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 4.

특 허 청
특허심사제도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서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전담인력 및 조직
의 운영에 따른 처분기준을 완화 및 개선하여 별표에 마련하고,
「특허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
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사항을 관련된 별지 서식
에 반영하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및 복수디자인출원제도
개선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련된 별
지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특허(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수취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변경사항을 관
련된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정보 변경절
차의 개선 및 국제적인 처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된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3. ～ 2014. 4. )
3) 행정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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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제

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2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
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
식,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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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2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
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
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58조의2제1 지정취소
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 항제1호
은 경우
나.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58조의2제1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항제2호
하게 된 경우
(1)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업무정지 지정취소
따른 문헌 및 장비를 확보
6월
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3월
6월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전
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
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
지 아니한 때에 한정한다)
(3)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이
3월
6월
특허청장이 의뢰한 업무
(영 제9조제11호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외
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4) 영 제8조의2제1항제3호
3월
6월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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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위임장
(앞쪽)

【수임자】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
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위임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위임사항】

【위임일자】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 기재요령 제6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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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
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8조 및 「상표
법」 제5조의5).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위임장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수임자】란
수임자가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에 특허법인・특허
법인(유한)의 명칭을 적고, 【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를 적으며,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예]【수임자】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2.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
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란은 수임자가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출원번호 등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번호 등】란의 다음 행에 【발
명의 명칭, 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란을 만들어 해당 사항을 적
고, 디자인의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출원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에 관한

해당 번호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특허(등록)번호】

기재례
10-2007-1234567
10-123456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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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일련번호(2자리)
관한 【기술평가청구번호】

절차
기술평가청구에
절차

국제상표등록출원에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관한 절차
디자인의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국제출원에 【특허청참조번호】

관한 절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심판에 관한 절차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2007-1234567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KR-2014-3123456
30-2007-123456
56-2007-1234567
2007-당-123456

3. 【위임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위임자가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
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
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
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
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위임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
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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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
령 제1호를 참조하여 위임자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
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다. 공통
(1) 【위임자】란의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과 같이 위임자와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위임
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 【위임사항】란
위임사항은 다음 예 1과 같이 일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임사항별로 특정하여 작성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적습니다.
[예 1] 【위임사항】
1.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2. 특허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3. 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예 2] 【위임사항】
1. 특허출원의 취하 및 포기
2. 복대리인의 선임
3. 변경출원서의 제출
5. 【위임일자】란
【위임일자】란은 위임자가 수임자를 선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 참고: 이 위임장은 위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다른 서식
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위임장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만 해당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나. 위임장의 서식 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
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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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임장의 서식 중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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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앞쪽)

【신고 구분】□ 대리인 선임
□ 복대리인 선임

□ 대리인 해임

□ 대리인 사임

□ 복대리인 해임

□ 복대리인 사임

□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 포괄위임 원용 제한

□ 대표자 선임

□ 대표자 해임

□ 서류송달 대표자 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
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신고대상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 서류송달 대표자)】
【성명(명칭)】
【대리인코드(출원인코드)】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기재요령 제8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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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고 구분 및 관련 규정
신고 구분

관련 규정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리인 사임,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 복대리인 사임,

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또는 복대리인 위임사

8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

항 변경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
포괄위임 원용 제한

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

대표자 선임, 대표자 해임

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와 제89
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

서류송달 대표자 선임

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
표법 시행규칙」 제11조

※ 포괄위임을 등록,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
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를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신고서 제출

⇒

관련 부서 이관

접수 및 접수증

⇒

발급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신고 구분】란
신고 구분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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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
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
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
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
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
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
(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
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1)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사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인】란 중 【출원인코드】란을 【대리
인코드】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2)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선임된 대리인", "선임
된 대표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3)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
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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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의 【성명(명칭)】, 【대리인
코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적습니다.
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마.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
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리인 사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 복대리인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다음 예
와 같이 2 이상의 사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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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 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
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국제등록번호】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국제등록번호】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특허청참조번호】
절차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KR-2014-3123456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8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제조방법
나.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발명의 명칭】란을 만들고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힌 것과 동
일한 발명의 명칭을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
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
표등록인 경우에는 【상품(서비스업)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는 다음 예 2와 같이 첫 번째로 적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적고, 상품(서비스업)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습니다.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경우
에는 국제출원서나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영문 물품명칭을 적습니다.
[예 1]【사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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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 【상품(서비스업)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5. 【신고대상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 서류송달 대표자)】란
가. 신고대상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인 경우
(1)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 해임 또는 위임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
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이 경우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포괄위임등록
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
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
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예] 【신고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포괄위임등록번호】
(2)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대리인】란을 삭제합니다.
나. 신고대상이 대표자인 경우
【신고대상 대표자】란에 대표자의 【성명(명칭)】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습니다. 【신고대상
대표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기재요령 제2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다. 신고대상이 서류송달 대표자인 경우
(1)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서류를 송달받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출원인(대리인)코드
를 적습니다. 【신고대상 서류송달 대표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기재요령 제2호를 참조
하여 작성합니다.
[예 1] 2인 이상의 출원인 중 어느 한 명을 서류송달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신고대상 서류송달 대표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예 2] 2인 이상의 대리인 중 어느 한 명을 서류송달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신고대상 서류송달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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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대리인코드】
(2) 서류송달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송달할 서류는 그 서류송달 대표자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송달받을 자 전원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송
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라도 송달받을 자 전원에게 송달합니다.
6.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란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면서 먼저 선임된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란에 해임하는 대리인(복
대리인, 대표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이 경우 해임하는
대리인(복대리인)이 포괄위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포괄위임등록번
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해임하려는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없는 경
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
【성명(명칭)】
【대리인코드(출원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선임,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대표자 선임 및 대표자 해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서와 복대리인 선임확인서(아래 참조) 각 1통(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확인서
본인은 신고서에 적힌 사건(사건번호: 00-0000-0000000)에 대한 복대리인의 선임이 의뢰인의
위임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복대리인의 선임이 의뢰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
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리인 ○○○

(3)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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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대표자 선임증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
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취지】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선임일자】
【출원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4) 서류송달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자(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전원의 서명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합니다.
확인서
본인은 신고서에 적힌 사건(사건번호: 00-0000-0000000)에 대한 서류송달 대표자의 선임이 출원
인(대리인)간 협의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임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특허권자) ○○○
○○○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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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
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
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함)와 동일한 내
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
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
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
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
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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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만 제출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
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사용합니다.
바. 이 서식에서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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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앞쪽)

【구 분】 □ 포괄위임등록 신청 □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 포괄위임등록 철회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변경,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5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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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조의2,

포괄위임등록 신청

제출인이 신규로 포괄위임사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

포괄위임등록 철회

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을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철회하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ㆍ변경신청서
ㆍ철회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
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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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
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또
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
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

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복대리인의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의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적습니다.
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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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마.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 【등록(변경, 철회)대상 대리인】란
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의 경우
신규로 포괄위임하려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
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
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선임하려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모두 적습니다.
[예 1]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예 2]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포괄위임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그 대상이 되는 기존 대리
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코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포괄위임사항 변경
의 대상이 되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모두 적습니다.
[예 1]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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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대리인의 포괄위임등록번호)
[예 2]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포괄위임등록 철회의 경우
철회하려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코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철회
할 대상이 복대리인인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 【선임대리인】란을 만들
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을 적습니다. 철회대상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
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위임장 1통(포괄위임등록신청 및 포괄위임사항 변경 시에 한정하되, 포괄위임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포괄위임사항을 적음)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
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포괄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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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포괄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
니다. 다만, 포괄위임장은 전자적 이미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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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포괄위임장을 제외한 첨부서류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포괄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이 위임사항[코드번호(A01, A02, B01…)]을 적고 기명한 후 서명 또
는 날인합니다. 다만,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는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그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포괄위임장
○○○(출원인코드: 0-0000-000000-0)은 변리사 ○○○(대리인코드: 0-0000-000000-0),
변리사 ○○○(대리인코드: 0-0000-000000-0), 변리사 ○○○(대리인코드: 0-0000-000000-0),
…를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 다음 A01.
A02.
A04.
A05.
A06.
A07.
A08.
A09.
A10.
A11.
A12.
A13.
A15.
A16.
A18.
A19.
A20.
A21.
A22.
A23.
A24.
A25.
A26.
A27.
A28.
A29.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특허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특허출원의 포기
특허출원의 취하
특허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특허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특허출원에 기초한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주장
특허출원에 기초한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취하
특허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의 청구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의 제공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특허이의신청의 취하
특허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특허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특허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특허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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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
B02.
B04.
B05.
B06.
B07.
B08.
B09.
B10.
B11.
B14.
B17.
B19.
B21.
B22.
B23.
B24.
B25.
B26.
B27.
B28.
B29.
B30.
B31.
B32.
B33.
B34.
B35.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실용신안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취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실용신안권의 포기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취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관련 모든 절차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취하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의 청구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C01.
C02.
C04.
C05.
C06.
C07.
C08.
C0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C19.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디자인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
디자인등록출원의 취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취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5에 따른 정보의 제공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디자인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디자인등록이의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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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C21.
C22.
C23.

디자인등록심판에
디자인등록심판에
디자인등록심판에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모든 절차
심판청구의 취하
신청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8.
D0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8.
D19.
D20.
D21.
D22.
D23.
D24.
D25.
D26.
D27.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상표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상표등록출원의 취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상표권의 포기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취하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관련 모든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상표등록출원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상표등록출원이의신청의 취하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 제외) 상호간의 변경출원

E00. 상표의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관련된 본국관청에 관한 모든 절차
F00.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
20XX. X. X.
위임자

(서명 또는 인)

6.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
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시(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시,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
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
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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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제출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제출인 인감(서명)】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그 밖의 사항】 □ 전입신고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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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가. 이 서식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
허청 고유번호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5조의26).
나. 한편,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
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4, 「실용
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및 「상표법」 제5조의28).
다.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서식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
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
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
13조).
라. 특허청은 본 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발명
ㆍ고안 등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관련 규정: 「특
허법」 제1조, 「실용신안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 제1조, 「상표법」 제1조).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릅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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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1)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에 성과 이름 순서로 공백
없이 적으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출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국문표기】 및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2) 제출인이 외국인(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두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
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명칭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명칭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고 【명칭의 영문표기】란은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예 1] 외국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예 2]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명칭의 국문표기】 에이에스디 코퍼레이션
【명칭의 영문표기】 ASD corporation
나. 【제출인 구분】
“국내 자연인”, “외국 자연인”, “국내 법인”, “외국 법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
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주민등록번호】
제출인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
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한편, 이 난을 삭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제출인이 국내 주소가 있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
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
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인이 국내 법인 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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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제출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
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ㆍ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
다.
5) 제출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적
습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마. 【우편번호】 및 【주소】
1)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우편번호】
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
소】란에 적고,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2) 【주소】란에 적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주소】란의
다음 행에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송달장소의 주소】란을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만 적을 수 있으며, 【주소】
란의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3)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행에 【국적】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어야 합니다.
바. 【전자우편주소】
출원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
송내역,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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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전자문서 이용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음)
를 받아 마감기한에 대한 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 【휴대전화번호】
출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
송내역,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출원인
의 동의(전자문서 이용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음)
를 받아 마감기한에 대한 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제출인 인감(서명)】
1) 인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란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
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고, 서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서명】란에 가
로 4㎝ × 세로 4㎝의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 선명하게 서명합니다. 인감과 서명을 같이 등록하
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 및 서명】란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 및 서명 날
인란을 각각 만들어 선명하게 날인 및 서명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서명)】란을 삭제합니다.
2)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서명)】란을 만
들어 【제출인 인감(서명)】란과 같은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제출인 인감(서명)】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
식은

컬러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1)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
인감】란을 삭제하고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
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
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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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
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
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
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란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출원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건이 없거
나 계류 중인 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10-1998-1234567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포괄위임등
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어 이를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그 밖의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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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 부여신청과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
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
명의인의 주소표시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
√)합니다. 그 밖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십시오.
[예] 【그 밖의 사항】 □
√ 전입신고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
변경 신청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인 구분에 따른 다음 항목의 증명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참조)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중 1통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통
라)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해당주무관청의 명칭ㆍ주소
변경증명서’ 또는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 선언서’ 중 1통
마)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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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
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
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
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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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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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앞쪽)

