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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연구 배경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및 물량 배분
방안, 품질평가 방식 마련
○ 전문기관의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결과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담기관 도입에 따른 역할 범
위 정립

□ 연구 내용(상표)
1.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 전문기관 등록제도 도입시 전문조사는 업무범위에서 제외
※ 전문조사는 1년 단위의 업무에 부적합하며, 등록출원 및 이의신청 심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
관의 고유의 영역임(상표법 제50조)

○ 전문기관의 인적 등록요건 명확화
- (제언 1) 기존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전공･학력 무관
- (제언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과거 상표 조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상표 조사
분석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상표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제언 3)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
로 3년 이상 근무한자, 상표 조사분석 분야 경력 10년인 자
○ 조사원 의무 연수교육 대체 방안 마련
- (제언 1) 민간 자격 신설. 즉, 旣 IP 정보검색사를 상표, 디자인으로 확대하여 IP 정보검색
사를 보유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
- (제언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제언 3) 조사원 연수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전공 등을 고려하여 인적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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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전담 적정 인원 수 제안
- 1개 기관의 전담 최소 적정 인원수 5인 이상 필요하나,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총 예산 5,000백만 원, 총 처리건수 104,500건 기준, N개 기관 기준(’18년 상표조사분석 사업
전체),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2. 전담기관의 도입
○ 등록 전문기관의 관리 및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해당 조사･분석에 대한 사업 관리
전담기관의 도입
○ 전문기관 등록신청 접수, 조사원 자격 관리,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및 역량평가
실시, 물량산정 등 전담기관의 역할 제안
○ 전담기관의 조직 및 인력, 보안체계 등 제안

3. 물량 산정 방안
○ ‘물량 배분’을 ‘물량 확보’ 또는 ‘물량 산정’으로 수정하여 완전경쟁체제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
○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를 실시 한 후 물량 산정
- (제언 1)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우선 물량 산정
- (제언 2)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과 기존 전문기관과 동
일하게 평가에 따른 물량 산정
- (제언 3)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인큐베이팅 및 기존 등록 전문기관의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년도 상표 조사분석 사업 공고시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우선 배분할 수
있는 일정 물량을 제시

4. 품질 평가 방안
○ 평가의 주체를 심사관에서 전담기관으로 변경
○ 현행 정량적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을 전제로 한 평가항목 삭제
○ 조사원이 아닌 전문기관에 대한 심사관 만족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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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디자인)
1.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 전문기관 등록제도 도입시 전문조사는 업무범위에서 제외
※ 전문조사는 1년 단위의 업무에 부적합하며, 등록출원 및 이의신청 심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
관의 고유의 영역임(상표법 제50조)

○ 전문기관의 인적 등록요건 명확화
- (제언 1) 기존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과거
에 디자인 조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제언 2)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
로 3년 이상 근무한자, 디자인 조사분석 분야 경력 10년인 자
○ 조사원 의무 연수교육 대체 방안 마련
- (제언 1) 민간 자격 신설. 즉, 旣 IP 정보검색사를 상표, 디자인으로 확대하여 IP 정보검색
사를 보유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
- (제언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제언 3) 조사원 연수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전공 등을 고려하여 인적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방안
○ 전담 적정 인원 수 제안
- 1개 기관의 전담 최소 적정 인원수 5인 이상 필요하나,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총 예산 2,700백만 원, 총 처리건수 34,699건, N개 기관 기준(’18년 디자인조사분석 사업 전
체),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2. 전담기관의 도입
○ 등록 전문기관의 관리 및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해당 조사･분석에 대한 사업 관리
전담기관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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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전문기관 등록신청 접수, 조사원 자격 관리,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및 역량평가
실시, 물량산정 등 전담기관의 역할 제안
○ 전담기관의 조직 및 인력, 보안체계 등 제안

3. 물량 산정 방안
○ ‘물량 배분’을 ‘물량 확보’ 또는 ‘물량 산정’으로 수정하여 완전경쟁체제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
○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를 실시 한 후 물량 산정
- (제언 1)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우선 물량 산정
- (제언 2)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과 기존 전문기관과 동
일하게 평가에 따른 물량 산정
- (제언 3)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인큐베이팅 및 기존 등록 전문기관의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년도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공고시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우선 배분할 수
있는 일정 물량을 제시

4. 품질 평가 방안
○ 평가의 주체를 심사관에서 전담기관으로 변경
○ 현행 정량적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을 전제로 한 평가항목 삭제
○ 조사원이 아닌 전문기관에 대한 심사관 만족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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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은 특허청장이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
* 상표의 경우 상표검색, 상품분류,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등

※ [근거] 상표법(제51조), 디자인보호법(제59조)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
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6-21호)

근거법령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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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지정제도 운영시 지정 전문기관에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노하우
가 축적되고,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용이
- 즉,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업추진 결정 시 사업시행 주체를 지정하는 방법은 정부 정책과
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함
- 또한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이 선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효율
성이 증대됨
○ 반면, 지정기관에 일정물량이 보장되므로 품질향상 노력을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게 되는
등 독점으로 인한 품질 저하 논란 발생
○ 또한 정부가 지정기관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이 어려워 평등한 기회 보장은 용이하지 않음
○ 전문기관 지정제도에 따른 독과점 문제 해소, 민간 경쟁체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기관 등록제도의 도입 필요
※ 특허･실용신안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전문기관 등록제도’를 운영･시행(특허법 제58조)

- 즉, 단순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프라 보급 등)의 경우 평등
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반면, 사업 특성상 사업 수행경험이나 정부 권한이 일부 위임되는 사업이라면 효율성 도
모 측면에서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은 본질적으로 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프라 사업이므로
관련 사업자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전문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표 1] 법적 진입장벽의 형태 중 ‘지정’과 ‘등록’ 비교
지정

등록

∙ 특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해당 업종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민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진입규제

∙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
∙ 등록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허용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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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표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및 물량 배분
방안 마련
○ 전문기관의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결과의 품질평가 방식 도출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전
담기관 도입에 따른 역할 범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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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1

전문기관 등록요건

가. 상표 조사분석 전문기관 등록요건
□ 현행 지정요건 검토
○ 현재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지정 전문기관은 4개의 기관이며, 일정한 물적･인적요건으로 구
성된 지정요건을 구비하여야 함(고시 제4조)
- (물적요건)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전산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
※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여야 함)
붙임 1 참고

- (인적요건)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디자인 조사원과 달리 상표 조사원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고시 제13조에 따른 상표 분야 연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상표 조사원 자격을 부여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조사원 연수교육) ① 특허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표 분야
가. 상표법
나. 상표심사기준 및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다. 상표 심사사례 실무
라. 상표 심판소송 실무
2. 디자인 분야
가. 디자인보호법
나. 디자인심사기준
다. 디자인 심사사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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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자인 심판소송 실무
② 조사원은 신규채용시 제1항 각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각각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년차에는
다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준 등이 제･개정된 때, 그 제･개정 내용, 5시간 이상
2.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품질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한 때, 제1항 각호 나목 및 다목, 20시간 이상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육이수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 현행 지정요건의 문제점
○ 현행 상표 조사분석 업무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 일반조사와 전문조사로 구분되며,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기간의 차이, 인적요건의 차이가 있음
- (일반조사) 선행 상표검색 및 유사여부 판단, 기초적 법리 판단 의견 제시 및 통지서 초안
작성(1년 단위 업무)
※ 현행 고시에서 규정한 조사원의 자격은 일반조사원에 대한 자격임

- (전문조사)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통지서 작성 등 중간서류 처리 지원
업무(중간 서류 처리 특성상 업무 기간에 제한 없음)
※ 전문조사를 수행하는 전문조사원은 퇴직 심사관 및 일반조사 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고시에 별도로 전문조사원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없음

[표 2] 지정기관 인력현황(상표)
구분

윕스

특허정보진흥센터

나라아이넷

KTG

합계

전문조사

13

3

9

9

34

일반조사

6

12

-

-

18

합계

19

15

9

9

52

○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의 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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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상표법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9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하
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즉, 상표 조사분석 업무의 범위는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등록출원 및 이의신청 심사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의 고유의
영역임
- 따라서 상표 조사분석 사업 중 일반조사를 제외한 전문조사는 심사관 고유의 업무 영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등록기관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행 지정제도에서 상표 조사원의 연수교육은 특허청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제도에는 부합하지 않는 제도임
- 특허청이 등록한 전문기관 모두 연수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으며, 연수교육 실시 후 등
록 전문기관이 물량을 배분받지 못한 경우 예산 낭비 초래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도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바뀌면서 조사원 연수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
(舊 고시 제14조)이 삭제됨. 다만, 일정한 전공분야 등 자격 이외에 IP정보검색사((사)한국지식재
산서비스협회 주관, 전문가등급)를 보유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함(개정 고시 제9조)
붙임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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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정보검색사 PRO(IPS PRO) 개요>
□ 검정 기준
ㅇ 특허 또는 문헌정보에 대한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좌 심사관
수준의 능력을 검정하는 선행기술조사원 전문 자격증
□ 응시 대상 및 응시 자격
ㅇ 응시 자격 제한 없음(※ 단,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원 자격요건은 뺷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졸업예정
자 포함)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보유자뺸로 제한)
□ 검정방법
ㅇ 실기시험 Ⅱ,Ⅲ,Ⅳ,Ⅴ에 대한 기술분야는 기계/금속, 전기/통신, 화학/생명으로 함
검정과목

주요문항

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제도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
이해 및 지식재산
출원절차 및 등록요건
정보 검색 실무 Ⅰ 명세서 작성방법 및 청구범위의
(이론)
이해 등
IP정보 조사 개론

검정
방법

문제
유형

문항수

시간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40문항

5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실무 Ⅱ

서면형 조사보고서 작성 실무

실기

PC
작업형

1문항

18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실무 Ⅲ

심사 협력형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무

실기

PC
작업형

1문항

18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실무 Ⅳ

PCT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무

실기

PC
작업형

1문항

18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실무 Ⅴ

특허분류 실무

실기

PC
작업형

2문항

6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IPS PRO 교육과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과목

계

이론

실습

기타

207

100

104

3

특허 및 심사절차의 이해 등

4

4

특허법

24

24

8

8

3

3

심사기준(기재불비)

13

13

심사기준(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 등)

14

14

특실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오류

2

2

소계

교육내용 특허공보의 이해, 특허분류의 이해
(교과목)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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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배정

교과목

계

이론

특실 견해서 작성방법

8

8

PCT 총론

2

2

PCT국제조사매뉴얼 Ⅰ,Ⅱ

14

14

PCT영문견해서작성요령

6

6

2

2

PCT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오류
교육내용
Kompass이용법, 선행기술검색 실습, OPD등 외국문헌 검색 등
(교과목)
특허분류부여 실습

실습

11

11

5

5

검색 및 서면형 조사보고서 작성 실습

24

24

협력형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토론

32

32

PCT 국제보고서 견해서 작성 실습

32

32

행정(교육 등록 및 설명회)

3

기타

3

○ 인적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문기관의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담 조사
원 인원 수를 등록 요건화할 필요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도 전담인력의 기술분야별 최소인원 규정(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 등록시 조
사원 5명 이상, 개정 고시 제4조)
※ 일본의 경우도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등록기관의 전담인력의 기술별 최소 인원을 10
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붙임 3 참고

○ 따라서 상표 전문기관 등록제도 도입시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 있음
- 상표 조사분석의 업무 범위에서 전문조사는 제외
- 상표 조사원의 연수교육을 폐지하며 선행기술조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 등 대체 방안 모색
- 최소 전담 조사원 인원 수를 등록요건화
[표 3]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시 일반조사 및 전문조사의 적합성
구분

지정제도

등록제도

일반조사

선행 상표검색 및 유사여부 판단, 기초적 법리 판
단 의견 제시 및 통지서 초안 작성(1년 단위 업무)

1년 단위 업무,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을 전
제로 한 업무가 아니므로 등록제도에도 적합

전문조사
(2013년부터)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통지서
작성 등 중간서류 처리 지원 업무(업무 기한 제한
없음)

1년 단위 등록제도에는 업무 기한에 제한이 없고,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을 전제로 한 전문조사
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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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 개선방안
○ (물적요건)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전산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 그대
로 유지
-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소
○ (인적요건) 상표 조사원의 연수교육을 폐지함에 따라 조사원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전공요건
필요
- (제언 1) 기존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전공･학력 무관(☞조사원 연수교육 대체 방안 1 또는
2와 연계)
- (제언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과거에 상표 조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상표
조사분석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상표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조사원 연수교육 대체 방안 1 또는 2와 연계)
※ 다만, 중국과 같이 법학 전공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법학 분야라 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분류 계열별 정의에 따라 관련학과 예시

붙임 4 참고

[표 4] 해외 주요국 상표 조사원(보조원) 인적요건 비교
유럽
(EUIPO)

중국
(CNIPA)

고등교육과정 졸업 및 최소 3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경험 또는 중등교육과정 졸업 및 최
소 6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경험

상표심사협력센터(CNIPA 산하 기관) :학부 졸
업생, 법학 전공자 우대

주요국

자격요건

보조원

※ 해외 사례조사시 우리나라 및 중국을 제외하고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국가는 없으므로, 인적요건 비교･분석시 심사관 자격요건까지 포함시킴(일본은 특허･실용신안의 선
행기술조사기관제도만을 운영 중이며, 디자인 심사의 경우 조사원을 분야별로 별도로 일본 특허청
에서 직접 채용)

붙임 5 참고

- (제언 3)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
로 3년 이상 근무한자, 상표 조사분석 분야 경력 10년인 자(☞조사원 연수교육 대체 방안
3과 연계)
※ 현행 고시 제12조 제3항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등록 요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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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적정 인원 수 제안
- 총 예산 5,000백만 원, 총 처리건수 104,500건 기준, N개 기관 기준(’18년 상표조사분석
사업 전체), 1개 기관의 전담 최소 적정 인원수 5인 이상 필요하나,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전제조건 :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기
준으로 산정함(상여금, 퇴직금 제외). 인적 등록요건 강화, 약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학술연구용역비 산정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8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218,419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이며, 2019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보조원을 조사분석 업
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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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적정 인원수 제안
기관

배분비율
(%)

배분예산
(원)

기관별 배분물량
(건)

인건비 비율
(70%)

직접비 비율
(20%)

제비용 비율
(10%)

1

30

1,500,000,000

31,350

1,050,000,000

300,000,000

150,000,000

2

20

1,000,000,000

20,900

700,000,000

200,000,000

100,000,000

3

15

750,000,000

15,675

525,000,000

150,000,000

75,000,000

4

15

750,000,000

15,675

525,000,000

150,000,000

75,000,000

5

10

500,000,000

10,450

350,000,000

100,000,000

50,000,000

･

･

･

･

･

･

･

･

･

･

･

･

･

･

N

10

500,000,000

10,450

350,000,000

100,000,000

50,000,000

※ 전문조사와 일반조사의 건당 소요예산은 동일*하므로, 전문조사 폐지 후, 모든 예산을 일반조사로
전환시 건당 소요예산 불변

* 2018년 기준 상표 전문조사 및 일반조사 건당 소요예산
2018년 상표조사분석사업

예산

전체 물량

건당 소요예산

전문조사

3,494백만원

73,100건

약 47,797원

일반조사

1,497백만원

31,320건

약 47,797원

[표 5-1] 기관 1(배분 비율 30%)
기준금액 1,050,000,000원, 총 처리건수 31,350건

단가

개월

인원

참여율

합계(원)

