraphs •101 •Intro to Prior
Art Rejections •102 •Intro to Obviousness •103
- Patent Examination 201 includes: •103-advanced •Double Patenting •Unity of
Invention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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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Examination 301 includes: Final rejection.

In EPO, [Basic Patent Examination] is restricted to no PCT files, no complex application
and no non-unity, and focuses on articles and rules and strategic issues of the patent
law. In addition, whenever possible, trainees are coached to conduct some prior art
searches using internal and outside databases. [Advanced Patent Exam] focuses on articles
54, 56 and 84, and provides training of examination using the prior art searched in the
internal/outside databases.

SIPO provides 4 hours of [Basic Knowledge on China Patent System], 12 hours of
[China Patent Act and Implementing Regulation] and 4 hours of [Conventions and
Treaties].

There is a gray line between the classroom lecture and on-the-job training (OJT) in the
training courses of IP5, but KIPO may be providing fewer hours of training on the patent
law. However, KIPO is supplementing with additional 42 hours of "Core Issues in Patent
Law" and 42 hours of "Case Studies of Patent Law."

C. Application Procedure
KIPO

USPTO

JPO

EPO

SIPO

<Classroom

<Patent Exam.

<Assistant

<New Examiner

Lecture>

101> Flow of

Examiner Course

Training Seminar>

Prosecution

Application

-Laws>

Process (including Through USPTO
PCT) (3h)

(2~4weeks)

-

Substantial Examination

From Filing to

Process Training

Granting (4h)

Seminar (12h or more)

Analysis
KIPO provides 3 hours of Prosecution Process (including PCT) for a general prosecution
process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While KIPO’s e-learning courses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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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ct of 2007" and "Patent Act of 2009," it should be also possible to consider
providing such specific courses as the prosecution process course in e-learning.

JPO provides 4 hours of From Filing to Granting in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and additionally provides in-depth e-learning courses, including 67 minutes of Flow of
Patent Examination and 67 minutes of How to Proceed with Patent Examination.

SIPO allows the new examiners to study the full spectrum of actual examination
procedures, learn the relations and applications of relevant provisions and design and
apply optimal examination plans and strategies in Substantial Examination Process
Seminar. It is worth noting that SIPO focuses rather on the comprehensive, practical
application of examination than the procedures.

D. Formalities Examination
KIPO

USPTO

JPO

EPO

SIPO

<Classroom
Lecture>
Formalities

-

-

-

Formality
Examination
Analysis
Although the conformity and other requisites of application documents may be taught
in the patent law course and the examination guidelines of each nation, specific
curriculum on formality examination is provided by KIPO and USPTO, but not by JPO,
EPO and SIPO. KIPO may be able to consider providing the formality examination course
in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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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mination Guidelines
KIPO

USPTO

JPO

EPO

SIPO

<Assistant Examiner
Course-Examination
Techniques>
<Job Training>
Introduction to Patent

<Examiner

Review and Intense

<Patent Exam
Examination (6h)

Practice>

-

101> MPEP

Training of Major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ation

Examination Rules

Overview
Examiner Course>

Guidelines (37h)

(48h)
Patent Examination Part
1(Examination Guidelines,
Patentability) (19h)
Analysis
Although every IP5 office includes a curriculum for examination guidelines, it was found
that EPO did not include "Implementing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It seems that JPO provides some training on examination guidelines in Introduction to
Patent examination and applies the guidelines during the Patent Examination Part
1(Examination Guidelines, Patentability) course of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F. Office Action Drafting
KIPO

USPTO

JPO

EPO

SIPO

<Patent Exam

<Assistant

<Basic - Training <New Examiner

101>

Examiner

of New

Intro to Case

Course-Examinati Examiners>

Seminar>

Reporting

on Techniques> Dealing with

Office Action and

<Automation

Notification of

<Examiner
Training

Practice>
Office Action
Drafting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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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es (7 days) Decision Training

Rejection,
101>
Rejection, and

Refusal and

Grant (14h)

Further

Rejection

Proceedings (2.5 more)

Grounds/Studies

days)

OACS (Office
Seminar (12h or

Action
Correspondence
Subsystem) Basics
(20h)
Analysis
In USPTO, the Intro to Case Reporting course of Patent Exam 101 provides training on
understanding the invention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and analyzing the claims to
define the scope of patent application and learn how to conduct prior art search and
draft office action. The Compact Prosecution course of Patent Examination 301 teaches
how to avoid legal misunderstanding and technical error when drafting an OA, and the
Legal Writ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s of Patent Examination 301 include
topics such as concise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It is worth noting that USPTO
provides a number of courses on how to write without legal misunderstanding and
technical error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JPO provides 14 hours of Notification of Rejection, Rejection and Grant in Assistant
Examiner Course-Examination Techniques to train on how to notify rejection with
rejection grounds and studies. It also provides 20 practical-training hours of Rejection
Grounds/Studies. Similar to the writing training of USPTO, JPO has 2 hours of sentence
composition training in its Special Course.

EPO has the Dealing with Replies course in Basic – Training of New Examiners. New
examiners are trained on major actions and other interviews, phone calls and further
communication for EPO applications, including PCT applications, as well as final decision
on an application. Similar to JPO, the Refusal and Further Proceedings course provides
training on rejection grounds and follow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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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ffice Action and Decision Training seminar, SIPO provides training on
conditions, functions, structures and requirements of office action and examination
decision, and addresses on how to draft an office action and examination decision and
on procedures required prior to issuing the notification.

G. Amendment
KIPO

USPTO

JPO

EPO

<Assistant

<Basic-Training

Examiner

of New

SIPO

<Patent
Examination 201>
Course-Examinati Examiners>

-

-

Amendments
on Techniques> Dealing with
(2~4 weeks)
Amendment (4h) Replies (7 days)
Analysis
USPTO provides the Amendments course in Patent Examination 201.

JPO provides 4 hours of Amendment course in Assistant Examiner Course-Examination
Techniques.

EPO provides the Dealing with Replies course, in which Article 123(2) (Claims that are
broader than the Description) and R.88 (Correction of errors in documents filed with EPO)
are addressed. Dealing with Replies also includes training on decision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file and on the PCT applications. Furthermore, EPO’s Advanced course
provides Article 123(2) EPC for more in-depth training.