【구 분】□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출원인코드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
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변경(경정, 정정)내용】
(【변경(경정, 정정)항목】)
【변경(경정, 정정)전】
【변경(경정, 정정)후】
【변경(경정, 정정)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기재요령 제8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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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
출원인코드 정보 및

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

하려는 경우

(경정)

-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서명ㆍ인
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실용신안법 시
행규칙」

제17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

칙」 제14조,「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는 경우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
출원인코드 정정

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실용신안법 시
행규칙」

제17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

칙」 제14조 및「상표법 시행규칙」 제14
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
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
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
- 38 -

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
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
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
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
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에는 “출원인”,
"국제출원인", “심사청구인”, “등록명의인” 등으로,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후 출
원인”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
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 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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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
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나.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
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란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출원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
한 절차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디자인의

해당 번호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일련번호(2자리)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국제출원에 【특허청참조번호】

기재례
10-2007-1234567
10-1234567-00-00
20-2007-1234567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KR-2014-3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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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절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심판에 관한 절차

30-2007-123456
56-2007-1234567
2007-당-123456

5. 【변경(경정, 정정)내용】란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경우
(1) 【변경(경정)항목】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변경(경정)하려는 항목을 적고, 【변경(경정)전】란
에는 변경(경정)전의 해당사항을, 【변경(경정)후】란에는 변경(경정) 후의 해당사항을 적고, 변
경(경정)항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예] 【변경(경정)항목】 주소
【변경(경정)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45번지
【변경(경정)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42-1번지
(2)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경정)전】란을 삭제하고, 【변경(경정)후】란의 다
음 행에 가로 4㎝ × 세로 4㎝의 서명란 또는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변경 후의 서명 또는 인
감을 선명하게 서명 또는 날인하며, 서명 또는 인감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칼라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나.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경우
(1) 【정정항목】란은 삭제하고, 다음 예와 같이 【정정전】란 및 【정정후】란의 다음 행에 【성
명(명칭)】 및 【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정정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
당란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예] 【정정내용】
【정정전】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정정후】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2) 【정정전】, 【정정후】란의【성명(명칭)】, 【출원인코드】란에는 각각 정정 전과 정정 후 출
원인의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원인코드를 적고, 디자인의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적은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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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경정, 정정)원인】란
【변경(경정, 정정)원인】란에는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이유 또는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제출
인 구분에 따른 다음 항목의 서류 1통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성명을 개명한 경우) 또는 인
감증명서 중 1통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통
(라)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해당주무관청의 명칭ㆍ
주소변경증명서’ 또는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 선언서’ 중 1통
(마)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2)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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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
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
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 제 출 되 는 전 자 적 이 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
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
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
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
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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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중 출원인 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
정)은 출원인코드의 정보변경(경정)과 함께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변경(경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
이 같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인코드의 정보와 등록명의인이 같은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는 일괄하여 변경(경정)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경정)하려면 최초 신청 시에는 이 서식 대신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
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을 사용하고, 그 후의 신청 시에는 이 서식을 사용합
니다.
마.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중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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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철회)서
(앞쪽)

【구 분】□ 전입신고에 따른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신청
□ 전입신고에 따른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철회
【제출인】
【성명】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4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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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
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
동변경 신청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
동변경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
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등록명의인 주소표시를 자동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출원인코드 정보 및

출원인코드 주소정보 및 등록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등록명의인 표시 자

명의인 주소표시의 자동변경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동변경 철회

철회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철회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제출인)

(특허청)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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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성명】란에는 출원인코드 상의 한글 성명을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다. 공 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
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 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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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3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
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
정한다)가 같을 때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와 같은 내
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
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 제 출 되 는 전 자 적 이 미
지 형 식 은 해 상 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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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
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을 하면 출원
인코드의 주소정보 변경과 동시에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도 변경됩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특허
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하려면 우선 「특허
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으로 일괄변경을
신청하고, 그 후 이 서식에 따라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의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서식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을 신청하더라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에 따라 별도의 주소지로 서류를 받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변
경되는 출원인코드 정보 또는 등록명의인 표시 상의 주소가 아닌 그 별도의 주소지로 서류가 송
달됨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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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앞쪽)

【제출구분】 □ 전자문서첨부서류

□ 전자적기록매체

□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
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접수)번호】)
【제출할 서류(물건)】
【반환희망여부】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기재요령 제9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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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제출구분

내

용

관

전자문서

서류의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못

첨부서류

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적기록

규

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실용신안법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체

련

제17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14조ㆍ제15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견본
서류(견본,

등 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물건, 증거물건)

심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ㆍ제63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27조ㆍ
제28조ㆍ제75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13

경우

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76조

※ 이 서식은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물건제출서
제출

⇒

(제출인)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특허심판원)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특허심판원)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
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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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
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또
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선임된 대리인", "선임
된 대표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
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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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
호, 심판번호)】란
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전자적기
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적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출원에 관한 절차

해당 번호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 【기술평가청구번호】
차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국제등록번호】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국제등록번호】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특허청참조번호】
절차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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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10-2007-1234567
20-2007-1234567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KR-2014-3123456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번호】
2007-당-123456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 기술평가청구번호, 이의신청번호 및 특허청참조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9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심판에 관한 절차

나.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
들어 제출하는 서류(또는 물건)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접수)번호】란
가. 전자문서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접수번호
를 적습니다.
나.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통지서의 발송번호
를 적습니다.
6. 【제출할 서류(물건)】란
가. 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제출할 물건】란에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제출할 전자적기록매체를 적습니다.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CD-R(Compact Disk Recordable)"로 적습니다.
(2) 【제출할 물건】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 1과 같이 【제출목록】란을 만들어 제출할 전자적기
록매체의 일련번호, 제출인, 권리구분, 출원(등록, 심판, 국제등록)번호, 서류명, 발명(고안)의
명칭, 첨부서류 및 수수료 등 상세내용을 적으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으로, 출원(등록, 심판, 국제등록)번호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로
바꾸어 적습니다.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파일이름 및 파일크기를 추가로 적
습니다. 플로피디스크부본의 최종본인 경우에는 "출원번호 00-0000-0000000의 최종본 플로
피디스크"라고 적습니다.
[예 1] 【제출목록】
일련번호

1

2

정약용
특 허

장영실
특 허

출원서
내연기관의 점화점
1.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위임장 1통
34,000원

출원서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
1.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위임장 1통
24,000원

내 용
제 출 인
권 리 구 분
출원(등록, 심판,
국제등록)번호
서 류 명
발명(고안)의 명칭
첨 부 서 류
수 수 료

[예 2] 【제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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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

2

정약용
국제출원(PCT)

장영실
국제출원(PCT)

REQUEST
Drug Signatures
1.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 각 1통
2. 위임장 1통
34,000원
Drug Signatures
110KB

REQUEST
Bending Machine
1.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 각 1통
2. 위임장 1통
24,000원
Bending Machine
32KB

내용
제 출 인
권 리 구 분
출원(등록, 심판)번호
서 류 명
발명(고안)의 명칭
첨 부 서 류
수 수 료
파 일 이 름
파 일 크 기

나. 제출하는 서류명, 견본명, 물건명 또는 증거물건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 서식에 첨부하며, 제
출할 서류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제출할 서류】 위임장,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생물기탁증
다. 별도의 제출서식이 정해진 첨부서류(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보정서 번역문, 설명서 번역문 등)는 해당 서식(서류제출서 등)을 이용합니다.
7. 【반환희망여부】란
【제출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선택한 경우에만 제출한 서류의 반환
희망여부를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또는 물건은 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참조하여 제출
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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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용
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사용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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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앞쪽)

【신청구분】□ 반려요청

□ 반환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특
허청참조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접수)번호】
【반려(반환)대상 서류명】
【반려(반환)서류 수령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기재요령 제9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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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구분

내

용

관

반려이유를 통지받고 소명기간 내에
반려요청

소명 없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으
려는 경우

련

규

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

반환신청

심판에서 심리종결을 통지받고 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한 서류를 반환받으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
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
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
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
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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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
(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5)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선임된 대리인", "선임
된 대표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
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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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
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
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디자
인보호법」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한
함)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절차

관한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국 제 상 표 등 록 출 원 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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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34567
2007-당-123456
PCT/KR2007/123456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특허청참조번호】
관한 절차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KR-2014-3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56-2007-1234567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접수)번호】란
반려이유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거나 반환받으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6. 【반려(반환)대상 서류명】란
반려(반환)받으려는 서류의 명칭을 적습니다.
7. 【반려(반환)서류 수령방법】란
가. 반려서류 또는 반환서류의 수령방법을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
(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3호, 제4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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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
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
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서류반려ㆍ반환신청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서류반려ㆍ반환신청의 서식 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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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서류반려ㆍ반환신청의 서식 중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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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
(앞쪽)

【보정구분】□출원서 등 보정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정정명세서 등 보정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보정(보충)할 서류】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보정(보충)방법】
【보정(보충)내용】
(【기타사항】 □재심사청구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료】

원

(【재심사청구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 참조)
* 기재요령 제13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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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보정구분 및 관련 규정
보정구분

내

용

관련 규정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書旨)사항
을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28조ㆍ
제40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10조의3ㆍ제17조

명세서 등 보정

출원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
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실용
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의신청서
보정

등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
칙」 부칙 제3조 및 산업자원부령 제383
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심판청구서
보정

등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실
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청구서
보충

등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
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
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실
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의신청절차, 기술평가절차, 무효심판
절차, 정정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
판절차에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산업
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
칙」 부칙 제3조ㆍ제4조

