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

과장

윤기웅

김지수

특 허 법 시 행 규칙 일 부개 정 령
신⋅ 구 조문 대 비표
2014. 8.

특허심사제도과

국장

현

행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표시 구분>
① 개정사항은 밑줄과 함
께 굵은 글씨로 표시
② 단순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하 “알
법”)은 밑줄만 그음
③ 알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알법 반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 알법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목적으로 한다.

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 알법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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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

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

출원ㆍ청구

(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

그

밖의

절차(이하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

의 서류를 말한다.

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

(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

(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

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

조(ⅹ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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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성한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

허심판원장에게

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

이용하여

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

기록매체(이하

(이하

“전자적기록매

정보통신망을

제출(이하

“전자적

“온라인

기록매체”라

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

하는 서류

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

원인ㆍ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

원인ㆍ심판청구인 그 밖에 특허

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

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 알법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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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

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마다 작성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는 명칭) 및 고유번호(이하 “출원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과 「특허

코드”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

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출원인

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

코드”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

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

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

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

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출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한다.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서류의 제출) ①특허청 또는 특 제3조(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 ○ 알법
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

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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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

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 ○ 알법
서류의 제출)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서류의 제출)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

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5조의2제1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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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

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

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의 사용어등) ①특허청 또는 제4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특 ○ 외국어특허출원 도입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

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어로 기

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하여야 한다.

제외한 서류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2.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
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

②위임장ㆍ국적증명서등 외국어로 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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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재한 서류(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를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의 제출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부하여야 한다.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특허에 관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특허에 관 ○ 알법
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

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

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

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ㆍ「특

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 ○ 복잡한 규정 호 분리

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9

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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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서면제출ㆍ특허출원인변경신

고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
는 때에 특허출원서ㆍ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ㆍ권리관계 변경신고서ㆍ심
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
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특허출원ㆍ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국제특허출
국내서면제출을

할 때에 제출하는 특허출원서ㆍ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신 설>

2.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
출하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신 설>

3. 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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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 제출하는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

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
다.

④ 삭제

④∼⑥ (현행과 같음)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
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
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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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
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
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⑦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⑦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

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⑧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

⑧ (현행과 같음)

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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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
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
면 그 대리인은 제7항에 따라 사임하
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
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
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⑨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 ○ 복잡한 규정 호 분리

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

는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

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할 수 있다.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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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
우

<신 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신 설>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
는 경우

제5조의2(포괄위임) ①특허에 관한 절 제5조의2(포괄위임) ① (현행과 같음)
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
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

- 14 -

○ 알법

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
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

임등록에 관한 등록(이하 "포괄위임

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

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

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에는

야 한다.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

③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

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

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장 또는 특

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

허심판원장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

재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사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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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등록사항"이라

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출하여야 한다.

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

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

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

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

제출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

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제9

이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제

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 ○ 알법
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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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

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

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에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

또는

제출하여야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

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은 신고서

특허심판원장에게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

출한 경우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에 ○ 알법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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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

철회서를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 알법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신고

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임된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
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
명하는 서류 1통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
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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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

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③영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

③ 「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

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

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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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

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
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
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제7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제7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 알법
등에 관한 증명) ①특허청장 또는 특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 또는 특허를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

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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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

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

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

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ㆍ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ㆍ ○ 알법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

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다.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정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

수 있는 서류

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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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증명서)

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

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

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ㆍ특

허심판원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

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

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

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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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1.ㆍ2. (현행과 같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
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

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

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

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

우에

유권보호를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위한

파리조약」(이하

그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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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국가가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

(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당

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

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서로 보호

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

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하나의 국가

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

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

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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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인정하면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

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

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

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를 증명하는 서류
④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

④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우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따라 제출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

서류명 및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밝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다.

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 ①법 제28 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 법 제 ○ 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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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2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원인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인
3. 심사청구인

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
5. 삭제
6. 정정청구인

4.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5.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8의2. 재심사청구인

7. 재심사청구인

9.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

8.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

판참가인

판참가인

10. 특허권자

9. 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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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번호 정리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11. 질권자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출원인

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

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

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면 별

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경정)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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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

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ㆍ2.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

⑤∼⑧ (현행과 같음)

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
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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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
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
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
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
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
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
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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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
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
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
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
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
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 알법
서류) ①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서류) ①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

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

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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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1.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
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3. 삭제
4. 정정교부신청서

2.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 ○ 호 번호 정리
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
(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3.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
(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

사용하는 언어가 일본어인 국제출

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

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호서식을 포함한다)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
서
7.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4. 별지 제58호서식의 법 제214조제1
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5.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
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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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② 삭제

②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 관련

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

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에 따라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 통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를 받거나 영 제13조에 따라 비밀에

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서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서의

러하지 아니하다.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현 ○ 알법
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

행과 같음)

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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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
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
(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
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

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

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

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

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

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

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

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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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

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

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

장치의

특허청이

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

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여 그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우로서 특허청장이 미리 공지한 경우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

여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

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

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

한 것으로 본다.

다.

장애(정보통신망,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 ○ 알법
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

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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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

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

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

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

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

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①법령의 제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 알법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

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

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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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

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
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 이의신청 폐지에

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

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

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

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따라 심사장 삭제

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원용) ①특허에 관한 절 제10조(서류의 원용) ① 특허에 관한 ○ 알법
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에 밟는 경우 법 제7조ㆍ법 제30조제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ㆍ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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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

조제2항ㆍ제54조제4항 또는 이 규칙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

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

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

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

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ㆍ법 제30조

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ㆍ제30조제2

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항ㆍ제54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그 증명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

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

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

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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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
를 갈음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대리권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1.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

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

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특허에

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

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절차를 밟는 경우

경우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제11조(부적법한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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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40조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또는 심판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ㆍ견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

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

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

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등

한다.

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1. 제2조 본문을 위반하여 건마다 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
한 것인 경우

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
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

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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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다)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를 말하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 이 경 ○ 특허법 개정 반영
우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
서를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언어
로 적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 특허용어 통일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경우
5의2.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

6.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 특허용어 통일, 호

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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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리

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

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

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 ○ 특허법 개정 반영

이미 법 제42조제5항제1호에 따

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

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우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

7.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

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

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

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한 서류인 경우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9.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

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

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

하는 기간에 대한

서인 경우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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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신청서

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

10.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

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

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

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

신청서인 경우

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11.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12. 해당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

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

13.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

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

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별지

호서식의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신청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

(변경신청, 철회)서, 별지 제4호

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

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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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

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

14.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

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

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그 밖

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

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

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

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

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

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

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

15.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

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

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

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

16.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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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

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
15.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가 기

17.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적지 ○ 특허용어 통일

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

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

서를 제출한 경우

한 경우

16.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18.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 ○ 특허용어 통일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

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

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

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

청서를 제출한 경우

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19.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

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

류할 수 없는 경우

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20.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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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

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

21.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

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

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

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

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

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

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

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

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

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

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

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

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송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

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6호에

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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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

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

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

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

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

내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으려는 경

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

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

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

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

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

반려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

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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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려) 특허청
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
어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
허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반려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
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①특허권 제12조(특허번호 등의 표시) ① 특허권 ○ 알법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

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에 필요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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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번호나 특

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

허출원번호, 특허권자나 특허출원인

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

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

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한다),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

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를 말하며,

영업소의 소재지)] 를 표시하여야 한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다.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표
시하여야 한다.

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

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

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특허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

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③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

③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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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

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

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

경우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

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

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

는 명칭을 말한다), 출원인코드(출원

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

를 말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

여야 한다.

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 알법
제46조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

제46조 또는 법 제141조에 따른 보정

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

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

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

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

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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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1.∼3. (현행과 같음)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다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 ○ 알법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

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

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 삭제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

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

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

고자 하는 자

려는 자

3. 법 제1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3. 법 제136조제9항에 따라 정정심판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

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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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려는 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4.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정정의

정정한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

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려는

정하고자 하는 자

자

②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1. 삭제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4.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

4. 법 제133조의2제4항, 제136조제7

제7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

항 또는 제137조제4항에 따라 전용

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

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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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4조(서류등의 제출) ①특허청장ㆍ특 제14조(서류 등의 제출) ① 특허청장ㆍ ○ 알법
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

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

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

위하여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

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하여야 한다.

제15조(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 제15조(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 ○ 알법
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

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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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16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46조, 법 제16조(기간의 지정) ① 법 제46조, 법 ○ 특허협력조약과 규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2항에 따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

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

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 ○ 법 제203조제3항제1

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

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 ○ 법 제203조제3항제2

의견서제출기간등 법령에 의하여 특

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법 제203

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

2월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경

기간으로 한다.

우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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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화

호: 서류 미제출

호: 서류 방식 위배

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

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

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

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따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른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

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

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수 있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야 한다.

다.

④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④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

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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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 ○ 알법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경과의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

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

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

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

1.∼3. (현행과 같음)

신청서에

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 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
완을 하려는 자
3.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
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 ○ 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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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승계

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하여야 한다.

다.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 ○ 알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수계(受繼)를

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ㆍ2.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특허에 관한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 특허에 관 ○ 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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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

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

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

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특허청장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

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

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출하여야 한다.

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서식

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 ○ 알법
2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항별

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

로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

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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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

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

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특

에 그 취지를 적고, 설정특허료를 낸

허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 납부서와

경우에 같은 납부서와 함께 별지 제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를 특

12호서식의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2장 특허출원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 알법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의 제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

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

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

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

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

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

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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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

적음으로써 그 제출서를 갈음할 수

할 수 있다.

있다.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 제21조(특허출원서) 법 제42조제1항에 ○ 출원서와 명세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따라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기재 요건 등을 별도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

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

조로 분리 규정

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의 사항을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여야 한다.

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에는 대리인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류 1통
5. 그 밖의 법에 따라 적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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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

<삭 제>

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
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발명

<삭 제>

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

<삭 제>

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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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1조의2(명세서) ① 법 제42조제2항 ○ 명세서 기재 요건 별도
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

규정

는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어
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이 있는

○ 특허법 제42조제2항
각 호 사항

경우로 한정한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 규칙 제21조제3항 사항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술분야
2. 해결하려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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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규정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
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
구범위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에 따른다.
<신 설>

제21조의3(도면) 법 제42조제2항에 따 ○ 별도 조로 규정
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도
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4(요약서) ① 법 제42조제2항 ○ 별도 조로 규정
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
는 요약서에는 발명의 개요를 나타내
는 기술정보를 150자 이내로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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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약서는 별지 제16
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1조의5(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 외국어특허출원 가능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

언어 규정

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는 영어
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
다. 이하 제21조의6에서 같다)을 제1
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적어야 한
다.
<신 설>

제21조의6(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 ○ 외국어특허출원

문 제출 등)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

국어번역문 제출 형식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및 오역정정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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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
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
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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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
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
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
칙」(이하
한다)

“수수료징수규칙”이라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 대상항목별 정정 사항을 적
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국어번역
문 오역정정서 1통
2. 정정 사항별 정정이유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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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적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설명
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1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

제21조의7(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 ○ 조 분리에 따른 번호

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

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

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

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

일(이하

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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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

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

여도 된다.

여도 된다.

②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

②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

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제2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 ○ 영 제2조 개정안

수탁번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

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

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

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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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3조(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영 제4 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4조제 ○ 영 제4조 개정안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

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

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

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영

출하여야 한다.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
통
2.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국내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
서 1통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 영 제4조 개정안
소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반영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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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1통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

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

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

제출서에 따르되, 법 제54조제4항제2

제출서에 따른다.

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

○ 별도 항으로

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분리하여 규정(7항)

출원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별지 제13
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② 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

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

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

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

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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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로 교환할 수

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

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

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
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

사ㆍ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사ㆍ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

제54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한

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

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

류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할 수

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

가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가 그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

서에 의한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

른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한 서류 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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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

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재내용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취지를 적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략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

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

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효로 할 수 있다.

<신 설>

⑥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서 “산업 ○ 특허법 개정사항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계지식소유권 기구(「세계지식소유
권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
립된 세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자적 매체로 송달(세
계지식소유권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

- 71 -

반영

우에 한정한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4 ○ 1항 일부내용 이동
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

및 특허법 개정사항

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

반영

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
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
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법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 알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특허

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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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
는 서류 1통

1. 특허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
는 서류 1통

2. 삭제

2. 삭제

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

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

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

② 같은 특허출원인이 둘 이상의 특

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

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특허

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

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지분등의 기재) ①2인이상이 공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 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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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

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특허출원

허출원인변경신고를

경우로서

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특허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

「민법」 제26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

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여야 한다.

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 ○ 복잡한 규정 호 분리
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
우

<신 설>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
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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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

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1.ㆍ2. (현행과 같음)

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특허출원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 ○ 알법
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

인이 착오로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

일부 발명자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특허

적은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

출원의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

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의

있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혔던 발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

명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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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

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

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

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
다.
②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1항

②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1

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

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

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

신청서를

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 별지 제9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 별지 제29
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

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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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제29조(분할출원) ①법 제52조제1항의 제29조(분할출원) ① 법 제52조제1항의 ○ 알법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

규정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
통

4. 삭제

4. 삭제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

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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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

③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

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

에 따라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

분할출원과

원특허출원서에

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첨부된 명세서ㆍ요약서 또는 도면을

ㆍ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

보정하여야 한다.

다.

④ 삭제

④ 삭제

동시에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법 제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 법 ○ 알법
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라 정당

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

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

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1.∼3.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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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

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
른다.

③ 삭제

③ 삭제

제33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 제33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 ○ 알법
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

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

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원이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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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협의결과 신고) ①법 제36조제6 제34조(협의결과 신고) ① 법 제36조제 ○ 알법
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

여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38조

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

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

20호서식의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

1.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경합(競

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

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

류 1통

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

권리관계

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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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서에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

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 알법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

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

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

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등의 교 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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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①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

발급) ①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

나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

나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 ○ 제25조제6항 관련

소유권

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소유권 기구에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

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

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에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송달(세

야 한다.

계지식소유권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 한정한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
라 한다)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때에
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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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정비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야 한다.

다.

제3장 심사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법 제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법 제
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의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

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특허청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범 ○ 특허용어 통일

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

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적음으로써 그 청구서를 갈음할 수

수 있다.