- 159 -

H. Examination Practice
KIPO

USPTO

JPO

EPO

SIPO

<Assistant

<New Examiner Training

Examiner

Seminar>

Course-Examina

Patent Examination Process and

tion

Beginner Examination Survey

Techniques>

(12h+)

<Patent
Patent

<Basic-Traini Patent Document Examination

Examination

ng of New

Overview,

Examiners> Examination of Unpatentable

Application,

Strategic and Application (4h+)

and

Efficient

Examination of Applicability

Specification

Exam

(4h+)

(6h)

(2 days)

Examination of Novelty (12h+)

Examination
(24h+)

101>
<Patent
<Examiner
Examination
Practice>
201>
Examination
<Automatio
Case Study
n 101>
Application and Exchange

and Drill (21h

Examination of Priority (4h+)

OACS
<Supplement

Specification

Visit (to DG1 Examination of Inventiveness

(drill) (6h)

Hague/Munic (24h+)

(Office
ary Course>
Action
<First-period h)

Examination

Comprehensive Training of

Correspond
Case Study I

Determining Novelty,

Training of

(5/5 days)

Examiner

<Advanced> Inventiveness and Applicability

Course>

Article 123(2) (16h+)

Patent

EPC

Examination of Unity (16h+)

Examination

(2~3h)

Basic Training of Substantial

ence
(21h)
Subsystem)
Basics
(2nd~4th
week)
Part

Examination (88h+)

1(Examination

Basic Knowledge Training of

Basis,

Re-examination Process (4h+)

Patentability)

<Job Training>

(19h)

Case Study (12 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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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xamination
Part 2(unity,
priority,

Review and Intense Training of

exception for

Major Examination Rules (48h)

loss of novelty)

Examination Rules for

(14h)

Professional Areas (16~24h)

Patent

Focused Review and Intense

Examination

Training of Special Area

Overview

Examination (8~16h)

(lecture part
6~18) (177
min)
Analysis
KIPO has Examination Case Study I in the Supplementary Course that are designed for
starting examiners. KIPO provides Examination Case Study II in the Supplementary Course
for experienced examiners (4th year or more).

USPTO provides [112, 1st, 2nd, 6th paragraphs], [112, 1st, 2nd, 6th paragraphs], [101],
[Intro to Prior Art Rejections], [102], [Intro to Obviousness], [103], and [Restriction
Practice] courses in Patent Examination 101, as well as [103-Advanced] and [Double
Patenting] courses in Patent Examination 102. Each course provides relevant legal
knowledge and various cases. It should be noted that USPTO offers training on
comprehensive patent law principles and examination based on major provisions.
Furthermore, USPTO covers the topic of [MPEP Insight] in Automation 101 and offers the
[Restriction Practice] course in Patent Examination 101, [After Final Practice] in Patent
Examination 301, as well as a chance for new examiners to practice in the [OAC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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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 provides the courses of [Patent Examination Overview, Application, and
Specification] and [Application and Specification] in Assistant Examiner
Course-Examination Techniques.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includes 19
hours of Patent Examination Part 1 (Examination Basis, Patentability)and 14 hours of
Patent Examination Part 2 (unity, priority, exception for loss of novelty).

EPO’s Strategic and Efficient Exam course offers training on efficient examination skill.
The Exchange Visit to DG1 the Hague course provides the contact person and technical
classification in the field, and the Visit to DG1 Munich includes training on the overview
of examination strategies.

SIPO’s classroom lectures include Patent Examination Process and Beginner Examination
Survey, which provides training on preparing for examination and beginner examination
process as well as the function and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and claims. Examination
of Unpatentable Application provides training on inventions and objects that are not
protected by patent pursuant to Articles 5 and 25 of the Patent Law.
It is noted that SIPO includes training on major provisions, in addition to classroom
lectures on patent law principles. For example, it offers 4 or more hours of Examination
of Applicability, 12 or more hours of Examination of Novelty, 4+ hours of Examination of
Priority, 24+ hours of Examination of Inventiveness and 16+ hours of Examination of
Unity.
In the Basic Training of Substantial Examination,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are
practically applied in examination, and issues discovered and corrected during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raining. Moreover, a mock substantial examination, which
includes several steps of examination and final examination decision, is conducted,
reviewed and evaluated. SIPO offers the Re-examination (similar to appeals trial in Korea)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Seminar.
It should be noted that SIPO provides 16+ hours of comprehensive training of
Determining Novelty, Inventiveness and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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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O trains new examiners to be capable of independently conducting substantial
examination in the Case Study course of the Job Training after the New Examiner
Training Seminar is completed. For the first 6 months, the new examiners are trained on
drafting a primary office action, and they are trained on drafting a secondary office
action and examination decision under the guidance of a trainer during the second 6
months. In the first 6 months of the Job Training, major examination rules are reviewed
to allow the new examiners to familiarize with the object of the Patent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s.
Examination Rules for Professional Areas, which is similar to Examination Case Study
and Drill of KIPO, includes specific examination rules, methods and guidelines for
professional areas.
Focused Review and Intense Training of Special Area Examination provides training on:
1) unallowable patent (e.g., amusement, human injection); 2) protectable object under the
Patent Law (e.g., computer program invention); 3) cases required to determine
publication (e.g., special raw material, special process); 4) specially-restricted method (e.g.,
functionality restriction, parameter restriction); and 5) cases required to investigate
applicability (e.g., energy-conversion technology).

While most IP5 offices provides comprehensive training on principles of patent law and
examination methods, it is worth noting that SIPO’s training specifically classifies
examination methods that should be cautious in specific areas.

I. Miscellaneous
KIPO

USPTO

JPO

EPO

SIPO

<Examiner
Practice>

-

-

-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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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Guidelines (2h)
<Examiner
Practice>
-

-

-

-

Recent Revisions of
Patent Law (2h)
Analysis
KIPO provides specific training on examination evaluation guidelines and recent
revisions of the patent law, while it is deemed that most IP5 offices offer similar training
in the principles of patent law and examin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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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urses related to PCT Application or Convention

A. Patent Convention
KIPO

USPTO

JPO

EPO

SIPO

<Assistant Examiner
<Classroom

Course-Laws>

Lecture>

Convention Overview (4h)

Patent

<First-period Training of

Convention (2h)

Examiner Course>
Convention 1 (6h)
Analysis

KIPO provides an overview of patent-related treaties in the Classroom Lecture, while
JPO addresses the same topic in the Laws section of the Assistant Examiner Course.

It should be noted that JPO includes the Convention 1 course in the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for more in-depth study.

B. PCT Procedure
KIPO

USPTO

JPO

EPO

SIPO

<Assistant
Examiner
<New Examiner

Course-Laws>

<Classroom

<Basic-Training of New
Lecture>

Training Seminar>

PCT Overview (4h)
Examiners>

PCT

-

Key Procedures of

<First-period
PCT Procedure

Overview

PCT Application (8h

Training of
(5 days)

(2h)

Examiner Course>
Overview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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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ore)

Application based
on PCT (122 min)
Analysis
KIPO includes the topic in the Classroom Lecture, and JPO includes the topic in the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and the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JPO provides 2 hours of Overview of International Search and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nd 4 hours of International Search and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in the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and the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EPO provides 5 days of training on PCT Procedure although it is limited to the topics
of non-unity and complex application.

SIPO provides 8+ hours of Key Procedures of PCT Applic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PCT Overview of KIPO,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Seminar.

C. PCT Examination
KIPO

USPTO

JPO

EPO

SIPO
< New Examiner

<Examiner

Training Seminar >

Practice>
<Automation

Examination of PCT

Examination
101>

<Basic-Training

•OACS (Office

of New

International

under PCT(4h)

Application (24h)

<Supplementary
Action

Examiners>

-

Examination of PCT

Study>
Correspondence

PCT Procedure

Subsystem) Basics

(5 days)

National Examination

Basic PCT
Examination(14h)

(26h)

(2nd~4th week))

Intensive

<Job Training>

Examination

Review and In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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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of Key PCT
Procedures and
under PCT
National-phase
Examination (8~16h)
Analysis
KIPO provides intense training through 4 hours of Examination under PCT in the
Examiner Practice course, as well as 14 hours of Basic PCT Examination and 24 hours of
Intense Examination under PCT in the Supplementary Study course.