책임연구원

6,338,646

12

3

100%

228,191,256

연구원

4,860,388

12

7

100%

408,272,592

연구보조원

3,249,006

12

10

100%

389,880,720

합계

20

※ 인당 처리건수 1,568건, 월별 처리 건수 131건, 일별 처리건수(20일) 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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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기관 2(배분 비율 20%)
기준금액 700,000,000원, 총 처리건수 20,900건

단가

개월

인원

참여율

합계(원)

책임연구원

6,338,646

12

3

100%

228,191,256

연구원

4,860,388

12

4

100%

233,298,624

연구보조원

3,249,006

12

6

100%

233,928,432

13

695,418,312

※ 인당 처리건수 1,608건, 월별 처리 건수 133.97건, 일별 처리건수(20일) 7건

[표 5-3] 기관 3, 4(배분 비율 15%)
기준금액 525,000,000원, 총 처리건수 15,675건

단가

개월

인원

참여율

합계(원)

책임연구원

6,338,646

12

3

100%

228,191,256

연구원

4,860,388

12

2

100%

116,649,312

연구보조원

3,249,006

12

4

100%

155,952,288

9

500,792,856

※ 인당 처리건수 1,742건, 월별 처리 건수 145.14건, 일별 처리건수(20일) 7건

[표 5-4] 기관 5, N(배분 비율 10%)
기준금액 350,000,000원, 총 처리건수 10,450건

단가

개월

인원

참여율

합계(원)

책임연구원

6,338,646

12

3

100%

228,191,256

연구원

4,860,388

12

1

100%

58,324,656

연구보조원

3,249,006

12

1

100%

38,988,072

5

325,503,984

※ 인당 처리건수 2,090건, 월별 처리 건수 174.17건, 일별 처리건수(20일) 9건

○ 조사원 연수교육 대체 방안
- (제언 1) 민간 자격 신설. 즉, 旣 IP 정보검색사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세분화하여 IP
정보검색사를 보유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단, 변리사･특허청 심사관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경우 자격시험
을 면제하고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 단, 변리사･특허청 심사관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경우 자격시
험을 면제하고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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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검정 과목은 특허만
해당이 있으나, 상표 조사분석 관련 과목으로 확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교육 및 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커리큘럼 및
시험 형태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IP정보검색사 자격시험을 상표･디자인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함(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또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민간영역 IP 서비
스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특허청, 금
융위)이 추진과제 중 하나임
∙ 구체적으로 IP 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제도* 운영 방안 중 하나로 旣 IP 정보검색사의
분야 확대를 추진한다면,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추진계획과도 부합됨
※ IP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IP번역사 등 정기 및 수시 검정 실시

[표 6]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추진전략
4대 전략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 지원

추진과제

추진과제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IP-R&D 연계 전략･기획 역량 강화
IP 창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 육성

IP 서비스 인력 민간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전문성 강화 지원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 IP 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제도* 운영으로 우수 IP 서비스 인력 확보
및 기존 재직인력의 역량 강화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IP 권리화･보호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창업･벤처기업 IP 관리 역량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IP 관리 인력 양성 지
현장 중심 IP 관리 원체계 구축
인재 성장 지원
창출된 IP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글로벌 IP 관리 역량 강화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생애주기별 IP 인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스톱 창･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IP 인식제고 프로그램 강화
IP 인력양성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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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붙임 6 참고

∙ 기존 연수원 교육은 예비 조사원을 위한 실무교육 과정으로 대체하고, 경력별 조사원에
따라 커리큘럼을 다양화 할 필요
※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일반인 대상 과정에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교육과정｣이 연
간 2회(2일 간) 개설되어 있으나, 특허 선행기술조사 관련 교육과정과 같이 예비선행기술조사
원 과정은 없음
※ 일본 특허청의 경우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 업무 실시에 대해서는
2004년의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에서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음
붙임 7 참고

[표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일반인 대상 과정(2018년 기준)
특허
과정명

교육기간

지식재산정보
조사분석
양성과정(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과정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과정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과정

3주

2일

3일

5일

상표, 디자인

연간교육
횟수

대상

과정명

교육기간

연간교육
횟수

대상

3회

선행기술조사
기관의 신규
조사원 및
일반인

-

-

-

-

2일

2회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2회

선행기술조사
상표디자인
기관의 경력1년
선행기술조사원
미만
교육 과정
선행기술조사원

1회

선행기술조사
기관의 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선행기술조사원

-

-

-

-

1회

선행기술조사
기관의 경력 5년
이상
선행기술조사원

-

-

-

-

- (제언 3) 조사원 연수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전공 등을 고려하여 인적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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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 등록요건
□ 현행 지정요건 검토
○ 현재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지정 전문기관은 4개의 기관이며, 일정한 물적･인적요건으로 구
성된 지정요건을 구비하여야 함(고시 제4조)
- (물적요건)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전산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
※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여야 함
붙임 1 참고

- (인적요건)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디자인 조사원은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
서 고시 제13조*에 따른 디자인 분야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부여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조사원 연수교육) ① 특허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표 분야
가. 상표법
나. 상표심사기준 및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다. 상표 심사사례 실무
라. 상표 심판소송 실무
2. 디자인 분야
가. 디자인보호법
나. 디자인심사기준
다. 디자인 심사사례 실무
라. 디자인 심판소송 실무
② 조사원은 신규채용시 제1항 각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각각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년차에는
다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준 등이 제･개정된 때, 그 제･개정 내용, 5시간 이상
2.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품질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한 때, 제1항 각호 나목 및 다목, 20시간 이상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육이수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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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정요건의 문제점
○ 현행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 일반조사와 전문조사로 구분되며,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기간의 차이, 인적요건의 차이가 있음
- (일반조사) 선행디자인 검색 및 유사여부 판단, 도면의 오류 판단, 기초적 법리판단 의견
제시 및 통지서 초안 작성(1년 단위 업무)
※ 현행 고시에서 규정한 조사원의 자격은 일반조사원에 대한 자격임

- (전문조사)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통지서 작성 등 중간서류 처리 지원
업무(중간 서류 처리 특성상 업무 기간에 제한 없음)
※ 전문조사를 수행하는 전문조사원은 퇴직 심사관 및 일반조사 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고시에 별도로 전문조사원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없음

[표 8] 지정기관 인력현황(디자인)
구분

윕스

특허정보진흥센터

나라아이넷

KTG

합계

전문조사

8

1

8

2

19

일반조사

5

3

-

-

8

합계

13

4

8

2

27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의 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
여야 함
근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4. 2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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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의 범위는 심사관의 심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등
록출원 및 이의신청 심사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의 고유의
영역임
- 따라서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중 일반조사를 제외한 전문조사는 심사관 고유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등록기관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행 지정제도에서 디자인 조사원의 연수교육은 특허청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
어 있는데, 등록제도에는 부합하지 않는 제도임
- 특허청이 등록한 전문기관 모두 연수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으며, 연수교육 실시 후 등
록 전문기관이 물량을 배분받지 못한 경우 예산 낭비 초래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도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바뀌면서 조사원 연수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
(舊 고시 제14조)이 삭제됨. 다만, 일정한 전공분야 등 자격 이외에 IP정보검색사((사)한국지식재
산서비스협회 주관, 전문가등급)를 보유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함(개정 고시 제9조)
붙임 2 참고

○ 인적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문기관의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사원 인
원 수를 등록 요건화할 필요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도 전담인력의 최소인원 규정(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 등록시 조사원 5명 이
상, 개정 고시 제4조)
※ 일본의 경우도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등록기관의 전담인력의 기술별 최소 인원을 10
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붙임 3 참고

○ 따라서 디자인 전문기관 등록제도 도입시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 있음
- 디자인 조사분석의 업무 범위에서 전문조사는 제외
- 디자인 조사원의 연수교육을 폐지하며 선행기술조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 등 대체 방
안 모색
- 최소 전담 조사원 인원 수를 등록요건화

22

Ⅱ. 연구 내용

□ 등록요건 개선방안
○ (물적요건)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전산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 그대
로 유지
-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등록을 취소
- 상표 조사분석과 달리 “디자인보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
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출원이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
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보안 요건 추가 필요(고시 제16조 제2항)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지정된 심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
서는 아니 되며, 심사지원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디자인 심사지원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출원이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행한 비공개 정보의 보안규정 위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및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안규정 위반 및 불법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용역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정보관리과장, 운영지
원과 비상계획계장 및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물량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함에 있어서 제20조의3의 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에 따른다.

○ (인적요건) 디자인 조사원의 연수교육을 폐지함에 따라 조사원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전공요
건 필요
- (제언 1) 기존 지정요건과 동일하게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과거
에 디자인 조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조사원 연수교
육 대체 방안 1 또는 2와 연계)
※ 디자인 분야라 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분류 계열별 정의에 따라 관련학과 예시
붙임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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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해외 주요국 디자인 조사원(보조원) 인적요건 비교
유럽
(EUIPO)

일본
(JPO)

중국
(CNIPA)

고등교육과정 졸업 및 최소 3
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경
험 또는 중등교육과정 졸업 및
최소 6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경험

심사자료조사원 : 대학, 단기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의 디자
인 학과, 미술학과 또는 건축
학과 등을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대학, 단기대학 또는 전
문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미술 또는 건축학 등에 관한
실무경험 등이 있는 자

특허심사협력센터 (CNIPA산
하 기관) :
산업디자인, 기계 및 기타 전
공 학위자, 영어 4급(학사), 경
력직 선호

주요국

자격요건

보조원

※ 해외 사례조사시 우리나라 및 중국을 제외하고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국가는 없으므로, 인적요건 비교･분석시 심사관 자격요건까지 포함시킴(일본은 특허･실용신안의 선
행기술조사기관제도만을 운영 중이며, 디자인 심사의 경우 조사원을 분야별로 별도로 일본 특허청
에서 직접 채용)

붙임 3 참고

- (제언 2)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
로 3년 이상 근무한자, 디자인 조사분석 분야 경력 10년인 자(☞조사원 연수교육 대체
방안 3과 연계)
※ 현행 고시 제12조 제3항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등록요건화 함)

○ 전담 적정 인원 수 제안
- 총 예산 2,700백만 원, 총 처리건수 34,699건, N개 기관 기준(’18년 디자인조사분석 사
업 전체) 1개 기관의 전담 최소 적정 인원수 5인 이상 필요하나,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전제조건 :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기준
으로 산정함(상여금, 퇴직금 제외). 인적 등록요건 강화, 약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학술연구용역비 산정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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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8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218,419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이며, 2019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보조원을 조사분석 업
무에서 제외
[표 10] 적정 인원수 제안
기관

배분비율
(%)

배분예산
(원)

기관별 배분물량
(건)

인건비 비율
(70%)

직접비 비율
(20%)

제비용 비율
(10%)

1

30

810,000,000

10,410

567,000,000

162,000,000

81,000,000

2

20

540,000,000

6,940

378,000,000

108,000,000

54,000,000

3

15

405,000,000

5,205

283,500,000

81,000,000

40,500,000

4

15

405,000,000

5,205

283,500,000

81,000,000

40,500,000

5

10

270,000,000

3,470

189,000,000

54,000,000

27,000,000

･

･

･

･

･

･

･

･

･

･

･

･

･

･

N

10

270,000,000

3,470

189,000,000

54,000,000

27,000,000

※ 전문조사와 일반조사의 건당 소요예산은 동일*하므로, 전문조사 폐지 후, 모든 예산을 일반조사로
전환시 건당 소요예산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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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디자인 전문조사 및 일반조사 건당 소요예산

2018년 디자인 조사분석사업

예산

전체 물량

건당 소요예산

전문조사

1,944,545,025원

25,099건

약 77,500원

일반조사

743,760,000원

9,600건

약 77,500원

[표 10-1] 기관 1(배분 비율 30%)
기준금액 567,000,000원, 총 처리건수 10,410건

단가

개월

인원

참여율

합계(원)

책임연구원

6,338,646

12

1

100%

76,063,752

연구원

4,860,388

12

5

100%

291,623,280

연구보조원

3,249,006

12

5

100%

194,940,360

합계

11

562,627,392

※ 인당 처리건수 946건, 월별 처리 건수 79건, 일별 처리건수(20일) 3.94건

[표 10-2] 기관 2(배분 비율 20%)
기준금액 378,000,000원, 총 처리건수 6,940건

단가

개월

인원

참여율

합계(원)

책임연구원

6,338,646

12

1

100%

76,063,752

연구원

4,860,388

12

2

100%

116,649,312

연구보조원

3,249,006

12

5

100%

194,940,360

합계

8

387,653,424

※ 인당 처리건수 867건, 월별 처리 건수 72.29건, 일별 처리건수(20일) 4건

[표 10-3] 기관 3, 4(배분 비율 15%)
기준금액 283,500,000원, 총 처리건수 5,205건

단가

개월

인원

참여율

합계(원)

책임연구원

6,338,646

12

1

100%

76,063,752

연구원

4,860,388

12

1

100%

58,324,656

연구보조원

3,249,006

12

4

100%

155,952,288

합계

6

※ 인당 처리건수 867건, 월별 처리 건수 72.29건, 일별 처리건수(20일) 4건

26

290,340,696

Ⅱ. 연구 내용

[표 10-4] 기관 5, N(배분 비율 10%)
기준금액 189,000,000원, 총 처리건수 3,470건

단가

개월

인원

참여율

합계(원)

책임연구원

6,338,646

12

1

100%

76,063,752

연구원

4,860,388

12

1

100%

58,324,656

연구보조원

3,249,006

12

3

100%

11,696,616

합계

5

146,085,024

※ 인당 처리건수 694건, 월별 처리 건수 57.83건, 일별 처리건수(20일) 3건

○ 조사원 연수교육 대체 방안
- (제언 1) 민간 자격 신설. 旣 IP 정보검색사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세분화하여 IP 정보
검색사를 보유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단, 변리사･특허청 심사관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경우 자격시
험을 면제하고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 현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검정 과목은 특허만
해당이 있으나, 상표 조사분석 관련 과목으로 확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교육 및 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커리큘럼 및
시험 형태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IP정보검색사 자격시험을 상표･디자인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함(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또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민간영역 IP 서비
스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특허청, 금
융위)이 추진과제 중 하나임
∙ 구체적으로 IP 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제도* 운영 방안 중 하나로 旣 IP 정보검색사의
분야 확대를 추진한다면,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추진계획과도 부합됨
※ IP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IP번역사 등 정기 및 수시 검정 실시

[표 1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추진전략
4대 전략

추진과제

추진과제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 지원

IP-R&D 연계 전략･기획 역량 강화
IP 창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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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

추진과제

추진과제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 육성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민간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 IP 서비
스 관련 민간자격제도* 운영으로 우수 IP 서비스 인력
확보 및 기존 재직인력의 역량 강화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IP 권리화･보호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창업･벤처기업 IP 관리 역량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IP 관리 인력 양성 지원
현장 중심 IP 관리 체계 구축
인재 성장 지원
창출된 IP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글로벌 IP 관리 역량 강화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생애주기별 IP 인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스톱 창･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IP 인식제고 프로그램 강화
IP 인력양성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18면