있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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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야 한다.

여야 한다.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 알법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장ㆍ특허심판원장

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1통

1.ㆍ2. (현행과 같음)

또는

심판장에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 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 ○ 알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 제36조의8 또는 「첨단의료복합

법」 제36조의8 또는 「첨단의료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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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

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

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특허청장에게

한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동일한 발명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동일한 발명
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

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처리

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

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거 ○ 심사보류 시기

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나 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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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화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

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심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 심 ○ 알법
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

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

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내에 별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

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

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

특허출원일부터

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하다.

다.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

1.∼3. (현행과 같음)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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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이

경과하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
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
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 ○ 알법
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

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

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

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

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

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

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

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

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

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

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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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

○ 1항을 1항과 2항으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

분리

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
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
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
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
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
청구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하

- 88 -

려는 자는 유예희망시점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
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
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
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
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
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

③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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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이동(2항→3항)

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

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

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

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

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

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

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

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

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

④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 ○

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

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

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

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

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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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이동(3항→4항)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다.

항 이동(4항→5항)

제41조(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법 제 제41조(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제66 ○ 알법
66조의2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조의2제3항, 제67조의2제2항, 제133

법 제136조제5항 또는 법 제137조제4

조의2제4항, 제136조제5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137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

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

여야 한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1.ㆍ2.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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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 ○ 알법
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

하여야 한다.

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

는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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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

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

(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인(유한)"이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한다]인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6. 각하결정연월일

경우에는

제43조(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 제43조(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 ○ 알법
고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

고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

공고일은 당해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일은 해당 특허출원이 공개되거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

나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

허공보

특허공보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발행된 날로 한다.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법 제64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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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

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

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

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

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

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

우(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 특허용어 통일

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

취지를 적음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을

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갈음할 수 있다.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01

②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 ○ 특허법 조문 변경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201조제1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

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1항에 따른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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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반영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

하려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

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

여야 한다.

다.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④ 대리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부하여야 한다.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 ○ 별지 서식 오기재

26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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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수정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①심사관은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

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여야 한다.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

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

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

3. 삭제
4. 삭제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
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 ○ 호 정리
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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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

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

유통지

유통지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

②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

여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

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

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

허결정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적고 날

명날인하여야 한다.

인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번호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

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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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법인·특허법인(유한)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

변리사의 성명)

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
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

경우에는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
의 경우로 한정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

결정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

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 특허용어 통일

항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청구항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적어야

야 한다)

한다)

7. 결정연월일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

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

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로 한정

한다)

한다)

③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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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특허증의

교부)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①특허청장은 제50조(특허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 알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교부하

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

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② 특허청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

의 특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
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

③ 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

에 의하여 특허증을 정정교부하고자

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

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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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특허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

④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을 받

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

은 경우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

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서식의

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

한다.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

증”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
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
지 제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
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
지 제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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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
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
지 제26호의9서식

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
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
지 제26호의9서식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①특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① ○ 알법
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을 받은

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증을 교부할 수 있다.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

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

증이 특허원부 또는 그 밖의 서류와

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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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교부하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

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

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

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

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
다.

③특허청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

③ 특허청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

한 후 법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한 후 법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라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하여

따라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

야 한다.

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

④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을 받

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

은 경우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

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

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

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

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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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부할 수 있다.

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영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
지 제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
지 제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
지 제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교부하는 경우: 별

제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
지 제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
지 제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
지 제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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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28호의9서식

지 제28호의9서식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특허청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특허청 ○ 알법
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

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

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

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

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

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

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

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51조(특허증의

교부신청등)

①다음 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 알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

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신청서를

여야 한다.

한다.

1.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허증의 재

1.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허증의 재

교부 신청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특
허증의 교부 신청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특
허증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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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휴대용

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교부 신청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신청

②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

②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

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

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

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

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

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

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

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

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

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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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의 교부 신청
2.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휴대용 외
국어특허증의 교부 신청

1.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의 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휴대용 외
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 제53조(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 ○ 알법
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0조제1항제

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0조제1항

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

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

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말한다.

를 말한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

- 106 -

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

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

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

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

하는 자료

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2.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으로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

하는 자료

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

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제54조(허가 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 알법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

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

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

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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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

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적고

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

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

용

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의 소재지)

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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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

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8. 결정연월일

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 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 ○ 알법
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

여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

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성명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

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

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

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

- 109 -

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
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의 소재지)

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

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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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정연월일

8. 결정연월일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 알법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법 제124조에 따라 특허권이 소멸된

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

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

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

복)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

복)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

허료를

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 ○ 타법 개정사항 반영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

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

1.ㆍ2. (현행과 같음)

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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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
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
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

② 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

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자

의

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 ○ 타법 개정사항 반영

16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
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

<삭 제>

일에 그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

○ 특허법 제81조의3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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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삭 제>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ㆍ법 제57조(심판청구서) ① 법 제133조ㆍ ○ 알법
제134조ㆍ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

제134조ㆍ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3. (현행과 같음)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
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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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

② (현행과 같음)

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
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삭제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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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③ 법 제138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

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

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

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

④ 법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청구를

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

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57조의2(정정청구서) 법 제133조의2 제57조의2(정정청구서) 법 제133조의2 ○ 알법
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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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3.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

3.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제137조

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

조제7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

항에

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

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는 서류 1통

서류 1통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제58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특허심 제58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 ○ 알법
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

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

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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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

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

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답변서 등) ①법 제147조제1항 제60조(답변서 등) ① 법 제147조제1항 ○ 알법
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

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

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②법 제147조제3항ㆍ법 제156조제2항

② 법 제147조제3항ㆍ제156조제2항ㆍ

ㆍ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

제159조제1항 또는 제170조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

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

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

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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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 ○ 알법
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

149조 또는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심

에 의하여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

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62조(심판참가신청) 법 제156조의 규 제62조(심판참가신청) 법 제156조에 따 ○ 알법
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

라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

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제63조(증거의 첨부) ①제57조 및 제60 제63조(증거의 첨부) ① 제57조 및 제 ○ 알법
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ㆍ답변

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

서ㆍ의견서 기타 심판에 관하여 제출

견서와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

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

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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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야 한다.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가 서류인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ㆍ견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

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

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을

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

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여야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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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

④ 법 제157조에 따라 증거보전 신청

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

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

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야 한다.

다.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 ○ 알법
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

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

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

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

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다.

제65조(구술심리) ①법 제154조제1항의 제65조(구술심리) ① 법 제154조제1항 ○ 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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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

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려는 심판의

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

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

하여야 한다.

용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증인의 신청 등) ①증인신문 제65조의2(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 ○ 알법
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

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

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

여야 한다.

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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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1통

②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

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

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

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

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

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 ○ 알법
류) ①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

류) ①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

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

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을 받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하기 전에

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62조제4항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

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

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 1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신청을

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참가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66조의2(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 제66조의2(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 ○ 알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

에 따라 심리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

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

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

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6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 제6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 ○ 알법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

야 한다.

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1. 심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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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

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

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

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

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

리사의 성명)

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6. 결정연월일

제68조(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제68조(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에 ○ 알법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

- 124 -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

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

서류를

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3. (현행과 같음)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2.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
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법 제 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 ○ 알법
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1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

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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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②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을

②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고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

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제72조(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 알법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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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장에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 삭제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

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

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

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

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제1절 국제출원절차 등

제1관 통칙

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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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 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 ○ 알법
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 또는 물

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
다.

제75조(서류의 사용어) 국제출원에 관 제7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국제출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원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를

서류는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 특허용어 통일

적은 언어(이하 “국제출원의 언어”

청구범위를 적은 언어(이하 “국제출

라 한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원의 언어”라 한다)로 작성하여야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그 밖에 특

한다. 다만, 국적증명서, 법인증명

허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서,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서

아니하다.

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 제76조(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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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출)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

서류(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

한 서류(출원서ㆍ발명의 설명ㆍ청구 ○ 특허용어 통일

필요한 도면ㆍ요약서 및 기타 서류를

범위ㆍ필요한 도면ㆍ요약서 및 그 밖

말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

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자

해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

는 해당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

출할 수 있다.

여 제출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사전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적힌

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

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

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

한 부분은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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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그 원

원본이 필요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본을 제출할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

자에게 14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

한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④ (현행과 같음)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명령을 받은 해당 서류의 원
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제3항에 따라 출원서ㆍ명세서ㆍ청

⑤ 제3항에 따라 출원서ㆍ발명의 설 ○ 특허용어 통일

구의 범위ㆍ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

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또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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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

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니한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

경우에는

칙」(이하

「특허협력조약

“조약규칙”이라

규

한다)

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92.4(g)(i)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

⑥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서류

⑥ (현행과 같음)

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에 따라 그 서류는 제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 알법
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

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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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ㆍ방

3. 출원인 외의 특정인의 생산물ㆍ방

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

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

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4. 국제출원에 적힌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제78조(대리인의 선임등) ①국제출원에 제78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국제출원 ○ 알법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한

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성명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출원서 또는 제

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출원서 또

106조의23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

는 제106조의23제2항에 따른 국제예

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비심사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

라 한다)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

구서”라 한다)에 따라 대리인 또는

자의 선임을 신고할 수 있다.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할 수 있다.

②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는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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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한 후 서

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성명을 적

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

인의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가 출원 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자가 출원 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

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ㆍ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리인의 선임 또는 대표자의 선임ㆍ해

선임 또는 대표자의 선임ㆍ해임을 신

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

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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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다.

④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④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

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

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약

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

규칙 90.6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

약규칙 90.6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

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

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

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적

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지 아니하다.

다.

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등) ①국제출원 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 등) ① 국제출 ○ 알법
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

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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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②제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ㆍ해

② (현행과 같음)

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①국제출 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 등) ① 국제 ○ 알법
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

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

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

규칙 90.5(b)에 따른 포괄위임장을

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

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

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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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포괄위임장

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

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서ㆍ국제

서ㆍ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

예비심사청구서 또는 그 밖의 국제출

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법 제7조에 따른 서면에 따른 증명을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갈음할 수 있다.

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에 따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른 포괄위임장에 적힌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특허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제81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 ○ 알법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

은 그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

리인은 그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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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와 발명

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거나 발

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

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

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

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 알법
신고)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

신고)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

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

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특허청장

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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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그 대리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여야 한다.

다.

제83조(국제출원외의 서류의 보정) ① 제83조(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의

제출한 서류(출원서ㆍ발명의 설명ㆍ ○ 특허용어 통일

범위ㆍ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청구범위ㆍ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

제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요

다)가 제2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

한다.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

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 138 -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정

우에는 제2항의 서류 보정서에 그 대

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첨부하여야 한다.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

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서류

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야 한다.

다.

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국제출 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 국제출
원을 한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

원을 한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

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

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

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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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②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91.1(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

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33조에

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

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

심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경

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우에 한정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을 신청할 수 있다.

1.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또는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 ○ 특허용어 통일

그 보정서
2. 조약규칙 91.1(b)(iii)에 따른 서
류

는 그 보정서
2. 조약규칙 91.1(b)(iii)에 따른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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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항 및

③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

당 서류가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당 서류가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에 한한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에 한정한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

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

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④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④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

그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을

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

91.1(h)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91.1(h)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정정을 신청할 것을

에 따른 정정을 출원인이 신청하도록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정

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조약 제2조(xi)

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

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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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

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

신청서를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⑥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그

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야 한다.

여야 한다.

⑦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⑦ 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

조약규칙 91.1(c)부터 (f)까지의 규

규칙 91.1(c)부터 (f)까지에 따라 그

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

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 91.1(g)

규칙 91.1(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다.

⑧제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⑧ 제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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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

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

1.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

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

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 특허용어 통일

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

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

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

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

해당 서류의 제출일

⑨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⑨ 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

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우편의 지연) ①법령의 규정에 제86조(우편의 지연) ① 법령에 따라 ○ 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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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

특허청장에게

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

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는 것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가

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

제출기간 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경

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당해서

우에는 출원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기

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이전에

간의 만료일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있다. 다만,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

해당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로 발송할 수 있고 또한 항공우편외

있고 또한 항공우편 외의 방법으로는

의 방법으로는 도달에 통상 3일이상

도달에 통상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서류

명백한 경우 해당 서류를 항공우편으

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

로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의 제출은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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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국제출원에

은 출원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

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 된 날

된 날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월이내, 당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서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에 따라

거에 의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

해당 서류가 제출기간 내에 도달되지

에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지연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

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

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출된 것으로 본다.

본다.

제87조(우편물의 망실) 제86조의 규정 제87조(우편물의 망실) 제86조의 규정 ○ 알법
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해우편물의 망실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의 망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

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증거”는 각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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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

는 각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류가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

류가 망실한 서류와 같다는 것을 증

하는 증거”로, 동조제1항 및 제3항

명하는 증거”로, 같은 조 제1항 및

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각 “우

제3항 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

편물의

동조제3항중

각 “우편물의 망실로”로, 같은 조

“당해서류”는 “망실한 서류를 대

제3항 중 “해당 서류”는 “망실한

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로 본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

다.

류”로 본다.

망실로”로,

제2관 국제출원절차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 알법
제19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제19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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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

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

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 제91조(국제출원에 사용하는 언어) 법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

제19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

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어를 말한다.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제92조(출원서 등의 제출) ①국제출원 제92조(출원서 등의 제출) ① 국제출원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

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원서에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 ○ 특허용어 통일

및 요약서 각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

약서 각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

출원의 출원서를 포함한 당해 서류를

의 출원서를 포함한 해당 서류를 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3통

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3통을

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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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② <삭 제>

○ 전자출원 도입 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가 「특허

과도기적인 출원

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

방식 폐지(WIPO

행세칙”이라 한다) 102bis의 규정에

C.PCT 1376 적용)

따른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조약시행세칙 102bis의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로 추가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출원서등의 서식) ①국제출원의 제93조(출원서 등의 서식) ① 국제출원 ○ 전자출원 도입 전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

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과도기적인 출원

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

방식 폐지(WIPO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

C.PCT 1376 적용)

제2항에 따른 출원서는 조약시행세칙

제>

102bi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제출원의 명세서는 별지 제43호

②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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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청구의 범위는 별지 제44호서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 ○ 특허용어 통일

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

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

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야 한다.