정정명세서 등
보정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보정구분】란
보정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출원서 등 보정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명세서 등 보정(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원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 안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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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합니다.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명세서 등 보정(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정정명세서 등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 안에 표시(예: ☒)하고, 심판
청구와 관련된 정정명세서 등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
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
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
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
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
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각각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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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
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
여 작성합니다.
5.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란 또
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국제출원번호】란은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과 동시에 국내단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때에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
구서 등 보정 중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
록)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를 적고, 【심판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기술평가청구번호】
절차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2007-1234567
PCT/KR2007/123456
2007-당-123456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13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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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
를 적습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1-1-00-1234567-12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7. 【보정할 서류】란
보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에는 【보정할 서
류】란을 【보충할 서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예] 【보정할 서류】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8. 【보정할 사항】란
가. 출원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또는 심판청구서 등 보정(보충)의 경우
(1)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유예희망시점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5)개월
(2)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발명자의 【주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며,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
위로 적습니다.
[예】【보정대상항목】발명자, 우선권주장, 첨부서류 등
(3) 【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으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
의 보정방법을 적으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여러 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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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식별항목(발명자, 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4) 【보정내용】란에는 보정대상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으며, 보정대상항목이 반복
되거나 소항목(발명자, 우선권주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의 내
용을 모두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정
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보정대상항목】 기타사항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5) 출원인 또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
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의 출원
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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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열목록이 수록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
정내용을 반영한 전체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합니다.
나. 명세서 등(요약서, 도면 포함)의 보정 또는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1) 【보정할 사항】란의 【보정대상항목】 및 【보정방법】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보정대상
출원의 종류 및 출원일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보정단위 및 보정방
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2)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
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정정명세서 등을 보
정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모
두 삭제하고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을 첨부합니다.
(3) 별지에는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
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번호 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9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9
【보정방법】 삭제
(4)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
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
내용】란에 식별번호를 우선 적은 후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으며,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보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
는 【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고 적고, 【보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
단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식별항목 【기술분야】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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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 ○○○○○○○○○○○○○○○○○○○○○○○○○○○
(5) 다음의 식별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고, 하위 식별항목단위로 보정합니다.
(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
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
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을 하
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목적】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
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요약서】, 【명세서】, 【발명(고안)
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
(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다
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
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
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을 하
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내용】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보정단위
로 하여야 합니다.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요약서】, 【명세서】, 【발명(고안)
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다만, 최초출
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다
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
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
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내용】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해결하려는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
여야 합니다.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명세서】, 【발명(고안)의 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다만, 최초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요약서】,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발명(고안)의 내용】,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6) 서면으로 제출한 명세서 등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
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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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
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
로 보정할 수 없고(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출원 시 【특허청구범
위】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가능), 식별번
호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ㆍ 최초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명세서)에 따라 적지 아니한 명세서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 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아니한 명세서
(8)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의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및 【청구항】을 제외한 【표】, 【수학식】 및 【화학식】 등은 보
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
다.
(9)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정의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및 【청구항】을 제외한 【표】, 【수학식】 및 【화학식】 등은 보
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
다.
(10) "발명(고안)의 명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11) 【서열목록】을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
이 반영된 전체 서열목록을 적습니다.
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 출원 시 【특허청구범위】식별항목을 적지 아니
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정대상항목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특허청구범위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ㆍㆍㆍㆍㆍㆍ.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ㆍㆍㆍ.
라. 보정대상항목이 청구항인 경우
(1) 보정할 내용이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경우,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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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
하거나 새로운 발명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보정방법】란에 "정정"을 적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추가"나 "삭제"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보정 전 마지막 청구항에 이어 추가되는 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3) 청구항의 보정은 보정하려는 내용이 "정정" 또는 "추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
라 다음 예와 같이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으로 당초 청구한 발명(A)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A+B)하는 경우 :
① 당초 청구한 발명(A)를 감축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1】 A+B
② 당초 청구한 발명(A) 대신에 새로운 발명(B)를 청구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삭제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 (보정 전 마지막 청구항 번호의 다음 번호를 적음)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청구항 ○】 B
[예 2]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으로 다음과 같은 청구항에서 인
용되는 청구항 1의 발명을 포기하려는 경우
【청구항 1】 A로 된 장치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 B를 포함하는 장치
① 올바른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삭제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2】 A+B
② 올바르지 않은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1】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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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대상항목】 청구항 2
【보정방법】 삭제
※ 1999년 1월 1일 전 제출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1)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 【보정할 사항】란
의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이 경우 출원건의 명세서 등의 보정은 전문(全文) 보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全文) 보정된
명세서 등(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밑줄을 쳐야 함) 2통을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
부합니다. 명세서 중의 일부를 보정하는 경우에 【보정대상항목】란에 적을 수 있는 식별항목
에 대한 보정단위의 제한은 없으므로 명세서의 모든 식별항목을 보정단위로 처리할 수 있습
니다.
(2)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항"이라 한
다)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명세서의 항(이미 보정된 항을 포함함)의 번호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3) 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삭제)"라 표기하며, 항을 정정하는 경우
에는 정정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정정)"이라 표기하고, 정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항
을 2회 이상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의 번호 다음에 그 정정횟수를 표기합니다.
[예] (2회 정정)
(4) 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항의 번호는 출원명세서의 마지막 항의 번호에 이어 표기하
며, 신설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신설)"이라 표기합니다.
(5) 항을 정정할 수 있는 보정은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보정 후 청구항의 번호가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정 전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
장하거나 전혀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출원심사청구 후에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심사청구항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내용
】다음 행에 【추가청구항 수】란을 만들어 증가된 심사청구항 수를 모두 적습니다. 심사청구
항 수의 증가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9. 【기타사항】란
가. 명세서 등 보정서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
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재
심사청구)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하고, 기재요령 제10호다목에 따라 보정료 및 재심사
청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나. 명세서 등 보정서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
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단축이유】란을 만들어 지정기간의 단축 이유를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
【단축이유】 신속처리

- 74 -

10. 【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나. 심사청구 이후 보정(재심사청구 시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고, 거절결정 이후 심판청
구 시 항이 증가된 경우(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에 한정한다)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추가심판청구료】란을 만들며,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기타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마지막으로 【합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보충의 경우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예]【수수료】
【보정료】
【추가심사청구료】
【합계】
다.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한 출원건에 대한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료】란을 만들어 해당 금액을 적고, 【합
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재심사청구 후의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
라도 별도로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수료】
【보정료】
【재심사청구료】
【합계】
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
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
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등 보정,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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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ㆍ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 한정함)
ㆍ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8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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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
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참고로, 해외출원 시 일부 국가에
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
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
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
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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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1. 특허출원인 경우
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 별 항 목 명
요약서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색인어

가 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목적

불가능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 능

정 정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 능

정 정

발명의 구성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가 능

정 정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불가능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
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
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
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 별 항 목 명
요약서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색인어

가 능

추가/정정

명세서

비 고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발명의 내용

불가능

- 78 -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
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
능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효과

가 능

정 정

가 능

정 정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정정/삭제

가 능

추 가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도면의 간단한 설명

서열목록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
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
가 가능

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
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포함한다)
식 별 항 목 명
명세서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가 능
가 능

정 정
추가/정정/삭제

가 능

정 정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 능

추가/정정/삭제

특허청구범위

가 능

추 가

가 능

추가/정정/삭제

청구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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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
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
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서열목록

가 능
가 능

추가/정정/삭제
추가/정정/삭제

2.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명세서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요약서
요 약
대표도
도 면
대표도
서열목록

가 능
불가능
가 능
가 능
가 능
가 능
가 능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
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추가/정정/삭제
정 정
추가/정정/삭제
추가/삭제
추가/정정/삭제
추가/정정/삭제

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명세서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비 고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가 능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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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
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실시예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요약서

추가/정정/삭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3.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 별 항 목 명
요약서
요 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불가능
가 능
가 능
가 능
불가능
가 능
가 능
불가능
불가능

정 정
정 정
추가/정정
정 정
정 정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 능

정 정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 능

정 정

가 능
가 능
불가능
가 능
불가능
가 능
가 능

정 정
정 정

고안의 구성
고안의 효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도 면
도
서열목록

비 고

추가/정정/삭제
추가/정정/삭제
추가/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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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
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
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
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 별 항 목 명
요약서
요 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고안의 명칭
고안의 상세한 설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불가능
가 능
가 능
가 능
불가능
가 능
불가능

정 정
정 정
추가/정정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 능
불가능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가 능

정 정
정 정

가 능

정 정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가 능

추 가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불가능
가 능
가 능

정 정

실시예

청구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면
도
서열목록

비 고

정 정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
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
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
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
가 가능

추가/정정/삭제
추가/정정/삭제

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
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포함한다)
식 별 항 목 명
명세서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비 고

불가능
가 능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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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
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
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고안의 효과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가 능

추 가

가 능

추가/정정/삭제

실시예

청구항
요약서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4. 실용신안등록 PCT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명세서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고안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이용 가능성
청구의 범위
청구항
요약서
요 약
대표도
도 면
도
서열목록

보정단위
가능여부
불가능
가 능
가 능

보정 가능방법
정 정
추가/정정

가 능
불가능
가 능
불가능
가 능
가 능
불가능
가 능
가 능

비 고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
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추가/정정/삭제
정 정
추가/정정
추가/정정/삭제
추가/정정/삭제

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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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추가/정정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
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과제의 해결 수단
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요약서

추가/정정/삭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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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 법정(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단축

□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 디자인 비밀기간 단축

□ 기간 경과 구제

□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의 표시】
(【제출할 서류】)
(【접수(발송)번호】)
【연장이유(단축이유, 기간경과이유)】
(【연장신청횟수】)
(【연장(비밀기간단축)희망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수수료】

(서명 또는 인)

원 (기재요령 제6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기재요령 제9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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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청 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 구분

내

용

관련 규정

1. 법정기간 연장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또는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 지정기간 연장
특허청장 등이 정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7조,
「상표법」 제5조의14

지정기간 단축

특허청장 등이 정한 기간의 단축을 신
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7조
「상표법」 제5조의14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디자인 비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 비밀기간
단축

디자인 비밀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기간 경과 구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
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자가 그 기간 경과의 구제를 신청하
는 경우

「특허법」 제16조제2항ㆍ제17조ㆍ제67조의3,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8조제2항ㆍ제19조
「상표법」 제5조의15제2항ㆍ제5조의16

상표 절차
(의견서 제출)
계속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법정기간 내
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
이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에 상표에 관한 절차의 계속 진행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법」 제23조제4항ㆍ제46조의4
제3항ㆍ제48조제3항

법정(지정)기간
연장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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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신청 구분】란
신청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
(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
(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
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
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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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
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
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
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
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
여 작성합니다.
4.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란
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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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출원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출원번호】

10-2007-1234567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기술평가청구번호】

20-2007-1234567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등록번호】

1234567A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 제 디 자 인 등 록 출 원 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심판에 관한 절차

DM/123456 또는
DM/123456A

【이의신청번호】

30-2007-123456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2007-1234567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심판번호】

2007-당-123456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9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5.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의 표시】란
가. 각각의 신청에 따라 적어야 할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간의 연장을 신청
하는 경우

디자인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
우

기간 경과의 구제를 신
청하는 경우

【기간 연장(기간 단축)의 표 【기간 연장(기간 단축)의 표 【기간
시】

시】

경과

구제의

시】

【제출할 서류】

【연장이유(단축이유)】

【접수(발송)번호】

【연장(비밀기간단축)희 【접수(발송)번호】

【연장(단축)이유】

망기간】

【제출할 서류】
【기간경과이유】

(【연장신청횟수】)

【경과이유 소멸일자】

(【연장희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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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을 신청
하는 경우

【상표 절차(의견서 제
출) 계속】의 표시
【제출할 서류】
【접수(발송)번호】

나.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및 법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 【제출할 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접수(발송)번호】란에는 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지정기간단축신청인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
하고 받은 지정기간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고, 법정기간연장신청인 경우 이의신청의 이유 등
보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보정각하결정불
복심판청구,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거절결정서, 보정각하
결정서, 이의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3) 【연장이유】, 【연장신청횟수】 및 【연장희망기간】란에는 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법정기간
연장신청인 경우 연장하는 이유, 기간연장신청의 횟수 및 연장희망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연장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예] 특허출원서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보정서의 제출기일을 2회째 1개월
연장신청하려는 경우의 기재의 예
【기간 연장의 표시】
【제출할 서류】보정서
【접수(발송)번호】9-5-2007-1234567-00
【연장이유】 출원인과의 연락
【연장신청횟수】2회
【연장희망기간】1월
4) 【단축이유】란에는 지정기간단축신청인 경우 지정기간의 단축의 이유를 적습니다.
[예] 특허출원서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보정서의 제출기일을 단축신청하려
는 경우의 기재의 예
【기간 단축의 표시】
【제출할 서류】보정서
【접수(발송)번호】9-5-2007-1234567-00
【단축이유】 신속 처리
다. 디자인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이유(단축이유)】란에는 비밀보장청구기간의 연장(단축)의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출
원 시에 청구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6개월”로 적었으나 그 후 비밀보장청구기간을 등록일로부터
2년 6개월로 단축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기간 연장(단축)의 표시】
【연장이유(단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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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연장(단축) 희망기간】 등록일로부터 30개월
라. 기간 경과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1) 【기간 경과의 표시】란의 【제출할 서류】 및 【접수번호】란에는 법정기간 경과 구제 신청
인 경우에는 보정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등 제출할 서류명과 원서류 등을 제출하고 받은
접수번호를 적으며, 지정기간 경과 구제 신청인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을 【발송번호】란으
로 바꾸어 적고 【발송번호】란에는 통지서 등에 적혀 있는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2) 【기간경과이유】 및 【경과이유 소멸일자】란에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경과이유 및 그 이
유가 소멸한 일자(연ㆍ월ㆍ일)를 각각 적고, 경과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마.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을 신청하는 경우
1) 【제출서류】란에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접수(발송)번호】란에는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수수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지정기간의 단축, 디자인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절차 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7.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
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
시하여야 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3호 및 제5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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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함)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
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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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
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라.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
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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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 무효처분)신청서
(앞쪽)

【제출구분】 □ 절차 수계신청 □ 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 □ 절차 무효처분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
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인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수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수계일자】)
(【수계원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무효처분신청 대상 절차】□ 전부 □ 일부 )
(【일부 무효처분신청 대상 절차의 표시】)

위와 같이 특허청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9호 참조)

* 기재요령 제10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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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

분

관

련

규

정

절차 수계신청

「특허법 」 제22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
보호법」 제24조, 「상표법」 제5조의21