- (제언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붙임 6 참고

∙ 기존 연수원 교육은 예비 조사원을 위한 실무교육 과정으로 대체하고, 경력별 조사원에
따라 커리큘럼을 다양화 할 필요
※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일반인 대상 과정에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교육과정｣이 연
간 2회(2일 간) 개설되어 있으나, 특허 선행기술조사 관련 교육과정과 같이 예비선행기술조사
원 과정은 없음
※ 일본 특허청의 경우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 업무 실시에 대해서는
2004년의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에서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음
붙임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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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일반인 대상 과정(2018년 기준)
특허
과정명

교육기간

지식재산정보
조사분석
양성과정(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과정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과정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과정

3주

3일

5일

5일

상표, 디자인

연간교육
횟수

대상

과정명

교육기간

연간교육
횟수

대상

3회

선행기술조사
기관의 신규
조사원 및
일반인

-

-

-

-

2일

2회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2회

선행기술조사
상표디자인
기관의 경력 1년
선행기술조사원
미만
교육 과정
선행기술조사원

1회

선행기술조사기
관의 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선행기술조사원

-

-

-

-

1회

선행기술조사기
관의 경력 5년
이상
선행기술조사원

-

-

-

-

- (제언 3) 조사원 연수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전공 등을 고려하여 인적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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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기관 도입(상표･디자인 조사분석 공통)

□ 현행 상표･디자인 지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상표･디자인 지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상 명령을 할 수 있음(고시 제15조 제1항)
○ 특허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
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 및 방문을 통해 조사, 보안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고시 제15
조 제2항)
○ 특허청장은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개시 전에 사업대상 업무,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등
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고시 제18조)
- 조사분석 사업 발주기관와 품질평가기관이 동일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
- 즉, 현재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은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으로 운영 중*이므로, 기존
지정기관과 신규 등록기관 간의 평가 및 물량배분에 있어 공정성 문제 발생 우려
붙임 8 참고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조사의뢰 받은 조사물량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 시 전담조사원을 지정
하여 운영(2018년 상표심사지원 사업계획 공고)

- 동일한 취지로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을 폐지함(｢선행기술조
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8.9. 특허청)

□ 전담기관 도입의 필요성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경쟁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품질평가의 객관성･정확성이 중요
※ 조사결과의 품질은 전문기관별 물량확보와 직결

○ 등록 전문기관의 관리 및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해당 조사･분석에 대한 사업 관리
전담기관의 도입 필요(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
- (품질평가의 객관성･정확성 확보) 평가자가 심사관에서 전담기관으로, 평가대상은 조사원
에서 전문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품질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며, 전담기관의 축적된 평
가체계의 노하우로 품질평가의 전문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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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전담기관을 외부 기관에 의뢰함으로써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등록기관의 관리, 품질평가, 물량배분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심사업무
에 집중
○ 다만, 특허청장은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을 지정할 필요
※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농촌사회공헌 인증제(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

붙임 9 참고

[표 1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
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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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
[시행 2007.1.10] [중소기업청고시 제2007-5호, 2007.1.10., 일부개정]
제3조(전담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 이라
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
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략)
제4장 보 칙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량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등록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으로 하여
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특허법 제58조 제3항)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 개정

붙임 10 참고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역할
○ 전문기관 등록신청 접수, 등록요건 검토 및 실태조사 지원
○ 조사원 자격 관리
- 조사원 연수교육 대체방안으로 전담기관에 조사원 연수교육을 개설할 경우(제언 2) 연수
교육 실시
○ 전문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보안점검 등 전문기관 등록요건 충족 여부 조사
○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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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별 물량 산정
○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 관리
- 현행 고시의 지정 취소 규정(고시 제17조)을 등록 취소 등의 규정으로 변경
- 등록의 취소, 조사업무의 정지 규정 신설
※ 일본의 경우 “특허청장은 등록조사기관이 예를 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조사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① 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에 따르기 않고 조사
업무를 한 때, ② 특허청 장관의 업무규정 변경명령, 적합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③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등록의 취소 또는 조사업무의 정지를 명함

<행정법상 취소･철회 및 등록기관의 취소요건>
1. 행정법상 취소, 철회
가. 행정법상 취소･철회의 의의
ㅇ 강학상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 정의되며, 실무상으로는 ‘처분’, ‘행정처분’ 등의 용어
로 사용됨
ㅇ 다만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이더라도 그 위법성과 사정변경에 따라 각각 취소 또는 철회하여 효력을 소멸시
켜야 하는 경우가 있음
ㅇ 이에 ‘취소’는 광의로는 위법 또는 부당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뜻하며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포함되나, 협의로는 직권취소만을 가리킴
ㅇ 한편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발생한 근거법령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등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본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임
ㅇ 강학상의 개념에 따를 경우 취소와 철회는 대상의 하자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겠으나, 실정법상으로는
내용적으로 철회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철회’ 대신 ‘취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등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
나. 행정법상 취소･철회의 내용
ㅇ 취소권자는 직권취소의 경우 처분행정청 또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상급행정청이나, 쟁송취소는 청구의 상대에
따름
- 한편, 감독청이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감독권에 근거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취소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직접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감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갖는다는
긍정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음
ㅇ 한편 취소권자의 취소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가 제한되기도 함
- 이에 공익과 사익의 충돌여부 및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판단하게 되며, 판레도
이와 동일한 견해(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판결)를 취하고 있음
ㅇ 철회는 ‘철회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 공익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행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원행정행위가 근거한 사실적 상황 또는 법적 상황의 변경으로 현재의 사정 하에서 원행정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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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유책행위(법령 및 의무의 위반, 부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철회
- 철회권의 유보.
- 기타 철회하여야 할 우월한 공익의 요구(대판 전원합의체 2006.03.16. 2006두330 판결)
다. 행정법상 취소･철회의 효과
ㅇ 취소된 처분은 대세적으로 효력을 상실함
- 직권취소의 소급효 또는 불소급효는 구체적 사안의 이익형량에 따라 취소권자에 의해 결정됨
-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됨
ㅇ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킴
라. 행정법상 취소의 취소 및 철회의 취소
ㅇ ‘취소의 취소’는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와 쟁송취소에 대한 취소로 구분할 수 있음
- 직권취소의 취소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바, 긍정설은 명문규정의 존재유무를 막론하고
취소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다수설), 부정설은
명문규정이 없는 한 취소의 취소를 불가능하다고 주장
- 이에 관해 판례는 긍정설(대법1997.1.21.선고96누3401 판결)과 부정설(대법1995.3.10.선고94누7027,
대법 2002.5.28. 선고2001두9643)을 모두 취하고 있으며, 일견 판례의 태도에 관해 침익에 따른 절충설로
보는 관점도 존재.
- 쟁송취소의 취소, 즉 취소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고, 소급적 취소가 인정되므로 애초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ㅇ ‘철회의 취소’에 관해서도 학설이 대립하고 있음
- 긍정설은 철회 자체를 독립된 행정행위이며,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 아닌 그것을
정지시키는 효력만을 가지므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함
- 부정설은 명문규정이 없는 한 철회의 취소를 불가능하다고 주장
- 한편 절충설은 행정행위의 철회로 당해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이므로 원칙상 취소가 불가능하
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위법한 철회처분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의 필요가 제기되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함
- 이에 관해 수익적인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 철회의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함
- 이에 관해 판례는 철회의 철회를 긍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모두 있으며, 이에 관해 행정행위의 침익여부에
따른 절충설로 보는 관점도 존재함
ㅇ 대체로 취소의 취소 및 철회의 취소에 대한 논의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판례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침익･수익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현행 기관에서 운영 중인 등록제도
가. 등록제도의 의의
ㅇ ‘등록’은 강학상의 개념으로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되나, 현행법상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가령, 강학상 주민등록은 등록으로 보아야 하지만, 실정법령상으로는 신고로 규정됨
- 이에 등록은 기속행위인 점, 오늘날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신고와 등록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ㅇ 종래 사업규제의 전형적인 형태는 허가제였으나, 최근의 행정규제 완화작업 등의 결과로 상당 부분이 등록제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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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후에도 실정법상으로는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 무등록자에 대한
처벌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는 법률이 행정청에게 등록요건을 심사하는 등 등록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할 것임
나. 기관이 운영하는 현행 등록제도의 분석
(1) 기술지주회사
ㅇ (등록요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요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산업통산자
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기술이전법 제21조의3)
ㅇ (등록의 취소)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동법 제21조의6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나 취소해야 함
- 거짓 및 부정신고의 경우 취소의무가 부과되며, 기타 등록요건 위반 및 업무이외의 사업영위 등에서도 취소
가능
(2) 건설업자
ㅇ (등록요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주요 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임(제10조)
-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않음(제9조 제1항)
- 한편 동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코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 ‘신청’해야
함(제9조 제2항)
- 또한 기타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 또는 피한정후견인, 특정사유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기록자, 기타 형사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제13조)
ㅇ (등록의 취소) 동법은 건설업 등록에 대해 ‘취소’가 아닌 ‘말소’라는 용어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제83조)
- 부정방법의 등록, 영업 미개시,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처분 후 미달사항 불보완 등(제83조 각호 참조)
(3) 국제결혼중개업
ㅇ (등록요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중개사무소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이를 등록해야 한다(결혼중개업법
제4조)
ㅇ (등록의 취소) 등록지의 지자체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장에 대해 등록을 쉬소할 수 있음(제18조)
- 거짓 및 부정 등록, 인적사유(미성년자 등)의 결격, 등록기준 미달 및 보증보험 미가입 등(제18조 각호
참조)
(4) 석유정제업
ㅇ (등록요건)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에 따라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석유사업법 제6조)
- 등록을 위해서는 석유정제 및 저장시설 등의 현황 등을 담은 신청서를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해
야 하며, 석유관리원은 이를 확인, 통지 및 등재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4조)
ㅇ (등록의 취소)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동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여부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
거나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구체적 내용으로는 거짓 및 부정등록, 시설기준 요건 부정등록, 폐업, 인적사항의 결격(미성년자, 동법 위반에
따른 전과자 등), 석유비축의무 위반, 품질검사 불이행, 품질보정행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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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법에 따른 업의 등록은 석유정제업 외에도 석유수출입업(제9조), 석유판매업(제10조)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제32조)에도 유사하게 적용됨
(5) 해양심층수 수입업
ㅇ (등록요건) 해양심층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기준에 맞춰 시·도지사의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 중요사항의 변경도 등록해야 함(해양심층수법 제27조)
ㅇ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동법의 위반에 따라 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명하거나 취소해야
함(제32조)
- 이는 주로 인적사항(미성년자 등)의 결격 및 거짓부정 등록, 기타 해양심층수의 품질에 관한 것으로 규정됨(제
32조 각호 참조)
다. 정리
ㅇ 현행 기관의 등록제도 요건 및 취소규정을 살펴본 바 등록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요건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허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규제완화 및 사업진흥의 목적으로 신고와 유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등록의 취소요건은 개별 사업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겠으나, 대체적으로
인적사항(미성년자 및 법 위반 전력)과 부정 및 거짓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4] 사업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주 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전담기관
등록 전문기관

주요 역할
‣사업 총괄
‣사업관리기관 관리･감독
‣전문기관 등록･취소
‣상표･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획･운영･관리･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의뢰･납품 관리
‣전문기관별 사업품질관리
‣상표･디자인조사･분석

□ 전담기관의 조직 및 인력
○ 전담기관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전용 사무실 구비 요건과 심층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자
격요건을 필요
* 참고 : 박사 취득 후 7년 이상, 석사 취득 후 10년 이상, 학사 취득 후 12년 이상,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선행기술 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 전담기관인의 전문위원
자격요건)

- 전담기관의 인력은 등록 전문기관의 인적 요건보다 높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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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의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 전담기관은 전문기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비밀유지 의무 부과
-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서류를 토대로 품질평가를 실시하므로 전
문기관의 보안수준 중 가장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전담기관 임직원 등은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전문기관,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 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
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의제함
(특허법 제226조의2)

관련 법령
특허법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 2018. 4. 17.>

□ 전담기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품질평가 및 물량산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 특허청 심사관 등 업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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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량산정 방안

가. 상표 조사분석 물량산정
□ 현행 상표 조사분석 물량배분 검토
○ 조사분석 전문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사업물량은 전문기관 조사원의 종합품질평가 순
위에 따라 배분(고시 제20조 제1항 1호)
-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 그 전문기관 조사원의 종합품질평가 순위 구간에 따른 배분물량
의 합

조사원 전체 종합품질평가
순위 구간

배분 물량

81%~100%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건수×110%×해당 전문기관 조사원수

21%~80%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건수×100%×해당 전문기관 조사원수

0%~20%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건수×90%×해당 전문기관 조사원수

○ 신규로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이 심사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최초 연도와 2차년도 사
업물량에 한해 해당 사업 분야 사업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음(고시 제20
조 제1항)
○ 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배분물량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분야의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
당 사업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조 제3항)
○ 단, 특허청장은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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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정 상표 전문기관 심사물량 배정현황
(단위 : 건수)

물량
배분

구분

’15

’16

’17

상표 출원건수

239,408

227,408

233,820

특허정보진흥센터

30,168(35.2)

27,372(27.3)

27,675(27.2)

윕스

37,654(43.9)

37,970(37.9)

36,012(35.4)

나라이이넷

13,254(15.5)

19,020(19.0)

18,961(18.7)

케이티지

4,659(5.4)

15,767(15.7)

18,961(18.7)

계

85,735

100,129

101,609

35.8

44.0

43.5

용역비율(전체물량)

□ 현행 상표 조사분석 물량배분의 문제점
○ 전문기관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물량 산정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
- 신규 진입 전문기관의 물량배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은 신규 등록 전문기관이 진입시 사
업 물량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림
* 신규로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이 심사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최초 연도와 2차년도 사업물량
에 한해 해당 사업 분야 사업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고시 제20조 제1항)

○ 또한 특허청장이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
업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규정(고시 제20조 제4항)은 등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
므로 삭제

□ 상표 조사분석 물량산정 개선 방안
○ ‘물량 배분’을 ‘물량 확보’ 또는 ‘물량 산정’으로 수정하여 완전경쟁체제에 적합한 용어로 정
비(특허심사지원사업과 동일)
○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를 실시 한 후 물량 산정
-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
-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에 대해 소속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대한
평가(역량평가) 실시
※ 역량평가는 동일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조사원이 평가 대상 건에 대해 상표 조사분석을
수행, 조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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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선행기술조사 역량평가
□ 평가방법: 동일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조사원이 평가 대상 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 조사보고서
제출
□ 평가장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 평가시간 : 5시간 이내에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시간

내용

사전 준비

13:30-14:00

특허넷 사용방법, 시험요령, 주의사항 등 안내

보고서 작성

14:00-19:00

선행기술조사 수행, 조사보고서 작성 후 답안 전송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보조원을 조사분석 업
무에서 제외
○ (제언 1)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우선 물량 산정
※ 예시 : 상표 총 처리건수(2018년 기준) : 104,500건

[표 19] 기존 등록 조사분석 전문기관
기관

배분비율(%)

배분 건수

최대 인원수

1

30

31,350

20

2

20

20,900

13

3

15

15,675

9

4

15

15,675

9

5

10

10,450

5

6

10

10,450

5

[표 19-1] 신규 등록 조사분석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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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원수