여야 한다.

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①제92조의 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① 제92조 ○ 알법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

1.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

든 체약국의 지정

든 체약국의 지정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

라 한다)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

라 한다) 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

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

것이라는 표시

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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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

내특허[조약 제45조(2)가 적용되는

내특허[조약 제45조(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

4.9(b)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칙 4.9(b)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대하여

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

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

원인은 해당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다.

수 있다.

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특허청 제94조(국제출원번호 등의 통지) 특허 ○ 알법
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

청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접수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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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야 한다.
제95조(출원서

통지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 알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

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항 외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

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 알법
①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

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

접수일부터

조약규칙

원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약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

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

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

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

②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

1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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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른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

1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개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

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

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

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10

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3(d)의

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

규정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

약규칙 12.3(d)의 규정에 따라 그 출

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

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번역문을

④ (현행과 같음)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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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조사용 번역문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7조(절차의 보완) 법 제194조제2항 제97조(절차의 보완) 법 제194조제2항 ○ 알법
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

에 따른 절차의 보완을 하려는 자는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완서 3통

1.ㆍ2.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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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①법 제194조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① 법 제194 ○ 알법
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

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②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

② 법 제194조제4항에 따른 도면을

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첨부하여

출하여야 한다.

한다.

1. 도면 3통

1.ㆍ2. (현행과 같음)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
완) 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1항

완) 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1항

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

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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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

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

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

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명세서 또는 청구의 범위의 일부

1.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 ○ 특허용어 통일

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

는 경우

는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
어 있는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
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

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을 특허청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을 특허청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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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누락된 부분을 적은 명세서, 청구

1. 누락된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 특허용어 통일

의 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④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④∼⑥ (현행과 같음)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
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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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
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법 제194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
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
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특허청장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특허청장 ○ 알법
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

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

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당 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

한다.

여야 한다.

제101조(절차의 보정) ①법 제195조제4 제101조(절차의 보정) ① 법 제19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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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다.

말한다.

1.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에는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

에는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의

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

을 것

을 것

2.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명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둘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둘 이상인 경

경우에는 그들 중 최소 1명의 출원

우에는 그들 중 최소 1명의 출원인

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또는 대리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다만, 대리

또는 날인할 것. 다만, 대리인이

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

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둘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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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성명을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ㆍ명세서ㆍ청구

3. 국제출원의 출원서ㆍ발명의 설명 ○ 특허용어 통일

의 범위ㆍ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ㆍ청구범위ㆍ도면 및 요약서가 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

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

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성되어 있을 것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

② 법 제195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을

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

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보정서 3통

1.ㆍ2.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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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2조(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2조(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알법
①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①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4개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우선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일부터 1년 4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

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

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②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후에 특허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

후에 특허청장이 제4항의 보정서를

한 보정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되

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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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조기국제

되기 전에 해당 조기국제공개신청을

공개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니하다.
③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

③ (현행과 같음)

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우선일부터 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
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터 그 기
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

④ 제1항에 따른 보정 또는 추가를

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

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우에는 제4항의 보정서에 그 대리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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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다.

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 알법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① (현행과 같음)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
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
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

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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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우에는 제2항의 보정서에 그 대리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여야 한다.

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

④ㆍ⑤ (현행과 같음)

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
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
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
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
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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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
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
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
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알법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수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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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

수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료를 당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

수수료를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의

아니한

규정에 의하여 1월의 기간을 정하여

16bis.1(a)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의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수료 및 가산

을 명하여야 한다.

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려

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

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

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출하여야 한다.

다.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 ○ 알법
는 시기)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

는 시기)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

서

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

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

1개월을 말한다.

부터 1개월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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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

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 알법
사전통지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196

사전통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
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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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 ○ 알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

제2항에 따른 출원인의 대표자 지정

자 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

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

당하는 출원인 중 첫번째로 적혀 있

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는 자로 한다.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 알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19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

식의

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①국제 제106조의7(국제출원 등의 취하) ① 국 ○ 알법
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

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

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

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

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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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

1. 우선일부터 2년 6개월을 경과한

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를 하려는 자는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특

하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우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 그 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여야 한다.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

④ 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

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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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

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

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이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①다음 각 제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① 다음 각 ○ 알법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

를 반환하여야 한다.

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

우

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

2. 조약 제12조(1)에 따른 국제출원

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

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

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3. 영 제15조에 따라 외국에의 출원
이 금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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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

1. 조약 제12조(1)에 따른 국제출원

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

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

용사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

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

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

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

제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 ①국제출 제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 ① 국제 ○ 알법
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2월이

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2개

경과한 후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의

월이 경과한 후 특허청장에게 국제출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

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

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

출원과 같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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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청구가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

는 같은 규칙에 따라 그 인증을 거부

을 거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에 따

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

라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국제

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3관 국제조사

제3관 국제조사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 알법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3.1에 따라 송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하였을 때에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

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

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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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①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등) ①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열목록 또

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

경우 조약규칙 13ter.1에 따라 가산

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

(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

(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

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서

다)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

열목록

목록

2. 표준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형
태의 서열목록
3.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이 서면으

2. 표준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형태
의 서열목록
3.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이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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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로 작성된 서열목록과 같다는 진술

진술서

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또는 납부명령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

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내려는 경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

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

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

1.ㆍ2. (현행과 같음)

는 진술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또는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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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기간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

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

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할 수 없는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수 없는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 ○ 특허용어 통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④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에 따라 제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

출된 서열목록에 적힌 사항 중 최초

항중 최초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

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

보지 아니한다.

한다.

⑤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

⑤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국제조사

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의 범위에

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 특허용어 통일

대하여는

견해서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

적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

제시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사기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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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3(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 제106조의13(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 ○ 알법
정) ①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

정) ① 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

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

약규칙 5.2(b)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첨부하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 3통

1.ㆍ2.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06조의12제4항의 규정은 제1항

③ 제106조의12제4항의 규정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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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의하여

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된

제출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제106조의14(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제106조의14(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단일성)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약 제17조(3)(a)에 따른 발명의 단일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

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를 명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

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

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대하여 국제조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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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

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 특허용어 통일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적힌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

는 국제출원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조

하여

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 특허용어 통일

구의 범위 일부에 한하여 국제조사보

일부에

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

작성하는

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견해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청구 ○ 특허용어 통일

당해 청구의 범위 일부에 한하여 견

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견해를 제시하

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를

⑤ 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납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한정하여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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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조사기관의

하여야 한다.

다.

제106조의15(추가수수료이의신청) ①제 제106조의15(추가수수료이의신청)

① ○ 알법

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

제106조의14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

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그 이유

조 제5항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

적은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장에게

대한

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

“추가수수료이의신

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

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

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

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

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

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

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

청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이의신청(이하

다.
1.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1.ㆍ2. (현행과 같음)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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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
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② 삭제
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② 삭제
납부하고

③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려

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

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서

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

④ 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06

을 하려는 자가 제106조의14제1항에

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

따른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

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

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

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

던 것으로 본다.

다.
제106조의16(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 제106조의16(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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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알법

한 결정) ①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
인의

심사관합의체가

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심사ㆍ결정한

다.
②특허청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청

② 특허청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

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관합

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

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여야 한다.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심사관 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

지정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은 다음 각 호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

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

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성명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날인하여야 한다.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1.∼5. (현행과 같음)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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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
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
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
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내용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⑤특허청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⑤ 특허청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

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

해당 결정에 따른 금액을 출원인에게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

의 전부를 반환하는 때에는 추가수수

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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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

수수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다.

한다.

⑥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

⑥

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제106조의17(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 제106조의17(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 ○ 알법
칭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칭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는 경우에는 국제출원된 발명의 명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된 발

은 심사관이 이를 결정한다.

명의 명칭은 심사관이 이를 결정한
다.

1. 국제출원에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

1. 국제출원에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명칭에

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명칭에

관하여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

관하여 조약규칙 37.2에 따른 통지

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2. 국제출원에 적힌 발명의 명칭이

조약규칙 4.3의 규정에 의한 요건

조약규칙 4.3에 따른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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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지 못하는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발

결정한 발명의 명칭을 국제조사보고

명의 명칭을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

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106조의18(요약서의 보정) ①심사관 제106조의18(요약서의 보정) ① 심사관 ○ 알법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야 한다.

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

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

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

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

규칙 38.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규칙 38.2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

받지 못한 경우

한 경우

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

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

규칙 8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

규칙 8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지 못하는 경우

하는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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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

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

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

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한다.

③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부

③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

터 1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약서

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

에 대하여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을

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

하거나, 심사관이 요약서를 새로 작

술을 하거나, 심사관이 요약서를 새

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작

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

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

수 있다.

을 할 수 있다.

④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

④ 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

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

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

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

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

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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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서 2통(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의견서 1통(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에 한한다)

1. 보정서 2통(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2. 의견서 1통(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⑤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보정신청

⑤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이 있는 때에는 요약서

또는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요약

의 보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

서의 보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약서를 보정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요약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국제사무

그 보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에 그 보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
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①

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①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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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1.∼9. (현행과 같음)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
류기호
7. 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
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② 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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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다.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

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

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 특허용어 통일

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가능성에 관한 견해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
되는 문헌

3. 제2호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
헌

4. 견해서 작성일

4. 견해서 작성일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하는 사항

③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③ (현행과 같음)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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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0(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20(국제조사보고서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

등의

송 ○ 알법

부) ① (현행과 같음)

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는

② 특허청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

제10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는 제106조의12제3항에 따라 국제조

작성하지

아니한

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

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하여야 한다.

국제조사보고서를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 알법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교부를 필요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이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내에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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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2(조사료의 반환) ①다른 국 제106조의22(조사료의 반환) ① 다른 ○ 알법
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

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

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우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

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하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

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

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

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

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

조사보고서가

고서가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

②ㆍ③ (현행과 같음)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
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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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
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정한
다.

제4관 국제예비심사

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①조약 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① 조 ○ 알법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

약 제31조(2)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

국제출원에

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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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

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특허청장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

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

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

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

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

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개월

월
2. 우선일부터 22월

2. 우선일부터 22개월

③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

③

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

경우 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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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

④ 제2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

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

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선택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

⑤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 후에

후에

제출된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는 해당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

통지하여야 한다.

지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 ○ 알법

재사항등) ①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재사항 등) 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다.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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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
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
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

5.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 ○ 호 번호 정리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에 따른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경우에 한한다)

한정한다)

②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②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

③ 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

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

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

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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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 국제예 ○ 알법
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

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

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

식의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 ○ 알법

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

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

허청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

허청장은 조약규칙 54.4에 따라 국제

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해

우에는

당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의27(국제예비심사청구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관한 제106조의27(국제예비심사청구에

절차의 보완)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

절차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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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알법

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
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려는 자는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완서 2통

1.ㆍ2.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명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

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

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

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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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본다.

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명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

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

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

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본다.

본다.

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제예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

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

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있다.

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 알법

절차의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

절차의 보정) ① 특허청장은 국제예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

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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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
되는 경우

1. 제106조의23제2항에 위반되는 경
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까지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

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조 같

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

은 항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

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

조의23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

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

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 중 최소

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

1인에 관하여 적혀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

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

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

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

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 2인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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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성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에는 모든 출원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

어야 한다.

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②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보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보정서 2통

1.ㆍ2.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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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

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

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

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

의

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

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

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

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

한 것으로 본다.

으로 본다.

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제예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

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

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있다.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 ○ 알법
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특허청장

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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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수수

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수수

료징수규칙

료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동조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납부하지 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

58bis.1(a)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내

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에 당해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것을 명하여야 한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려

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

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

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출하여야 한다.

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

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해당

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

경우에는 해당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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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다.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 ○ 알법

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통지)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6ㆍ제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6ㆍ제

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에 따른 국제

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예비심사청구서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

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되지

아니한

한다.
제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 제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

령)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

령) ①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

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

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

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

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를 제

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

출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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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가 첨부되

하고 그 보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

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

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 특허용어 통일

에는 청구의 범위 전체를 적은 보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

정서를 말한다) 2통

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2. 국제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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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 ○ 특허용어 통일, 호

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번호 정리

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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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1통

제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① 제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① ○ 알법
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에 따른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를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

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

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려

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

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

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특허

심사 개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여야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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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 ①우선권주장의 기

선출원의 번역문) ① 우선권주장의

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

어 외의 언어로 적혀 있는 경우, 특

허청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

허청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

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

해를 제시하는 데에 그 우선권주장의

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적은

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

게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

② 제1항에 따른 번역문을 제출하려

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

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에 다음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오기재 정정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번역문 1통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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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의

③ 제1항에 따른 번역문의 제출명령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

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번역문

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는 당해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

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

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

보정) 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

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원인은

전까지 명세서ㆍ청구의범위 또는 도

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 ○ 특허용어 통일

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은 최초로 국제

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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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③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 특허용어 통일

에는 청구의 범위 전체를 적은 보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

정서를 말한다) 2통

한다) 2통

1의2. 국제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

2. 국제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 호 번호 정리

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

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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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정의 이유
1의3.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

다. 보정의 이유
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 ○ 특허용어 통일

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제106조의37(국제예비심사의 대상) ① 제106조의37(국제예비심사의 대상) ①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3에 따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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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

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

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

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

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를 하게 한다.

②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전부가

② 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전부가 다음 ○ 특허용어 통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

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의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

(2)(c)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

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비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취지를

조약

제34조

다.
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
2.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
2.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 또는 도면 ○ 특허용어 통일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

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

나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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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

하여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

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

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

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

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③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일부가

③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일부가 제 ○ 특허용어 통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경우 또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종

조약규칙 66.2(a)의 규정에 위반되는

속항이 조약규칙 66.2(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

고 당해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

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

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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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

등의 ○ 알법

출) 제106조의12 및 제106조의13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핵

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등의 제

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 및 제106

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의13을 준용한다.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
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의 단일성)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의 규정에 의한 발

조약 제34조(3)(a)에 따른 발명의 단

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

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의

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 특허용어 통일

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

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를 명할 수 있다.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

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

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청구범위를 ○ 특허용어 통일

구의 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

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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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장 먼저 적혀 있는 발명 또는 1군의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

원 부분에 한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

정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

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는다.