In SIPO, the Examination of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course provides training on
guidelines for PCT international search,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primary examination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SIPO also provides, in its Examination of PCT National
Examination course, training on conditions for PCT nationalization, treaty provisions, and
special regulations of national examination.

USPTO provides training on office action for PCT in its OACS course, without
designing a separate class for the topic.

While JPO provides 2 hours of Overview of International Search and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nd 4 hours of International Search and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in the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and the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there seems to be no separate class dedicated to PCT system and PCT
examination, and it is presumed that PCT examination is dealt in other classes
designated to examination.

It is noted that SIPO has allocated a greater amount of time for training on PC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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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PC Classification
KIPO

USPTO

JPO

EPO

SIPO

<Assistant
<Advanced-Classi

<Classroom

Examiner

Lecture>

Course-Examinati fication>

<New Examiner

IPC Classification <Automation

on Techniques> Classification

Training

IPC Overview (1h) Course for

Seminar>

(3h)

101>

<Examiner

IPC (2 ~4

Practice>

week))

nd

th

<First-period

Searchers (4h)

IPC Basic (8h+)

Training of

Classification

IPC Practice

IPC Classification

Examiner

Course for New

(32h+)

(3h)

Course>

Classifiers (8h)

IPC Revision (2h)
Analysis
Each IP5 office has training on IPC.

EPO, however, seems to provide more in-depth training through its [Introduction to
field related classification practice] and [Learning by doing while classifying new
document - information] courses.

- 168 -

3. Courses related to Prior Art Search
KIPO

USPTO

JPO

EPO

SIPO

<Special
<Examiner
Lecture>
Practice>
-

Overview of

-

-

How to Use
JPO Computer
Patentnet (2h)
System (1h)
<Basic-Initial External
<New
Database Training>
Examiner
Introduction to External
Training

<Automation
DB

Seminar>

101, 201>
(1 day)

<Examiner

Examination

•eDAN Basics
<E-learning>

Practice >

Structure Search in
Search

•EAST
How to Search STN

Searching

Training (80h)

•WEST
Foreign Patent

Prior Art

(1 day)

(95min)

<Advanced>

Computer

•PALM
and

Search

•NPL Introduction
How to Search Searching in Korean

Non-patent

Training per

•OACS Basics
Prior Art (drill) and Chinese Patent

Documents

Classification

•MADRAS Basics
(4h)

(95min)

Documentation

<Special

(2 days)

Lecture>

<Advanced-Professional

Search Tools

Development Plan>

(1h)

Efficient Search

(40h+)

•eIDS
How to Search

<Job

•Foreign
and Use Search

Training>

Databases
System (2h)

Review and

•ITRP Program
Prior Art

Intense

Overview
Techniques

Search (5h)

Training of

•STIC/EIC Services
(1 day)

Computer

Overview
Searching Non-patent

Search
Literature
(2~4mos)
(0.5 da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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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seems to have more training courses, including •Computer Basics and Set-Up,
IT Security Awareness, •Windows Basics, •Outlook Basics, •How to Use CBTs, and •Dialog.
USPTO provides further intense training through [advanced text searching]in <Patent
examination 201> and[Legal Research and Analysis] in <patent examination 301>.

JPO provides classroom lecture and practical training on how to search prior art in its
e-learning courses. According to the response to this survey by JPO, the How to Search
Prior Art course is most effective among its e-learning courses.

EPO provides the [Efficient search techniques] course for examiners who are not yet
too sepcialised.

In addition to the above course, EPO provides [STN external DB training] for examiners
from Chemistry fields, [Biosequence search in STN] for examiners from Biotechnology,
[Beilstein] for examiners from PAOC, and [Biosequence search in EBI] for examiners from
Biotechnology.

SIPO’s Examination Search Training includes 8 hours of Search Overview, 4 hours of
Introduction to Search DB, 4 hours of Introduction to Non-patent Literature, 8 hours of
CPRS Chinese Language Search System and 56 hours of EPOQUE 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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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ther Courses

A. Trends of IPR
KIPO

USPTO

JPO

EPO

SIPO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Overview of IP
(2h)

<Basic-Training <New Examiner

<Latter-period

of New

Training

Training of

Examiners>

Seminar>

Examiner

Various Aspects IP Basics Training

Course>

of IP (2 days)

<Classroom
Lecture>
International
Trends of IPR (2h)
(4h+)

International
Situations
Surrounding IP
(2h)
Analysis
Although JPO provides Overview of IP in its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it
addresses IP issues in Japan. JPO also provides 64 minutes of Current Situation of Japan
Surrounding IPR as an e-learning course, but this course also deals with Japan only.
However, JPO’s Latter-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provides 2 hours of
International Situations Surrounding IP, which may be similar to International Trends of
IPR provided by KIPO.

EPO provides training on overview of IP in its Various Aspects of IP course, in addition
to Status of Granted Patents, Overview of Patent Attorney’s Tasks and Patents in
Industrial Utilization, but these courses mainly focus on domestic issues, similar to 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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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s New Examiner Training Seminar has the IP Basics Training Course, in which patent,
trademark, copyright, trade secret, geographical indication and IC layout design are dealt,
but mostly focused in China.

KIPO and JPO provide training on international trends of IPR.

B. Civil Law
KIPO

USPTO

JPO

EPO

SIPO

<Classroom Lecture>
General Provisions

<Assistant

(11h)

Examiner

General Provisions

Course-Laws>

-

-

(cyber)(20h)
<Supplementary

Overview of Civil

Course>

Law (6h)

Civil Law (70h)
Analysis
KIPO and JPO provide classes on the civil law.

JPO has additional 4 hours of Introduction to Law in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C. New IPR
KIPO

USPTO

<Classroom
Lecture>
Understanding

-

JPO

EPO

SIPO

<Assistant Examiner

<New Examiner

Course-Examination

Training Seminar>

Techniques>

IPR Basic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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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Examination of

Layout Design

Computer Software

(2h)

Invention (2h)

(4h)

Analysis
While KIPO has a course on semiconductor layout design, JPO has a course on
examination of computer software invention.

SIPO’s New Examiner Training Seminar has the IPR Basics Training course, which
includes basics on IC layout design, which is similar to the Understanding Semiconductor
Layout Design course of KIPO.

D. Performance Management
KIPO

USPTO

JPO

EPO

SIPO

<Life Skills>
<Classroom
Working Well Balancing Quality,
Lecture>
Production, Professionalism Balancing -

-

-

Performance
Work & Personal Life Time
Management (2h)
Management
Analysis
KIPO provides 2 hour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its Classroom Lecture, and
USPTO provides a number of courses in Life Skills.