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절차 무효처분신청

「디자인보호법」 제12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 【인계인】, 【수계인】란(이하 "【제출인】란 등"이라 한다)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
(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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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 등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 인계인 또는 수계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
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인과 수계인이 다른 경우 적용사항
수계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수계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수계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수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계인의 수대로 [수계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수계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
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
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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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 【출원번호(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
청번호)】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출원번호】
출원에 관한 절차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등록번호】
등록에 관한 절차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
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기술평가청구번호】
절차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등록번호】
에 관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상품분류전환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신청에 관한 절차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심판에 관한 절차

5. 【수계일자】란
수계일자를 연ㆍ월ㆍ일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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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10-2007-1234567
10-2007-1234567-00
-00
30-2007-123456
20-2007-1234567
2007-당-123456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56-2007-1234567

[예] 【수계일자】 2007. 1. 1.
6. 【수계원인】란
수계신청의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8. 【무효처분신청 대상 절차】란
「디자인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예와 같
이(【무효처분신청 대상 절차】□전부 □일부)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만약, 일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일부 무효처분신청 대상 절차의 표시】란 및 【접
수번호】란을 만들어의 해당절차의 서류명 및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무효처분신청 대상 절차】□ 전부

☒ 일부

【일부 무효처분신청 대상 절차의 표시】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접수번호】1-1-2014-1234567-12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제5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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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
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
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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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차수계신청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마. 절차수계신청의 서식 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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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취하(포기)서
(앞쪽)

【구 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 우선권주장 취하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 일부취하

□ 심판참가 취하

□ 특허 등 절차 포기

□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번호】)
(【심판번호】)
【취하(포기)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 기재요령 제7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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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

분

관

련

규

정

특허 등 절차 취하(출원, 이의신청, 조기공
개신청, 우선심사신청, 심사유예신청, 디자
인등록출원 공개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ㆍ제40조의3, 「실용신안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ㆍ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
행규칙」 제33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

우선권주장 취하

「특허법」 제56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11조

심판청구 취하

「특허법」 제161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
인보호법」 제125조 및 「상표법」 제77조의24

심판청구 일부취하

「특허법」 제161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
인보호법」 제125조 및 「상표법」 제77조의24

심판참가 취하

「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
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

특허 등 절차 포기(출원, 이의신청, 조기공
개신청, 우선심사신청, 디자인등록출원 공
개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
행규칙」 제4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특허법」 제215조의2, 「실용신안법」 제44조, 「디
자인보호법」 제80조 및 「상표법」 제34조의2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취하ㆍ포기서
제출

(제출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특허심판원)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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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특허심판원)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
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
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
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
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
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5)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취하,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포기, 우선권주
장의 취하, 일부청구항(일부디자인, 일부지정상품 등)포기의 경우에 "출원인" 또는 "국제출원
인"이라고 적고, 심판청구의 취하 및 일부취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라고 적습니다. 심판참가
취하의 경우에는 이 란에 "청구인", "피청구인", "이해관계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
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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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
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란, 【등록번호】란 또는 【심
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 차 별

출원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해 당 번 호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이의신청번호】

기 재 례
10-2007-1234567
30-2007-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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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전환등록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신청에 관한 절차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국제등록번호】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상표권 존속기간

【등록번호】

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절차
심판에 관한 절차

56-2007-1234567
DM/123456 또는
DM/123456A
40-1234567-00-00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00-00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 이의신청번호는 기재요령 제7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1-1234567-00-00
2007-당-123456

5. 【취하(포기)내용】란
가. 특허 등 절차 취하 또는 특허 등 절차 포기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포기)대상】, 【접수번호】및【취하(포
기)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2014년 7월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한함)란을 각각 만
들고, 취하(또는 포기)하려는 절차(출원, 이의신청, 조기공개신청, 우선심사신청, 심사유예신청, 디
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1]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조기공개신청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예2]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우선심사신청의 취하
【취하(포기)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접수번호】 1-1-2014-1234567-12
나. 우선권주장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란을 각각 만들
고, 출원서에 적은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 중 취하하려는 선
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출원번호】10-2007-1234567
【출원일자】2007. 1. 1.
다. 심판청구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의 대상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취하대상】 심판청구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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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판청구 일부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청구항(디자인 일련번호, 상품류)】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일부 취하대상
청구항[복수디자인의 경우 일련번호(2014년 7월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이 된
것에 한함), 다류상품출원인 경우에는 구체적 상품류] 및 그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 디자인 일련번호】 M01, M05, M07
【접수번호】 2-1-02-1234567-12
마. 심판참가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 및 【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하려는 심판참가의 종류 및 접수번호를 적습
니다. 심판참가의 종류의 기재는 청구인측 또는 피청구인측 인지에 대한 참가구분과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참가 또는 「특허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조 참가 여부를 적습
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 청구인측 당사자 참가의 취하
【접수번호】 2-1-02-1234567-12
바.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의 경우
(1)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포기내용】란으로 하고, 【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
【총 청구항 수】, 【포기하는 청구항 수】, 【포기하는 청구항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특허결
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은 총 청구항의 수, 포기하려는 청구항의 수, 포기하려는 청구항
의 번호를 적습니다.
[예] 【포기내용】
【총 청구항 수】 10
【포기하는 청구항 수】 3
【포기하는 청구항번호】 1, 2, 3
(2) 디자인등록의 경우(2014년 7월 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이 된 것에 한함)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포기내용】란으로 하고, 【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
【총 디자인 수】, 【포기하는 디자인 수】, 【포기하는 디자인일련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디자
인등록을 받은 총 디자인 수, 포기하려는 디자인의 수, 포기하려는 디자인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포기내용】
【총 디자인 수】 20
【포기하는 디자인 수】 3
【포기하는 디자인일련번호】 M01, M04, 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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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포기내용】란으로 하고, 일부지정상품인 경우에는 【포
기내용】란의 다음 행에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 및 【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
무)】란을 만들어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을 적습니다. 포기하는 상품의 지
정상품이 1개류 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의 수대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해당 지정상품을 모두 적습니
다. 업무표장 등록결정을 받은 자로서 업무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
류】란을 적지 않고, 【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만 포기하려는 업무를 적습니다.
[예] 【포기내용】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 제25류
【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등산화, 승마화, 신사복, 잠옷
【포기내용】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 제30류
【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간장, 고추장, 된장
(4) 일부 청구항(디자인)을 포기하거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납부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표권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1
회차 등록료의 납부 시에만 이 서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국제출원일 특례에 따른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취하대상서류】 및 【제출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의 대상서류 및 그 제출일자를 적습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서류】 조약규칙 20.6(a)(ⅰ)에 따른 서류
【제출일자】 2009. 3. 5.
6.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심판청구를 취하 또는 일부취하하려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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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
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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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
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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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서
(앞쪽)

【제출구분】 □ 우선권증명서류

□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 시의 특례)증명서류
□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 국제단계보정서 사본

□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 국제단계설명서 사본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 「특허법」 제201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에 따른 새로운 번역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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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제출구분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관련 규정

우선권증명서류

「특허법」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
113조ㆍ제113조의2, 「실용신안법」 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제51조제4항, 「디자
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상표법」 제20조제4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특허법」 제30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 및 「상표법」 제21조제2항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17조

국제단계보정서 사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17조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17조

국제단계설명서 사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17조

국제특허출원에
사본

관한

서류의

「특허법」 제201조 또는 「실
용신안법」 제35조에 따른 새로
운 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15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서류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출원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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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
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출원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
(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
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
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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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란
가. 출원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국 제 상 표 등 록 출 원 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 자 인 일 부 심 사 등 록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12-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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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
가. 우선권증명서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우선권주장】,【출원국명】,【출원종
류】,【출원번호】및【출원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출원일자】란의 다음 행에 해당【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
어 적습니다.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만들어 적습니다. 또한, 우선
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상표에 한정함)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디자인일련번호】)
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우선권주장】,【출원국명】,【출원종
류】,【출원번호】및【출원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 해당【디자인일련번호】란을【출원일자】란의 다음 행에 만들
어 적습니다.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만들어 적고, 우
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각 1통을 첨부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디자인일련번호】)
다.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 시의 특례) 증명서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증명서류의 내용】,【공개형태】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상실의 예외, 출원 시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출원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공개형태】및【공개일자】란에 적습니다. 복수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일련번호】)란을 추가로 만들어 디자인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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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적용대상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발명박람회출품
【공개일자】 2007. 1. 1.
(【디자인일련번호】)
라.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의 경우
(1)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보정서 제출일자】,【보정대상항
목】,【보정방법】및【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및【보정내
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보정서 제출일자】 2007. 1. 1.
【보정대상항목】 별지와 같음
【보정방법】 별지와 같음
【보정내용】 별지와 같음
(2) 【보정서 제출일자】란에는 보정서를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 날짜를 적
습니다.
(3) 별지에는【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및【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고, 각 보정내용 사이에는 1행
의 공백행을 삽입하여 구분합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
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9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
환된 페닐인 화합물

【보정대상항목】청구항 9
【보정방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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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
는【보정내용】란에 식별번호를 우선 적은 후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고, 보정방법이 “삭
제”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보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고 적고,【보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적습니다.【보정대상항목】과【보정방법】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보정서)의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와 같습니다.
(5)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자세한 보정방법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보정서)의 기재요령 제8호나목(5)를 참조합니다.
(6) 서면으로 제출한 명세서등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
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보정
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
부받은 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있
습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발명의 명칭】및【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없고,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ㆍ 최초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명세서)에 따라 적지 아니한 명세서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 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
지 아니한 명세서
(8)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도】,【청구항】을 제외한【표】, 【수학식】 및 【화학식】등은 보
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
다.
(9)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
능한 공통식별항목 중【실시예】, 【청구항】을 제외한【도】,【특허문헌】,【비특허문헌】,
【표】, 【수학식】 및 【화학식】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10) “발명(고안)의 명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마. 국제단계보정서 사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보정서 제출일자】,【제출서류】란을
각각 만들고,【보정서 제출일자】란에는 보정서를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
날짜를 적으며 【제출서류】란에는 “보정서 사본”이라고 적고, 보정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보정서 제출일자】 2007. 1. 1.
【제출서류】 보정서 사본
바.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의 경우
(1)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 【설명서 제출일자】및【설명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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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란을 각각 만들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설명서 제출일자】 2007. 1. 1.
【설명서 내용】
(2) 【설명서 제출일자】란에는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3) 【설명서 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설명서의 번역문을 별지에 적어 제출합니
다.
사. 국제단계설명서 사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설명서 제출일자】,【제출서류】란을
각각 만들고,【설명서 제출일자】란에는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날짜를 적으며 【제출
서류】란에는 “설명서 사본”이라고 적고, 설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설명서 제출일자】 2007. 1. 1.
【제출서류】 설명서 사본
아.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국제특허출원 서류의 사본】란을 만
들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사본의 내용】란에는 제출하는 서류의 사본 명칭을 적고, 제출하
는 서류의 사본 각 1통을 첨부합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국제특허출원번호】
【국제특허출원일자】
【사본의 내용】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및 도면
자. 「특허법」 제201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에 따른 새로운 번역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특허법 제201조(실용신안법 제35조)
에 따른 새로운 번역문】란을 만들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새로운 번역문의 내용】란에는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적고, 제출하는 서류 각 1통을 첨부합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특허법 제201조에 따른 새로운 번역문】
【새로운 번역문의 내용】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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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예 2] 【첨부서류】 보정서 사본 1통
[예 3] 【첨부서류】 새로운 번역문 각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
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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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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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출원서
【출원 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앞쪽)

□ 변경출원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방관련 비밀출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 불필요)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출원료】

면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만 해당함)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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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

변경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
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3조

무권리자의 출
원 후에 한 정
당한 권리자의
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제35조

2. 처리절차
서식 적격심사

출원서 제출

(출원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특허 심사

⇒

ㆍ 특허요건 충족 시 :
특허결정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ㆍ 특허요건 미충족 시 :
거절결정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참고사항
가. 특허 심사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나. 특허 심사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인에게 특허
결정서를 송부하며,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재요령
1. 【출원 구분】란
출원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
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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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
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1)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
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란의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
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
은 후에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
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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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발명의 국문명칭】 및 【발명의 영문명칭】란
【발명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란에 적은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발
명의 영문명칭】란에는 발명의 국문명칭과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6. 【발명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발명자】란에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우
편번호】,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발명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
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
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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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
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8. 【우선권주장】란
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위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
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아니하
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
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 【증명서
류】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 【증
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적고, 동 증명서
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
25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 【출원국명】, 【출
원번호】, 【출원일자】 및 【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고
적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9.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심사유예신청