기재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

지정된 기간에 청구범위를 감축하였 ○ 특허용어 통일

에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

으나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경우는 제2항을 준용한다.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06조의14제5항ㆍ제106조의15 및

④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

제106조의16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

성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4제5항ㆍ제

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이

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를 준용한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

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5항 중

5항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

“추가수수료를

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범위 ○ 특허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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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려는

자”는

나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고자 하는

를 감축하려는 자”로, 제106조의15

자”로, 제106조의15중 “조약 제17

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조(3)(a)”는 “조약 제34조(3)(a)”

제34조(3)(a)”로 본다.

로 본다.
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 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

서의 작성) ①제106조의23의 규정에

서의 작성) ① 제106조의23에 따라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

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

사기관의 견해서는 해당 국제출원에

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

대한

서로 본다.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

작성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서의 작성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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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서로

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다.

수 있다.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

1. 제106조의36제2항에 위반되는 경

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

3. 제106조의38에 따른 제출명령을

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

받은 자가 서열목록 등을 제출하지

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

아니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4.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발명이 조 ○ 특허용어 통일

명이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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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6. 그 밖에 조약 및 조약규칙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기간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있다.
④ 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④ 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

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

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

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있다.

⑤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

⑤ 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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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

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의견서 1통

1.ㆍ2. (현행과 같음)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

⑥ 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

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 특허용어 통일

에는 청구의 범위 전체를 적은 보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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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 ○ 특허용어 통일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 ○ 특허용어 통일, 호

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
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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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리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제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 제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

재사항등) ①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

재사항 등) ① 심사관은 국제예비심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여야 한다.

어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

류기호

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

6.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발명의 신 ○ 특허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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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능성에 관한 견해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의 ○ 알법

송부)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

송부)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해

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당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 알법
제106조의21의 규정은 국제조사보고

제106조의21의 규정은 국제조사보고

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

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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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의 교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다.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교부신청) 국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 ○ 알법
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특허청장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특허청장

에 대하여 당해 국제출원에 관한 서

에게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류의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6조의45(예비심사료등의 반환) ① 제106조의45(예비심사료 등의 반환) ① ○ 알법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8에 따른 예비

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심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3제5항ㆍ제106조의26ㆍ

1. 제106조의23제5항ㆍ제106조의26ㆍ

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

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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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전에 국제출

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

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

된 경우

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②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7에 따른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취급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

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
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

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

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

구가 취하된 경우

구가 취하된 경우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

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

26에

따른

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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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보는 경우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 등) 제 ○ 알법
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

106조의7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

국제출원 등의 취하에 관하여 준용한

를 준용한다.

다.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①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① ○ 알법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

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

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

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

의 소재지 또는 국적 등의 변경통지

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

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따라 제

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

9조제3항에 따른 주소 등의 변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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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

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으로 본다.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

② 국제특허출원에서 국제사무국으로

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우에는 그 통지에 따라 제26조에 따

규정에

른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로 본다.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 ○ 알법
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에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

하려는 자는 해당 출원의 번역문에는

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

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

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①국제 제108조(지분의 기재 등의 특례) ① 국 ○ 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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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를 적용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

하는 경우 같은 조 중 “특허출원

원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

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면”으로 한다.

으로 한다.

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② 법 제2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제27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규정

어서는

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

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

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로 한다.

서”로 한다.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 알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에 따라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

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

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적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용하는 경우 같은 조 중 “특허출원

중

때”는

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

항에 따른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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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

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

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로 본

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다.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 알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관한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제출에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

같은 조 제1항 중 “특허출원을 한

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후”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절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차를 한 후”로 한다.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 ○ 알법
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

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

례) 법 제200조에서 “산업통상자원

례) 법 제200조에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

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

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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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30일을 말한다.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번역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번역

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

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

2항에 따라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

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 특허용어 통일

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

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

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

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

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

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 알법

번역문 제출) 제25조제3항 내지 제5

번역문 제출)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

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

까지는 법 제201조에 따른 절차를 밟

한

조약규칙

은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17.1(a)ㆍ(b) 또는 (b-bis)에 규정하

(b-bis)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제출의

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절차를

밟은

자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 제113조의2(우선권서류 등의 제출에 관 ○ 알법

- 226 -

한 특례)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

한 특례) ① 법 제201조에 따른 절차

한

조약규칙

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17.1(a)ㆍ(b) 또는 (b-bis)의 규정에

또는 (b-bis)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

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절차를

밟는

자가

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② 제2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

까지는 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를

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우선권서류

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

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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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번역문등의 제출) ① 법 제201 제114조(번역문 등의 제출) ① 법 제
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

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번역문

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 특허용어 통일

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

설명·청구범위·요약서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번역

(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

문 각 1통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번역문 각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류 1통
②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

및

도면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
통
②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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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하여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하여야 한다.

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새로

설명·청구범위·요약서 및 도면의

운 번역문 각 1통

새로운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 특허용어 통일

③법 제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

③ 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 특허법 개정사항

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지 제57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

제57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

조제1항제11호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

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

하여야 한다.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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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④법 제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

④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 ○ 특허법 개정사항

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

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3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⑤ 법 제201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 ○ 외국어

반영

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제특허출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오역정정 방법 규정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른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 대상항목별 정정 사항을 적
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국어번역
문 오역정정서 1통
2. 정정 사항별 정정이유에 대한 설
명을 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설명
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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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① 특 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①ㆍ②
허청장은 조약규칙 20.3(b)(ⅱ) 및

(현행과 같음)

20.5(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
원일을

조약규칙

20.3(b)(ⅰ),

20.5(b) 또는 20.5(c)에 따른 국제출
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
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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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

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 특허용어 통일

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

에 그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

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 특허용어 통일

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

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

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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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

관련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

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 ○ 특허용어 통일

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것으로 본다.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 ○ 알법
는 사본) ①법 제204조제1항 및 법

는 사본) ① 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

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

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

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야 한다.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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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
통

②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② 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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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1통

통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 ○ 알법
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산

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산

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법 제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란 법 제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부

2개월로 한다.

터 2개월로 한다.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등) ①법 제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① 법 제
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

2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은 거부ㆍ선

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

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날부터 2개월로 한다.

②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

②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

1.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1.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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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ㆍ청구범위ㆍ요약서 ○ 특허용어 통일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

번역문 각 2통

한다)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류 2통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2
통

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 알법
법 제2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

법 제2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

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

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

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

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

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

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

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

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또는 국제사무국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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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한다.
관한

결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 ○ 알법

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 법 제214조제3항에 따른 결정은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나 영업소

또는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5. 결정연월일

제7장 보칙

제120조(서류의 열람등) ①법 제216조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16 ○ 알법, 복잡한 규정
에 따른 특허등록원부교부신청ㆍ자료

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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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분리

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교부

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

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은

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29호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ㆍ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

다.

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
본의 교부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
는 그 교부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1. 특허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
(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
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
신청서

<신 설>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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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의 신청: 별
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제120조의2(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 디자인보호법 시행
등) ①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 규칙 알법 반영

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
지에 적합할 것

1. 시설
가.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
밀유지에 적합할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
장치 등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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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

2. 인력

치 등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

가.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전산

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

정보처리 분야에서 9년 이상 업

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산정

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

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

인 이상을 보유할 것

인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
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
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가 없을 것

3. 임ㆍ직원중 「변리사법」 제2조의

3. <삭 제>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ㆍ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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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삭제

4. 삭제

②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

②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

서전자화업무를

자는

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

다)

위탁받으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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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
서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
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

표

표

5. 삭제

5. 삭제

③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③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기관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자에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④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

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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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

(이하

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

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⑤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⑤ 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

4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

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

에는

허문서전자화업무의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0조의3(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 제120조의3(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 ○ 알법
규정) ①특허문서전자화기관은 특허

규정) ①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은 특허

문서전자화업무에

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또한 같다.

같다.

- 24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1.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

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

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

항

항

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 일본식 용어 정비

4.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

4. 그 밖에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

(법제처 요청)

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217 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217 ○ 알법
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화할 수 있는

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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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

서류로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
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1. 법 제41조에 따른 비밀취급 명령
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국제출원 관련서류(별지 제35호서

2. 국제출원 관련서류(별지 제35호서

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에 한한

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에 한한

다)

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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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한다)
10.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
청서

해당한다)
4.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 ○ 호 번호 정리
서

11.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5.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12. 교부신청서(서류등 초본 교부에

6. 교부신청서(서류등본(초본) 발급

한한다)

만 해당한다)

13.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

7.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

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

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

명에 한한다)

만 해당한다)

제120조의6(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제120조의6(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 알법
정정신청)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

원장은 법 제2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판원장은 법 제2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하여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서 등의

서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그밖에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그 밖에 전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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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

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

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9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호서식의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제121조(특허표시) 법 제223조의 규정 제121조(특허표시) 법 제223조에 따른 ○ 알법
에 의한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은 그 물

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

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

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

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

번호를 표시한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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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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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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 법 제58조의2제1
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항제2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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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으
3월
6월
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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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5) 영 제8조의4제1항 각 호
6월
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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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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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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포괄위임등록 철회

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을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

철회하려는 경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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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
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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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
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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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
코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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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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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과 대리인코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포괄위임사항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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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
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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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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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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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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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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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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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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
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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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디자인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디자인등록이의신청의 취하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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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C23.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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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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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시[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
사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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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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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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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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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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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구분

내

용

관

련

규

정

반려이유를 통지받고 소명기간 내에

반려요청

소명 없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으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11조의2

려는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미 제출한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장이 정하는 서률 반려받으려는 경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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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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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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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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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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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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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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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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만 해
당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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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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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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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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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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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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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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제
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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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합니다)와 동
일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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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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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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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반려ㆍ반환신청의 서식 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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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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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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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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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명세서의 항(이미 보정된 항을 포함함)의 번호를 변경하여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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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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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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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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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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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보정 가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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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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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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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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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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가 능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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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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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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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보정 가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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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능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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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요약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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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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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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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정/삭제
추가/정정/삭제
추가/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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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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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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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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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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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비 고

불가능
가 능

정 정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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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라.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
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설명

불가능

보정 가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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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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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실시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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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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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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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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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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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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설명

불가능

보정 가능방법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추가/정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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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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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서식] <개정 20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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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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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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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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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국제단계보정서 사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단계설명서 사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특허출원에
사본

관한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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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
는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
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또
는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
3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5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6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
조의6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6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
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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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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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합니다.
2.【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출원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
니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에 대한 의정서」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
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
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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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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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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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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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012-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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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심판에 관한 절차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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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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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번호】,【출원일자】 및 【접근코드】란을 각각 만
들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출원일자】
란의【접근코드】란의 다음 행에 해당【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만들어 적습니다. 또한, 우선
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상표에 한정합니다)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접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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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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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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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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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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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9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
환된 페닐인 화합물

【보정대상항목】청구항 9
【보정방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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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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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발명의 설명)에
따라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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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9)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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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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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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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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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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
서류의 사본 각 1통을 첨부합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국제특허출원번호】
【국제특허출원일자】
【사본의 내용】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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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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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특허법 제201조에 따른 새로운 번역문】
【새로운 번역문의 내용】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합니다)
차.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국
어번역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실용신
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란을 만들고, 해당 내용을 적습
니다. 【국어번역문의 내용】란에는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적고, 제출하는 서류 각 1통을
첨부합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
원의 국어번역문】
【국어번역문의 내용】명세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합니다)
카. 「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새
로운 국어번역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행에【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또는 「실용
신안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새로운 국어번역문】란을 만들고, 해당 내용
을 적습니다. 【새로운 국어번역문의 내용】란에는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적고, 제출하는 서
류 각 1통을 첨부합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
원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새로운 국어번역문의 내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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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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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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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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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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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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합니다)와 동
일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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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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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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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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
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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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2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출원서
【출원 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앞쪽)

□ 변경출원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외국어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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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언어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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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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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
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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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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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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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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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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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
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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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내용

관련 규정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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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심사유예신청

심사청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심사유
예신청도 동시에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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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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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유예희망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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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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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일자】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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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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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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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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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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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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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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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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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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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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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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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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서식】 <개정 2013.1.3>

【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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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발명(고안)의 설명】
【발명(고안)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서열목록】)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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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하단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
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쪽의 줄 수는 20줄, 각 줄 사이의 간격은 7.2㎜(줄 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
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
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확
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정
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의 행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SI(mㆍkgㆍ
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해야 하며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합
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
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또는 식별번호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
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 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적습니다.
(4) ‘표’, ‘수학식’ 및 ‘화학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수학식’은 ‘수’, ‘화학식’은 ‘화’와
같이 약어로 적음)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예:【표】,【수】 및 【화】), 식별항목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5) 【청구항】, 【표】, 【수】 및 【화】 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적으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
비아숫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식별번호의 기재
(1) 명세서 중의 【기술분야】부터 【서열목록 자유텍스트】까지의 식별항목에 해당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예와 같이 각 문단 전에 【, 】와 4자리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
성된 식별번호(예 : 【0001】, 【0002】)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후 해당하는 문단 내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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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식별번호
를 적지 않고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서류를 전자화하면서 식별
번호를 임의로 부여합니다.
[예]【발명(고안)의 설명】
【발명(고안)의 명칭】 ○○○○○○○○○○○○○○
【기술분야】
【0001】 ○○○○○○○○○○○○○○○○○○○○○○○○○○○○○○○○○○○○
○○○○○○○○○○○○○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 ○○○○○○○○○○○○○○○○○○○○○○○○○○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3】 ○○○○○○○○○○○○○○○○○○○○○○○○○○○○○○○○○○○○
○○○○
【비특허문헌】
【0004】 ○○○○○○○○○○○○○○○○○○○○○○○○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5】 ○○○○○○○○○○○○○○○○○○○○○○○○○○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
【발명(고안)의 효과】
【0007】 ○○○○○○○○○○○○○○○○○○○○○○○○○○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도 1】 ○○○○○○○○○○○○○○○○○○○○○○
【도 2】 ○○○○○○○○○○○○○○○○○○○○○○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
【0010】 ○○○○○○○○○○○○○○○○○○○○○○○○○○○○○○○○○○○○
○○○○○○○○○○○○○○○○
【실시예 1】
【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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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0012】 ○○○○○○○○○○○○○○○○○○○○○○○○○○
【산업상 이용가능성】
【0013】 ○○○○○○○○○○○○○○○○○○○○○○○○○○
【부호의 설명】
【0014】 ○○○○○○○○○○○○○○○○○○○○○○○○○○
【수탁번호】
【0015】 ○○○○○○○○○○○○○○○○○○○○○○○○○○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0016】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서열목록】
(2) 최초 출원 시에 부여한 식별번호는 보정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문단이 추가
된 경우에도 식별번호의 변화 없이 해당 식별번호에 속한 문단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 【발명(고안)의 명칭】란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
여 적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영문 명칭을 { }안에 병기합니다.
[예 1] :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
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 관
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 ○○○’)를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 2] :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
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
치’라고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 3] : 【발명(고안)의 명칭】 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재 방법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기술분야】,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
행기술문헌】), 【발명(고안)의 내용】,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산업상
이용가능성】), (【수탁번호】) 및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란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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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
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습니다. 다만,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제외한 위 식별항목에 해당 사항
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식별항목 중 (【선행기술문헌】), (【산업상 이용가
능성】), (【수탁번호】) 및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출원인의 선
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적기 바랍니다.
(1) 【기술분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
게 적습니다.
[예]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ㆍㆍㆍ하기 위한 ㆍㆍㆍ에 관한 ㆍㆍㆍㆍㆍㆍ.