E. Humanity Training
KIPO

USPTO

JPO

EPO

SIPO

<Special Course>

<Classroom <Life Skills>
Lecture>

Ethics, Physical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

Culture (2h)

Diversity Training,

(0.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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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ing a Wise Consumer,
Dealing with Difficult
Good Social Manners
Situation,
(2h)
Dealing with Conflict,
<Latter-period Training
Be Prepared Not Scared,
of Examiner Course>
Transitions in the Workplace,
Moral Public Servant (2h)
Reasonable Accommodation,
Financial Planning Basics
Analysis
KIPO provides 2 hours of training in Classroom Lecture, and USPTO provides training
in its Life Skills courses.

It is noted that JPO provides 2 hours of Good Social Manners in its Special Course
and 2 hours of Moral Public Servant in Latter-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F. Health Management
KIPO

USPTO

JPO

EPO

SIPO

<Classroom
<Special Course>

Lecture>

<Life Skills>

Health

Healthy Lifestyle, Stress VDT and Health

Management

Management

Management (1h)

(12h)
Analysis
KIPO has designated 12 hours, and USPTO provides Life Skills.

It should be noted that JPO has a particular topic of 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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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 Self Evaluation
KIPO

USPTO

JPO

EPO

<Classroom

<Professional Development-Career

<Special Course>

Lecture>

Advancement>

Evaluation System -

SIPO

-

(0.5h)

Evaluation (6h) Self Assessment
Analysis

KIPO has 6 hours of Classroom Lecture, and USPTO has a course in Professional
Development-Career Advancement. JPO has 0.5 hour of training in Special Course.

H. Government Policy
KIPO

USPTO

JPO

EPO

<Special Course>
Government Organizations of
<Classroom

IP (1h)

Lecture>

Being a Public Servant

Government

(Employment, Pay, Service) (1h)

Policy

-

Being a Public Servant

Low Carbon

(Stipend, Deduction) (1h)

Green Growth

Economic Industriality,

(3h)

Organization and Role of JPO
(2h)
JPO Budget (1h)
Analysis

JPO has 6 hours of Special Course dedicated to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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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O

II. Summary of Comparison of New Examiner Training Courses of IP5

1. Features of KIPO Curriculum

A. Training on Foreign Patent Systems
KIPO provides the Understanding Foreign IPR Systems course in its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Although JPO does not have training in Assistant Examiner Training
Course, its Training Course for Examination Application Capability 1, which is for
experienced examiners, has 2 hours of training on US patent system and 2 hours of
training on European patent system. KIPO tri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its
Patent Law system by comparing with patent laws of other nations.

B. Training on Formalities Examination
While the fitness and other requisites of patent documents are trained under the
subjects of patent laws and of other nations and examination guidelines, new
examiners can be trained on formalities examination through the Formalities
Examination course. Furthermore, it would be possible for KIPO to consider providing
the Formalities Examination course in e-learning.

C. Training on Examination Evaluation Guidelines and Recent Revisions
While it can be inferred that other nations provide training on examination
evaluation guidelines and recent revisions in patent laws through principles of patent
law and examination methods, KIPO has designated separate courses for specific
training. As IP laws have frequent revisions in laws, regulations and enforcement
decrees, new examiners are more systematically trained with examination evaluation
guidelines that are changed with the technical development.

D. Training on International Trends in IPR
KIPO’s Classroom Lecture includes 2 hours of International Trends of IPR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Although there is no similar course in the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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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Course, JPO has 2 hours of International Situations Surrounding IP in the
Latter-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This training is designed to introduce new
legislation, cases and examination trends in order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examiners.

2. Features of USPTO Curriculum

A. Training on Legal Writing
The Compact Prosecution course in Patent Examination 201 teaches how to draft an
OA without causing legal misunderstanding and technical error, and USPTO offers the
Legal Writing course in Patent Examination 301and the Concise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courses in Professional Development-Communication. As all documents issued
by the examiner are administrative documents that contain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rights, they should have clarity and delivery that are found in legal
documents. USPTO offers a number of courses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for teaching how to write without legal miscommunication and technical error.

B. Training on Examination based on Provision of Patent Law
USPTO provides comprehensive lectures on the Patent Law as well as training on
examination based on key provisions. It is probably effective to address some of the
key provisions,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the US Patent Law and patent system.
USPTO provides [112, 1st, 2nd, 6th paragraphs], [112, 1st, 2nd, 6th paragraphs], [101],
[Intro to Prior Art Rejections], [102], [Intro to Obviousness], [103], and [Restriction
Practice] courses in Patent Examination 101, as well as [103-Advanced] and [Double
Patenting] courses in Patent Examination 102. Each course includes training on legal
knowledge and application examples in various cases.

C. Training on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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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xamination 101 includes the Amendments course. According to the training
material provided by the USPTO, first OA notifications and the applicant’s actual
amendments are used as the training material, and new examiners are required to
draft a second OA notification.

D. Mock Interview
USPTO requires all new examiners to participate in mock interviews in Patent
Examination 101. The new examiner is given information needed for the interview
and engaged in an interview with an internal expert, to be given a chance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the efficient, lawful applicant/attorney interview.

3. Features of JPO Curriculum

A. E-learning program for Prosecution Process
Similar to KIPO’s Prosecution Process course, JPO provides 4 hours of From Filing to
Granting in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and additionally provides in-depth
e-learning courses, including 67 minutes of Flow of Patent Examination and 67
minutes of How to Proceed with Patent Examination.

B. Mock Interview with Role Play of Examiner and Applicant/Attorney
In the Examination Practice (Drill) course of the Latter-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participants

are

assigned

to

a

role

of

examiner

and

a

role

of

applicant/attorney for a mock interview for rejection and amendment of a particular
case, and the mock interview is observed and evaluated. The examiner role is
required to present the grounds for rejection, and the applicant/attorney role is
required to respond to the rejection grounds and propose an amendment.

C. In-depth Training on Patent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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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istant Examiner Course-Laws of JPO offers 4 hours of Convention Overview,
and the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includes 6 hours of Convention 1
for in-depth training.

D. Training on Drafting Office Action
The Assistant Examiner Course-Examination Techniques has 14 hours of Notification
of Rejection, Rejection, and Grant for training on determining rejection and grant and
drafting the notification. JPO further provides 20 hours training of Rejection Grounds
and Rejection Studies.

E. Training on Writing
Although JPO does not provide a great amount of training hours, its Special Course
includes training on sentence composition.

F. Various Humanity Courses
JPO’s Special Course offers 2 hours of Good Social Manners, Latter-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offers 2 hours of Moral Public Servant.

4. Features of EPO Curriculum

A. Training on Handling Response
EPO provide Dealing with Replies in the Basic-Training of New Examiner course. New
examiners are given training on major actions with respect to EPO applications,
including PCT applications, as well as other actions, such as interview, phone call and
further communication, and final decision on the applications. The Refusal and
Further Proceedings course provides training on rejection and other following
procedures.

B. Training on Amendment

- 179 -

The Dealing with Replies course provides training on Article 123(2), which is for cases
that claims are broader than the description in the specification, and R.88 (Correction
of errors in documents filed with the European Patent office).