심사청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심사유
예신청도 동시에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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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지예외적용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적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미생물기탁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한 미생물을 기탁기관
에 기탁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
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국방관련 비밀출원

출원인이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국방관련 출
원이라고 판단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11조

나. 심사유예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
도 같이하면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
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면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료의 납부만 유예되고 출원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한
편,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부터 5년(6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1) 심사청구료 납부의 유예 없이 심사유예신청만 하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한 후, 【기타
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들어 (

)개월)란을 만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

을 만들어 불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하지 않음)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2) 심사유예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하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한 후, 【기타
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들어 (

)개월)란을 만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

을 만들어 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희망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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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심사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만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료 등과
심사청구료가 각각 납부될 수 있도록 출원서에 대한 접수번호(심사청구 미포함) 외에 심사청
구에 대한 접수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이후 특허청에 대한 모든 절차(특허청 내 전산자료
관리, 제증명 발급 등)에서 출원서와 심사청구서가 각각 제출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납부되므로 심
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3) 심사청구료 납부가 유예된 것일 뿐 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심사청구료가 납부될
때까지 이후 제출되는 일부 서류(청구항 수를 증가하는 보정서 등)의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
니다.
다.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공지
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
적용대상임을 인정받으려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라. 미생물기탁
(1) 2009년 12월 31일 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
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
를 적으며,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또
한,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
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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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BP
【수탁일자】 2007. 1. 1.
(2)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
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
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마.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
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전자파일】란을 각각 만
들어 적습니다.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서열목록전자파
일】란에는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 제출여부를 “첨
부” 또는 “미첨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
(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과 동일함)”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전자파일】 첨부
바.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기술
이전희망】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
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
허기술장터(http://patentmar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됩니다.
[예] 【기술이전희망】 □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
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개 또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
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확실
하지 않으면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의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연구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확실하지 않으면 주
관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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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
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
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기여율】란은 1개 사업인 경우에는 1/1로 적고,
2개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해당사업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
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기
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농촌진흥청
【연구관리전문기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형질전환 복제무균돼지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개발
【기여율】 1/2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07. 4. 1. ~～ 2011. 12.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재단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 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 기초한 간암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통한 임상적용연구
【기여율】 1/2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06. 9. 1. ~ 2010. 3. 31.
아. 국방관련 비밀출원
(1) 국방관련 비밀출원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국방관련
비밀출원】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국방관련 비밀출원】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으
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기타사항】
【국방관련 비밀출원】비밀분류기준에 해당
10. 【수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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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
을 적습니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료】란의 다음 행에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
료】 및 【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 【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 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
구료를 적으며, 【합계】란에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합계】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
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
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
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129 -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
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
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
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
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
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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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로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을 제출할 시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요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도면)을 준용하고, 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적습
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
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
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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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변경전】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변경후】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신고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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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후 기탁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미생물 수탁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출원인
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
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
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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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정대리인 등】
【성 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
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
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
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3.【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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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경전】및【변경후】란
다음 예와 같이【변경전】및【변경후】란의 【기탁기관명】,【수탁번호】,【수탁일자】란에 변경 전
ㆍ후의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를 각각 적습니다.
[예]【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07. 1. 1.
5.【신고이유】란
미생물 수탁번호가 변경된 이유를 적습니다.
6.【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적으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
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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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 상 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
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
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
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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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앞쪽)

【신청구분】□ 미생물분양자격증명 □ 출원사실증명

□ 우선권증명

□ 심판청구사실증명

□ 심결확정사실증명

□ 심결문등본송달증명

□ 비밀디자인등록증명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신청대상】)
(【신청부수】)
(【신청이유(출원예정국가)】)
【수령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수수료】

(서명 또는 인)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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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구분

관련 규정

미생물분양자격증명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3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
칙」 제6조

출원사실증명

「특허법」 제21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실용
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
호법」 제206조 및 「상표법」 제87조

우선권증명

「특허법」 제21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실용
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
호법」 제206조 및 「상표법」 제87조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
법」 제206조 및 「상표법」 제87조

비밀디자인등록증명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제2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여 신청

접근코드부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
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증명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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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
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
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또
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
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특허(등록)권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
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
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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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신청대상의 표시】란
가. 이 난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국제등록번호】

12345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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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 【국제등록번호】
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특허청참조번호】
절차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KR-2014-3123456

(1) 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에
있어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등본송달증명에 있어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심판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심판번호】
(3)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란 및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등록권리자의 주
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려는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란의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예 2]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예 3]【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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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 주민등록번호 공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는 ‘*’
로 처리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교부합니다.
② 등록원부 교부 신청 시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
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란의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에 등록권리자(말소된 등록
권리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며,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
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 특허(등록)권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나. 【신청대상】란
(1)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대상】란의 다음 행에 【분양대상미생
물 기탁기관명】 , 【분양대상미생물 수탁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를 적습니다.
[예] 【신청대상】
【분양대상미생물 기탁기관명】
【분양대상미생물 수탁번호】
(2)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세계지
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대상】란을 삭제합니다.
(3)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등록원부 등본, 출원서(도면 포함)”라고 적습니다.
다. 【신청부수】란에는 필요한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2건 이상의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
와 같이 각각에 대해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의 경우에
는 【신청부수】란을 삭제합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부수】 1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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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이유(출원예정국가)】란
가.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
항)에 해당하는 신청이유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이를 소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함께 제출합니
다.
나. 우선권증명의 경우에는 해외에 출원할 국가명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
다.
다. 출원사실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용”, “법원제출용” 등과 같이 증명신청서의 용도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란
가.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등록원부 사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
함)”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 다만, 신청한 서류 중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류는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출원서
류에 한정하며, 심판관련서류는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제출된
등록원부기록관련서류도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7.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난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각
각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
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
ㆍ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ㆍ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
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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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
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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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
야 합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
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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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앞쪽)

【구 분】□ 출원인변경

□ 출원인지분변경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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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출원인변경

출원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38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57조 및 「상표법」 제12조제1
항

출원지분변경

출원인의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 「실용신안법 시행
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2
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

경합하는 출원 중 어느 하나
의 출원을 정하여 그 권리자를
신고하는 경우 또는 경합하는
출원인변경신고 중 어느 하나
의 출원인을 정하여 그 권리자
를 신고하는 경우

지분을

변경하려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4조, 「실용신안법 시행
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3
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
(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 147 -

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
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후 출원인(양수인)"으로, 출원인지분변경의
경우에는 "출원인"으로,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의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출원인경합자"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
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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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출원에 관한 절차

해당 번호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 【국제등록번호】
한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기재례
10-2007-1234567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PCT/KR2007/123456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
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
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
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표등록인 경우에는 【상품(서비스업)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첫 번째로 적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적고, 상품(서비스업)
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습니다.
[예 1] 【사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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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 【상품(서비스업)류】제8류를 포함한 5개류
다. 2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출원인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
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8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제조방법
라.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사건의 표시】란의 【출원번호
등】란을 【권리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경합자 출원의 표시】란을 추가
로 만들어 【경합자의 출원번호】란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란의 해당 사항을 적으며, 복수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련번호】란을 추가로 만들어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
다. 경합된 출원건이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경합자 출원의 표시】란을 반
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사건의 표시】
【권리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일련번호】)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경합자 출원의 표시】
【경합자의 출원번호】
(【디자인일련번호】)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 【경합자 출원의 표시】
【경합자의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경합자 출원의 표시】
【경합자의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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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접수번호 또는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변경내용】란
가. 출원인변경을 하는 경우
(1) 다음 예와 같이 【변경전】 및 【변경후】란에 각각 변경전 출원인(양도인) 과 변경후 출원인
(양수인)의 【성명(명칭)】 및 【출원인코드】란을 만들고, 변경전의 출원인(양도인)과 변경후
의 출원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국문성명(명칭)(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명칭)) 및 출원인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변경전 또는 변경후의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
니다.
[예] 【변경내용】
【변경전】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변경후】
【성명(명칭)】 홍길순
【출원인코드】
(2) 변경후 출원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이 특별히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란의 【출원인
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
습니다.
나. 출원인 지분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전】란 다음 행에【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및 【지분】란을 만들어 지분변경전 출원인
의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및 【지분】을 출원인 수만큼 반복하여 적고, 【변경후】란 다
음 행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및 【지분】란을 만들어 지분변경 후 출원인의 【성명(명
칭)】, 【출원인코드】 및 【지분】을 출원인 수만큼 반복하여 적습니다.
다.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을 하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변경전】란과 【변경후】란을 삭제하고 【권리자】란 및 【경합출원인】란을 만
들고, 각각의 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및 【출원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권리자와 경합출
원인의 국문성명(명칭)(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명칭)) 및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예] 【변경내용】
【권리자】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경합출원인】
【성명(명칭)】 홍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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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
7. 【변경원인】란
출원인변경을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변경의 원인은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
분포기, 분할, 합병 및 전담조직으로 이전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8. 【수수료】란
출원인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습
니다. 출원인지분변경 또는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을 신고하는 때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ㆍ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ㆍ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ㆍ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ㆍ 제5조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변경의 경우
ㆍ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ㆍ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및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출원인지분변경의 경우
ㆍ 지분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의 경우
ㆍ 경합자 전원이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인 변경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증여ㆍ상속 등에 의한 경우
ㆍ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증여ㆍ상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ㆍ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법인은 분할ㆍ합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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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양도증. 이 경우 양도증은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출원인코드부여 신청 시 등록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출원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
출하면 됩니다.
[예]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양도일자】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양도일자】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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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T 국제단계에서의 명의 변경을 기초로 한 출원인변경은 기록변경통지서로 제출합니다.
라.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
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마.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
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용
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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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2001-당-123456
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
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사.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
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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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
【출원예정사항】
【출원희망국가】
【출원예정시기】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5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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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출원
을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에 출원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3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출원인
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
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적
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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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
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
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
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3.【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출원번호】10-2007-1234567
4.【출원예정사항】란
가.【출원희망국가】란에는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
다.
나.【출원예정시기】란에는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에 출원할 예정시기(연ㆍ월ㆍ일)를 적습니다.
5.【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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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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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 터 400dpi까 지 (300dpi 권 장 )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 제 출 되 는 전 자 적 이 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 터

400dpi까 지 (300dpi

권 장 )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
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
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
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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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구 분】□ 심사청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앞쪽)

□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국제출원인 □ 제3자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의뢰일자】)
(【국제특허분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6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항

원)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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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

분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내

용

출원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
「특허법」 제60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실용
신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 「디
자인보호법」 제61조・제192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
규칙」 제57조, 「상표법」 제22조의4 및 「상표법 시행
령」 제2조의5

※ 참고
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합니다.
나. 디자인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은 별도의 심사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출원 순위에 따라 심
사합니다.
다.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에는 심사청구 순위 또는 출원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라. 특허출원인(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가 첨부된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출원
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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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3)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또는 “제3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
(예: ☒)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
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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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
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에는 해당하는 출원번호 또는 국제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
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은 것과 동
일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
의 국문명칭을 다음 예 1과 같이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
로, 상표인 경우에는 【상품(서비스업)류】로 바꾸어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
우에는 첫번째 디자인의 물품만 적으며, 만약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것에 한함)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
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상품(서비스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습니다.
[예 1]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40-2007-1234567
【상품(서비스업)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5. 【기타사항】란
가. 심사유예신청
【구분】란 중 심사청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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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심사유예신
청을 하면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
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면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
다. 한편,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
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1) 심사청구료 납부의 유예 없이 심사유예신청만 하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
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만들어 (

)개월)란을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

요)란을 만들어 불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하지 않음)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2) 심사유예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하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
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만들어 (

)개월)란을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

요)란을 만들어 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희망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유예)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심사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만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청구료 납
부가 유예된 것일 뿐 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심사청구료가 납부될 때까지 이후
제출되는 일부 서류(청구항 수를 증가하는 보정서 등)의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수
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납부되므로 심사청구
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나.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또는 「실용
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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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
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다.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
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제9조제11호 모두에 해당되는 특허출
원을 말함)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우선심사 신청된 특허출원에 비
하여 더 빨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허
청장이 고시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합니다. 해당 서식에는 다음 예 1과 같
이 (【기타사항】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란을 만
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
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습니다.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
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