역량평가

평가인원

1인당 연간
처리건수

신규등록기업 연간 가능
처리건수

a

10

120%

12.0

1,806

21,677

b

6

100%

6.0

1,806

10,839

c

8

80%

6.4

1,806

11,561

우선 물량 산정 총물량

44,077

잔여물량

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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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2] 전체 조사분석 전문기관 물량 산정
기관

배분비율
(%)

최종
물량 산정

기존 물량

기존물량 대비
차이

인원감축
(명)

잔여인원
(명)

1

30

18,127

31,350

13,223

7.32

12.68

2

20

12,085

20,900

8,815

4.88

8.12

3

15

9,063

15,675

6,612

3.66

5.34

4

15

9,063

15,675

6,612

3.66

5.34

5

10

6,042

10,450

4,408

2.44

2.56

6

10

6,042

10,450

4,408

2.44

2.56

a

-

21,677

-

-

-

-

b

-

10,839

-

-

-

-

c

-

11,561

-

-

-

-

※ 기존 등록 전문기관 5, 6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 미달

○ (제언 2)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과 기존 전문기관과 동일
하게 평가에 따른 물량 산정
※ 예시 : 상표 총 처리건수(2018년 기준) : 104,500건

[표 20] 기존 등록 조사분석 전문기관
기관

배분비율(%)

배분 건수

최대 인원수

1

30

31,350

20

2

20

20,900

13

3

15

15,675

9

4

15

15,675

9

5

10

10,450

5

6

10

10,4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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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 신규 등록 조사분석 전문기관
기관

인원수

역량평가

평가인원

1인당 연간
처리건수

신규등록기업 연간 가능
처리건수

a

10

120%

12.0

-

-

b

6

100%

6.0

-

-

c

8

80%

6.4

-

-

우선 물량 산정 총물량

-

잔여물량

-

[표 20-1] 전체 조사분석 전문기관 물량 산정
기관

평가
인원
(명)

전문기관
상표 총
전체인원
처리건수
대비 비율(%) (2018년 기준)

1

20

23.4

2

13

a

최종
물량 산정

기존 물량

기존물량
대비 차이

인원감축
(명)

잔여인원
(명)

104,500

24,473

31,350

6,877

3.81

16.19

15.2

104,500

15,907

20,900

4,993

2.76

10.24

12

14.1

104,500

14,684

-

-

-

-

3

9

10.5

104,500

11,013

15,675

4,662

2.58

6.42

4

9

10.5

104,500

11,013

15,675

4,662

2.58

6.42

5

5

5.9

104,500

6,118

10,450

4,332

2.40

2.60

6

5

5.9

104,500

6,118

10,450

4,332

2.40

2.60

b

6

7.0

104,500

7,342

-

-

-

-

c

6.4

7.5

104,500

7,831

-

-

-

-

합계

85.4

-

-

-

-

-

-

-

※ 기존 등록 전문기관 5, 6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 미달

[표 19] 전체 조사분석 전문기관 최종 물량 산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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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신규 등록 전문기관
우선배분한 경우

신규 등록 전문기관
우선배분 안 한 경우

1

18,127

24,473

2

12,085

15,907

3

9,063

11,013

4

9,063

11,013

5

6,042

6,118

6

6,042

6,118

a

21,677

14,684

Ⅱ. 연구 내용

기관

신규 등록 전문기관
우선배분한 경우

신규 등록 전문기관
우선배분 안 한 경우

b

10,839

7,342

c

11,561

7,831

○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전량 물량을 우선적으로 산정할 경우, 신규 등록 전문기관이 역량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조사원 수에 집중해서 진입할 우려 존재함
○ 또한 기존 등록 전문기관이 조사원을 확보하여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물량을 산정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한편,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과 기존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평가에 따른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상표 조사분석 업무의
품질담보가 어려움
○ (제언 3) 절충안으로서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인큐베이팅 및 기존 등록 전문기관의 사업 안
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년도 상표 조사분석 사업 공고시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우선 배분
할 수 있는 일정 물량(전체물량 대비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와 연계하여 일정 횟수 이상 계속 품질평가가 낮은 경우 기관의 품질
평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량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

나. 디자인 조사분석 물량산정
□ 현행 디자인 조사분석 물량배분 검토
○ 조사분석 전문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사업물량은 전문기관 조사원의 종합품질평가 순
위에 따라 배분(고시 제20조 제1항 1호)
-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 그 전문기관 조사원의 종합품질평가 순위 구간에 따른 배분물량
의 합

조사원 전체 종합품질평가
순위 구간

배분 물량

81%~100%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건수×110%×해당 전문기관 조사원수

21%~80%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건수×100%×해당 전문기관 조사원수

0%~20%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건수×90%×해당 전문기관 조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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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이 심사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최초 연도와 2차년도 사
업물량에 한해 해당 사업 분야 사업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음(고시 제20
조 제1항)
○ 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배분물량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분야의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
당 사업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조 제3항)
○ 단, 특허청장은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조 제4항)
[표 22] 지정 디자인 전문기관 심사물량 배정현황
(단위 : 건수)

물량
배분

구분

’15

’16

’17

디자인 출원건수

70,199

69,297

67,502

특허정보진흥센터

5,345(18.7)

5,054(16.8)

4,772(16.3)

윕스

15,102(53.0)

14,504(48.2)

14,233(48.8)

나라아이넷

8,072(28.3)

8,295(27.6)

8,150(27.9)

2,208(7.4)

2,039(7.0)

28,519(100.0)

30,061(100.0)

29,194(100.0)

40.6

43.4

43.2

케이티지
계
용역비율(전체물량)

□ 현행 디자인 조사분석 물량배분의 문제점
○ 전문기관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물량 산정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
- 신규 진입 전문기관의 물량배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은 신규 등록 전문기관이 진입시 사
업 물량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림
* 신규로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이 심사지원 업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최초 연도와 2차년도 사업물량
에 한해 해당 사업 분야 사업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고시 제20조 제1항)

○ 또한 특허청장이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
업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규정(고시 제20조 제4항)은 등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
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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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조사분석 물량산정 개선 방안
○ ‘물량 배분’을 ‘물량 확보’ 또는 ‘물량 산정’으로 수정하여 완전경쟁체제에 적합한 용어로 정
비(특허심사지원사업과 동일)
○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를 실시 한 후 물량 산정
-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
-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에 대해 소속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대한
평가(역량평가) 실시
※ 역량평가는 동일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조사원이 평가 대상 건에 대해 디자인 조사분석을
수행, 조사보고서 제출

[참고] 선행기술조사 역량평가
□ 평가방법: 동일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조사원이 평가 대상 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 조사보고서
제출
□ 평가장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 평가시간 : 5시간 이내에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시간

내용

사전 준비

13:30-14:00

특허넷 사용방법, 시험요령, 주의사항 등 안내

보고서 작성

14:00-19:00

선행기술조사 수행, 조사보고서 작성 후 답안 전송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보조원을 조사분석 업
무에서 제외
○ (제언 1)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우선 물량 산정
※ 예시 : 디자인 총 처리건수(2018년 기준) : 34,699건

[표 23] 기존 등록 조사분석 전문기관
기관

배분비율(%)

배분 건수

최대 인원수

1

30

10,410

11

2

20

6,940

8

3

15

5,205

6

4

15

5,205

6

5

10

3,470

5

6

10

3,47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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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신규 등록 조사분석 전문기관
기관

인원수

역량평가

평가인원

1인당 연간
처리건수

신규등록기업 연간 가능
처리건수

a

7

120%

8.4

823

6,911

b

6

100%

6.0

823

4,937

c

5

80%

4.0

823

3,291

우선 물량 산정 총물량

15,139

잔여물량

19,560

[표 23-2] 전체 조사분석 전문기관 물량 산정
기관

배분비율
(%)

최종
물량 산정

기존 물량

기존물량 대비
차이

인원감축
(명)

잔여인원
(명)

1

30

5,868

10,410

4,542

5.52

5.48

2

20

3,912

6,940

3,028

3.68

4.32

3

15

5,205

5,205

2,271

2.76

3.24

4

15

5,205

5,205

2,271

2.76

3.24

5

10

3,470

3,470

1,514

1.84

3.16

6

10

3,470

3,470

1,514

1.84

3.16

a

-

6,911

-

-

-

-

b

-

4,937

-

-

-

-

c

-

3,291

-

-

-

-

※ 기존 등록 전문기관 2, 3, 4, 5, 6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 미달

○ (제언 2)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과 기존 전문기관과 동일
하게 평가에 따른 물량 산정
※ 예시 : 디자인 총 처리건수(2018년 기준) : 34,699건

[표 24] 기존 등록 조사분석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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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배분비율(%)

배분 건수

최대 인원수

1

30

10,410

11

2

20

6,940

8

3

15

5,205

6

4

15

5,205

6

5

10

3,470

5

6

10

3,47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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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신규 등록 조사분석 전문기관
기관

인원수

역량평가

평가인원

1인당 연간
처리건수

신규등록기업 연간 가능
처리건수

a

7

120%

8.4

-

-

b

6

100%

6.0

-

-

c

5

80%

4.0

-

-

우선 물량 산정 총물량

-

잔여물량

-

[표 24-2] 전체 조사분석 전문기관 물량 산정
전문기관
디자인 총
전체인원
처리건수
대비 비율(%) (2018년 기준)

기관

평가인원
(명)

최종
물량 산정

기존 물량

기존물량
대비 차이

인원감축
(명)

잔여인원
(명)

1

11

18.5

34,699

6,426

10,410

3,984

4.84

6.16

2

8

13.5

34,699

4,673

6,940

2,267

2.75

5.25

3

6

10.1

34,699

3,505

5,205

1,700

2.07

3.93

4

6

10.1

34,699

3,505

5,205

1,700

2.07

3.93

a

8.4

14.1

34,699

4,907

-

-

-

-

5

5

8.4

34,699

2,921

3,470

549

0.67

4.33

6

5

8.4

34,699

2,921

3,470

549

0.67

4.33

b

6

10.1

34,699

3,505

-

-

-

-

c

4

6.7

34,699

2,337

-

-

-

-

합계

59.4

-

-

-

-

-

-

-

※ 기존 등록 전문기관 3, 4, 5, 6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 미달

[표 25] 전체 조사분석 전문기관 최종 물량 산정 비교
기관

신규 등록 전문기관
우선배분한 경우

신규 등록 전문기관
우선배분 안 한 경우

1

5,868

6,426

2

3,912

4,673

3

5,205

3,505

4

5,205

3,505

5

3,470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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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신규 등록 전문기관
우선배분한 경우

신규 등록 전문기관
우선배분 안 한 경우

6

3,470

2,921

a

6,911

4,907

b

4,937

3,505

c

3,291

2,337

○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전량 물량을 우선적으로 산정할 경우, 신규 등록 전문기관이 역량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조사원 수에 집중해서 진입할 우려 존재함
○ 또한 기존 등록 전문기관이 조사원을 확보하여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물량을 산정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한편,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역량 평가 후, 신규 등록 전문기관과 기존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평가에 따른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
의 품질담보가 어려움
○ (제언 3) 절충안으로서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인큐베이팅 및 기존 등록 전문기관의 사업 안
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년도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공고시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우선 배
분할 수 있는 일정 물량(전체물량 대비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와 연계하여 일정 횟수 이상 계속 품질평가가 낮은 경우 기관의 품질
평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량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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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평가 방안

가. 상표 조사분석 품질평가
□ 현행 상표 조사분석 품질평가 검토
○ 심사관은 전문기관의 수행결과보고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고시 제25조 제1항)

□ 조사분석 종합품질평가 점수(점)
= (심사관의 건별 품질평가 점수×0.5)+(평가관(심사 과장)의 추출 평가×0.5)
ㅇ 심사관의 건별 품질평가(점) = 건별 품질점수 평균(품질점수 총합계/품질평가대상 총건수)
평가항목
수용(10)

심사관 보완Ⅰ(9)

심사관 보완Ⅱ(7)

심사관 보완Ⅲ(5)

미평가(0)

∙ 원안 수용
∙ 식별력 판단이 정확
하였으며, 추가 검
색을 통해 새로운
선행 상표 등을 발
견하지 못한 경우
∙ 납품보고서의 정
렬상태 등이 충실
하고 적절하게 이
루어져 있는 경우

∙ 식별력 판단이 정
확하고 새로운 선
행 상표를 발견하
지 못하였으나 정
렬 상태 등을 보완
하는 경우
∙ 심사관이 추가 검
색을 수행하여 선
행상표 등은 아니
나 검색결과 보충
용 상표 등을 찾아
서 보완한 경우

∙ 통지서 수정(최종
결과에는 변경이
없으나, 법조문 등
실체적 부분수정
등 포함)
∙ 관념분석 표장분
석 및 식별력 판단
이 미흡한 경우
∙ 불명확한 상품에
대한 상품보정이
제대로 안된 경우
∙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사유 해소방
안을 적절하고 충
분히 기재하지 않
은 경우

∙ 심사관이 심사 DB
내에서 추가검색
을 수행하여 새로
운 선행상표를 찾
아낸 경우
∙ 식별력 판단이 미
흡한 경우
∙ 법령 등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 상품보정이 요지변
경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한 경우
∙ 우선심사신청 건에
대한 처리기한 도과
∙ 심사관의 수정･보완
지시에 성실히 응하
지 아니한 경우

∙ 심사관이 건별 평
가를 실시하지 않
은 경우

∙ (거절결정서)거절
결정서의 적용 법
조문, 논리구조 등
이 미흡하여 심사
관이 보완한 경우

ㅇ 평가관(심사 과장)의 추출 평가
- 평가관 : 상표, 디자인 심사과장
- 평가건수 : (상표) 반기별 각 조사관(원)당 5건
(디자인) 반기별 각 조사관(원)당 3건
- 추출 및 평가시기 : 매월 무작위 6~9건 추출 후 평가관(심사 과장)에게 배정
- 평가방법 : 심사관의 조사관(원)에 대한 건별 품질평가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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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원)으로부터 납품된 건을 담당 심사관에게 이송되기 전에 평가관(심사과장)이 사전에 추출하여 평가하고,
평가 후 해당 건은 담당 심사관에게 이관(추출시기를 제외하고 평가관이 기존 심사품질담당관실 역할을 수행하
는 것과 유사함)
* 정확,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담당 심사관 이송 전에 납품된 형태 그대로 추출
* 평가관(심사과장)이 조사관(원)에 대한 건별 품질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평가
* 평가관(심사과장)의 평가 내용은 별도로 보관되며, 담당 심사관 및 조사관(원)에게 비공개
* 평가관(심사과장) 평가 후 담당 심사관에게 이송되면, 담당 심사관은 통상의 납품 건과 동일하게 심사절차
진행(심사지도 의견 기재 및 건별 품질평가 가능)

○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은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기관별 품질평가 점수 중에서
최하위 기관의 점수를 적용(고시 제25조 제2항 단서)

□ 현행 상표 조사분석 품질평가의 문제점
○ 심사관과 조사원의 일대일 매칭으로 인한 품질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평가의 변별력 저하
우려
○ 전담기관 신설로 평가자가 심사관에서 전담기관으로 변경
○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를 실시하므로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문기
관은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기관별 품질평가 점수 중에서 최하위 기관의 점수를 적용(고시
제25조 제2항 단서)한다는 규정 삭제