C. Inducing In-Depth On-the-Job Training
For training on IPC classification, each IP5 office offers its own courses. For example,
KIPO offers 3 hours of IPC Classification in its Classroom Lecture and 3 hours of IPC
Classification in its Examiner Practice. USPTO offers the IPC course in Automation
101. JPO offers 1 hour of IPC Overview in Assistant Examiner Course-Examination
Techniques and 2 hours of IPC Revision in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EPO provides 4 hours of Classification Course for Searchers and 8 hours of
Classification Course for New Classifiers in Advanced-Classification. SIPO provides 8+
hours of IPC Basics and 32+ hours of IPC Practice in its New Examiner Training
Seminar. In addition to the above, EPO provides in-depth on-the-job training of
Introduction to Field Related Classification Practice and Learning by Doing While
Classifying New Document – Information.

D. Training on Prior Art Search per Examination Class or Technical Field
With respect to prior art search, EPO offers the Efficient Search Techniques course for
examiners who ar not yet too specialties, as well as [STN external DB training] for
examiners from Chemistry fields, [Bioscience search in STN] for examiners from
Biotechnology, [Beilstein] for examiners from PAOC, and [Biosequence search in EBI]
for examiners from Biotechnology.

5. Features of SIPO Curriculum

A. Training on Examination base on Key Provision of Patent Law
In addition to comprehensive training on principles of the Patent Law, SIPO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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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on examination based on key provisions of the Patent Law, for example, 4
or more hours of Examination of Applicability, 12+ hours of Examination of Novelty,
4+ hours of Examination of Priority, 24+ hours of Examination of Inventiveness and
16+ hours of Examination of Unity.

B. Training on Comprehensive Application/Review of Multiple Patentab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SIPO offers 16+ hours of Comprehensive Training of
Determining Novelty, Inventiveness and Applicability.

C. Training on Examination of Special Areas
In the Focused Review and Intense Training of Special Area Examination course of
the Job Training, SIPO provides training on examination of: i) unallowable patent; 2)
protectable object under the Patent Law; 3) cases required to determine publication;
4) specially-restricted method; and 5) cases required to investigate applicability.

D. Training through Mock Substantial Examination, Discussion and Evaluation
In the Basic Training of Substantial Examination,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are
practically applied in examination, and a mock substantial examination is conducted,
reviewed and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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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mparison of Responses by IP5

Responses to the survey by IP5 offices are compared below to assess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of each IP5 office.

1. Materials Requested of All IP5 Offices

Question
0. Contact details of respondents
Answer
Deborah Reynolds 571-272-0734/Deborah.Reynolds@uspto.gov
USPTO
Rich Lehman 571-272-3378/Richard.Lehman@uspto.gov
JPO

Yukio Ono +81-3-3501-0738 / ono-yukio@jpo.go.jp
Argyrios Bailas, Director(abailas@epo.org)
Claudia Martinez, Initial Patent Training for Examiners(cmartinez@epo.org)

EPO
Wim Van Klompenburg, Advanced Patent Training for Examiners
(wvanklompenburg@epo.org)
SIPO

Wu Lingxia 86-10-62083046／／wulingxia@sipo.gov.cn

Question
1. Please provide us with a soft copy of the training materials for each training
curriculum related to patent examinations. If the training material consists of materials
other than textbooks, such as presentation materials, exercises and case studies, please
provide samples of those materials. If you have any e-learning files (e.g. computer files
for e-learning programs), please provide relevant samples. Note that we accept training
materials in Japanese from the JPO or in Chinese from SIPO. (In March 2009, KIPO
provided each office with training materials for our courses on the Patent Act, patent
examinations, prior art searches, study on patent trial cases, and PCT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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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es.)
Answer
In March 2009, KIPO provided each office with training materials for our
KIPO

courses on the Patent Act, patent examinations, prior art searches, study
on patent trial cases, and PCT international searches.
Soft copy of the USPTO’s new examiner training material has been

USPTO

provided. A trifold brochure was also provided. The USPTO does not
have other material to share at this time.

JPO

We cannot provide the materials under the existing circumstances.

EPO

-

SIPO

The requested materials are not available currently.
Analysis

Although USPTO provided a number of training materials, including presentation files,
other offices, such as JPO, EPO and SIPO, did not provide any training material.

We believe: i) the training material from EPO and SIPO, whose patent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KIPO, is needed; and ii) considering the object of this task, a more complete
study would be achieved if we received training material from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KIPO), Patent Training Academy (USPTO),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JPO) and Learning &
Development of EPO and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SIPO).

Question

3. Structure of the Training Institute
(a)

Kindly refer to the enclosed information material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of KIPO and if you have any similar
information material, please provide us with materials. The material should
preferably contain information such as the history, structure and services of the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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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KIPO
USP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USPTO Patent Training Academy (PTA)

Pamphlet provided
-

INPIT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Pamphlet provided

JPO
Information and Training)
EPO

Learning & Development

Pamphlet provided

SIPO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CIPTC)

Pamphlet provided

Question

3. Structure of the Training Institute
(b)

Kindly refer to the enclosed information material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of KIPO and if you have any similar
information material, please provide us with materials. The material should
preferably contain information such as the history, structure and services of the
training institute.
Answer
KIPO assigns three or four dedicated personnel to the training of patent
KIPO

examiners out of nine personnel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The PTA provides training for as many as 1200 newly hired patent
examiners per year. The PTA staffing level varies depending upon the

USPTO
number of newly hired examiners. There can be as many as 60 trainers at
one time.
JPO

See pamphlet we provide.
There are five people in the patent examiner training committee. They
are co-working with the education section of each department to set up
an examiner training course.
The units dedicated to the training of patent examiners are part of the
Directorate "Learning & Development" presented above. (Ten full time

EPO
employees are dedicated to the training of examiners out of twenty eight
full time employees at the Directorate "Learning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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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department, the European Patent Academy, is responsible for
"external training", i.e. training of patent attorneys, National Patent Office,
and universities.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HRD) of SIPO is in charge of the
training for the external personnel while the Personnel and Education
Department (PED)of Patent Office under SIPO takes the training for all the
internal staff of SIPO (including examiners).

SIPO

The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CIPTC) carries out the
training plan made by HRD and also assists PED to conduct the examiner
training (mainly providing training places and teaching devices, and assigns
one of the administrative staff of the CIPTC to assist PED to manage the
training. with half of his or her full workload).
The pamphlet of the CIPTC is attached.
Analysis

The organization for examiner training in each IP5 office is summarized above, based
on the collected material.

SIPO responded that CIPTC would carry our the training of new examiners, bu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training plan made by HRD is carried out by PED and CIPTC
provides training places and teaching devices and that PED is the practical organization
of SIPO carrying out the examiner training.

Question

3. Structure of the Training Institute
(c)

If you use an outside training institute to train the examiners, describe the status

of that institute (such as the personnel and services).
Answer
New technologies training center for patent examiner has been
KIPO
established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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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Campus (KAIST ICC). There are five dedicated administrative
staffs running about 40 courses on the latest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patent examiners.
The Office of Patent Training (OPT) also coordinates training for
USPTO

mid-level and senior patent examiners. The OPT provides this training
in-house. Some vendors are invited to provide technical training.