(2)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
위에서 발명(고안)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 발명의 발명(고안)의 배경
이 되는 기술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습니다.
[예]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로는 ㆍㆍㆍㆍ도 1과 같이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선행기술문헌】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문헌 정보를 가급적 적습니다.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문헌 정보는 다
음과 같이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란으로 구분하여 적되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발
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 적혀 있는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아래의 예(WIPO 표준
ST.14의 규정)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3】 (특허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특허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비특허문헌】
【0004】 (비특허문헌 1)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 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비특허문헌 2)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엄 [on-line], 1997.
2.(검색일 : 1998. 5. 20.)
(4) 【발명(고안)의 내용】란은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및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구분하여 적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로 나누어 적지 않아도 됩니다.
ㆍ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적습니다.
ㆍ 【과제의 해결 수단】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에 의하여 어떻게 해
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적혀 있는 발명(고안) 그 자체
가 해결수단이 되므로 청구항에 적혀 있는 발명(고안)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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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발명(고안)의 효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이 종래의 기술과 비
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5)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란에는 그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적습니다.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예】란을 만들어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들을 적고,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인용하여 적습니다. 참고로, 명세서에 도면 부호를 적을 때에는 반드시 해
당 도면의 부호를 도면에도 같이 적어야 하며, 그 도면 부호는 명세서(청구범위에 도면의 부
호를 적을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포함한다) 및 도면 전체에 걸쳐 통일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0】 ○○○○○○○○○○○○○○○○○○○○○○○○○○
【실시예 1】
【0011】 ○○○○○○○○○○○○○○○○○○○○○○○○○○
【실시예 2】
【0012】 ○○○○○○○○○○○○○○○○○○○○○○○○○○
(6)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은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고안)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 사항으로부터 충분히 유
추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수탁번호】란은 명세서에 적혀 있는 미생물들의 수탁번호들을 별도로 정리하려는 경우에 적
습니다.
(8)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란에는 서열목록에 적혀 있는 자유텍스트를 필요에 따라 반복하여 적
습니다.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
(1)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이 난을 만들고 다음 예와 같이 각각의 도면에 대한 설명을 【도
1】, 【도 2】와 같이 구분하여 적되,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은 줄을 바꾸어 적습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3】
【도 1】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도 2】 제2도는 ㆍㆍㆍ 부분의 정면도
(2) 【부호의 설명】란에는 도면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부호들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해당
부호들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같이 적어야 하며,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
을 경우에도 가급적 해당 부호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
(1)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의 【청구항】란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함)을 적
으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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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적어야 합니다.
(3) 종속항을 적을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
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
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적어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줄을 바꾸어 적고, 그 적는 순서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 【청구항 1】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8)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적혀 있는 부호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9) 「특허법」 제42조제5항 본문(「실용신안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청
구범위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청구항】 식별항목을 삭
제합니다.
마. 【서열목록】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작성 및 제출 요령」에 따
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적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1) 한국 산업 규격 KS X 1001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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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입력(참고로, 해외출원 시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이 허용되며, 이들
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
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2㎜ × 2㎜(6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표】 내용 작성방법
(1) ‘표’는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니다.
(2) ‘표’의 크기가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적습니다.
(4) 문자크기로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줄 간격은 1㎜(줄 간격 130%)로 합니다.
다. 【수】 및 【화】 내용 작성방법
(1) ‘수’(‘수학식’의 약어) 및 ‘화’(‘화학식’의 약어)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 및 ‘화’의 내용은 한국 산업 규격 KS X 1001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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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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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정정할 사항】
【정정대상서류명】
【정정대상항목】
【정정방법】
【정정내용】
【정정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5호 참조)
【오역정정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 기재요령 제1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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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외국어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국어번역문에 대하여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6).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제출인)

(특허청)

서식 적격심사

⇒
ㆍ

(특허청)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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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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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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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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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
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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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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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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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란에는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출원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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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할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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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10-2007-1234567

가.【정정대상서류명】,【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정정내용】 및 【정정설명】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나. 별지에는 【정정대상서류명】,【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정정내용】 및 【정정설명】란
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정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번호 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정정대상서류명】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
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정이유】
식별번호 【0012】중 「반응온도」에 대해
이 부분의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의 표기는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 제2페이지 제3행째
에 reaction temperature로 기재되어 있는 바 오역 정정 전에는 「반작용온도」라고 번
역하였다. 오역 정정 전의 번역은 상기 영문의 물리학적 관점에 번역이지만 출원발명은
화학적인 용매에 대한 출원으로서 상기 reaction은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기술적인 의미를 참작하여 「반응온도」로 오역을 정정한다.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19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정정이유】
청구항 19 중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에 대해
이 부분의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의 표기는 외국어특허출원 명세서 제10페이지 제5행째
에 「R3 is a substituted phenyl compound」로 기재되어 있는 바 오역 정정 전에는
「R3는 대체된 페닐인 화합물」이라고 번역하였다. substituted는 「대체된」이라는 의
미도 있으나 「치환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 substituted는 출원발
명이 화합물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면 「치환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substituted」를 「대체된」으로 오역하였던 부분을 「치환된」으로 오역 정정한다.
다. 명세서 등의 정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정정대상항목】란에는 정정
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 【정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습니다. 정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내용】란
에 식별번호를 우선 적은 후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으며, 정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정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정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 【정정방
법】란에 "정정"이라고 적고, 【정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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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정정할 사항】란의 【정정대상서류명】,【정정대상항목】,【정정내용】 및 【정정설
명】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보정대상 출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라. 서면으로 제출한 출원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
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할 수 있
습니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발명의 명칭】및【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
정할 수 없고,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ㆍ 최초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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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역정정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오역정정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나. 오역정정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오
역정정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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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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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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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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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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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
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
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보정 가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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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능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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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요약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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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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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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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6.2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답변, 소명, 설명)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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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이의신청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오역정정 사항별 정정이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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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역정정 사항별
정정이유에 대한
설명

국어번역문에 잘못 번역되어 정정한 사
항을 정정 사항별로 정정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의6제3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3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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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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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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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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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4.1.29>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교부 신청서

온라인

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신청 구분】□외국어특허(등록)증 교부

(앞쪽)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교부

【기재언어】□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외국어 표기】
【출원인코드】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
【발명(고안, 창작)자】
【성명】
【성명의 외국어 표기】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
(【물품류】)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수령방법】)
(【수령인】)
【신청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수수료】

(서명 또는 인)

원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3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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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청 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 구분

관련 규정

외국어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교부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
급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신청 구분】란
신청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기재언어】란
교부받으려는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의 기재 언어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및 아랍어 중 어느
하나만 선택(디자인등록증의 경우 영어만 해당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외국어
표기 시에는 이 난에서 선택한 언어로 적어야 합니다.
3. 【특허(등록)권자】란
가.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의 교부를 위해서는 특허(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국문 외에 해당 외국어로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나. 특허(등록)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등록)권자의 수대로 【특허(등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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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과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외국어 표기】, 【출원인코드】, 【주
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다. 【성명의 외국어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
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을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1] 【성명】 홍길동
【성명의 외국어표기】 HONG, Gil Dong
[예2]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외국어표기】 KENNEDY, John F.
라. 【주소】란에는 특허권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자세한 기재방법은 별지 제4호서식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합니다.
마. 【주소의 외국어표기】란은 【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바.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영문표기를 하고 그 영문표기를 그대로 외국어 특허증의 특허(실용신
안, 디자인)권자란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성명(명칭)의 외국어 표기】 및 【주소
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발명(고안, 창작)자】란
가. 발명(고안, 창작)자의 수에 맞추어 【발명(고안, 창작)자】란과 【성명】, 【성명
의 외국어 표기】,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자세한 기재방법은 기재요령 제3호를 참조합니다.
[예] 【발명(고안)자】
【성명】 홍길동
【성명의 외국어표기】 HONG, Gil Dong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주소의 외국어표기】 ○○(Si) ○○Gu ○○Dong ○○BeonJi ○○Ho
나.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발명(고
안)자의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영문표기를 하고 그 영문표기를 그대로 외국어 특허증
의 발명(고안, 창작)자란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성명의 외국어 표기】 및 【주소
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및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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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물품)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
가.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란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발명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적고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에는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
는 물품)의 명칭】을 【기재언어】란에서 선택한 외국어로 번역하여 적습니다.
나.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에 영어로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적고, 그 발명의 명칭이 등록원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명
(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
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
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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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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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 【신청대상의 표시】
가. 【특허(등록)번호】란에는 특허(등록)증을 교부받으려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의 특허(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등록)권자 및 발명자(창작자)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신청서에 2
건 이상의 특허(등록)번호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특허(등
록)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8. 【수령방법】란
가. 【수령방법】란에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할 방법을 적습니다.
나.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또는 “우편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
다.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
(대전송달함)”, “방문수령(서울송달함)”, 또는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
라. 수령방법을 “우편수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수령인】란
가. 수령인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령인】란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성명
(명칭)】, 【우편번호】, 【주소】란 등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
나.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에는 교부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적습니다.
11.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줄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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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
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
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3.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에는 서식에 첨부되는 서류명과 그 부수를 적으며, 서식에 첨부되어
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옳은 예] 공증인의 공증서 1통
위임장 1통
[틀린 예] 위임장 1통【추후제출】
나. 본 신청서에 적힌 특허(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창작자)의 성명 및 주
소, 발명(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해당 외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일반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본 신청서에 적은 내용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공증서)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그 행정
사가 「행정사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
다.
(2)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적힌
발명(고안)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의 영문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공증서 또는 번역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동시에 2 이상의 절차를 밟을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의 증명내용이 동일한 경
우에는 1건에만 그 원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
다는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예1]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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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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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이상 400dpi 이하(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
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

이하(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
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
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
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
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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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4.6.2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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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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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코드】
란을 적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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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
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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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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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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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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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심판구분 및 관련 규정
심판구분

무효심판

거절결정 등
불복심판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
특허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법」 제71조),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 및 상품분류 전환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의2)
특허거절결정ㆍ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법률 제7554호 「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등록거절
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ㆍ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법률 제
7555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ㆍ취소결정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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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허락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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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을 적습니다.
(2)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
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
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
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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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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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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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들어 모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
코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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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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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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
위임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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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가. 【심판의 종류】 및 【출원번호 등】란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 및 심판의
종류에 따른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 중 【출원번호 등】란은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변경하여 국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한 것만 해당합니다)의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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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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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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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상표법」 제75조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3조

【등록번호】

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4조

【등록번호】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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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나.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의 종류】란에는 재심판 대상이 되는 초심 심판의 종류를 다음 예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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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한다. 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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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2]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000000호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합니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디자인등록 제0000000-0000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
으로 합니다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4]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취소한다. 특허출원 00-0000-0000000호는 특허결정합니다특허결정한
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취소한다. 디자인등록출원 00-0000-0000000-M000호는 디자인등록결정합
니다디자인등록결정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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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합니다속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
담으로 합니다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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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합니다아니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8] 특허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합니다정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5. 【청구의 이유】란
가.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필요하면 별지에 적어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나.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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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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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때에는, 청구의 이유에 해당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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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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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MP3, WAV 또는 WMA에
의한 파일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파일의 크기는 3 Megabyte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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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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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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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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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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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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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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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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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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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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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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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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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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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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6.2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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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리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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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등록권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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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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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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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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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발명(고안)의 목적】,【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에서【명세서발명의 설명】,【청구의 범위청구범위】,【요약서】,【도
면】(단, 특허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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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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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정 정

색인어

가 능

정 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발명(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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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발명(고안)의 목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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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출원 시 해당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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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발명의 설명

정정단위
가능여부

정정 가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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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요약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

산업상이용 가능성
청구의 범위청구범위

비 고

정 가능
불가능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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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서식] <개정 2012.6.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서
PCT 용도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국제조사용번역문 □ 서류원본
□ 명세서발명의 설명 □ 청구의 범위청구범위□ 도면
□ 선출원번역문

□ 서열목록 등

□ 서열목록보정

【제출기관】□ 수리관청 □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코드】
(【제출(보정)요구일자】)
(【제출내용】)
(【가산료】 ￦ )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 368 -

(뒤쪽)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제출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국제조사용번역문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4
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17조

서류원본

팩스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가 그
원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명세서발명의 설
명,
청구의 범위청구
범위

국제출원에 명세서발명의 설명 또는 청
구의 범위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그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제3
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17조

도면

국제출원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그 출원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제출원
에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그 누락된 도면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제99조의2제3항 및 「실용신안법 시
행규칙」 제17조

선출원번역문

심사관이 제출을 요구한 선출원의 번역
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ㆍ
제106조의35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열목록 등

표준에 맞는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
출되지 아니하여 제출명령을 받고 이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ㆍ
제106조의38 및 「실용신안법 시행
규칙」 제17조