【기타사항】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

【기타사항】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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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6. 【수수료】란
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료】란에 청구항의 수(다만, 제3자의 심사청구 시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0”으로 적음) 및 해당하는 심사청구 금액을 적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란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 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심사청구료】란의 다음 행에 【감
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심사유예신청을 하면서 심
사청구료의 납부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납부합니다.
7.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
야 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6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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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
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
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
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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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
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
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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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
(앞쪽)

【구 분】 □ 결정 보류신청

□ 심사유예신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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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관련 규정

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결정 보류신청

까지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을 보류하려는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일 후
심사유예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및 「실용신안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24개월이

지난 특정시점에 특허출원(실용신
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및 「실용신
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는 경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안내 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
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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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 및 【출원인코드】
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
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하는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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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은 것과 동일
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
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5. 【유예희망시점】란
【구분】란 중 심사유예신청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
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예희망시점을 적을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유예희망시
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어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

를 적습니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이 특허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실용신안등록출
원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6.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
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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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
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
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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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정보제출서
(앞쪽)

【제출구분】 □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 참고자료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제출할 자료명】
【제출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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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제 출 구 분

내

용

관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

어 특허(등록)될 수 없는

자인등록ㆍ상표등록)출원

취지의

에 대한 정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출원인이 심사 또는 심판
참고자료

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련

규

정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및
「상표법」 제22조제3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정보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
(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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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
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
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
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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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 등】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
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원-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 【국제등록번호】
한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
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
표등록인 경우에는 【상품(서비스업)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첫번째 디자인의 물품만 적으며, 만약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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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것에 한함)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상품(서비스업)류가 2개 이상인 경
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도록 합니다.
[예 1]【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상품(서비스업)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5. 【제출할 자료명】란
제출하려는 자료의 명칭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6. 【제출이유】란
출원된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 간행물 등의 증거(정보)에 의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
록, 상표등록) 요건을 흠결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며, 【제출이유】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란에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경우
ㆍ 간행물 등의 증거서류 1통
(2) 참고자료의 경우
ㆍ 참고자료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및 제6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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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원-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 터 400dpi까 지 (300dpi 권 장 )
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 터

400dpi까 지 (300dpi

권 장 )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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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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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답변, 소명)서
(앞쪽)

【서류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이의신청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기재요령 제9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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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류구분 및 관련 규정
서류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 국제출원
일의 통지 또는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통지를 받거나, 심판절차
에서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고서 이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14조
의2, 제11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시
행규칙」 제17조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
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사건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
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및 타참가
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결과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당사자가 심
판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의답변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권리자
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
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
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 또는 정정불인정이유통
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
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
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이의신청재답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후 그 의견에 대한 재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
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반려이유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소명
을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의견ㆍ답변ㆍ소명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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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서류구분】란
서류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
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
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
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
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
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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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
여 작성합니다.
마. 국제출원관련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및 【대리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란 또는 【심판번호】
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 리 구 분 (2자 리 ) - 연 도 (4자 리 ) - 일 련 번 호 (6
자리)

10-2007-123456

특허(등록)에 관한 절
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
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기술평가청구번호】
절차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2007-1234567
PCT/KR2007/123456
2007-당-123456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9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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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
가. 【제출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작성합니다.
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
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다.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그리고,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의 다음 행에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만든 후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해당 번호를 (

)안에 적습니다.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만을 적어야 하며, 받

아들일 수 없는 직권보정 사항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일부 불수용의 표
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1번과 3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의 기재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1)번 사항)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3)번 사항)
7. 【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
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나.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인 경우에는 【의견(답변, 소명)내용】란을 모두 삭제합니다.
다. 【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경우
ㆍ 의견(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인 경우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심판사건답변의 경우
ㆍ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의 경우
ㆍ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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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
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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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
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
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
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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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조기공개신청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4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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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조기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관련 규정: 「특허법」 제64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적힌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만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출원인
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
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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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3.【사건의 표시】란
가. 해당 건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
힌 것과 동일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
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적도록 합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10-2007-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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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4.【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1호 및 제2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 192 -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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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특허(등록)증 교부

□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 특허(등록)증 재교부

□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 등록원부 교부

□ 등록원부기록사항 교부

□ 자료열람

□ 서류등본(초본) 교부

□ 자료복사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신청대상】
【신청부수】
(【신청이유】)
(【수취방법】)
(【수령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수수료】

(서명 또는 인)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0호 참조)
* 기재요령 제11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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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청 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 구분

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특허(등록)증 교부,

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상표법 시행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규칙」 제67조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등록)증 재교부,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상표법 시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행규칙」 제67조

등록원부 교부,
등록원부기록사항 교부,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

자료열람,

법」 제206조 및 「상표법」 제87조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 교부

※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또는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전
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보정

흠결
통지

시: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신청 구분】란
신청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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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
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
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
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
역하여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
(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
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
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특허(등록)권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
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
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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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
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신청대상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
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료열람 또는 자료복사 신청의 경우
에는 【출원번호 등】란을 필요에 따라 【자료제목】란으로 바꾸어 적을 수 있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출원에 관한 절차

해당 번호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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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의 예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특허(등록)번호】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권리 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

10-1234567-00-00

리) - 일련번호(2자리)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기술평가청구번호】

절차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국 제 출 원 에 관 한 절 【국제출원번호】
차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20-2007-1234567

2007-당-123456

PCT/KR2007/123456

【국제등록번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
한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특허청참조번호】
KR-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 제 디 자 인 등 록 출 원 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DM/123456 또는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 【특허청참조번호】
한 절차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KR-2007-1234567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DM/123456A
KR-2014-3123456

56-2007-1234567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기재요령 제1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 등록원부 교부 신청 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
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2) 등록원부 교부의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란 및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등록권리자 주
민등록번호】란에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려는 등록권
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란의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
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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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예 2]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예 3]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xxxxxx-xxxxxxx
※ 주민등록번호 공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는 “*”로
처리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교부합니다.
② 등록원부 교부 신청 시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
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란의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에 등록권리자(말소된 등록
권리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며,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원부에 적힌 등록권리자의 주민
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 특허(등록)권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나. 【신청대상】란
(1) 특허(등록)증 교부ㆍ특허(등록)증 정정 교부ㆍ특허(등록)증 재교부ㆍ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ㆍ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및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의 경우: 이 난을 적지 않습
니다.
(2) 등록원부 교부의 경우: “등본” 또는 “사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등록원부기록사항 교부의 경우: 교부받으려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4) 자료열람 또는 자료복사의 경우: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료를 적습니다.
(5) 서류등본(초본) 교부의 경우: 출원서류교부 신청 시에는 “출원서류일체(보정서 포함)”, “출원서
(출원서, 명세서, 도면)”, “도면 또는 접수(발송)서류”를 반복하여 적습니다. 다만, 심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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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신청 시에는 교부받으려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신청부수】란
필요한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2건 이상의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별로 각각의 신청부수를 적습
니다. 다만, 자료복사 신청의 경우에는 복사 면수 및 부수를 적습니다.
5. 【신청이유】란
가. 이 난은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및 휴대
용 특허(등록)증 재교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 【신청구분】란 중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
28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발명자(고안자)
의 기재가 누락(출원서에 적은 발명자(고안자)의 누락으로 한정한다)되었거나 발명자(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이유】
란에 신청이유를 적고, 【신청이유】란의 다음 행에 【정정(추가)내용】란을 만들어 해당 식별
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이 경우 정정(추가)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정정(추가)내용을 표시
합니다.
[예] 【신청이유】 발명자(고안자)의 정정, 추가
【정정(추가)내용】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6. 【수취방법】란
가. 【수취방법】란에는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만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및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의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나. 온라인 수취가 가능한 서류 등은 등록원부 사본, 특허(등록)증,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출원서류, 1999년 이후 등록원부기록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취하려는 경우에는 【수취방법】
란에 “온라인 수령”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심판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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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령인】란
가.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이 난을 적습니다.
나. 수령할 주소를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령인】)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
칭)】, 【우편번호】, 【주소】란 등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
다. 수령인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와 관련된 통지서 등도 그 수령인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8.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9.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
야 합니다.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의 경우
ㆍ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증 1통
(2)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의 경우
ㆍ 휴대용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증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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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등록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반드시 등록권리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란을 다음 예와 같이 적고 해당 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
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함)와 동일한 내
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 터 400dpi까 지 (300dpi 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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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 터

400dpi까 지 (300dpi

권 장 )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
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
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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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 특허번호】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
【총 청구항수】
【연장대상 청구항】
【유효성분 포함내역】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허가등을 받은 일자】
【허가내용(등록내용)】
【유효성분의 화합물명】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국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연장등록 신청기간】
【연장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수수료】

(서명 또는 인)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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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등록요건(특허발명의 활성ㆍ안정성 시험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규정: 「특허법」 제90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
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
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
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 205 -

【성 명】
【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
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3. 【연장대상 특허번호】란
연장하려는 특허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연장대상 특허번호】 10-1234567-00-00
4.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란
【총 청구항수】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연장대상 청구항의 전체 항의 개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적고,
【연장대상 청구항】란에는 등록 또는 허가 대상이 되는 유효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연장대상 청구
항들을 모두 적으며, 【유효성분 포함내역】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는 연장대상 청구
항들이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
시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 또는 허가 대상 유효성분과 동일한 물질이 제3항에 기재되며, 제1항 내지 제2항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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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상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이고,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유효성분의 용도 또는
제조방법인 경우의 기재방법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
【총청구항수】 5
【연장대상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유효성분 포함내역】 별지와 같음
[별지 기재례] 제1항에 있어서 R1=CH3, R2=OH인 화학식 1 화합물이 유효성분인 일반명
○○에 해당
청 구 항

비 고

제1항. 아래의 화학식 1 화합물

제1항: 등록ㆍ허가 대상 유효성분을
상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독립항

R1 및 R2는 수소, C1-C6 알킬, 아미노, C1-C4
알콕시, 카르복실… 중략…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R1이 카르복실 또는 테트라졸릴
기인 화합물

제2항: 등록ㆍ허가 대상 유효성분을
상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
제3항: 등록ㆍ허가 대상 유효성분

제3항. 제1항에 있어서, 2-n-부틸-4-스피로시 클로펜탄
-1-[(2-테트라졸-5-일)비페닐-4-일]메틸-2-이
미다졸린-5-온 또는 그의 산 또는 염기와의 염
제4항. 제1항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혈압 치
료용 약학조성물
제5항. 제1항 화합물의 제조방법

제4항: 등록ㆍ허가 대상 유효성분을 포함
하는 용도발명 독립항
제5항: 등록ㆍ허가 대상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제조방법 발명 독립항

5.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란
(1)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내용을 【허가등을 받은 일자】,
【허가내용(등록내용)】, 【유효성분의 화합물명】,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일반명(품목
명)의 영문표기】, 【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 【효능 및 효과
(용도)의 국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순으로 적습니다.
(2) 【허가등을 받은 일자】란에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일자(동물용 의약품은 이에 상응하는 날),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경우에는 「농약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허가내용(등록내용)】에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또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록)내용을 적습니다.
【유효성분의 화합물명】란에는 유효성분의 화합물명을 IUPAC의 명명법에 따라 영문으로 적습
니다.【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 및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란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으며,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란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적습니다.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
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란을 반복하여 만들어 모든 허가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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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등을 받은 자가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또는 해
당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허가등을 받은 일자】 2007. 1. 1.
【허가내용(등록내용)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유효성분의화합물명】 2-n-butyl-4-spirocyclopentane-1-[(2-tetrazole-5-yl) biphenyl-4-y1)
methyl]-2-imidazoline-5-one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이베사탄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Irbesartan
【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 아프로벨정
【제품명(상표명)의 영문표기】 Aprobell Tab.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 본태성 고혈압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Essential hypertension
6. 【연장등록 신청기간】란
「특허법」 제89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영
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산출기간을 다음 예와 같이 일수로 적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5년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일수만 적습니다.
[예] 【연장등록 신청기간】 438일
7. 【연장이유】란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는 그 연장등록 출원한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특허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
다. 첨부할 증명자료는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서 사본, 의약품 품목허가증 사본,
외국 제3상 임상기간 증명자료, 농약의 경우 농약의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신청 의뢰서 사본, 품목
등록증 사본, 농약원제의 경우 분석 및 시험의뢰서 사본, 농약원제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8.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를 참조하여 해당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
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
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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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허가등을 받은 경위서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참
조)
※ 허가등을 받은 경위서는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게 된
모든 경위를 일자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
허가등을 받은 경위서
일련번호

일 자

내 역

증명서류번호

1

2006. 1. 4.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제1호

2

2006. 2. 15.