□ 상표 조사분석 품질평가 개선 방안
○ 평가의 주체를 심사관에서 전담기관으로 변경
○ 현행 정량적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을 전제로 한 평가항목 삭제
- ｢심사관의 조사원 역량평가｣ 평가항목 중 “심사관 및 조사업무에 대한 태도” 삭제
○ 조사원이 아닌 전문기관에 대한 심사관 만족도 추가
○ 정량평가에서 계량화 할 수 있는 평가항목(예: 등록 전문기관별 취소 환송률 및 무효심판
인용률 등)을 추가로 발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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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상표 조사분석 품질평가 방안
구분

평가자

평가대상

가중치

정량

전담기관의 건별
품질평가(점)

현행과 동일
① 수용
② 심사관 보완 Ⅰ
③ 심사관 보완 Ⅱ
④ 심사관 보완 Ⅲ
⑤ 미평가

전담기관

평가기간 동안 심사착수된 출원에
대해 납품된 상표 조사분석보고서
결과

40

만족도

심사관 만족도

인력의 전문성
기한 준수 여부 등

심사관

전문기관

10

전담기관
+심사관

평가기간 동안 심사착수된 출원에
대해 납품된 상표 조사분석보고서
결과 중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전담기관이 샘플링함)

50

정성

평가항목

품질지표

심층평가

출원상표에 대한 이해도,
검색의 충실도, 일치 정도

나.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평가
□ 현행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평가 검토
○ 심사관은 전문기관의 수행결과보고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고시 제25조 제1항)

□ 조사분석 종합품질평가 점수(점)
= (심사관의 건별 품질평가 점수×0.5)+(평가관(심사 과장)의 추출 평가×0.5)
ㅇ 심사관의 건별 품질평가(점) = 건별 품질점수 평균(품질점수 총합계/품질평가대상 총건수)
평가항목
수용(10)

심사관 보완Ⅰ(9)

심사관 보완Ⅱ(7)

심사관 보완Ⅲ(5)

미평가(0)

∙ 원안 수용
∙ 심사관이 추가 검
색을 수행하였으
나 새로운 인용 디
자인을 찾지 못한
경우

∙ 통지서의 오탈자
및 단순 문구 수정
(최종 결과에는 변
경이 없으며, 기타
심사내용의 실체
적 부분이 아닌 사
항 수정 등 포함)
∙ 심사관이 추가검
색을 수행하여 인
용디자인은 아니
나 검색결과 보충

∙ 통지서 수정(최종
결과에는 변경이
없으나, 법조문･
도면인용･논리구
성 등 실체적 부분
수정 등 포함)
∙ 심사관이 인터넷
등(심사 DB제외)
에서 추가 검색을
수행하여 새로운
인용디자인을 찾

∙ 심사관이 심사DB
내에서 추가 검색
을 수행하여 새로
운 인용 디자인을
찾아낸 경우
∙ 관련성이 없는 인
용 디자인을 첨부
한 경우
∙ 법령 등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관련
디자인, 우선권 주

∙ 심사관이 건별 평
가를 실시하지 않
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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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수용(10)

심사관 보완Ⅰ(9)
용 디자인을 찾아
서 보완한 경우
∙ (거절결정서) 거절
결정서의 적용 법
조문, 논리구조 등
이 미흡하여 심사
관이 보완한 경우

심사관 보완Ⅱ(7)

심사관 보완Ⅲ(5)

아낸 경우
∙ 도면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경우(도면
불일치 미지적 등)
∙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사유 해소 방
안을 적절하고 충
분히 기재하지 않
은 경우

장, 신규성 의제 등)
∙ 보정이 요지변경
에 해당함에도 이
를 인정한 경우
∙ 우선심사신청 건에
대한 처리기간 도과
∙ 심사관의 수정･보
완지시게 성실히 응
하지 아니한 경우

미평가(0)

ㅇ 평가관(심사 과장)의 추출 평가
- 평가관 : 상표, 디자인 심사과장
- 평가건수 : (상표) 반기별 각 조사관(원)당 5건
(디자인) 반기별 각 조사관(원)당 3건
- 추출 및 평가시기 : 매월 무작위 6~9건 추출 후 평가관(심사 과장)에게 배정
- 평가방법 : 심사관의 조사관(원)에 대한 건별 품질평가 시스템 활용
･ 조사관(원)으로부터 납품된 건을 담당 심사관에게 이송되기 전에 평가관(심사과장)이 사전에 추출하여 평가하고,
평가 후 해당 건은 담당 심사관에게 이관(추출시기를 제외하고 평가관이 기존 심사품질담당관실 역할을 수행하
는 것과 유사함)
* 정확,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담당 심사관 이송 전에 납품된 형태 그대로 추출
* 평가관(심사과장)이 조사관(원)에 대한 건별 품질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평가
* 평가관(심사과장)의 평가 내용은 별도로 보관되며, 담당 심사관 및 조사관(원)에게 비공개
* 평가관(심사과장) 평가 후 담당 심사관에게 이송되면, 담당 심사관은 통상의 납품 건과 동일하게 심사절차
진행(심사지도 의견 기재 및 건별 품질평가 가능)

○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은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기관별 품질평가 점수 중에서
최하위 기관의 점수를 적용(고시 제25조 제2항 단서)

□ 현행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평가의 문제점
○ 심사관과 조사원의 일대일 매칭으로 인한 품질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평가의 변별력 저하
우려
○ 전담기관 신설로 평가자가 심사관에서 전담기관으로 변경
○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를 실시하므로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문기
관은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기관별 품질평가 점수 중에서 최하위 기관의 점수를 적용(고시
제25조 제2항 단서)한다는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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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평가 개선 방안
○ 평가의 주체를 심사관에서 전담기관으로 변경
○ 현행 정량적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을 전제로 한 평가항목 삭제
- ｢심사관의 조사원 역량평가｣ 평가항목 중 “심사관 및 조사업무에 대한 태도” 삭제
○ 조사원이 아닌 전문기관에 대한 심사관 만족도 추가
○ 정량평가에서 계량화 할 수 있는 평가항목(예: 등록 전문기관별 취소 환송률 및 무효심판
인용률 등)을 추가로 발굴할 필요
[표 32]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평가 방안
구분

평가자

평가대상

가중치

정량

전담기관의 건별
품질평가(점)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① 수용
② 심사관 보완 Ⅰ
③ 심사관 보완 Ⅱ
④ 심사관 보완 Ⅲ
⑤ 미평가

전담기관

평가기간 동안 심사착수된 출원에
대해 납품된 디자인 조사분석보고서
결과

40

만족도

심사관 만족도

인력의 전문성
기한 준수 여부 등

심사관

전문기관

10

전담기관
+심사관

평가기간 동안 심사착수된 출원에
대해 납품된 디자인 조사분석보고서
결과 중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전담기관이 샘플링함)

50

정성

평가항목

품질지표

심층평가

출원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검색의 충실도, 일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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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등록제도 도입
○ 전문기관 지정제도에 따른 독과점 문제 해소, 민간 경쟁체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기관 등록제도의 도입 필요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관련 고시
에 명확화
- (물적요건)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전산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하
도록 한 현행 제도 유지
- (인적요건) 조사원의 자격요건 수준에 따라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등록기관별 갖추어야
하는 최소 적정 인원수를 제안함
∙ 지정제도에서 운영되었던 조사원 의무 연수교육의 대체방안을 제안함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등록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명확화
-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의 범위는 심사를 보조하는 역할일 뿐, 등록출원 및 이의신청
심사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의 고유의 영역임
- 업무 기한에 제한이 없고, 심사관-조사원 일대일 매칭을 전제로 한 전문조사는 등록 전문
기관의 업무에서 제외함

□ 등록 전문기관의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도입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경쟁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품질평가의 객관성･정확성이 중요
○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량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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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붙 임

붙임 1

보안현황 조사표

【별표1】 보안현황 조사표

보안현황 조사표

구분

관리적
보안체계

점 검 항 목
1-01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1-02

보안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1-03

보안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가?(외부 용역업
체와 유지 보수 계약 등)

1-04

자체 보안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는가?(CEO, 보안담당자, 심사지원
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

1-05

보안 내규는 수립하였는가?

1-06

보안 내규는 CEO결재를 거쳐 수립되었는가?

1-07

보안 내규를 실현하기 위한 하부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08

보안 내규･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시행 및 게시되어 있는가?

1-09

심사지원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1-10

심사지원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시 특허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11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12

보안 교육 및 훈련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가?

1-13

보안 교육은 전 임직원을 포함하는가?

1-14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는가?

1-15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

1-16

보안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자의 처벌규정이 있는가?

1-17

보안 사고 유형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있는가?

1-18

심사지원업무 수행중 사고나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가?(출원서 전송실 화재 발생시 대책 등)

1-19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외부인 출입 시 보안 담당자가 동행하여
이동하는 등 외부인의 방문과 관련한 보안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업체명 :
조사일 : 201 .
조사자 :

.

점검결과
양호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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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리적
보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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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항 목

2-01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제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가?

2-02

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디지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03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용 사무실은 타 업무와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
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04

전용 사무실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가?

2-05

전용 사무실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2-06

전용 사무실에 출원관련 서류 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2-07

VPN실(출원서 전송실)이 별도로 마련되고,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
며 전용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가?

2-08

VPN실에 미공개출원서 전자파일의 보관을 위한 착탈식 하드디스크와 비
밀금고가 설치되어 있는가?(상표는 제외)

2-09

특허청 업무망과 연결된 PC가 위치한 구역 전체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
되어 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2-10

통제구역에 별도의 출입통제장치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2-11

미공개출원에 대한 관리대장 및 보관전용 2중 잠금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는가?(상표는 제외)

2-1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자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점검결과
양호

보통

미흡

붙 임

구분

기술적
보안체계

점 검 항 목
3-01

정보자산 목록을 식별하고 현행화 되어 있는가?

3-02

침입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3

침입차단시스템의 전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비인가 접근의 완전 차단 등)

3-04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존재하는가?

3-05

침입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6

상용 메일, web hard 등 업무 외 서비스에 대한 접근 통제가 되고 있는가?

3-07

회선 암호화 장비 또는 암호화 SW를 운영하는가?

3-08

서버 보안을 위한 SW 또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가?

3-09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가?

3-10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가 6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3-11

특허청 심사지원인력과 비인력간에 네트워크를 분리구성하고 정보시스템
을 DMZ영역에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는가?

3-12

특허청 업무시스템 접속을 위한 단말 PC에 대한 접근통제는 적절히 수행
되고 있는가?

3-13

인터넷 검색 PC내 자료 유출차단을 위한 보안통제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3-14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3-15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전담자가 있는가?

3-16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3-17

PC에 바이러스 방역 SW 및 방화벽이 설치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

3-18

심사지원업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19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20

미공개 출원 출력시 매 용지마다 출력일시, 출력자 등을 표시하는 디지털
권한관리프로그램(DRM)이 설치되어 있는가?(상표는 제외)

점검결과
양호

보통

미흡

※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
※ “양호”는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통”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불완전하나 보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흡”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불완전하고 보완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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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IP정보검색사 및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방문 결과보고

1. IP정보검색사 일반 (IPS GL) 자격검정 (www.ipedu.kr)
□ 자격명칭 및 등급
○ IP정보검색사 일반 (IPS GL : IP information Searcher General)

□ 자격 성격 및 발급기관
○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등록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4-4618)
○ 특허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발급

□ 검정 기준
○ 특허 또는 문헌정보에 대한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응시 대상 및 응시 자격
○ IP정보 보 좌 업무 관련자 및 관심자 (자격 제한 없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이공계 등 대학(원)생 및 졸업자
- 일반기업/연구원/대학/공공기관의 특허･R&D 담당자 및 관리자
- IP서비스 전문기업/특허사무소의 특허조사･기술거래 담당자
- 기타 IP정보 조사 업무 관심자 등

□ 검정방법
검정과목

주요문항

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
제도의 이해
출원절차 및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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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문제유형

문항수

시간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40문항

5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붙 임

검정과목

주요문항

검정방법

문제유형

문항수

시간

합격기준

실기

PC작업형

3문항
내외

17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명세서 작성방법 및 청구범위의 이해
지식재산 정보 조사 개론 등
지식재산
정보조사
(실무)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 실무

□ IPS GL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과정(www.kaips.or.kr)
구분

시간
10분

3.5시간

1일차

Break Time

교육내용

비고

과정 안내 및 O/T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 지식재산권의 개념
- 특허제도의 이해와 특허정보의 이해
- 특허출원절차의 이해
- 특허권의 이해
- 명세서 작성방법 및 청구범위의 이해

전문 변리사

점심식사

3.5시간

지식재산정보 검색 실무Ⅰ(IP정보 검색의 이해)
- 특허정보조사의 개요
- 특허공보의 이해
- 특허정보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이해와 활용방법
(KIPRIS, USPTO, WIPSON 등)

IP정보조사분석
전문가

3.5시간

지식재산정보 검색실무Ⅱ (IP선행기술조사 기본)
- 특허분류코드의 이해
- 특허분류코드와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검색 실습
- 특허선행기술조사의 기본
특허선행기술조사 프로세스
클레임 차트 작성 실습
특허등록가능성 판단 연습

IP정보조사분석
전문가

2일차
Break Time

3.5시간

점심식사
지식재산정보 검색실무Ⅲ (IP선행기술조사 실습)
- 특허선생기술조사 보고서의 구성과 항목의 이해
- 특허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 실습
- 특허등록가능성 조사 사례 연습
- 보고서 리뷰

IP정보조사분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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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정보검색사 PRO (IPS PRO) 자격검정(www.ipedu.kr)
□ 검정 기준
○ 특허 또는 문헌정보에 대한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좌 심사관 수준의 능력을 검정하는 선행기술조사원 전문 자격증

□ 응시 대상 및 응시 자격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단,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원 자격요건은 뺷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졸업예정자 포함)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보유자뺸로 제한

□ 검정방법
○ 실기시험 Ⅱ,Ⅲ,Ⅳ,Ⅴ에 대한 기술분야는 기계/금속, 전기/통신, 화학/생명으로 함

검정과목

주요문항

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제도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
이해 및 지식재산 출원절차 및 등록요건
정보 검색 실무 Ⅰ 명세서 작성방법 및 청구범위의
(이론)
이해 등
IP정보 조사 개론

검정
방법

문제
유형

문항수

시간

합격기준

필기

객관식

40문항

5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실무 Ⅱ

서면형 조사보고서 작성 실무

실기

PC
작업형

1문항

18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실무 Ⅲ

심사 협력형 조사보고서 및 견해
서 작성 실무

실기

PC
작업형

1문항

18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실무 Ⅳ

PCT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무

실기

PC
작업형

1문항

18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지식재산 정보
검색 실무 Ⅴ

특허분류 실무

실기

PC
작업형

2문항

60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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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S PRO 교육과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과목

계

이론

실습

기타

207

100

104

3

특허 및 심사절차의 이해 등

4

4

특허법

24

24

특허공보의 이해, 특허분류의 이해

8

8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3

3

심사기준(기재불비)

13

13

심사기준(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 등)

14

14

특실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오류

2

2

특실 견해서 작성방법

8

8

PCT 총론

2

2

PCT국제조사매뉴얼 Ⅰ,Ⅱ

14

14

PCT영문견해서작성요령

6

6

PCT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오류

2

2

Kompass이용법, 선행기술검색 실습, OPD등 외국문헌 검색 등

11

11

특허분류부여 실습

5

5

검색 및 서면형 조사보고서 작성 실습

24

24

협력형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토론

32

32

PCT 국제보고서 견해서 작성 실습

32

32

행정(교육 등록 및 설명회)