서열목록보정

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PCT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
하여 보정을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3ㆍ
제106조의38 및 「실용신안법 시행
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서류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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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기관】란
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4. 【출원인】란
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5.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코
드】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코드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적
습니다.
6. 【제출(보정)요구일자】란
제출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제출요구서, 납부요구서 및 보정요구서 등에 적혀 있는 발송일자를 적
습니다.
7. 【제출내용】란
가. 서류원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내용】란의 다음 행에 【Fax송부일자】
및 【Fax송부서류명】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제출내용】
【Fax송부일자】
【Fax송부서류명】
나. 도면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도면이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도면에 관하여 언
급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합니다.
다. 서열목록 등 또는 서열목록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서면으로 작
성된 서열목록,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진술서 및 보정서(프리텍스트) 중에서 해당사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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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8. 【가산료】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를 참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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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사용번역문 2통(국제조사용번역문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2) Fax송부된 서류원본 3통(서류원본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청구범위 또는 도면 3통(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청구
범위 또는 도면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선출원번역문 1통(선출원번역문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서열목록, 진술서 또는 보정서 1통(서열목록 등 또는 서열목록보정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5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서 중 서류원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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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300부터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2.6.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PCT 용도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청구분】□ 국제출원 보완

□ 국제출원 보정

□ 국제출원 외의 서류 보정

□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

□ 우선권주장의 보정

□ 우선권주장의 추가 신청

□ 요약서의 보정

□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완

□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정

□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제출기관】□ 수리관청

□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코드】
(【보정(보완, 정정)요구일자】)
【보정(보완, 정정)할 서류】
【보정(보완, 정정)할 대상】
【보정(보완, 정정)대상항목】
【보정(보완, 정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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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신청 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국제출원 보완

「특허법」 제194조제2항에 따라
절차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7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출원 보정

「특허법」 제195조에 따라 절차의 보
정을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출원
서류 보정

출원서ㆍ명세서발명의 설명ㆍ청구의 범
위청구범위ㆍ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
서류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또
는 제74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
여 보정을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출원서 외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우선권주장을 보정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 제
103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
칙」 제17조

우선권주장의
추가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 제
103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
칙」 제17조

요약서의 보정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
을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8제4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완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보
완을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7제2
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정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어 보정을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9제2
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 등의 보정

국제출원의 명세서발명의 설명ㆍ청구의
범위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
을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3제2항
ㆍ제106조의36제3항ㆍ제106조의40제6
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명백한
정정

외의

잘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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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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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 【신청 구분】란
신청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기관】란
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를 합니다.
4. 【출원인】란
가. 【성명(명칭) 】 및 【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 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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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정(보완, 정정)요구일자】란
제출기관이 발송한 보정, 보완 또는 정정 요구서에 적은 발송일자를 적습니다.
7. 【보정(보완, 정정)할 서류】란
보정, 보완 또는 정정하려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의 보정, 우선권주장의 추가 또는 요약서
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8. 【보정(보완, 정정, 추가)할 대상】란
가. 【보정(보완, 정정, 추가)대상항목】란에는 보정, 보완, 정정 또는 추가하려는 항목을 적습니다.
요약서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나. 【보정(보완, 정정, 추가)내용】란에는 보정, 보완, 정정 또는 추가할 내용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필요에 따라 “별지 사용”이라고 적고 해당 내용을 별지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의 보
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보정내용】란의 다음 행에 【변경 전】 및 【변경 후】
란을 만들어 보정 전ㆍ후의 내용을 적으며,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추가내용】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 출원일】,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가】란을 만들어
추가되는 우선권주장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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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보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예 2]

【추가내용】
【선출원 출원일】
【선출원번호】
【선출원국가】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완서 3통(국제출원 보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보정서 3통(국제출원 보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보정을 위한 대체용지 1통(국제출원 외의 서류 보정에만 해당한다)
(4)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대체용지 3통 및 정정내용을 적은 설명서 1통(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만 해당한다)
(5) 요약서의 보정서 2통(국제출원 요약서 보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보완서 2통(국제예비심사청구 보완에만 해당한다)
(7) 보정서 2통(국제예비심사청구 보정에만 해당한다)
(8)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및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과 보정의 이유를 적은 설명서 1통(국제예비심사단계 명
명세서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보정에만 해당한다)
(9)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청구의 범위청구범위의 전체를 적은 보정서 2통 및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국제출원일에 제출
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와 보정서에 적혀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를 적은 설명서 1통(국제예비심사단계 청구의 범위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에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5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적으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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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300부터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2.6.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소명, 설명)제출서
PCT 용도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 견해서에 대한 의견
□ 요약서에 대한 의견

□ 날인(서명)누락의 소명
□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 오역정정 사항별 정정이유에 대한 설명
【제출기관】 □ 수리관청 □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코드】
(【발송일자】)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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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관련 규정

견해서에 대한 의견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받거나 출원인의 요청에 의하
여 국제출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
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0제5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날인(서명)누락 소명

국제출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취하서에 출원인의 날인이 없는 것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85조 및 「실용신안법 시
행규칙」 제17조

요약서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새로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
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8제3항 및 「실
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출원
의견

국제출원이 「특허법」 제196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여 취하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
한 의견

명세서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고 그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제5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오역정정 사항별 정정이
유에 대한 설명

국어번역문에 잘못 번역되어 정정한 사항
을 정정 사항별로 정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제5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취하에

대한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의견ㆍ소명제출서 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출

(출원인)

(특허청)

서식 적격심사

ㆍ

(특허청)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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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기관】란
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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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원인코드】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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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송일자】란
이 서식을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되는 제출기관의 서류(견해서, 국제조사보고서, 취하통지서 등)에 적
은 발송일자를 적습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서 또는 날인(서명)누락 소명서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5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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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300부터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3.1.3>

PCT 용도

수리관청 전용

PCT

국제출원번호

출원서

국제출원일

아래 서명자는 이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청구합니다.

수리관청 명칭 및 “PCT 국제출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희망하는 경우 기재) (최대 12문자)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

제2기재란

출원인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전화번호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아니한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팩스번호
출원인코드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 송부; 또는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아니한다)

이메일 주소: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제3기재란

모든 지정국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아래에 적은 자는 관할 국제기관에 대하여 우측에 표시된 자격
으로 출원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선임되었다.

대리인

성명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대표자

전화번호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팩스번호
대리인코드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 송부; 또는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아니한다)

이메일 주소:

통신용 주소 : 이 난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신 위의 기재 공간에 특별히 통지서
송달을 위한 별도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 표시한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첫 번째 용지)(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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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3기재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이 사람은: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아니한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
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오직 출원인
출원인겸 발명자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출원인코드
국적 (국가명) :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거주국 (국가명) :

모든 지정국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이 사람은: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아니한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
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오직 출원인
출원인겸 발명자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출원인코드
국적 (국가명) :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거주국 (국가명) :

모든 지정국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아니한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
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이 사람은:
오직 출원인
출원인겸 발명자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출원인코드
국적 (국가명) :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거주국 (국가명) :

모든 지정국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아니한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
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이 사람은:
오직 출원인
출원인겸 발명자
오직 발명자(이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출원인코드
국적 (국가명) :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거주국 (국가명) :

모든 지정국

추가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는 계속용지에 적는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계속 용지)(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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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추가 기재란

이 추가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별도의 계속 기재란이 제공되는 제8기재란(i)에서 (v)를
제외하고, 어떤 기재란에서 모든 정보를 적기에 공간이 부족
할 경우: “제( )기재란에 이어 계속”(괄호 안에 기재란 번호
표기)이라는 표시를 한 후, 기재 공간이 부족했던 그 특정
기재란의 설명에 맞게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적는다. 특히:
(i)만약 출원인 및/또는 발명자로 두 사람 이상이 적혀야 하
나 “계속 용지”가 제공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고 표시한 후, 제3기재란에서 요구되는 사항
을 각 사람별로 적는다. 아래에서 거주국이 적혀 있지 아니
한 경우, 이 기재란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
국이 된다;
(ii) 만약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의 하위 기재란에 “추가
기재란에 표시된 국가” 항목이 체크되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제2기재란에 이어 계속” 또는 “제3기재란에 이어 계
속” 또는 “제2기재란과 제3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는 표시
를 한 후 , 관련 출원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 옆에 해당
출원인에 관한 지정국(및/또는 ARIPO, 유라시아, 유럽 또는
OAPI 특허)을 명시한다;
(iii) 만약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의 하위 기재란에 발명
자 또는 발명자/출원인이 지정국 일부에 대해서만 발명자 인
경우: (상황에 따라) “제2기재란에 이어 계속” 또는 “제3기
재란에 이어 계속” 또는 “제2기재란과 제3기재란에 이어 계
속”이라는 표시를 한 후, 관련 발명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
옆에 해당 발명자에 관한 지정국(및/또는 ARIPO, 유라시아,
유럽 또는 OAPI 특허)을 명시한다;
(iv) 만약 제4기재란에 적은 대리인 이외에 추가 대리인이
있을 경우: “제4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는 표시를 한 후,
각 추가 대리인에 대하여 제4기재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
는다;
(v) 만약 제6기재란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세 개를 넘는 경우: “제6기재란에 이어 계속”이라는 표시를
한 후, 각 선출원에 대해 제6기재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
는다.
2. 만약 출원인이, 해당 국제출원이 특정 지정국에서 추가특
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위한 출원으로
취급될 것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국의
국가명 또는 두 문자 국가코드를 표기한 후, “추가특
허”(patent of addition),“추가증”(certificate of addition),
“추가발명자증”(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또는
“추가실용증”(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이라는 표기 및
모출원, 모특허, 또는 기타 모권리의 번호 및 모특허 또는 기
타 모권리의 허여일자, 또는 모출원의 출원일을 적는다(규칙
4.11(a)(i), 49의2.1(a) 또는 (b)).
3. 만약 출원인이, 해당 국제출원이 미국에서 선출원의 계속출
원 또는 일부 계속출원으로서 취급될 것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하려는 경우: “US”라고 표기한 후, “계속출원”(continuation)
또는 “일부 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이라는 표기와 함
께 모출원의 번호와 출원일을 적는다(규칙 4.11(a)(ii), 49의
2.1(d)).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추가 용지)(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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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5기재란

지정

이 출원서의 제출로, 규칙 4.9(a)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역특허 및 국내특허 모두를
위하여 해당 국제출원일에 PCT에 기속되는 모든 체약국이 지정된다.
다만,
DE 독일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JP 일본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KR 대한민국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위 체크박스는 출원서 제출 시 또는 규칙 26의2.1에 따라 그 후 출원서 제6기재란에 위 특정 관련 체약국의 국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내 선출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지정 제외 시 이의 취소 불가능)).

제6기재란

우선권주장

다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다:
선출원국명의 표시 :
선출원일

국내출원 :
파리협약 당사국명 또
는 WTO 회원국명

선출원번호

(일/월/년)

지역출원 :
지역관청명

국제출원 :
수리관청명

항목 (1)

항목 (2)

항목 (3)

추가 기재란에 우선권주장이 추가로 적혀 있음
우선권서류의 제출:
수리관청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선출원의 인증등본을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이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이 해당 항목의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과 동일한 관청인 경우에만 표시).
모든 항목

항목 (1)

항목 (2)

항목 (3)

기타, 추가 기재란 참조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적은 접근코드를 이용하여 선출원의 인증등본을 전자도서관에서
입수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선출원이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표시).
항목 (1)

항목 (2)

항목 (3)

접근코드

접근코드

접근코드

기타, 추가 기재란 참조

우선권의 회복 : 수리관청에 대하여 위에서 또는 추가 기재란에서 우선권 주장 항목 ( ________________________ )에 적은 선출원의 우선권 회복을
신청한다. (제6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인용에 의한 보완 : 조약 제11조(1)(iii)(d) 또는 (e)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의 요소, 또는 규칙 20.5(a)에서 규정하는 명세서, 청구 범위 또는
도면의 일부가 이 국제출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약 제11조(1)(iii) 규정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이 수리관청에 최초로 접수된 날에 우선권주장
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요소 또는 부분은 규칙 20.6에 따른 확인을 조건으로, 규칙 20.6과 관련하여 이 국제출원에
있어서 인용에 의해 보완된다.

제7기재란

국제조사기관

국제조사기관 (ISA) 선택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 있는 국제조사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 선택한 기관을 표시한다; 두 문자 코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ISA /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두 번째 용지)(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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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결과의 이용, 선조사에 대한 언급

제7기재란에 표시된 국제조사기관에 대하여 아래 적은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신청한다(제7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에서 한

건을 초과하는 선조사 결과의 이용 부분 참조).
출원일(일/월/년)

국가(또는 지역관청)

출원번호

설명서(규칙 4.12(ii)): 이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이루어진 출원은, (서로 다른 언어로 출원된 경우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서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서류의 입수가능성: 아래의 서류는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형태 및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의한 입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
므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규칙 12의2.1(f)):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선출원의 사본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출원의 번역문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조사보고서의 번역문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알고 있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입수가능한 문서를 아래에 적는다):
선조사 결과 및 기타 서류의 사본 송부 (선조사가 위에 적은 국제조사기관이 아니라, 수리관청으로 행동하는 관청과 같은 관
청에서 이루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규칙 12의
2.1(c)):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선출원의 사본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 선조사보고서가 전자도서관을 통한 입수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수리관청이 송부하는 경우도 아닌 때에는,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2의2.1(a))(체크리스트 11.번 및 제7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출원일(일/월/년)

국가(또는 지역관청)

출원번호

설명서(규칙 4.12(ii)): 이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이루어진 출원은, (서로 다른 언어로 출원된 경우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서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서류의 입수가능성: 아래의 서류는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형태 및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의한 입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
므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규칙 12의2.1(f)):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선출원의 사본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출원의 번역문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선조사보고서의 번역문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알고 있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입수가능한 문서를 아래에 적는다):
선조사 결과 및 기타 서류의 사본 송부 (선조사가 위에 적은 국제조사기관이 아니라, 수리관청으로 행동하는 관청과 같은 관
청에서 이루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규칙 12의
2.1(c)):
선조사보고서의 사본*
선출원의 사본
선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 선조사보고서가 전자도서관을 통한 입수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수리관청이 송부하는 경우도 아닌 때에는,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2의2.1(a))(체크리스트 11.번 및 제7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추가 선조사는 계속 용지에 적는다.
제8기재란