자료보완통지서

제2호

3

2006. 4. 21.

보완자료제출

제3호

4

2006. 7. 30.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제4호

5

2006. 8. 5.

임상시험자료 제출

제5호

6

2006. 9. 15.

자료보완통지서

제6호

7

2006. 12. 2.

보완자료제출

제7호

8

2007. 1. 18.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청서

제8호

9

2007. 2. 9.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증

제9호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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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
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
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 제 출 되 는 전 자 적 이 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
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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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 특허번호(실용신안등록번호)】
【연장등록 신청기간】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
【심사청구일】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
【(A) 및 (B) 중 늦은 날(C)】
【설정등록일(D)】
【지연된 기간(E)】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
【연장등록 신청기간】
【연장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수수료】

(서명 또는 인)

원 (기재요령 제6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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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
정: 「특허법」 제92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22조의3).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
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
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
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
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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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
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3. 【연장대상 특허번호(실용신안등록번호)】란
연장하려는 특허번호(실용신안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연장대상 특허번호(실용신안등록번호)】 10-1234567-00-00
4. 【연장등록 신청기간】란
(1) 연장등록 신청기간에 관하여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
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 【심사청구일】,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 【(A) 및
(B) 중 늦은 날(C)】, 【설정등록일(D)】, 【지연된 기간(E)】,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F)】, 【연장등록 신청기간】 순으로 적습니다.
(2)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란에는 「특허법」 제92조의2제4항(「실용신안법」 제22조의2
제4항)에서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보는 날을 적고,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부터 4년이 되는 날(A)】란에는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을 적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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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청구일】란에는 심사청구를 한 날을 적고,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적습니다. 【(A) 및 (B) 중 늦은 날(C)】란에는 특허출원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을
적고, 【설정등록일(D)】란에는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있는 날을 적습니다.
【지연된 기간(E)】에는 '(A) 및 (B) 중 늦은 날(C)'로부터 '설정등록일(D)'까지의 기간(일수)을 적
습니다.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란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실
용신안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견서제출기간 등)으로서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일수)을 적고,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의 합(의견서제출기간(연장된 기간 포함)(123일), 재심사 청구로 인한
기간(61일) 및 특허료 납부에 따른 기간(92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합 276일)을 적습니다. 다
만, 그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장등록 신청
기간】란에는 지연된 기간(E)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을 제외한 기간(일수)을 적습
니다.
[예]【연장등록 신청기간】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 2012.1.1.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 2016.1.1.
【심사청구일】 2014.1.1.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 2017.1.1.
【(A) 및 (B) 중 늦은 날(C)】 2017.1.1.
【설정등록일(D)】 2018.1.1.
【지연된 기간(E)】 365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 276일
【연장등록 신청기간】 89일
5. 【연장이유】란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는 기준일(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
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등록되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을 한다는 필요성을 적습니다. 또한, 연장신청의 신청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특허법」
제9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
었다는 설명을 사유별(의견서제출기간 123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3조)를 참조하여 해당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
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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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
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
시하여야 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설정등록을 받은 경위서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참조)
※ 설정등록을 받은 경위서는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등에 관한 경위를 일자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예]
설정등록을 받은 경위서
일련번호

일 자

내 역

1

2013. 1. 1.

특허출원

2

2015. 1. 1.

심사청구

3

2016.10. 1.

의견제출통지서

4

2016.12. 1.

기간연장신청

5

2017. 2. 1.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6

2017. 8. 1.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

7

2017. 9. 1.

법정기간 연장 신청

8

2017.10. 1.

재심사 청구

9

2017.11. 1.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

10

2017.12.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11

2018. 8.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인용 심결

12

2018.10. 1.

특허등록결정 등본 송달

13

2019. 1. 1.

특허료 납부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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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
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실용신안
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실용신안
법」 제1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
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
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
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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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 제 출 되 는 전 자 적 이 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
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
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
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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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
(앞쪽)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의 표시】
【심판의 종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개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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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심판구분 및 관련 규정
심판구분

무효심판

거절결정 등
불복심판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
특허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
법」 제134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법」 제71조),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 및 상품분류 전환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의2)
특허거절결정ㆍ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
3),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법률 제7554호 「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ㆍ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법률 제
7555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
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ㆍ취소결정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
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

정정심판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정정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특허법」 제137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및 「상표법」 제75조)

취소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 및 사용권등록 취소심판(「상표법」 제74조)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허여심판

재심(「특허법」 제178조, 제179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
158조 및 「상표법」 제83조)

재심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심판청구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청구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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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
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과 관련된 심
판사건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
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
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청구인(피청구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3)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청구인】(또는 【피청구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
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
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청구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
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
다. 2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
을 만들어 모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
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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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
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청구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
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가. 【심판의 종류】 및 【출원번호 등】란에는 다음 예1과 같이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 및 심판의
종류에 따른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인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 중 【출원번호 등】란은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변경하여 국
제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한 것에 한함)의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1]
심판
구분

당

심판의 종류

관련 규정

번호종류

특허 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특허번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특허번호】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법」 제31조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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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1조

【등록번호】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

【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의2

【등록번호】

정정 무효심판

「특허법」 제137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실용
【특허(등록)번호】
신안법」 제33조, 「디자인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보호법」 제122조 또는 「상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표법」 제75조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3조

【등록번호】

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4조

【등록번호】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138조 및 제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140조, 「실용신안법」 제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32조 및 제33조 또는 「디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자인보호법」 제123조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3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특허권 연장등록거절결정 불
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3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지정상품 등 추가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
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출원번호】
또는 「상표법」 제79조
【결정등본수령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특허취소결정 불복심판

【특허번호】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이의신청번호】
부칙 제7조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심판

원

보

취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심판

불복

불복

【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등록번호】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번호(이의신청번호)】
법」 부칙 제4조
【결정등본수령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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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

법률 제7555호
법」 제54의2

「실용신안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정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재심

「특허법」 제178조, 「실용
【재심의 종류】
신안법」 제33조, 「디자인
【심판번호】
보호법」 제158조 또는 「상
【재심사유를 안 날】
표법」 제83조

【특허(등록)번호】

※ 참고: 번호별 구성체계
번호종류
출원번호
특허(등록)번호

번호체계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일련번호(2자
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국제등록번호(상표)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등록번호(디자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기술평가청구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번호
심판번호

기재례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20-2007-1234567
30-2007-123456
56-2007-1234567
2007-당-123456

[예2]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나.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의 종류】란에는 재심판 대상이 되는 초심 심판의 종류를 다음 예와 같
이 적습니다.
[예] 【재심의 종류】 무효심판
4. 【청구의 취지】란
이 난에는 해당 심판청구의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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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
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2]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000000호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디자인등록 제0000000-0000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4]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특허출원 00-0000-0000000호는 특허결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디자인등록출원 00-0000-0000000-M000호는 디자인등록결정한다.”라
는 심결을 구함
[예 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자동차 연료 감지장치”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
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등산화”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
는 심결을 구함
[예 8] 특허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
이 정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5. 【청구의 이유】란
가.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필요하면 별지에 적어 청구서에 첨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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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청
구의 이유에 적고, 필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라. 관련된 특허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심판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청구의 이유에 해당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고, 이를 증
명하는 서류(우선심판신청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증거방법】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적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심판청구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료】란에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류의 개수와 해당하는 심판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심판청구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
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
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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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MP3, WAV 또는 WMA에
의한 파일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파일의 크기는 3 Megabyte 이하여야 합니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밀폐용기 1통 또는 향패치 10매(냄새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30 ㎖ 이상의 액상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1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 ㎎ 이상
도포한 향패치 10매를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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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
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
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
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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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정정청구서
(앞쪽)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청구취지】
【청구이유】
(【정정할 사항】
【정정대상항목】
【정정방법】
【정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정정청구료】

(개)

(서명 또는 인)

원(기재요령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기재요령 제9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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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특허권자(실용신안등록권자)는 이 서식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
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산업
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
※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전문(全文) 정정을 하거나, 문단(식별항목 또는 식별번호)별로 부분 정정하
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全文) 정정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정정청구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등록권리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출원인
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등록권리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등록권리자는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등록권리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
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
합니다. 2명 이상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수대로[등록권리자 ○○○의 인
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권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등록권리자】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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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 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
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
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
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
니다.
3. 【심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란
등록권리자가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심판에 관한 절차

해당 번호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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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2007-당-123456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 【기술평가청구번호】
차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30-2007-123456

20-2007-1234567

4.【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정정인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5.【청구취지】및【청구이유】란
【청구취지】및【청구이유】란에는 각각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정정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유
를 별지에 적어서 청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6.【정정할 사항】란
가.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하는 경우에만 이 란을 적습니다. 심판절차에서 정정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나.【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 및 【정정내용】란에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를 첨부합
니다.
다. 별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및【정정내용】란을 만들어 각각 적으
며, 정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만들어 적습니다.
[예]【정정대상항목】 식별번호 12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멘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
온도는 섭씨 10도 내지 100도로서 섭씨 30도 내지 50도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19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틴,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9
【정정방법】 삭제
라.【정정대상항목】란에는 정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정정방법】란에는 "삭제
", "정정" 중 하나만을 적습니다. 정정방법이 "정정"인 경우에는【정정내용】란에 정정된 내용을
적고, 정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정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정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정정방법】란에 "정정"이라 적고,【정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
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적습니다.【정정할 사항】란의【정정대상항목】및【정정방법】란에 적
을 수 있는 내용은 정정대상 출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본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정정
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231 -

마. 명세서 등의 정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합니다. 다음의 식별항목은 정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고, 하위 식별항목단위로 정정합니다. 예를 들어,【발명의 목적】의 경우 하위 식별
항목인【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정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요약서】,【명세서】,【발명(고안)의 상
세한 설명】,【발명(고안)의 목적】,【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에서【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도면】(단, 특허의 경우
는 가능)
바. 서면으로 제출한 출원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
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정
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
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할 수 있습
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발명의 명칭】및【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
할 수 없고,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ㆍ 최초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 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
한 명세서
아.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도】,【청구항】을 제외한 【표】,【수학식】,
【화학식】및【반응식】등은 정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합니다.
7.【정정청구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또는 제3조를 참조하여 해당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7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법률 제7554호 「특허법」 제77조제3항, 「특허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제137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항(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참조)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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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
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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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 제 출 되 는 전 자 적 이 미
지 형식은

해 상 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등록권리자가(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등록권리자(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
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라. 정정청구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마. 정정청구의 서식 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
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에 한합니다)
1.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식 별 항 목 명
요약서

정정단위
가능여부

정정 가능방법

비 고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정 정

색인어

가 능

정 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발명(고안)의 목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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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 시 해당 식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가 능

정 정

발명(고안)의 구성

가 능

정 정

발명(고안)의 효과

가 능

정 정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기술적 과제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하는

별항목을 기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식별번
호 단위로만 정정 가
능

불가능
가 능

정정/삭제

도 면

불가능

도

가 능

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정정/삭제

2. 국제출원(PCT 번역문)에 관한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절차
식 별 항 목 명
명세서

정정단위
가능여부

정정 가능방법

비 고

불가능

발명(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
가 능

정정/삭제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

산업상이용 가능성

정 가능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요약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정/삭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정 정

도 면

불가능

도

가 능

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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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사건 신청서
(앞쪽)

【신청구분】□ 심판관 제척

□ 심판관 기피

□ 증거보전(조사)

□ 구술심리

□ 증인

□ 현장검증

□ 심판참가

□ 심리재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수수료】

(서명 또는 인)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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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구분

관련 규정

심판관 제척,
심판관 기피

「특허법」 제149조, 제150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36조, 제137조 및
「상표법」 제77조의11