3

소계

교육내용
(교과목)

시간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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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사항
□ IP정보검색사 일반과 프로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 일반(GL)은 연 2회 실시로 기본적인 능력을 테스트하고, 프로(PRO)는 실재 실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특허청 퇴직 심사관이 채점함. 또한 프로(PRO) 검정수수료는
250,000원(회원사 200,000원)/자격등록･자격증 교부비용은 30,000원임. 그러나 두 과정
모두 교육이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필수조건은 아님

□ 해외에도 국내의 IP 정보검색사와 유사한 자격제도가 존재하는지?
○ 처음 IP 정보검색사 자격제도 도입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유사 자격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IP 정보검색사의 상표, 디자인 분야로 확장가능한지?
○ 연수원에서 상표･디자인 선행조사 교육 및 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커리큘럼 및 시험 형
태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IP정보검색사 자격시험 상표･디자인 분야 확장은 실무상 가능하
다고 판단됨

□ 상표, 디자인 분야로 확장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 수요 발굴의 어려움 (작년 협회에서 채용연계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채용 수요가 미미하였음)
과 실무자들의 수준파악 어려움으로 인한 시험 난이도 설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 IP정보검색사 상표･디자인 분야 확장 시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 현재 실시하고 있는 IP정보검색사 자격시험에 상표･디자인 분야를 추가하는 것인가 독립된
자격시험을 기획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 전자일 경우 기존 자격시험의 형식 변화가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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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일본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등록제도 운영 현황

□ 일본의 특허 선행기술 조사 등록조사기관
○ 종래 특허청에서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에 기해서 특허청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분류 및 요약서의
기재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외주로 하고 있었다. 이 특례법에서는 선행기술조사 등의 업무는
특허사정, 거절사정 등의 공권력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고, 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는 공정하고 적확하며 지체없이 수행될 필요가 있고, 또한 비밀유지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의 기준으로서 공익법인일 것을 요구하였다.
○ 그렇지만 종합규제개혁회의 제2차 답신과 국회심의 등에서 선행기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지정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에 한정짓지 않고, 폭넓게 민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외주규모 확충을 위한 환경 정비를 할 것이 요구되어 왔다.
○ 그래서 등록조사기관의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래의 지정제도에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라
면 등록하는 등록제도로 이행함과 동시에, 등록조사기관의 등록을 받기 위한 기준에서 공익
법인요건을 삭제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영리법인 등이라도 등록조사기관으로
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 등록 신청 절차

1. 등록의 요건
○ 등록에는 이하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 필요하다.
(1) 조사업무실시자에 관한 기준
○ 등록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선행기술조사업무｣ 또는 ｢분류 및 요약서의 기재 적합성에 대한
조사업무｣는 심사의 전 단계에서 방대한 기술문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질 수 없으면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권리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외부능력의 활용이라고 하는 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등록조사기관으로서 적확하게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인원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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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조사업무실시자는 이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가 구분 별로 10명 이상 필요하다.

① 대학(단기 대학을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로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에
통산해서 4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갖고,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하는 연
수를 수료한 자.
② 단기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에
통산해서 6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갖고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하는 연
수를 수료한 자.
③ 상기와 동등한 능력을 갖는 자(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로, 상기 ①의 대학 졸업 이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과거에 조사업무실시자였던 자 등)

(2) 시스템에 관한 기준
○ 등록조사기관이 하는 조사업무의 결과는 심사관이 특허성의 판단을 할 때의 기초자료가 되
는 것으로, 높은 품질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등록조사기관은 특허청과 동등한 시스템을 갖
출 필요가 있다.
○ 등록조사기관이 등록의 때에 갖출 것이 필요한 기기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
한 것이다. 한편 Ｆ 텀(term) 검색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대여한다.
○ 등록조사기관 스스로가 준비하는 기기는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한편, 각 기기의 설명에
대해서는 별지1(선행기술조사) 및 별지2(분류 및 요약서 기재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참조
하면 된다.

[선행기술조사에 대해서]
① 특실검색업무용 PC 및 프린터
② 특실문헌검색용 게이트웨이 서버
③ 특실문헌참조용 게이트웨이 서버
④ 전용회선 등
⑤ IC 카드 R/W 기기

70

붙 임

[분류 및 요역서 기재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① 분류부여업무용 송수신 시스템 및 장치
② 전용회선 등

(3) 등록신청자에 관한 기준
○ 특정한 자에 지배되고 있는 등록조사기관이 조사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정한 조사업무가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에서, 조사기관등록신청자에 대해서 이하의 기준 모두에 적합
할 것을 사전에 확인한다.

① 다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회사가 아닐 것
② 임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이 점하는 동일한 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에 그 동일한 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비율이 2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③ 특허법, 실용신안법 혹은 이 법률 또는 이들의 법률에 기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④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⑤ 법인으로 그 업무를 하는 임원 가운데 상기 ③ 또는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
닐 것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하의 (1)~(10)의 서류를 제출.

(1) 등록신청서
○ 소정의 양식에 따라 기입하여 날인하면 된다. 또한 좌측 상단의 여백에 수입인지(90,000엔)
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90,000엔)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 (비고)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면허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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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② ｢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복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입하면
된다.).
③ ｢하고자 하는 조사업무의 구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입.
④ ｢조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연월일｣ 란에 대해서는 등록 후 조사업무의 수주가 가능하
게 되는 예정 날짜의 기입(신규등록의 경우만). 등록 후 신속히 업무의 개시가 가능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2) 등록사항증명서

(3) 주주명부출자비율을 기입해야 한다.

(4) 임원, 조사업무실시자의 이름 및 경력을 기재한 서류【양식 2】
○ 임원에 대해서는 과거 2년간의 경력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 조사업무실시자에 대해서는 ｢Ⅱ.1.(1)조사업무실시자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력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또한 조사업무실시자에 있어서는 이하
의 (5)~(7)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5)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의 연수수료증명서

(6)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 학부장 등의 증명자 날인이 필요하다.

(7) 직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어떠한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통산하여 몇 년 이상 종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재직증
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회사 임원 등의 증명사의 날인이 필요하다.

(8) 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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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격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 임원 전원 및 조사기관등록신청자는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고 날인해야 한다.

(10) 등록 기준 모드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서약서
○ 조사기관등록신청자는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고 대표자의 날인을 하면 된다.

3. 등록의 심사
○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Ⅱ.1.(1)~(3)의 기준에 대해서 Ⅱ.2.(1)~(10)에서 정하는 서류에
따라 확인을 한다.

4. 신청서의 제출처
○ 신청에 있어서는 상기 Ⅱ.2.(1)~(10)에서 정하는 서류를 각 1부 준비하여 성부하든지 미리
전화로 방문일시를 연락한 후, 지참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상기 Ⅱ.3.의 등록 심사를 한다.

[선행기술조사에 대해서]
신청처 :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4-3 특허청 본청사 8층 특허심사 제1부 조정과
심사추진실 심사추진기획반
연락처 : 03-3581-1101(내선 2453)
접수일시 : 평일 10:00~17:00

[분류 및 요약서 기재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신청처 :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4-3 특허청 본청사 8층 특허심사 제1부 조정과
심사추진실 전자정보계획반
연락처 : 03-3581-1101(내선 2454)
접수일시 : 평일 10:00~17:00

5. 등록의 통지
○ 심사를 거쳐 요건에 적합한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이다.【양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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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규정의 제출
○ 등록조사기관은 조사업무의 개시 전에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이
필요하다. 업무규정에는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규정례를 참고
하여 작성하면 된다.

＜업무규정에 기재하는 항목＞
∙ 조사업무의 구분
∙ 조사업무를 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 조사업무의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조사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사업무실시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조사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 조사업무에 관해서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전 각호에 게재한 것 이외에 조사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조사업무의 실시
○ 특허청이 외주 발주하는 때에는 등록조사기관을 이하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 조사업무의 품질
- 계약건수에 대한 납품실적
- 재무상황의 안정성
- 보안체계의 유지상황
- 지도연락체제
- 인건비 단위(인건비 총액/계획건수)
○ 따라서 가령 조사업무실시자를 필요한 인원을 갖추어, 전자계산기 및 조사업무에 필요한 프
로그램을 갖고 등록조사기관으로서 등록되어 업무규정이 인가되었다고 해도 상기 항목의 평
가결과에 따라서는 전혀 외주 발주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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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허청은 조사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
록조사기관에 대해서 조사업무의 실시 방법 기타 업무방법에 관해서 개선명령 등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1. 조사업무내용
○ 선행기술조사의 조사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조사의 개요｣를 분류 및 요약서 기재의
적합성의 조사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분류 및 요약서 기재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의 개요｣를
참조하면 된다.

2. 조사실시의무
○ 본 제도는 특허권의 신속하고 적확한 부여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업무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에는 제도
의 운영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업무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 비밀유지의무
○ 등록조사기관의 임원 또는 조사업무실시자 혹은 직원 또는 이들의 직에 있었던 자가 조사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정보관리방법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서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4. 기타 조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장부의 기재와 보존
○ 등록조사기관은 각월에 수행한 조사업무에 관한 구분별 특허출원건수를 기재한 장부를 갖추
고, 조사업무를 폐지할 때까지 보존할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전술한 특허출원건수는 하드디스
크, CD-R 등의 전자매체로 보존해 두는 것도 가능하다.

(2) 조사결과의 보고
○ 등록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특허청이 지정한 양식 및 방법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상세는
사양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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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조사기관은 그 명칭 또는 조사업무를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간 전까지 특허청 장관에게 변경의 신고를 해야 한다.【양식 7】

(4) 업무규정의 변경
등록조사기관은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특허청 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양식 8】

(5) 등록의 갱신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계속해서 등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갱신을 희망하는 날의 4주간 전을 목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규등록의 신청시와 동일하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입인
지(90,000엔)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등록갱신의 때에는 상기 Ⅱ.2.(5)연수수료증명
서, (6)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7)직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에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등록조사기관에 조사업무실시자로서 종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업무의 휴･폐업에 대해서
등록조사기관이 조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일부 영업소를 휴업･폐업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특허청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하다.【양식 9】

(7)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록조사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무소 내에 5년간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출원인 등은 비용을 지불하여 이들 재무제
표 등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열람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컴퓨터 화면 상에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에 대해서는
화면, 전자 우편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고부 가운데 등록조사기관이 정하게 된다.

＜작성할 필요 있는 재무제표＞
∙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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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 영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8) 임원, 조사업무실시자 또는 조사업무지도자의 선임 및 해임
등록조사기관은 임원, 조사업무실시자 또는 조사업무지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
체 없이 특허청 장관에게 그 뜻을 신고해야 한다.【양식 10】【양식 11】【양식 12】
(주) 조사업무실시자 선임의 증명서류는 Ⅱ.2.(4)~(7)을 참조. 다만 Ⅱ.(6), (7)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구분으로 등록이 된 다른 구분에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재출된 사본을 제출
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유의사항
(1) 적합명령
특허청 장관은 등록조사기관이 등록의 기준(Ⅱ.1)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준에 적합하
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있다.

(2) 개선명령
특허청 장관은 조사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3) 등록의 취소 등
○ 특허청 장관은 등록조사기관이 예를 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조사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 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에 따르기 않고 조사업무를 한 때
∙ 특허청 장관의 업무규정 변경명령, 적합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4) 보고
○ 특허청 장관은 등록조사기관에 대해서 그 업무 또는 경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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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검사
○ 특허청 직원 또는 특허청 직원 및 청이 지정하는 자가 등록지사기관에 방문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6) 공시
○ 특허청 장관은 새롭게 등록조사기관을 등록한 때, 등록조사기관이 변경 및 휴업･폐업을 신
고한 때 및 등록의 취소 등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관보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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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대계열

중계열

법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분류 계열별 학과 리스트
소계열

학과명

법학

IT･정보보호법과정 , 건설법무공법전공 , 건설법무사법전공 , 건설법무학과 , 건설소송실
무전공 , 경영법무전공 , 경제법무전공 , 경찰법무학과 , 경찰법학과 , 경찰법학과 , 경찰법
학부 , 경찰법학전공 , 경찰법학전공 , 경찰안전학과 , 공공법학과 , 공공인재법학과 ,
공공인재법학과 , 공공인재학부 , 공공인재학부(법학전공) , 공공정책학과 행정･법률서비
스전공 , 공무원법학과 , 공법학과 , 공법학전공 , 공정거래법학과 , 공직법학전공 , 과학기
술법무전공 , 교회법학과 , 국제거래통상법 전공 , 국제기구학과 , 국제법률학과 , 국제법무
전공 , 국제법무학과 , 국제법무학과 , 국제법학과 , 국제통상･거래법무전공 , 글로벌기업법
학과 , 글로벌법률학과 , 금융법전공 , 금융법학과 , 기업법무학과 , 기업법전공 , 기업융합
법학과 , 노동･복지법전공 , 노동법학과 , 미국법학과 , 민사법전공 , 민사절차법학과 ,
법･경찰학과 , 법경찰학과 , 법과대학 , 법률정책학과 , 법률학과 , 법률회계과 , 법무･행정
학과 , 법무경찰과 , 법무법학과 , 법무법학전공 , 법무전공 , 법무학과 , 법무행정학과
, 법학 , 법학계열 , 법학과 , 법학과 , 법학과(지식재산(IP)전공) , 법학과-전문연구 ,
법학과_원주 , 법학부 , 법학부 공법(공공서비스법)전공 , 법학부 법학전공 , 법학부 사법(비
즈니스･정보법)전공 , 법학전공 , 법학전공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법학전문박사과정 , 법학전문석사과정 , 법행정학부 , 보안법무전공 , 부동산법무학과
, 부동산법전공 , 부동산법학과 , 부동산법학전공 , 사법학과 , 사법학전공 , 사법행정학과
, 손해사정전공 , 융합보안학과 , 융합실무법학전공 ,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 의료법학과
, 인권법 전공 , 인문콘텐츠학부 지적재산권학과 , 일반법무학과 , 일반법학전공 , 자산관리
학과 , 저작권보호학과 , 전문박사학위과정(법학) , 전문석사학위과정 , 조세법전공 , 조세
법학과 , 중국법전공 , 중국법학과 , 지방자치법전공 , 지식산업법학과 , 지식재산권법무전
공 , 지식재산권학과 , 지식재산학과 , 지식재산학학과간협동과정 , 지적재산권법학과 ,
지적재산권학과 , 지적재산법학과 , 통일융합법무전공 , 특수법무학과 , 특허법무학과 ,
학.연.산 협동과정 부산발전연구원(국제법무학과) , 한국법전공 , 항공우주법전공 , 항공우
주법학과 , 해사법학과 , 해사법학부 , 행정법률과 , 형사사법전공