JPO

See pamphlet we provide.

EPO

No. Training of examiners is done internally.
SIPO collaborates with outside institutions, such as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and a

SIPO
number of enterprises to provide the examiners with the training on laws,
languages and technologies of the special technical field.
Analysis
KIPO and SIPO maintain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universities for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training. While KIPO utilizes KAIST ICC for technical training not
included in its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SIPO provides additional training on politics,
laws and languages through China University.

Although KIPO invites experienced patent attorneys to provide practical knowledge of
the Patent Law to new examiners, it would be possible to utilize law professors to
provide additional training on legal principles.

As USPTO invites outside lecturers for technical training and EPO provides training on
application of patent in the industrial fields through the Various Aspects of IP course in
Basic-Training of New Examiner, KIPO should consider inviting CEOs, who are active in
the industrial fields, to provide training on the effect of patent in the industri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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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 Please provide any material you may have on internal regulations or guidelines for
on-the-job (OJT) training. The OJT period refers to the period when the work processes
of a new examiner are managed by a mentor examiner.
Answer
KIPO’s guidelines include The Job Training Guidelines for New Examiners
KIPO
and The OJT Manual for New Examiners.
USPTO
JPO

None for USPTO
JPO doesn’t particularly prepare any materials for OJT
Coaches are informed about the training program (content, timing,
methodology) by the training department and they can consult the training
material. They are also given a list of the different topics treated during

EPO
the first training course (so-called "Newcomer Logbook"), and this list
should help them follow the progress of their trainee. They follow the EPC,
the Guidelines and the Internal Instructions.
SIPO has an internal regulation for the OJT called "Administrative
SIPO
Measures of New Examiner Assessment for Work".
Analysis
KIPO, EPO and SIPO have internal regulations or guidelines for OJT.
However, the actual regulations or guidelines of EPO and SIPO were not provided, and
it would be possible to compare these regulations or guidelines with those of KIPO for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or guidelines.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a)

How many e-learning courses do you have on patent examinations? ((3) at KIPO)

① None

② 1~2

③ 3~4

④ 5 or more
Answer

KIPO

USPTO

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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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SIPO

③

④

④

①

②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b)

If you answered (a) with (2), (3) or (4), please list the e-learning courses.
Answer
KIPO has e-learning courses on the 2007 and 2009 amendments to the

KIPO

Patent Act and another on examination case studies for patents and utility
models.
Determination of Original Classification CBT
Double Patenting CBT
Restriction Practice CBT
KSR Training CBT
Federal Circuit Opinions Affecting USPTO Practice: Key Cases of 2007 CBT
TC 1700 KSR Examples Training CBT
Mechanical Classification CBT
KSR Mechanical Training for TC 3600 CBT
TC 1700 Restriction Practice CBT
KSR Examples TC 1600 CBT

USPTO

Case Reporting Part I CBT
KSR 132 Declarations TC 1600
Case Reporting Part II CBT
Written Description CBT
TC 1700 KSR CBT UPDATE
Federal Circuit Review
Pre-Examination Process
First Action Interviews TC 2100
Obviousness Double Patenting CBT
Homology Training CBT
Federal Circuit Opinions Affecting USPTO Practice: Key Cases of 2008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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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Interpretation Module I CBT
Claim Interpretation Module II
MPEP Review

CBT

CBT

Priority Date of Invention CBT
Prior Art Introduction - Eugenia Jones

CBT

TC 1700 Interviews CBT
Types of Applications

CBT

Understanding Patent Applications

CBT

Formalities CBT
35 USC 103 Part 2 CBT
35 USC 112 Second Paragraph CBT
35 USC 103 - Part 1 and History of 35 USC 103
35 USC 112 - 1ST Paragraph
Compact Prosecution
PCT - Introductio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371 Applications Pt 1
371 Applications Pt 2
35 USC 112 - 6th paragraph1
See each training programs we provided before.
Procedures for Prior Art Search
Procedures for Prior Art Search (Practice)
Overview of IPC, F1 and F terms
JPO
Status and Future of Japan Surrounding IPR
Flow of Patent Examination
Procedures for Patent Examination
Overview of Practical Patent Examination
Searching in Chinese and Korean patent documentation
EPO
Trimaran software (offers a single examiner dossier containing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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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ity required to complete both Search Reports and Written
Opinions, as well as all other examiner actions.)
P & E documents (Priority rights)
SIPO

Analysis

All IP5 offices, except SIPO, include e-learning courses in their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while USPTO has the largest number of e-learning courses.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c)

What portion of the examination-related training is taken up by the e-learning

courses?
① less than 10%

② less than 30%

③ less than 50%

④ 50% or more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②

-

①

①

-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c)

Are you planning to increase or decrease the portion of the e-learning?

① increase

② decease

③ maintain the current portion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①

①

①

Analysis
The response from USPTO was somewhat distanced from the question by answering
"E-learning for newly hired examiners is used solely for make-up. E-learning is offered as
an option for most other training."
However, USPTO’s e-learning courses take up a greater portion of the new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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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 than those of KIPO, JPO and EPO.
Considering that all IP5 offices, including SIPO, which has no e-learning course, and
USPTO, which has the most number of e-learning courses, plan to increase the portion
of the e-learning, it can be inferred that future strategies includ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off-line courses with the e-learning courses.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d)

Which e-learning courses are the most effective?
Answer
At KIPO, the course on the 2009 amendments to the Patent Act is

KIPO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Many of the USPTO e-learning courses are deemed effective. We do
USPTO
not compare the courses to one another.
JPO

How to search prior arts i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EPO

no data available

SIPO

Analysis

As discussed with the question 5(d) above, it is believed that e-learning courses are
more or less effective. It is also believed that e-learning courses, which allow training
without being less bound to the time and location than off-line courses, will be gradually
utilized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of each IP5 office.

- 191 -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e)

Do you video off-line lectures on patent examinations and make the recordings

available to examiners?
① Yes

② No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②

②

②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f)

Describe any existing off-line courses that you plan to provide as e-learning

courses in the future.
Answer
KIPO plans to expand e-learning courses by videotaping off-line lectures
KIPO

and later provide the clips as e-learning courses. However, the decision on
which courses to video has not been made.

USPTO

Many of the USPTO CBTs are recorded this way.

JPO

Under consideration.

EPO

not defined yet

SIPO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g)

If you answered "yes" to (f), list all the recorded training courses.
Answer
KIPO videos off-line courses on the Civil Law, the examination practices

KIPO

of other countries, and the Patent Act and makes the recordings available
to examiners.

USPTO

See attached list in 5 (b).

JPO

-

EPO

-

S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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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KIPO and USPTO current record the off-line lectures and make them available in their
e-learning courses. Particularly, USPTO has been already providing its CBTs through this
way.
JPO, EPO and SIPO are neither recording their off-line lectures to provide these
lectures as training material nor planning to do so.
However, as discussed in the question 5(d), all IP5 offices are positive about the effect
of the e-learning courses, it is believed that JPO, EPO and SIPO will be positive about
recording their off-line lectures and providing these lectures as e-learning material in the
future.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h)

Do you have any courses that blend off-line lectures with e-learning courses?