선언서

다음 선언서가 제8기재란(i)에서 (v)에 첨부되어 있다 (아래 체크박스 중 해당되는 것에 표시한 후

선언서 매수

오른쪽 열에 각 선언서의 매수를 표기한다) :
제8기재란 (i)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

:

제8기재란 (ii)

국제출원일에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

제8기재란 (iii)

국제출원일에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제8기재란 (iv)

발명자 선언(미국에 대한 지정의 경우에 한정함)

:

제8기재란 (v)

신규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

: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두 번째 용지)(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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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8기재란(i)

선언서 : 발명자의 신원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1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 (규칙 4.17(i) 및 51의2.1(a)(i)):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ⅰ))(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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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8기재란(ii)

선언서 :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2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제출원일에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규칙 4.17(iv)에 의한 선언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칙 4.17(ii) 및 51의2.1(a)(ii)):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ⅱ))(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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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8기재란(iii)

선언서 :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3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제출원일에 출원인이 아래 명시된 선출원의 출원인이 아니거나 선출원 후 출원인의 성명(명칭)이 바뀌었을 경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규칙 4.17(iii) 및 51의2.1(a)(iii)):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ii)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ⅲ))(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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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8기재란(iv)

선언서: 발명자 선언 (미국에 대한 지정에 한정함)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4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지정을 위한
발명자 선언 (규칙 4.17(iv) 및 51의2.1(a)(iv))
본인은 이 선언서에 기재된 청구된 발명의 최초 발명자(아래에 단 한명의 발명자만 명시된 경우) 또는 최초 공동 발명자(아래에 둘 이상의
발명자가 명시된 경우)임을 믿으며 이를 선언한다.
이 선언서는 해당 선언서가 그 일부를 구성하는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한다(선언서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 선언서는 국제출원번호 P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대상으로 한다(규칙 26의3에 따라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은 상기에서 확인된 국제 출원이 본인이 만들었거나 또는 본인이 권한 부여를 받아 만들었음을 선언한다.
본인은 거주지 및 우편물 수령 주소가 성명 옆에 표시된 바와 같음을 선언한다.
본인이 이 선언서를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US 규약 Title 18의 제 1001 section에 의거하여, 벌금형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그 둘 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성 명 :...........................................................................................
거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명자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성 명 :...........................................................................................
거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명자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성 명 :...........................................................................................
거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미국 주 또는 국가명(해당하는 경우)
우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명자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은 대리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이 선언서가 다음 용지 “제8기재란(iv)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ⅳ))(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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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8기재란(v)

선언서: 신규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선언서는 시행세칙 제215조 규정의 표준 문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기재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신규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서(규칙 4.17(v) 및 51의2.1(a)(v)):

이 선언서는 다음 용지 “제8기재란(v)에 이어 계속”에 계속된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선언서 용지(ⅴ))(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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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8기재란(i)에서 (v)의 계속 선언서
제8기재란(iv)에 셋 이상의 발명자가 명기되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8기재란(i)에서 (v) 중 모든 정보를 적기에 하기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
“제8기재란( )에 이어 계속” (괄호 안에 기재란 항목번호를 표기)이라는 표시를 하고 기재공간이 부족했던 각 기재란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적는다. 두 가지 이상의 선언서에 대해 추가 공간이 필요할 경우, 각 선언서 별로 별도의 계속 기재란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는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선언서에 대한 계속 용지)(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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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번호 ............
제9기재란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 리스트-이 용지는 서면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 국제출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용지 수

이 국제출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첨부되어 있다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에 표기를
하고 오른쪽 열에 각 항목의 개수를 표기한다):

(a) 출원서 서식

1. □ 수수료 계산 용지 ··········································································· :

PCT/RO/101

용지 수

2. □ 개별위임장 원본 ············································································· :

(모든 선언서
및 추가 용지

3. □ 포괄위임장 원본 ············································································ :

포함) ····································· :

4. □ 포괄위임장 사본; 참조 번 호: ························································ :
5. □ 제6기재란에 다음 항목으로 명시된 우선권서류 ······················ :

(b) 명세서
(명세서의

6. □ 국제출원 번역문

서열목록 부분 제외.

(번역문의 언어): ··············································································· :

아래 (f) 참조) ······················ :

7. □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별도의

(c) 청구범위 ································ :
(d) 요약서 ··································· :

표시 사항(번역문의 언어): ······························································ :
8. □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규칙 13의3에 따른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e) 도면 (있는 경우) ·················· :

제출된 물리적 데이터 매체에 담긴 서열목록의
전자적 형태의 사본(부속서류 C/ST 25 텍스트 파일)

(f) 명세서의

(물리적 데이터 매체의 형태 및 개수) ······································· :

서열목록 부분
(있는 경우) ··························· :

9. □ 서면으로 제출 시 “규칙 13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정보가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 ············································································· :

총 용지 매수

:

요약서에 수반되어야 할 도면 번호:

제10기재란

10. □ 선조사보고서의 사본(규칙 12의2.1(a)) ······································ :
11.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 :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출원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1.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의 실제 접수일:

수리관청 전용
2. 도면 :

3.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완성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추후 기간 내 제출에 따른 정정된 실제 접수일:

접수 :

미접수 :

4. PCT 제11조(2)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보완서로서
기간 내 제출된 보완서의 접수일:

5. 국제조사기관
(관할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ISA /

6.

조사료 납부 시까지 지연된 조사용
사본의 송부

국제사무국 전용
국제 사무국의 기록원본 접수일:
서식 PCT/RO/101(마지막 용지-서면)(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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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참조

이 용지는 국제출원의 일부가 아니며 국제출원 용지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리관청 전용

PCT
수수료 계산 용지

국제출원번호

출원서 부속문서
ㆍ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수리관청의 일부인날짜도장
`

출원인
소정의 수수료 계산
1. 송 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

2. 조 사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국제조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의해 수행될 것임.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국제조사를 수행하도록 선택한 기관의 이름을 기입한다)
3. 국제출원료
제9기재란에 적혀 있는 총 용지 매수를 기입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

i1 처음 30매

i1

. . . . . . . . . . . . . . . . . . . . . . .

i2 __________________

30매를 초과하는
용지매수

x ___________________ =

i2

용지당 수수료

i1 및 i2에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I란에 기입한다. . . . . . . . . . .

4. 선조사 서류에 대한 수수료(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I

ES

5. 총 금 액
T, S, I 및 ES에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금액란에 기입한다.

총금액

납부방법 등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5 및「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
당 납부서 제출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위 총금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재요령 참조

서식 PCT/RO/101 부속문서(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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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 세로 297㎜ 크기(A4용지)의 매끄러운 백색용지로서 가소성, 견고
성, 무광택 및 내구성을 갖추며, 세로로 하여 한쪽면 만을 사용합니다.
나. 용지는 구김, 접힘 또는 찢어진 곳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 출원서는 타자, 인쇄 또는 컴퓨터로 출력된 것으로 사진, 전자적 방법, 사진옵셋 및 마이크로필
름에 의하여 직접 복사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라. 계량단위는 SI(mㆍkgㆍ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
나로 표시 가능)합니다.
마. 용어 및 기호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되, 국제출원서류의 전체
내용에서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바. 출원서의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
단 또는 하단 중앙에 표시합니다.
사. 출원서는 쉽게 분리하고 다시 철할 수 있도록 철합니다.
아. 출원서에는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 외의 어떠한 사항도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출원서를 타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줄 간격은 1.5 문자의 폭으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세로
2.1㎜ 이상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차. 출원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출원서의 편집 및 내용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과 일치하며, 대응하는
페이지에 동일정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난을 둡니다.
2) 모든 난은 실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3)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이 사용하는 난은 인쇄서식과 같은 크기로 작성합니다.
2. 각 난의 기재요령
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란은 문자,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 참
조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12자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나.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란에는 발명의 명칭을 짧고 명확하게 적되, 명세서상의 발명의 명칭과
같아야 합니다.
다. “제2기재란 출원인”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출원인을 적습니다.
1) “성명(명칭) 및 주소”란에는,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적되, 성명(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
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적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으며, 주소는 즉시 우
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적되, 국명 및 우편번호도 적습니다. 성명(또는 명
칭) 및 주소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이 난에 적은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
다.”의 □ 안에 X표시합니다.
3)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도 함께 적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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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메일 사용동의”란에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
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5) “국적 (국가명)”란에는 출원인의 국적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적습니다. 국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6) “거주국 (국가명)”란에는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
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
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국명 또는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거주국은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7)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란에는 위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되, 한 가지만 표시합니다. 두 번째 □ 안에 X표시한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적습니다.
라.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란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적되 다음 요령에 따릅
니다.
1) 이 난의 오른쪽의 “이 사람은”란에는 적은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합니다.
2) 그 외는 다.의 1), 4), 5), 6), 7)과 같습니다.
마.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 안에 X
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대리인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적으며,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통지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주
소로 행해집니다.
2) 복수의 대리인을 적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위에 적습니다.
3) “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대리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특정의 주소로 통지받고 싶을 경우에는 그 주소를
적고, 마지막 □ 안에 X표시합니다.
5) “이메일 사용동의”란에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
지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
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바. “추가 기재란”란은 적으려는 모든 사항을 해당란에 적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며, 각 용지에는 원
칙적으로 말소ㆍ정정ㆍ덧쓰기 및 줄 삽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 “제5기재란 지정”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조약규칙 4.9(b)에 해당하는 일부 국
가에 대하여 지정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제외하려는 해당국 앞의 □ 안에 Ⅹ표시합니다.
아. “제6기재란 우선권주장”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지역특허청 또는 수리관청)을
해당란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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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권주장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추가적으로 적습니다.
3)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을 국제사
무국이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입수하거나 특허청(수리관청)이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려는 서류의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4) 날짜는 서기에 의한 년ㆍ월ㆍ일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일ㆍ월ㆍ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예] 1997년 9월 4일(04.09.1997), 1997년 9월 4일(04/09/1997) 또는 1997년 9월 4일
(04-09-1997).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
다.
자. “제7기재란 국제조사기관”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 있는 국제조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을 표시
합니다(이 때는 두문자 코드로 표시하여도 됩니다).
2)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결과의 이용, 선조사에 대한 언급”란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
조사가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적으며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 위 요청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의 출
원일, 출원번호 및 선조사를 행한 기관 또는 관청을 적습니다.
②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이 언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 설명
서 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③ “서류의 입수가능성”란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
는 서류에 대하여 각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④ “선조사 결과 및 기타 서류의 사본 송부”란에는 선조사가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수리관청에
서 행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
는 경우 각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차. “제8기재란 선언서”란에는 선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해당 □ 안에 Ⅹ표시하고 오른쪽의 “선언
서 매수”란에는 해당 선언서의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카. “제8기재란 (ⅰ)∼(ⅴ)의 각 선언서”란
1) “제8기재란 (ⅰ) 선언서 : 발명자의 신원”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① 제8기재란(i) 선언서: 발명자의 신원
- 용도 :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며,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오직

발명자로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로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표준문구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i) 및 51bis.1(a)(i)) :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
명자이다.
② 제8기재란(ii) 선언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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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조약규칙 4.17(iv)에 따른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조약규칙

4.17(ii)

및

51bis.1(a)(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ⅰ) ...(주소)의 ...(성명)은 이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
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
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ㆍ 해당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ㆍ 해당 선언서는 발명자에 관한 기재가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
의 신원에 관한 선언서와 합하여 1부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도입문장은 다음과 같
이 적는다.
“조약규칙 4.17(iv)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가 부적절할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를 출원하
고 취득할 출원인의 자격(조약규칙 4.17(ii) 및 51의2.1(a)(ii)) 및 발명자(조약규칙 4.17(i) 및
51의2.1(a)(i))에 관한 통합 선언서: ”
ㆍ 1부로 작성할 경우 나머지 문장은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서
의 표준문구로 적는다.
③ 제8기재란(iii) 선언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경우 사용한다.
- 표준문구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선출원을 제출한 후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은 선출원의 우선
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51bis.1(a)(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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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iii)

및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ⅰ)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
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
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ㆍ 해당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ㆍ 해당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을 한 출
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된다.(예를 들면, 다섯 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 중 한 명이 선출원에 적은 출원인과 다른 경우)
④ 제8기재란(iv) 선언서: 발명자 선언 (미국에 대한 지정에 한정함)
- 용도: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적는 선언서이다.
- 표준문구
해당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다.
- 기재요령
ㆍ 비록 모든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적으며,
각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등과 같은 사항도 적는다.
ㆍ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이 선언서를 사용하되, 제목은 “추가 발명자 선언 조약
규칙 4.17(iv) 및 51의2.1(a)(iv))”로 적습니다.
⑤ 제8기재란(v) 선언서: 신규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개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용도: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v) 및 51bis.1(a)(v)):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주장한 발명의 대상기술이 다음과 같이 공개
되었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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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개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포함)
(a) 국제박람회
(b) 공개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d) 기타: ...(기재)
(ⅱ) 공개일: ...
(ⅲ) 공개의 명칭(있는 경우): ...
(ⅳ) 공개 장소(있는 경우): ...
- 기재요령
ㆍ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반드시 적어야 한다.
ㆍ 항목 (iii)과 (iv)는 관련 상황이 있는 경우 적을 수 있다.
타. “제9기재란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리스트-이 용지는 서면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
다”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안에 X표
시하고 그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2) 국제공개 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대표되는 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란에 적습니다.
파. “제10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밖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
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전자출원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인장이미지를 팩시
밀리서명 방식에 의하여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포괄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특허협력조약시행세칙 Annex F 3.1.3.1을
따르는 TIFF 형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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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9.6.30>