인문
사회

사회
과학

N.C.E

부동산법무전공 , 사이버포렌식학과

행정학

U-보건의료행정학과 , 감사학전공 , 감사행정학과 , 개발정책학 , 경찰.공공행정학부 ,
경찰･경호행정과 , 경찰･범죄학과 , 경찰･소방행정학부 , 경찰･안보학과 , 경찰･안보학과
, 경찰경호과 , 경찰경호군사과(경찰경호･부사관) , 경찰경호스포츠과 , 경찰경호학과 ,
경찰경호학부 , 경찰경호학부 , 경찰경호행정계열 , 경찰경호행정과 , 경찰군사학부 , 경찰보
안정보학과 , 경찰사법학과 , 경찰소방학과 , 경찰정보보안학과 , 경찰정보보호학부(경찰행
정전공) , 경찰학과 , 경찰학과 , 경찰학부 , 경찰학전공 , 경찰행정과 , 경찰행정보안과
, 경찰행정전공 , 경찰행정전공 , 경찰행정전공 ,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
과 , 경찰행정학부 , 경찰행정학전공 , 경찰행정학전공 , 경호경찰과 , 경호경찰행정과
, 경호보안과 , 경호보안학전공 , 경호전공 , 공공감사.정책학과 , 공공경찰행정학과 ,
공공관리전공 , 공공관리학과 , 공공관리학과 , 공공관리학전공 , 공공디자인정책학과 ,
공공안전경찰학과 , 공공안전학전공 , 공공안전행정학과 , 공공인재전공 , 공공인재학과
, 공공인재학부 , 공공인재학부(행정학전공) , 공공정책관리학과 , 공공정책리더십학과 ,
공공정책전공 , 공공정책학과 , 공공정책학부 , 공공행정전공 , 공공행정학과 , 공공행정학과
, 공공행정학전공 , 공기업학과 , 공무원법률행정학과 , 공무원양성계열 , 공안･경찰행정학
과 , 공안행정전공 , 공직･공기업전공 , 공항행정학과 , 과학기술정책학과 , 과학기술학협동
과정 , 과학수사과 , 과학수사학과 , 교육행정학･리더십전공 , 교정보호전공 , 교정보호학과
, 국가정책학과 , 국방경찰학과 , 국방경찰행정학부 , 국방기술행정과 , 국제무역행정학과
, 글로벌행정학과 , 글로벌행정학전공 , 기독교행정학전공 , 기술정책학과 , 다문화정책학과
, 도시및지방행정학과 , 도시행정학과 , 도시행정학과 , 로컬거버넌스학과 , 마약알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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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학과명
, 문화행정학과 , 민원행정컨설팅학과 , 방송통신정책전공 , 범죄학과 , 법･경찰행정학부
, 법경찰행정학부 , 법과학과 , 법무･안전전공 , 법무행정학과 , 보건관리학전공 , 보건복지행
정학과 , 보건의료관리학과 , 보건의료행정과 ,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 보건의료행정학과
, 보건정책관리학부 , 보건학과 , 보건학부(3년제) , 보건학전공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3
년제) , 보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부 , 보건행정학전공 , 복지정책학과
, 복지행정과 , 복지행정학과 , 부동산행정학전공 , 비서사무행정과 , 사법공안학과 범죄수
사･범죄심리전공 , 사법행정학과 , 사회문화정책학과 , 사회복지정책전공 , 사회복지정책협
동과정 , 사회안전정책학과 , 사회안전행정학과 , 산업정책학과 ,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전공 , 소방방재학과 , 소방방재행정학과 , 소방행정전공 , 소방행정학과 , 소방행정학과
, 심판변론학과 ,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 , 안보･재난관리학과 , 안보경찰학과 , 예술행정
학과 , 의료보건행정학과 , 의료복지행정과 , 의료행정학과 , 의무행정과 , 의약관리학과
, 일반행정전공 , 일반행정전공 , 일반행정학과 , 자치･복지행정학협동과정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학과 , 자치행정학과 , 장애인행정과 , 전문사관과 , 전문사관양성과 , 전자정부전
공 , 정부･공기업전공 , 정부행정학부 , 정책･도시전공 , 정책과학과 , 정책전공 , 정책학과
, 정책학전공 ,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 지방의회전공 , 지방자치전공 , 지방자치학과
, 지방자치학전공 , 지방행정과 , 지방행정학과 , 지속가능발전학과 , 지역발전정책학협동과
정 , 치안과학융합학과 , 통상행정학과 , 특수전과 , 학과간협동과정 기업정책학과 , 해사행정
학과 , 해양경찰학과 , 해양경찰학과 , 해양행정학과 , 행정.심리학부 , 행정･경찰학부
, 행정･도시정책학과 , 행정경제학부(행정학전공) , 행정경찰공공학과 , 행정경찰과 , 행정과
, 행정대학원 , 행정법무환경학과 , 행정복지학부(행정학전공) , 행정실무과 , 행정전공
, 행정정보관리전공 , 행정정보학과 , 행정정보학전공 , 행정정책학과 , 행정정책학전공
, 행정학 , 행정학과 , 행정학과 , 행정학과 소방재난안전교육･행정전공 , 행정학과 일반행정
전공 , 행정학과(글로벌행정전공)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 행정학
과(행정학전공) , 행정학과(환경행정전공) , 행정학과_원주 , 행정학부 , 행정학부 , 행정학부
공공관리전공 , 행정학부 공공정책전공 , 행정학부 행정정보관리전공 ,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 행정학전공 , 행정학전공 , 협상학과 , 환경관리및정책협동과정

자연
과학

공학

80

의류･
의상학

생활과학과 의류패션학전공 , 섬유의상코디과 , 외식영양･의류학부 의류학과 , 융합디자인
학부 , 의류디자인학과 , 의류산업학과 , 의류상품학과 , 의류상품학과 , 의류패션학과
, 의류패션학과 , 의류학과 , 의류학과 , 의류학전공 , 의류환경전공 , 의류환경학과 ,
의류환경학과 , 의상섬유학과 , 의상학과 , 의상학과 , 이미지산업학과 , 인테리어패션디자
인과 , 전통의상학과 , 패션･문화디자인과(자연과학계열) , 패션･슈즈디자인과 , 패션디자
인&마케팅과 , 패션디자인과 , 패션디자인과(2년제) , 패션디자인과(3년제) , 패션디자인
산업학과 , 패션디자인전공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 패션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학과 , 패션마케팅과 , 패션마케팅전공 , 패션메이킹과 , 패션비즈니스학과
, 패션산업과 , 패션산업정보전공 , 패션산업학과 , 패션산업학과 , 패션의류학과 , 패션의류
학과 , 패션학전공 ,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학연산협동과정

주거학

가족주거학과 , 가족주거학과 , 글로벌생활환경학과 , 보육･가정상담학과 , 보육･가정상담
학과 , 소비자생활정보학과 , 소비자주거학과 , 소비자주거학전공 , 소비자학과 , 실내건축
학과 , 실내건축학과 , 실내건축학전공 , 실내환경디자인학과 , 실내환경디자인학과 , 아동･
가족학과 , 아동가족전공 , 주거 및 실내계획학과 , 주거실내디자인학협동과정 , 주거환경
학과 , 주거환경학과 , 주거환경학과(학과간) , 주거환경학전공

건축학

건설기술학 ,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건축･도시공학과 , 건축･도시학전공 , 건축･인테
리어계열 , 건축계열 ,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5년제)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3년
제) , 건축도시설계전공(5년) , 건축디자인과 , 건축디자인전공 , 건축디자인학과 , 건축디
자인학과 , 건축디자인학과 , 건축디자인학부 , 건축리모델링전공 , 건축설계과 , 건축설계
전공 , 건축설계전공 , 건축설계학과 , 건축설계학전공 , 건축인테리어과 , 건축인테리어과
(2년제) , 건축인테리어과(3년) , 건축인테리어학과 , 건축전공 , 건축전공 , 건축토목조경

생활
과학

건설

붙 임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학과명
계열 , 건축토목조경학부 , 건축학(5년제) , 건축학과 , 건축학과 , 건축학과 , 건축학과(5)
, 건축학과(5년제) , 건축학부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5년제) , 건축
학부(건축공학전공) , 건축학부(건축학(5년제)) , 건축학부(건축학전공) , 건축학부(건축학
전공/전통건축전공) (5년제) , 건축학부건축학전공 , 건축학전공 , 건축학전공 , 건축학전공
(5년) , 건축학전공(5년제) ,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 공간디자인전공 , 공간환경시스템
공학부 , 공공디자인학부 , 그린건축과 , 도시건축학부 , 도시건축학전공 , 리모델링건축과
, 생태주거디자인학과 , 실내건축과 , 실내건축과(2년제) , 실내건축과(3년제) , 실내건축디
자인과 , 실내건축디자인학과 , 실내건축디자인학전공 , 실내건축설계전공 , 실내건축전공
, 실내건축학과 , 실내건축학과 , 실내건축학전공 , 실내디자인과 , 실내디자인전공 , 실내설
계전공 , 실내환경디자인과 , 유니버설건축과 , 의료공간디자인학과 , 인테리어건축과 ,
인테리어디자인과 , 인테리어리모델링과 , 전통건축학과 , 주택･건축디자인학과 , 지역개
발공간디자인학과 , 첨단공학부 , 친환경건축인테리어과 , 한옥건축과 , 한옥목조과 , 한옥
전공 , 한옥학과 , 한옥학전공 , 해양･플랜트건설공학과

건축
공학

건설공학부 , 건설방재･안전공학과 , 건설융합학부 건축공학전공 , 건설정보부사관과 ,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건축공학전공 ,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 건축･안전공학전공 , 건
축･인테리어과 , 건축･토목･조경공학과 , 건축･토목공학과(건축공학심화트랙) , 건축･토
목학과 , 건축공학 , 건축공학(4년제) , 건축공학･건축설비공학과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
과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과(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 건축공학부
,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전공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2년
제) , 건축과(3년제) , 건축기계설비과(2년제) ,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 건축도시시스템공
학전공 , 건축도시토목공학부(건축공학전공) , 건축디자인과 , 건축및건축공학과 , 건축및
건축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 건축설비공학과 , 건축설비소방과 , 건축설비플랜트공학과
, 건축소방공학과 , 건축소방설비과 , 건축소방안전학과 , 건축시스템공학과 , 건축시스템
전공 , 건축인테리어과 ,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계열 , 건축전공 , 건축학 , 건축학과 , 건축학
과(건축공학전공) , 건축학과(건축학전공(5년)) ,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건축학부(건축
공학) ,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 건축환경･설비공학과 , 건축환
경학과 , 공간디자인과 , 공간디자인학부 , 공간설계공학과 , 공병부사관과 , 산업공학과
건축공학전공 , 스마트도시･건설융합 , 조경건설공학과 , 주택도시개발･관리학과 , 주택도
시건축공학과 , 플랜트･건축공학과 , 해양건축공학과 , 해양공간건축학부 , 휴먼건축공학
부 , 휴먼환경건설공학과

조경학

도시･조경학부(조경학전공) , 도시조경인테리어과 , 도시환경예술디자인전공 , 도시환경전
공 , 도시환경조경과 , 산림과학.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전공) ,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생태조경학전공)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 생태조경디자인학과(학과간) , 생태조경디자인학과(학연산) , 생태조경학전공 , 융합전공
환경조경디자인전공 , 전통조경학과 , 정원문화산업학과 , 조경.환경계획학과 ,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조경학전공) , 조경과 , 조경설계전공 , 조경학-경
영학 전공 , 조경학과 , 조경학과 , 조경학과(학연산) , 조경학전공 , 조경학전공 , 조경학전
공협동과정 , 토목조경과 , 환경조경과(3년제) , 환경조경학과 , 환경조경학과

토목
공학

건설･환경･의생명공학과 , 건설･환경공학과 , 건설공학과 , 건설공학과 , 건설공학부 ,
건설공학전공 ,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 건설관리학과 , 건설및환경공학과 , 건설및환경공
학과 , 건설방재공학과 , 건설방재공학과 , 건설방재공학부 , 건설방재공학부 건설방재공학
전공 , 건설방재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 건설시스템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 건설시
스템공학부 , 건설시스템공학전공 , 건설안전방재공학과 , 건설안전방재공학과 , 건설융합
학부 토목공학전공 , 건설정보공학과 , 건설정보과 , 건설정보시스템과 , 건설지적토목과
, 건설환경･철도공학과 , 건설환경･철도공학과 , 건설환경공학 , 건설환경공학 협동과정
, 건설환경공학과 , 건설환경공학과 , 건설환경공학부 , 건설환경공학부 , 건설환경공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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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학과명
공 , 건설환경공학전공 , 건설환경도시공학과 ,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 건설환경에너지공
학부 ,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토목공학전공 , 건설환경융합공학과 , 건축･건설융합전공
, 건축･토목공학과(토목공학트랙) , 건축도시토목공학부(토목공학전공) , 광해･지질방재전
공 , 교통물류공학과 , 교통시스템공학과 , 글로벌EPC학과 ,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학과
, 녹색건설환경공학전공 , 농업토목공학과 , 도시건설과 , 도시건설정보과 , 드론공간정보
과 , 방재공학학과간협동과정 , 방재관리전공 , 방재안전공학과 , 방재안전토목학과 , 사회
기반시스템공학과 ,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 사회인프라공학과
, 사회환경공학부 ,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 사회환경플랜트공학
과 , 산업공학과 토목공학전공 , 안전도시건설공학과 , 인프라시스템공학과 , 재난안전시스
템학과 , 지역건설공학과 , 지역건설공학과 ,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 지적토목학과 , 지질
과학공학과 , 철도건설과 , 철도건설시스템학부 , 철도건설안전공학과 , 철도건설환경공학
과 , 철도인프라시스템공학전공 , 철도토목과 , 철도토목학과 , 첨단플랜트건설공학과 ,
측지정보과 ,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토목공학전
공) , 토목･환경공학과 , 토목･환경공학과 , 토목･환경공학전공 , 토목건설공학과 , 토목건
설과 , 토목건설전공 , 토목건축공학과 , 토목건축공학과 , 토목공학과 , 토목공학과 ,
토목공학과 , 토목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 토목공학부 , 토목공학전공 , 토목공학전공
, 토목과 , 토목과(인문) , 토목도시공학부 , 토목안전환경공학과 , 토목안전환경공학과
, 토목전공 , 토목조경계열 , 토목조경과 , 토목해양공학과 , 토목환경건축공학과 , 토목환경
공학과 , 토목환경공학과 , 토목환경공학과 , 토목환경공학부 , 토목환경공학전공 , 토목환
경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학연산협동과정 , 해양토목공학과 , 해양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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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학

건설융합학부 도시공학전공 , 건축도시공학과 , 건축도시토목공학부(도시공학전공) , 공간
정보공학과 , 공간정보공학과 , 공간정보시스템학과 , 공간정보전공 , 공간정보학과 , 공간
정보협동과정 , 관광도시계획학과 , 교통ITS학과 , 교통･물류공학과 , 교통계획및교통시스
템공학과 , 교통계획학과 , 교통공학과 , 교통공학과 , 교통공학전공 , 교통관리학과 ,
교통시스템공학과 , 교통안전공단학연산협동과정 , 교통전공 , 교통정책 및 교통시스템학
과 , 교통정책학과 , 교통학전공 , 국토･도시계획학과 , 국토연구원학연산협동과정 , 도시
및 부동산 , 도시.교통공학과 , 도시･교통공학과 , 도시･교통공학과 , 도시･교통공학전공
, 도시･조경학과 , 도시･조경학부(도시계획공학전공) , 도시･환경방재전공 , 도시개발･정
책학과 , 도시개발경영･부동산학과 , 도시개발학과 , 도시건설공학과 , 도시건설과 , 도시건
축공학과 , 도시건축전공 , 도시계획･조경학과 , 도시계획공학과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및
교통공학과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도시계획학과 , 도시계획학전공
, 도시공학-국제도시개발학 전공 , 도시공학-도시부동산기획경영학 전공 , 도시공학과
, 도시공학과 , 도시공학부 , 도시공학전공 , 도시공학전공 , 도시공학협동과정 , 도시기반학
과 ,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 도시및교통공학전공 , 도시및부동산개발전공 , 도시방재학과
, 도시부동산개발학과 , 도시부동산학 , 도시부동산학과 , 도시설계･경관생태조경학과 ,
도시설계전공 , 도시설계학전공협동과정 , 도시시스템공학과 , 도시융･복합학과(협동과정)
, 도시전공 , 도시정보공학과 , 도시환경공학과 , 도시환경공학부 , 도시환경디자인학과
,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 드론교통공학전공 , 미래도시융합공학과 , 사회기반시스템공학
부(도시시스템공학전공) , 산업공학과 환경공학전공 , 스마트시티공학부 , 조경･지역시스
템공학부(지역시스템공학전공) , 지역개발공학전공 , 지적과