① Yes

② No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②

②

②

②

Question
5. E-learning courses on patent examinations
(i)

If you answered "yes" to (i), list the blended courses and indicate the ratio of

off-line lectures to e-learning lectures.
Answer
KIPO’s e-learning case study course on patents and utility models is a
KIPO

prerequisite for enrollment in the experienced examiners training course.
The ratio of off-line lectures to e-lectures is 8:2.

USPTO

-

JPO

-

E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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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O

Analysis

It is found that KIPO is the only IP5 office that offers any blended course.
Blended courses should be recommended more, considering that: i)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is conducted step by step; and ii) an e-learning course taken previously
can be a prerequisite for future training.

Question
6. OJT
(a)

The JPO and the USPTO have OJT periods that vary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level or training score of the trainees. Do you have any criteria besides the educational
level and training score for determining the length of the OJT period?
① Yes

② No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②

②

②

②

Question
6. OJT
(b)

If you answered "yes" to (a), describe the specific criteria.
Answer
At KIPO, the director general of an examination bureau can approve th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of an examination division to reduce the

KIPO
OJT period of a new examiner who has demonstrated excellent
performance.
USPTO

-

JPO

-

EPO

-

S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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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t is found that KIPO has a more flexible policy of reducing the length of OJT.

Question
6. OJT
(c)

What are the assessment criteria for an OJT trainee? Multiple answers are

acceptable.
① the level of examination quality
② the number of examination cases processed
③ the number of hours in training
④ evaluation by the mentor examiner
⑤ other criteria
Answer
KIPO

USPTO

JPO

EPO

①, ② ④

①, ②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④

SIPO
①, ②, ④ ⑤
(Oral Test)

Analysis
The trainee assessment is done during the probationary period, which lasts for 1 year
form entry in the Office, by her/her director after 6 months and 1 year and it is based
on the criteria (1), (2) and (4) above.
SIPO responded that oral test was a criterion for assessing the achievement of a
trainee.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assessment by the trainer, i.e., the
mentor examiner, naturally includes oral responses of the trainee during the practical
training.

Question
7. Training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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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at training do you offer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① special training course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② general training courses that include related topics
③ no training offered
④ other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③

①, ②

①, ②

③

Analysis

EPO responded that a general overview of other nations’ patent laws is
provided, but it is believed that general training on other patent systems is
provided if there is no particular topic related to the patent system of each
respective EPO nation.
JPO and EPO responded that they have a course about the patent system of other
nations and related topics are dealt in the course.
Based on the curriculum provided by EPO, it would be possible that the patent laws of
other nations are handled in a related course, but it was found that no separate course
is included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In JPO, there is no course in the Assistant Examiner Course, but the First-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which is designed for experienced examiners, includes 2
hours of US patent system and 2 hours of European patent system.
Considering the object of the task, it is deemed that more training on other nations’
patent systems is required.
Question
7. Training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b)

What is the biggest obstacle in offering training courses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① lack of accurate information for the preparation of training material
② lack of experts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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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other (loss of production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③
①, ②, ③
no obstacle at
①, ②

(loss of

①, ②

the level of the

production)
courses delivered
Analysis
Although EPO responded that there was no obstacle, it is presumed that this response
was under the premises that training is provided on a general overview of other patent
systems only, as indicated in the response for the question 7(a).
It seems to be common that IP5 offices do not have adequate information and experts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nations.
Based on the response, it can be inferred that USPTO feels less need for training on
other nations’ patent systems.

Question
7. Training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c)

What kind of material is needed most for training examiners on the patent

systems of other countries, and why?
① material for the comparison of patent laws (reason:
② material for the comparison of examination guidelines (reason:

)
)

③ material for the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of recent patent trial cases

(reason:

)

④ other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②

-

①, ②

not applic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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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eferring to KIPO’s response, it can be inferred that proper understanding of guidelines
of other nations’ patent laws is necessary for utilizing the examination results of other
patent offices.
Moreover, JPO responded that it would not need to compare the patent laws of other
nations.
According to EPO’s response, EPO presents a general overview of other nations’ patent
systems, and thus would not need additional material.

Question
8. Continued training on technologies
(a)

Do you provide continued training on technologies for experienced examiners?

((1) at KIPO)
① Yes

② No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①

①

①

Question
8. Continued training on technologies
(b)

If you answered "yes" to (a), how often do you provide the training?

① every year
of the trainee

② every 2 to4 years

③ every 5 years or more

④ at the discretion

⑤ other
Answer

KIPO

USPTO

JPO
④, ⑤

④

①, ②

EPO
①

SIPO
⑤

(enrolment at the (enrolment at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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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irector and/or

director and/or

the trainee)

the traine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ponses by IP5, USPTO, EPO and SIPO basically provide technical
training to experienced examiners every year, but it seems that the frequency can be
flexible at the request of the trainee in KIPO, JPO and EPO.
Referring to the question 6(c), which is related to reducing the length of OJT, KIPO
seems to be more flexible to the opinion of the trainee.
It is interesting that the trainer’s input is also reflected in JPO and EPO.

Question
9. Training manual for off-line lectures on patent examinations
(a)

Who drafts the training manual?

① lecturers of the corresponding training courses
② editorial staff (inside experts only)
③ editorial staff (outside experts only)
④ editorial staff (inside and outside experts)
⑤ other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④

②, ④

②

⑤
①

we do not
provide a manual

Question
9. Training manual for off-line lectures on patent examinations
(b)

Is there a process for reviewing the draft version of the training manual?

① Yes

② No
Answer

KIPO

USPTO

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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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SIPO

①

①

①

①

①

Question
9. Training manual for off-line lectures on patent examinations
(c)

If you answered "yes" to (b), who participates in the review process?

① inside experts only
② outside experts only
③ inside and outside experts
④ others
Answer
KIPO

USPTO

JPO

EPO

SIPO

①

①

①

①, ④

①

Analysis
Inside/outside lecturers and inside/outside drafting experts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of the training manual for off-line lectures of IP5. In the case of KIPO, no review may be
given for conventional training manuals that are not revised, but review by professor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is required for revised or
newly-drafted training 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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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Requested of Individual IP5 Offices
USPTO
10. How do you conduct the mock interview in the Patent Examination 201 course? Is
it role play, as in the case of the EPO and the JPO, or is it a scripted interview observed
by new examiners? Please provide us with the training materials and plan of the course.
The training plan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raining course. If there
is no training plan, describe the number of instructors,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the
instructors, the selection criteria of training topics, the training procedure, the evaluation
method, the number of trainees, the role of the trainees,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USPTO’s answer
The mock interview is conducted in Patent Examination 101. It is done during week 1
of the training. The examiners are provided a mock application and limited information.
They are assigned to write an action on the application and prepare for the interview.
Then the attorney’s role is played by in-house experts. We have no material to share.