심판참가

「특허법」 제15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
144조 및 「상표법」 제77조의19

증거보전(조사)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
조 및 「상표법」 제77조의20

구술심리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7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

증인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

현장검증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

심리재개

「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심판번호】란
해당 사건의 심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제출 전에 증거보전(조사) 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번호】란을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해당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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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적습니다.
[예] 【심판번호】2007-당-123456
3.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
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3)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
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
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 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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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
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5.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란
가. 심판관제척(기피)의 경우
【대상심판관】란에 제척(기피)하려는 대상심판관의 성명을 적습니다.
나. 심판참가의 경우
【참가의 종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측 및 피청구인측 참가구분과 「특허법」 제155조제1
항에 따른 당사자 참가 또는 「특허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조 참가 여부를 적습니다.
[예] 【참가의 종류】 청구인측 보조 참가
다. 증거보전(조사)의 경우
【증거】란에 증거보전 또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라. 구술심리의 경우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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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증인의 경우
(1) 【증인】란에 신청하려는 증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
호】,【주소】 및 【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증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바. 현장검증의 경우
【검증할 장소】는 현장검증 대상 장소를 적습니다.
사. 심리재개의 경우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란을 삭제합니다.
6.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에는 해당 신청구분에 따라 대상 심판관을 제척(기피)하는 이유, 심판참가 신청한 이
유와 사건과의 이해관계, 증거보전(조사) 신청의 이유, 구술심리 신청의 이유, 증인 신청의 이유, 현
장검증을 신청하는 이유 및 사항, 심리재개를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
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소명방법】란
심판관 제척(기피) 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보전(조사) 신청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을 기재하거나,
현장검증 신청의 용도를 적습니다. 심판참가, 구술심리, 증인, 심리재개 신청에 경우에는 이 란을 삭
제합니다.
8.【수수료】란
심판관 제척(기피)와 심판참가 신청의 경우에만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
다. 증거보전(조사), 구술심리, 증인, 현장검증, 심리재개 신청의 경우에는【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
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증인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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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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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 제 출 되 는 전 자 적 이 미
지 형 식 은 해 상 도 300dpi부 터 400dpi까 지 (300dpi 권 장 )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2002년 3월 1일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
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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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앞쪽)

【심판번호】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비용청구금액】
【심결확정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수수료】

(서명 또는 인)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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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
허법」 제165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3항 및 「상표법」 제77
조의28제3항).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청구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청구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심판번호】란
해당 사건의 심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심판번호】 2007-당-123456
2. 【청구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청구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
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청구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3)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 244 -

(1) 【청구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청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청구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
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 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란 기재
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 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
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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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청구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 【비용청구금액】란
비용청구의 원인이 된 심판사건의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을 적습니다.
5. 【심결확정일자】란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이 확정된 일자를 적습니다.
6. 【청구의 취지】란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의 취지를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7. 【청구의 이유】란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8. 【수수료】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
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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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 제 출 되 는 전 자 적 이 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Experts Group)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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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2002년 3월 1일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
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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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PCT 용도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고구분】 □ 출원인 변경

□ 발명자(고안자) 변경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 출원인 정보변경

□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 대표자 정보변경

□ 대리인 정보변경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코드】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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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고구분 및 관련 규정
신고구분

내

용

관련 규정

출원인 변경, 발명자(고
안자) 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명
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명의
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출원인 정보변경, 발명자
(고안자) 정보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
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대리인 정보변경,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
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거나 발명자
(고안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
경하려는 경우,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신고구분】란
신고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출원인】란
가. 【성명(명칭)】및【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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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원인코드】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4.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코드】
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코드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5. 【변경내용】란
가. 출원인, 발명자(고안자),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항목】란은 적지 않습니다.
(2) 【변경전】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을 적고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에는 【출원인코드】란을 만들어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출원인(발명자, 고안자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
(3) 【변경후】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코드】)(특허청
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국적】, 【거주국】 및
【지정국】란을 각각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변경 후 출원인(발명자, 고안자 또는 출
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 발명자(고안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적】 및 【거주국】란은 적지 않습니다.
[예] 【변경후】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코드】)
【국적】
【거주국】
【지정국】
나. 출원인, 발명자(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
(1)【변경항목】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국적, 서명, 인감 중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
하여 적습니다.
(2)【변경전】란과【변경후】란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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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HONG, Gildong
(3) 2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변경내용】란을 추가하여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변경내용】
【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변경내용】
【변경항목】 주소
【변경전】 123, Dunsan-dong, Seo-gu, Daejeon
【변경후】 150, Dunsan-dong, Seo-gu, Daejeon
(4)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변경항목】란에 적되【변경전】란과,
【변경후】란을 삭제하고 변경하려는 서명 또는 인감이미지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예] 【변경항목】서명(인감)
(5) 대리인관련 사항 및 출원인(대표자, 발명자, 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관련 변경사항
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국제출원의 언어가 국어 또는 일어인 경우에는【성명(명칭)】,【주소】,【국적】,【거주국】에 대
한 국문 또는 일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6.【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출원인, 발명자(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또
는 대리인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4호 참조)
나.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
니다.
(1)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증여ㆍ상속 등에 의한 경우
ㆍ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증여ㆍ상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ㆍ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법인은 분할ㆍ합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ㆍ 양도증. 이 경우 양도증은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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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양도일자】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다.【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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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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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앞쪽)

【출원구분】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국제특허출원언어】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발명(고안)자】
【성 명】
【출원인코드】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 심사청구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1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출원료】

면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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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출원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 제출기간 이내에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01조,
제203조 및 「실용신안법」 제41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서면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출원인
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출
원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적으며,【첨부서류】란
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
란의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서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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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
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기타】란을 만들고 그 취지를 적고,【첨부서류】란에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
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
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
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국제출원번호】및【국제출원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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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자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국제출원일자】2007. 3. 27.
5.【국제특허출원언어】란
PCT 국제출원당시 수리관청에 제출한 명세서 등의 작성언어를 적습니다. 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
된 출원의 경우에는 명세서 등의 번역문을 이 서식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발명(고안)의 국문명칭】및【발명(고안)의 영문명칭】란
【발명(고안)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발명(고안)의 명칭】란에 적힌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적습
니다.【발명(고안)의 영문명칭】란에는 발명(고안)의 국문명칭과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적
습니다.
7.【발명(고안)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발명(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고안)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및 【성명의 영문표기】 등 필요
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8.【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란
국제출원을 국어로 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국내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통지를
받고 이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만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9.【우선권주장】란
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
른 대한민국의 선출원에 따라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상기 우선권주장을 동시
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
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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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
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출원국명】,【출원번호】,【출원일자】및【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증명서류】란
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적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일본국인 경우에는【증명서류】란
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출원국명】,【출원
번호】,【출원일자】및【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 적고【증
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10.【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구분내용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의 예외적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한 미생물을 기탁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관에 기탁한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나.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공지
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공개형태】및【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
용대상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적습니다. 또한,【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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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생물기탁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미생물
기탁】,【기탁기관명】,【수탁번호】및【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으며,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또한,【첨부서류】
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07. 1. 1.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BP
【수탁일자】 2007. 1. 1.
라.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핵산
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서열개수】및【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서열목록 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이 포
함된 전자파일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택일하여 적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
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된【서열목록】을 명세서 다음(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첨부하고, 서열목
록을 포함하는 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
출하며,【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적은 서열목록과 동일함)"라 적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
원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적힌 것과 동일한 관
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 전자파일】 첨부
마.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기술
이전희망】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
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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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술장터(http://patentmar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됩니다.
[예]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
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
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개 또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
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확실
하지 않으면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의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연구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확실하지 않으면
주관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
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
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기여율】란은 1개 사업인 경우에는 1/1로 적
고, 2개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해당사업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기
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농촌진흥청
【연구관리전문기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형질전환 복제무균돼지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개발
【기여율】 1/2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07. 4. 1. ～ 2011. 12.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재단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 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 기초한 간암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통한 임상적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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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1/2
【주관기관】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06. 9. 1. ～ 2010. 3. 31.
11.【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
을 적습니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료】란의 다음 행
에【우선권주장료】,【심사청구료】및【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시
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적으며,【합계】란에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합계】란의 다음 행에【감면(면제)
사유】및【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1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
야 합니다.
12.【첨부서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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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제201조(「실용신안법」 제35조)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
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단서에 따라 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번역문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제9호 내지 제11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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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
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
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
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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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앞쪽)

【출원구분】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성 명】
【출원인코드】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사본의 송부청구일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2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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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출원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5조(2)(a)
에 따라 국제출원일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합
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14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

※ 이 서식은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결정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출원인
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
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
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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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
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
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
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
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
성합니다.
4.【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5.【발명(고안)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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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발명(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고안)자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
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6.【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7.【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사본의 송부청구일자】란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사본의 송부를 청구한 날짜를 적습니다.
8.【신청취지】및【신청이유】란
【신청취지】란에는 거부, 선언 또는 인정 중 어느 것에 관한 제출인지를 명기하고,【신청이유】란에
는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번역문 각 2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2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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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
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
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
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
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10. 작성 시 유의사항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
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
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
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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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
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
【접수번호】
【정정대상항목】
【정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 기재요령 제6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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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서류의 전자화된 내용을 통지받은 출원인등이 서면 내
용과 전자화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 전자화한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
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
칙」 제99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111조).

※ 이 서식은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정정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
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
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
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
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
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
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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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5)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
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
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
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
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
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
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
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
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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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국제출원관련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성명(명
칭)의 영문표기】 및 【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

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절차

관한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 【국제등록번호】
한 절차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국제등록번호】
관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디자인의
관한 절차

국제출원에 【특허청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1234567A
DM/123456 또는
DM/123456A
KR-2014-3123456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특허협력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관련 전자화내용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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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이 서식의 우측 상단에 "PCT"라고 적습니다.
4. 【정정할 사항】란
가. 【정정할 서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정정하려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일자를 적습니다.
[예]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보정서(2007. 1. 1. 제출), 의견서(2007. 1. 1. 제출) 등
나. 【접수번호】란에는 정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다. 【정정할 서류】가 다음 예 1과 같이 2 이상의 서류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정정할 서
류】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1] 정정할 서류의 내용
정정할 서류

정정대상항목

출 원 서

발명의 국문명칭

명 세 서

청 구 항

정 정

전

정 정

후

일산화 탄소

이산화 탄소

청구항 19 제1항에 있

청구항 19 제1항에 있

어서 …비닐인 화합물

어서 …페닐인 화합물

비 고

[예 2] 기재방법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 출원서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한다.
【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로 정정한다.
라. 【정정대상항목】란
정정하려는 항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보정내용 등
마. 【정정대상 항목】 과 【정정내용】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고 각각의 정정내용 사이에는 1행의 공백행을 삽입하여 구분합니다.
[예]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한다.

【정정대상항목】 발명자
【정정내용】 "홍동길"을 "홍길동"으로 정정한다.
바. 【정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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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는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한다.
[예 2] 【정정내용】 "도2-슬릿…반응성 혼물"을 "도2-슬릿…반응성 혼합물"로 정정한다.
[예 3] 【정정내용】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
서 …페닐인 화합물"으로 정정한다.
[예 4] 【정정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로
정정한다.
사.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의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내용】의 다음
행에 "아래(별첨)"란을 만들어 정정할 내용을 적습니다.
[예] 【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내용
【정정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중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한다.
아래(별첨)
【해결하려는 과제】
폴리우레탄 발포제를 생성할 때에는, 1종 이상의 반응성 성분(폴리이소아이트 및 이소아
네이트-반응성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화합물, 특히 폴리올)을 액상 또는 기상 팽창체와
혼합한 다음, 다른 성분과 혼합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몰드에 배치식으로 또는 콘베이어
벨트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여기서 혼합물을 팽창시키고 경화시킨다.
1. 액체 2성분 반응성 혼합물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2. 기포 핵을 유도하는 경우, …대응하여야 한다.
[예]【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내용】 "청구항 2와 청구항 3"의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한다.
아래(별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반응성 혼합물의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반응성 혼합물은 …특징으로 하는 방법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2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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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
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
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
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
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
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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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 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의 서식 중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이 서식에서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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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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