PCT 용도

발명의 설명(DESCRIPTION, 發明の說明)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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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1) 용지의 상단에는 20㎜ 이상 40㎜ 이내
(2) 용지의 좌단에는 25㎜ 이상 40㎜ 이내
(3) 용지의 하단 및 우단에는 20㎜ 이상 30㎜ 이내
나. 여백에는 어떠한 사항도 적어서는 아니됩니다.
다. 각 용지 좌측(여백부분 제외) 오른쪽에 5줄마다 아라비아숫자로 연속번호를 붙입니다.
2. 명세서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가. 이 서식의 제목은 국제출원언어에 따라 명세서발명의 설명, DESCRIPTION 또는 明細書發明の
說明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명세서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제목을 붙이고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
목은 국제출원언어에 따라 국어, 영어, 일본어 중에서 선택하여 적되, 제목을 같은 언어로 선택
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1)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發明の名称)
Request(출원서)에 적혀 있는 발명의 명칭을 적습니다.
(2) 기술분야(Technical Field, 技術分野)
발명의 관련 기술분야를 적습니다.
(3) 배경기술(Background Art, 背景技術)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적고 가능한 한 해당 기술에
관한 문헌을 인용합니다.
(4) 발명의 내용 또는 발명의 개요(Disclosure of Invention 또는 Summary of Invention, 発明の開
示 또는 発明の概要)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방법이 이해되도록 청구의 범위청구범위에 적혀 있
는 발명을 기술하고 그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관련하여 가지는 유리한 효과를 적습니다.
(5)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図面の簡単な説明)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적습니다.
(6)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또는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또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또는 Mode(s)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또는 Descriptions of Embodiments, 発明を実施するための最良の形態 또는 発
明を実施するための形態)
청구의 범위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있는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중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형태
를 적되 적당한 경우에는 실시 예를 이용하고 도면이 있을 때에는 그 도면을 인용하여 적습
니다.
(7)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産業上の利用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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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적습니다.
(8)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配列表)
해당하는 경우 조약시행세칙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9) 서열목록의 프리텍스트(Sequence Listing Free Text, 配列表フリーテキスト)

해당하는 경우 명세서발명의 설명를 작성한 언어로 적습니다.
3. 명세서발명의 설명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명세서발명의 설명에는 화학식 또는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나. 명세서발명의 설명에는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화학식, 수식 또는 표를 바르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지를 가로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를 가로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용지는 화학식ㆍ수식 또는 표의 상단이 용지의 좌
측이 되도록 세로로 하여 철합니다.
라. 그 외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와 같습니다.
4.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
다.
나.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1)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 크 기는 가로 2㎜ × 세로 2㎜(6
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표’ 내용 작성방법
(1) ‘표’ 내용은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
니다.
(2) ‘표’ 내용이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표’ 내용 중의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적습니다.
(4) ‘표’ 내용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줄 간격은 1㎜(줄 간격 130%)로
합니다.
라. 【수】 및 【화】 내용 작성방법
(1) ‘수’(‘수학식’의 약어) 및 ‘화’(‘화학식’의 약어)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 및 ‘화’의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제29조에 따른 표준
(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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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용도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9.6.30>

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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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이 서식의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명세서발명의 설명의 마지막 용지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
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붙입니다.
나. 각 청구항은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과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된 청구항 일련번호 앞
에 “청구항(국제출원언어에 따라 청구항, claim 또는 請求項 중에서 선택하여 적는다)”이라는 표
현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청구의 범위청구범위 기재방법
가. 이 서식의 제목은 국제출원언어에 따라 청구의 범위청구범위, CLAIMS 또는 請求の範圍請求範
圍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청구의 범위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간결ㆍ명확하게 적되, 명세
서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 청구항의 수는 발명(고안)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당한 수로 하고, 청구항의 수가 2 이상인 경우에
는 적으려는 순서에 따라 청구항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라. 청구의 범위청구범위에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적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을 인용하여 적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명세서발명의 설명의 ......에 적은 것과 같이” 또
는 “도면의 ......도에 표시한 것과 같이”와 같은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 청구의 범위청구범위에 적는 기술적 특징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을 적은
다음에 관련도면의 인용부호를 괄호로 묶어 병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 종속항의 기재요령
(1) 1 또는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
다)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함과 동시에 추가되는 기술적 특징을 적습니다.
(2)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하 “다수종속항”이라 한다)은 인용되는 청구항을
선택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3) 다수종속항은 다른 다수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4) 같은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은 가능한 한 인용되는 청구항 바로 뒤에 모아서 적습니다.
(5) 위 나목, 다목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가 지정국의 국내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
우에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해당 지정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합니다.
사. 그 외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 및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
4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
다.
나.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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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
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
다.
다. ‘표’ 내용 작성방법
(1) ‘표’ 내용은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
니다.
(2) ‘표’ 내용이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표’ 내용 중의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적습니다.
(4) ‘표’ 내용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줄 간격은 1㎜(줄 간격 130%)
로 합니다.
라. 【수】 및 【화】 내용 작성방법
(1) ‘수’(‘수학식’의 약어) 및 ‘화’(‘화학식’의 약어)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 및 ‘화’의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
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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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2.6.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취하서
PCT 용도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기관】□ 수리관청 □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코드】

【취하구분】 □ 국제출원

□ 지정국

□ 우선권주장

□ 국제예비심사청구 □ 선택국

□ 서류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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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구분 및 관련 규정
취하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국제출원, 지정국,
우선권주장, 국제예
비심사청구, 선택국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
의7, 제106조의46 및 「실용신
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서류제출서

일부 누락된 명세서발명의 설명 또는 청
구의 범위청구범위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도면을 서류제출서를 통하여 국
제출원 후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제출서
의 제출을 취하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제3
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
17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취하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 【제출기관】란
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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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출원인코드】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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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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구분】란
가. 취하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지정국 또는 선택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취하구분】란의 다음 행에【취하내
용】란을 만들어 취하대상 지정국 또는 선택국을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한국, 미국, 일본
다. 우선권주장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취하구분】란의 다음 행에 【취하내용】,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 【출원국】란을 만들어 각각에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국을 적습
니다.
[예] 【취하구분】
【취하내용】
【출원번호】 10-2007-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출원국】 한국
라. 서류제출서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취하구분】란의 다음 행에 【접수일자 및 접
수번호】란을 만들어 취하대상 서류제출서의 제출일자 및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취하내용】
【접수일자】 2008. 2. 14.
【접수번호】 6-1-2008-0001234-56
6.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하서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4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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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300부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09.6.30>

【명세서발명의 설명】
【발명(고안)의
【기술분야】

명칭】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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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의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
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하단여
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
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쪽의 줄 수는 20줄, 각 줄 사이의 간격은 7.2㎜(줄 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
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
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
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
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SI(mㆍ
kgㆍ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해
야 하며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발명의 설명에 미리 정의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
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명의 “발명”은 “고안”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4) ‘표’, ‘수학식’ 및 ‘화학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수학식’은 ‘수’, ‘화학식’은 ‘화’와 같
이 약어로 적음)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예: 【표】, 【수】 및 【화】), 식별항목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5) 【청구항】, 【표】, 【수】 및 【화】 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적으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
아숫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식별번호의 기재
(1) 명세서발명의 설명 중의 【기술분야】부터 【서열목록 자유텍스트】까지의 식별항목에 해당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예와 같이 각 문단 전에 【, 】와 4자리수의 아라비
아 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예 : 【0001】, 【0002】)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후 해당하는 문단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식별항목이 있는 문단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발명의 설명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식별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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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고 명세서를발명의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서류를 전자화하
면서 식별번호를 임의로 부여합니다.
[예]【발명(고안)의 명칭】 ○○○○○○○○○○○○○
【기술분야】
【0001】 ○○○○○○○○○○○○○○○○○○○○○○○○○○○○○○○○○○○○
○○○○○○○○○○○○○○○○○○○○○○○○○
【배경기술】
【0002】 ○○○○○○○○○○○○○○○○○○○○○○○○○○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3】 (특허문헌 1) ○○○○○○○○○○○○
(특허문헌 2) ○○○○○○○○○○○○
【비특허문헌】
【0004】 (비특허문헌 1) ○○○○○○○○○○○○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
【발명(고안)의 효과】
【0007】 ○○○○○○○○○○○○○○○○○○○○○○○○○○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도 1】 ○○○○○○○○○○○○○○○○○○○○○○
【도 2】 ○○○○○○○○○○○○○○○○○○○○○○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
【0010】 ○○○○○○○○○○○○○○○○○○○○○○○○○○○○○○○○○○○○
○○○○○○○○○○○○
【실시예 1】
【0011】 ○○○○○○○○○○○○○○○○○○○○○○○○○○
【실시예 2】
【0012】 ○○○○○○○○○○○○○○○○○○○○○○○○○○
【산업상 이용가능성】
【0013】 ○○○○○○○○○○○○○○○○○○○○○○○○○○
【부호의 설명】
【0014】 ○○○○○○○○○○○○○○○○○○○○○○○○○○
【수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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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0016】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 최초 출원 시에 부여한 식별번호는 보정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문단이 추가
된 경우에도 식별번호의 변화 없이 해당 식별번호에 속한 문단에 추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발명의 명칭】란에는 국제출원서의 명세서 원문(이하 “원문”이라 함)에 적혀 있는 명칭(국제조
사기관이 발명의 명칭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명칭)을 적으며, 그 밖에 기재 사
항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의 기재요령 제2호를 참조하여 적

습니다.
2. 기타 유의사항
가. 원문 각 표제의 기재순서가 서식과 다른 경우에는 원문의 기재순서를 따릅니다.
나. 서식에 규정된 식별항목 외의 표제가 원문에 있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 】) 없는 표제로 적습니
다.
다. 서식에 규정된 식별항목에 대응되는 표제가 원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다만, 【명세서발명의 설명】 및 【발명의 명칭】의 식별항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 【표】, 【수】 및 【화】 식별항목은 원문과 같은 번호체계를 사용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마. 원문에 특별한 표제가 없는 ‘표’, ‘수’ 및 ‘화’ 등은 식별항목의 기재 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1)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
합니다.
(2)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 일 또는 칼 라 이
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 들 의 이미지 포 맷 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 크기는 가로 2㎜ × 세로 2㎜(6포
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표’ 내용 작성방법
(1) ‘표’ 내용은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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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 ‘표’ 내용이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표’ 내용 중의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적습니다.
(4) ‘표’ 내용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줄 간격은 1㎜(줄 간격 130％)로
합니다.
다. 【수】 및 【화】 내용 작성방법
(1) ‘수’(‘수학식’의 약어) 및 ‘화’(‘화학식’의 약어)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 및 ‘화’의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
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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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09.6.30>

【청구의 범위청구범위】
【청구항 1】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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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의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
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적으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
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
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
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쪽의 줄 수는 20줄, 각 줄 사이의 간격은 7.2㎜(줄 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
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
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
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
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SI(mㆍ
kgㆍ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해
야 하며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발명의 설명에 미리 정의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
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또는 식별번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
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 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적습니다.
(4) 【청구항】의 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적으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
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
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적습니다.
2. 【청구항】란의 기재방법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의 기재요령 제2호라목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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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4.6.2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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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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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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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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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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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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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 「특허법」 제201조
우

「실용신안법」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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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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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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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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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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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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특허협력조
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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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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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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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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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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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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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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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서식] <개정 2014.6.2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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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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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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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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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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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 「특허법」 제201조
우

「실용신안법」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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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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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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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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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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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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특허협력조
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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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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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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제201조(「실용신안법」 제35조)에 따른 명세서발명의 설명ㆍ청구의 범위청구범위
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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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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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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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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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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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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정정할 사항】
【정정대상서류명】
【정정대상항목】
【정정방법】
【정정내용】
【정정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5호 참조)
【오역정정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 기재요령 제1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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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 제출기간 이내에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국어번역문에 대하여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5조).

2. 처리절차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제출인)

(특허청)

서식 적격심사

⇒
ㆍ

(특허청)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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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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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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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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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코드】란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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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ㆍ특허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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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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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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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4. 【정정할 사항】란
가.【정정대상서류명】,【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정정내용】 및 【정정설명】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나. 별지에는 【정정대상서류명】,【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정정내용】 및 【정정설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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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정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번호 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정정대상서류명】 발명의 설명
【정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
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정이유】
식별번호 【0012】중 「반응온도」에 대해
이 부분의 표기는 국제특허출원 명세서 제2페이지 제3행째에 reaction temperature로
기재되어 있는 바 오역 정정 전에는 「반작용온도」라고 번역하였다. 오역 정정 전의
번역은 상기 영문의 물리학적 관점에 번역이지만 출원발명은 화학적인 용매에 대한 출
원으로서 상기 reaction은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기술적인 의
미를 참작하여 「반응온도」로 오역을 정정한다.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19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정정이유】
청구항 19 중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에 대해
이 부분의 표기는 국제특허출원 명세서 제10페이지 제5행째에 「R3 is a substituted
phenyl compound」로 기재되어 있는 바 오역 정정 전에는 「R3는 대체된 페닐인 화합
물」이라고 번역하였다. substituted는 「대체된」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치환된」이라
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 substituted는 출원발명이 화합물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면 「치환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substituted」를 「대체된」
으로 오역하였던 부분을 「치환된」으로 오역 정정한다.
다. 명세서 등의 정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정정대상항목】란에는 정정
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 【정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습니다. 정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내용】란
에 식별번호를 우선 적은 후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으며, 정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정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정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 【정정방
법】란에 "정정"이라고 적고, 【정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적
습니다.【정정할 사항】란의 【정정대상서류명】,【정정대상항목】,【정정내용】 및 【정정설
명】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보정대상 출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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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면으로 제출한 출원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
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할 수 있
습니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발명의 명칭】및【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
정할 수 없고,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ㆍ 최초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기
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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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역정정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오역정정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나. 오역정정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오
역정정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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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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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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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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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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
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보정 가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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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능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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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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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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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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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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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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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전자화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 전자화한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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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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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
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
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
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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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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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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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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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코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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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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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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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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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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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당-123456

※ 「특허협력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 관련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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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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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합니다정정한다.
【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로 정정합니다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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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합니다정정한다.

【정정대상항목】 발명자
【정정내용】 "홍동길"을 "홍길동"으로 정정합니다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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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정내용】
정정하는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합니다정정한다.
[예 2] 【정정내용】 "도2-슬릿…반응성 혼물"을 "도2-슬릿…반응성 혼합물"로 정정합니다정정
한다.
[예 3] 【정정내용】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
서 …페닐인 화합물"으로 정정합니다정정한다.
[예 4] 【정정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로
정정합니다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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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합니다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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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2. 기포 핵을 유도하는 경우, …대응하여야 합니다.
[예]【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내용】 "청구항 2와 청구항 3"의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합니다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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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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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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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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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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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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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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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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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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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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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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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