JPO
10. Please provide the training materials and plans for the discussion-based training
courses (namely, the Special Course – Novelty; and the Second Year Examiner Training
Course – First and Second Case Studies on Practical Examinations) and for the role
play–based training course (Applicant Interview in the Third Year Examiner Training
Course). The training plan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raining
course. If there is no training plan, describe the number of instructors,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the instructors, the selection criteria of training topics, the training procedure,
the evaluation method, the number of trainees, the role of the trainees,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11. Your training course titled Examination Application Capability Training 2, in which
experienced examiners, patent attorneys and corporate IP specialist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 discussion, is a very unique course that is not found in any other patent
office. Please provide us with the training materials and plan of the course. Th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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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raining course. If there is no
training plan, describe the

number of instructors,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the

instructors, the selection criteria of training topics, the training procedure, the evaluation
method, the number of trainees, the role of the trainees,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JPO’s answer
Materials: We cannot provide the materials under the existing circumstances.
Plans: See each program we provided before or attached excel file.

EPO
10. The role plays used in Course F, Chairing Oral Proceeding in the Opposition
Procedure and Coaching Colleagues, represent a unique training method found only at
the JPO and the EPO. Coaching Colleagues, in particular, is not found in any other
patent office. Please provide us with the training material used in each training course as
well as the training plan used for each training course. The training plan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training course. If there is no training plan, describe the
number of instructors,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the instructors, the selection criteria
of training topics, the training procedure, the evaluation method, the number of trainees,
the role of the trainees, and the effect of the training.
EPO’s answer
Same as the file provided before.

SIPO

10. Your training module on the basic functions of a substantial examination is
designed to enable new examiners to perform a mock substantial examination.
We understand the course is made up of lectures and assignments but please
describe the course in detail.
SIPO’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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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materials provide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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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 of Comparison of Responses by IP5

1. Common Training
A. E-learning
All IP5 offices are positive about the effect of e-learning courses and plan to increase
the portion of e-learning courses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Moreover, they
plan to record off-line lectures and provide these recorded lectures in e-learning
courses.

B. OJT
IP5 offices, except USPTO and JPO, have inter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OJT, and
consider the quality of examination, number of examinations processed and evaluation
by the mentor examiner for the assessment of achievement of the trainee.

C. Technical Training
All IP5 offer technical training for experienced examiners, although the frequency and
method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D. Off-line Training Manual
All IP5 offices require their training manual be reviewed, at a minimum level, by their
inside experts.

2. KIPO
A. Blended Learning
KIPO is the only IP5 office that runs blended learning courses, in which off-line lectures
and e-learning courses are combined. For instance, completion of Case Study on Patents
and Utility Models is a perquisite for enrollment of Experienced Examiner Training
Course. The ratio of off-line lecture to e-learning is 8 to 2. As KIPO-published
"Benchmarking of Examiner Training of the EPO, JPO, KIPO, SIPO and USPTO"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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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s blended learning, in which off-line lectures are linked to the effects of
e-learning, it seems that KIPO is pioneering in this area.

B. Training on Patent Systems of Other Nations
Through the question 7(a), it is found that KIPO, JPO and EPO provide training on the
patent system of other nations.
EP, however, only offers a general overview of other patent systems (refer to the
question 7(a)) and deals with the topic in related courses, without a separate course
dedicated to the topic.
In JPO, the course on other patent systems is not included in the Assistant Examiner
Course or First/Latter-period Training of Examiner Course, but is included in the Training
Course for Examination Application Capability 1, which is for experience examiner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KIPO tri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its
Patent Laws and examination methods by training on patent systems of other nations in
the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C. Additional Training in conjunction with Outside Universities
It should be noted that KIPO provides technical training that is not included in its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by utilizing KAIST ITC.

D. Flexible Length of OJT
KIPO manages more flexible length of OJT than other IP5 offices, by allowing the
reduction of OJT length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of the examination
division and the approval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examination bureau when the
trainee requests the reduction of the length of OJT.

3. USPTO
A. Most E-learning Courses among IP5 Offices
(A) KIPO (3 courses), USPTO (40courses), JPO (7 courses), EPO (3 courses), S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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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B)

As increase in the portion of e-learning courses is in the plan for all IP5
offices, including SIPO, which currently has no e-learning courses, and KIPO,
which has the greatest number of courses, the present limitations of off-line
lectures would be overcome by e-learning courses.
E-learning Courses Offered by USPTO
Federal Circuit Opinions Affecting USPTO

Determination of Original Classification CBT Practice: Key Cases of 2008 CBT
Double Patenting CBT

Claim Interpretation Module I CBT

Restriction Practice CBT

Claim Interpretation Module II CBT

KSR Training CBT

MPEP Review

Federal Circuit Opinions Affecting USPTO

Priority Date of Invention CBT

Practice: Key Cases of 2007 CBT

CBT

Prior Art Introduction - Eugenia Jones

TC 1700 KSR Examples Training CBT

CBT

Mechanical Classification CBT

TC 1700 Interviews CBT

KSR Mechanical Training for TC 3600 CBT

Types of Applications

TC 1700 Restriction Practice CBT

Understanding Patent Applications

KSR Examples TC 1600 CBT

Formalities CBT

Case Reporting Part I CBT

35 USC 103 Part 2 CBT

KSR 132 Declarations TC 1600

35 USC 112 Second Paragraph CBT

Case Reporting Part II CBT

35 USC 103 - Part 1 and History of 35

Written Description CBT

CBT
CBT

USC 103

TC 1700 KSR CBT UPDATE

35 USC 112 - 1ST Paragraph

Federal Circuit Review

Compact Prosecution

Pre-Examination Process

PCT - Introduction

First Action Interviews TC 2100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Obviousness Double Patenting CBT

371 Applications Pt 1

Homology Training CBT

371 Applications Pt 2
35 USC 112 - 6th paragraph1

(C) USPTO has been recording its off-line lectures to make them available in e-learn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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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raining Manual for Off-line Lectures
Although there were various responses by KIPO, JPO, EPO and SIPO with respect to
the question 9(a), USPTO uniquely does not provide any training manual to the
trainer. However, based on the response to the question 9(b), USPTO has the
training manual prepared by inside experts but does not provide the manual to the
trainer.

4. JPO/EPO

Although USPTO, EPO and SIPO provide technical training to experience examiners
every year, it is found that KIPO, JPO and EPO are flexible about the interval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by the trainee. JPO and EPO, however, reflects the
trainer’s input also to determine the frequency of technical training to experienced
examiners.

5. SIPO

A. Additional Training in Conjunction with Outside Universities
While KIPO provides additional technical training that is not included in its new
examiner training course through KAIST ITC, SIPO provides additional training on
politics, laws and languages through China University.

B. Oral Test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inee in OJT
General evaluation criteria for the OJT trainee include the quality of examination,
number of examinations processed and evaluation by the mentor examiner. It is
specially noted that oral test evaluation is one of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trainee in SIPO. It would be possible that the evaluation by the trainer in the OJT, in
which the trainer (i.e., the mentor examiner) provides practical training to the tra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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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the trainee’s responses to the trainer’s questions during the course of O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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