환경
공학

건설환경공학전공 ,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환경에너지공학전공
, 건축토목환경공학부 , 그린화학공학과 , 그린화학융합공학과 , 기후변화정책학과 , 바이
오환경공학과 , 보건환경과 ,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생명환경공학과 , 생태공학과 , 생태
공학과 , 수자원학과 , 에너지환경과 , 자원환경공학과 , 자원환경공학과 , 지구환경공학부
, 지구환경공학전공 ,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 지구환경시스템과
학부(환경공학전공) , 청정환경과 ,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전공) , 해양환
경공학과 , 해양환경공학과 , 해양환경공학전공 , 화공생명.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

붙 임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학과명
환경공학과 , 환경공학과 , 환경공학과 학연협동과정 , 환경공학과(학연산) , 환경공학과(학
연산협동과정) , 환경공학과(환경공학전공) , 환경공학과(환경정책전공) , 환경공학부 ,
환경공학부 , 환경공학전공 , 환경공학전공 , 환경기술.정책협동과정 , 환경보건과 , 환경산
업공학과 , 환경산업과 , 환경생명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 환경생명과학과 , 환경시스템공
학과 , 환경안전공학과 , 환경안전공학과 , 환경에너지공학 , 환경에너지공학과 , 환경에너
지공학과 , 환경에너지공학전공 ,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산업
안정

기계

산업
공학

경영공학과 , 경영공학과 , 경영공학부 , 경영공학부 , 국방기술경영학과 , 국방물자과
, 국제학부 ,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ITM전공) ,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
공) , 기계･플랜트공학과 , 기술경영공학과 , 기술경영학과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디자인
공학부 , 디자인공학전공 , 디지털융합경영전공 , 물류SCM학과 , 물류시스템공학과 ,
물류시스템학과 , 보건안전공학과 , 빅데이터전공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부 , 산업경영공학전공 , 산업경영공학전공 , 산업경영과
,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 산업경영학과 , 산업경영학과 , 산업경
영학부 , 산업공학 , 산업공학과 , 산업공학과 , 산업공학과 , 산업공학과 기술정책전공
, 산업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 산업공학부 , 산업공학전공 , 산업공학전공 , 산업기계공학
과 , 산업기술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 산업기술학과 , 산업기술화공과 , 산업디자인공학과
, 산업디자인공학부 , 산업디자인과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 산업설
비자동화과 , 산업설비자동화과 , 산업시스템경영학과 , 산업시스템공학과 , 산업시스템공
학과 , 산업시스템공학부 , 산업시스템공학전공 , 산업시스템공학전공 , 산업안전공학과학
과간협동과정 ,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 산업융합학과 , 산업정보공학과 , 산업정보시스템
공학과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산업정보시스템전공 , 산업품질공학전공 , 산업환경공학
과 , 생산공학과 , 생산정보기술공학전공 , 스마트경영공학부 , 시스템경영공학과 , 시스템
경영공학과 , 시스템경영공학부 , 시스템공학과 , 식물생산과학부(산업인력개발학전공)
, 식품산업공학전공 , 안전및산업경영공학과 ,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전공 , 연합전공 기술
경영 , 융합기술공학부 , 융합산업학과 , 융합시스템학과 , 융합표준학과 , 의료기기산업학
과 ,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 인간공학과 , 정보･컴퓨터공학부 산업공학전공 , 정보산
업공학학과간협동과정 ,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 청정공정 및 시스템공학 , 컴퓨터･미디
어･산업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 컴퓨터･산업경영공학과 , 테크노경영전공 , 테크노경
영학과 , 포항산업과학연구원학연산협동과정 , 품질･기술경영전공 , 품질경영과 ,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학연산협동과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학연산협동과정
, 항공교통물류학과 , 항공산업경영과 , 해양산업공학협동과정

기계
공학

건설기계공학과(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학연산협동과정 , 글로벌융합산업
공학과(MSDE전공) , 금형디자인과 , 금형설계공학과 , 금형설계공학과 , 기계CAD과
, 기계ICT융합공학부 , 기계･금형공학부 ,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 기계･신소재공학과
, 기계･신소재공학과(기계공학심화트랙) , 기계･자동차공학과 , 기계･조선･신소재공학과
, 기계계열 , 기계공학 ,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과 (학연산협동과
정) , 기계공학과 기계설계전공 ,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전공 , 기계공학과(산학협동과정)
, 기계공학과(학연산) , 기계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 기계공학과(후진학) , 기계공학부
, 기계공학부 , 기계공학부 ,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 기계공학부 기계설계학전공 ,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 기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 기계공학전공 , 기계공학전
공 , 기계공학학연협동과정 , 기계과 , 기계디자인금형공학과 , 기계디자인금형공학과(학
연) , 기계로봇설계공학전공 ,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 기계산업
설비과 , 기계설계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학연산)
, 기계설계공학부 ,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 기계설계공학부(나노바이오기계
시스템공학전공) , 기계설계공학전공 , 기계설계과 , 기계설계로봇공학과 , 기계설계산업시
스템학과 , 기계설계전공 , 기계설계학과 , 기계설계학전공 , 기계시스템공학과 , 기계시스
템공학과 , 기계시스템공학부 , 기계시스템공학부(응용기계공학전공) , 기계시스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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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학과명
(정밀기계공학전공) , 기계시스템공학전공 , 기계시스템공학전공 , 기계시스템과 , 기계시
스템디자인공학과 , 기계시스템디자인전공 ,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기계시스템공
학) , 기계시스템및조선공학과 , 기계시스템설계전공 , 기계시스템전공 , 기계시스템학과
, 기계시스템학부 , 기계우주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 기계융합공학과 , 기계융합공학과
, 기계융합공학과(학과간협동과정) , 기계융합기술전공 ,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 기계융합
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기계에너지공학전공) , 기계융합학
과 ,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 , 기계의용공학과 , 기계의용공학전공 , 기계자동
차계열 , 기계자동차공학과 , 기계자동차공학과 , 기계자동차공학부 , 기계자동차공학부
,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의용공학전공) , 기계자동차공학부(야간) , 기계자동차공학부(정
밀기계공학전공) , 기계자동차공학전공 , 기계자동차공학전공 , 기계자동차과 , 기계자동차
로봇부품공학부 , 기계자동차설비학부 , 기계자동차학과 ,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 , 기계자
동화과 , 기계전공 , 기계전기과 , 기계정보공학과 , 기계정보공학과 , 기계제어공학과
, 기계조선융합공학과 , 기계컴퓨터산업경영공학과 ,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 기계항공
공학부 ,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 기계항공정보
융합공학부(기계공학전공) , 나노응용기계과 , 냉동공조･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 냉동공조
공학과 , 냉동공조공학과 , 냉동공조설비과 , 대구기계부품연구원학연산협동과정 , 동력및
서멀매니지먼트시스템전공 , 드론기계과 , 디자인기술융합전공 , 로봇공학융합전공 , 메카
트로닉스공학과 ,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메카트로닉스과 , 미세소자공학협동과정 , 바이
오산업기계공학과 ,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 발전설비과 , 발전플랜트설계과 , 방산기계공
학전공 , 분석과학기술학과 , 산업공학과 기계공학전공 , 산업설비과 , 스마트생산융합시스
템공학과 ,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학연) , 스마트성형가공전공 , 시계주얼리학과
, 에너지기계공학과 , 에너지기계공학전공 , 에너지기계설비과 , 에너지기계설비전공 ,
에너지시스템공학과 , 융합기계계열 , 융합기계공학과 , 융합기계공학과 , 융합기계공학과
, 융합기계공학부 , 융합기계공학전공 , 융합시스템공학과 ,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 ,
자동차기계계열 , 자동차기계과 , 정밀기계공학과 , 정밀기계공학과 , 정밀기계공학과 ,
정밀기계공학전공 , 정밀기계과 , 제조IT기계공학과 ,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 , 지능기계
시스템전공협동과정 , 지능기계전공 , 지능설계전공 , 지능형기계공학전공 , 첨단기계설계
학과 , 첨단기계전공 , 첨단혁신제조협동과정 ,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과 , 컴퓨터응용금
형과 , 컴퓨터응용기계계열 , 컴퓨터응용기계공학과 , 컴퓨터응용기계과 , 컴퓨터응용기계
설계과 , 테크노기계공학과학연산협동과정 , 튜닝설계전공 , 플랜트기계공학 , 한국기계연
구원학연산협동과정 , 한국기계연구원학연협동과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학･연협동과정
, 항공･기계설계전공 , 항공･기계설계학과 , 항공기계공학과 , 항공자동차기계학부 , 항공
정비기계과

화공･
고분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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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공학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유기소재섬유공학전공) , 산업공학과 섬유시스템공학전공 , 섬유공
학과 , 섬유공학전공 , 섬유시스템공학과 , 섬유시스템공학과 ,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섬유공
학전공 , 소재디자인공학과 ,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 유기
소재시스템공학과 , 유기소재시스템공학전공 ,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 유기신소재파
이버공학과 , 유기응용재료공학과 , 융합섬유공학과 , 탄소소재파이버공학과 , 탄소소재파
이버공학과(학연산) , 텍스타일컬러디자인과 , 파이버시스템공학과 , 파이버시스템공학과
, 패션소재과 , 한국염색기술연구소학연산협동과정

붙 임

붙임 5

해외 주요국의 상표･디자인 심사관(조사원) 자격요건

1.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심사관의 지위 및 주요 업무
○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관(Examiner)은 출원된 상표 및 디자인을 심사하여 등록의 가부를
판단함
○ 심사관(Examiner)의 직위, 권한과 업무내용 등에 관해서는 특허상표청장(Director)이 지정
(35 U.S. Code §3(a)(2))
○ 디자인 심사관은 특허국(Commissioner of Patents) 산하 디자인 심사를 전담하는 특허상
표청 심사관실 2900(Technology Center 2900) 에 소속되며, 상표심사관(Trademark
Examiner)은 상표국(Commissioner of Trademarks)에 소속됨
○ 심사관의 보수는 일반 연방공무원(GS, General Schedule)에 준하여 지급되며, 경력에 따
라 차등적으로 지급
- 통상 초임 특허상표청 심사관에 대한 보수는 2018년 기준 GS-7(54,857달러)에서
GS-9(83,242달러) 등급의 보수가 지급될 예정이며, 경력과 직위에 따라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는 164,200달러(GS-15, Step10)임
※ 특허상표청 심사관은 보수 외에 재택근무를 포한한 유연근무제, 인센티브 지급, 초과근무 수당지
급, 연간 10일간의 유급휴가, 각 13일의 유급연가 및 병가, 건강 및 은퇴 지원, 교통비 보조
등의 추가적 지원이 주어짐

□ 자격요건
○ 심사관 채용은 USAJOB.gov를 통해 공지되며, 통상 10주간의 선발과정을 거침
○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 및 특허상표청의 일반 고용조건을 만
족시켜야 함
- 이에 미국시민권자여야 하며, 그 외 연방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요건 외에 심사관의
직위 및 전문분야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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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은 최소 학부 과정에서 이공계열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4년 이상의 과정
을 이수했어야 하며, 그 외 선발 분야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학력 및 자격 등
이 요구됨
- 가령, 최근 공지된 화학･기계 및 전기분야 심사관(GS-15) 모집(Announcement
Number DCP-2018-0033)에서 제시된 최소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공학교육인증원(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의 인증과정 이수하였거나 기타 특허상표청이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했을 것
② 직위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하고 전문적인 경험(차상위 직급의 업무기준
52주 이상일 것)
○ 이에 더하여 심판관은 전문기술자격(PTQs, Profess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을
갖춰야 함
- 가령, 최근 공지된 상표심판관 모집(Announcement number TTAB-2018-0008)의 경
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요구힘
① 상표 및 일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 법무실무 및 정부직책 등에서의 상당한 업무
경험(자원봉사활동 등 포함)을 쌓았을 것
② 법학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자신이 속한 변호사협회의 준수한 회원일 것
- 한편, 상표심판관에 대한 전문기술자격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음
① 상표의 역사와 법적개념, 미국 상표법, 상표법 실무,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미국 연
방증거법, 상표권 양도 및 상표권 실시허락, 표장에 대한 보통법상의 권리, 법원판례
및 상표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이해 등
② 변론, 주장, 증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 심문 및 증거개시절차 등의 진행능력,
기한의 적절한 통지 및 기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주요 법적쟁점의 분별 및 관련 판례
법의 적용능력
③ 사건의 본질, 적용법리 및 결정이유 등을 명확하고 정확하며 간결하게 서술할 수 있는
서면작성능력
④ 이외 자신에게 배정되었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등, 우선순위가 뒤얽힌
여러 배정된 사건들을 동시에 관리하며 기한 내에 질적･양적기준을 충족시키며 일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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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 수습교육
○ 선발된 심사관은 실무에 앞서 각종의 수습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의 내용은 실제 심사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온라인으로 구현된 교육 프로그램은 특허상표청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수
행할 수 있음
※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examiner-training-materials

○ 이외에도 특허심사관 기술교육 프로그램(PETTP, Patent Examiner Technical Training
Program)을 통해 학계 전문가로부터 관련 분야의 관행, 표준, 최신 동향 등을 청취할 수
있게 함
○ 한편 직무와 직급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가령, 상표심판관 선발자는 1년간의 수습기간을 이수해야 함

2. 유럽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심사관의 지위 및 주요 업무
○ EUIPO의 심사관은 관리자(administrator)직급과 보조원(assistants)직급으로 구분됨
○ 관리자는 유럽의 상표 및 디자인법과 관련된 자료 검토, 판례연구 및 분석, 절차 및 실체에
대한 결정초안 작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 서류, 지침 등 분석, EUIPO의 핵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제공,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 관련 활동
수행, 지식재산권 분야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관리,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EUIPO 대표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함
○ 보조원은 유럽 연합 상표 및 디자인 신청 심사, 절대적 거절사유 확인, 이의 및 취소사건
관련 절차처리, 국제상표 또는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심사, 관련 결정의 준비, 항소
사건과 관련된 취급, EU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 등록에 관한 기재 사항의 처리 및 관련 결정
의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

□ 자격요건
○ 일반요건
- EU 회원국의 시민, 병역의무 완수, 관련 직무 수행을 위한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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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려요건
- 언어: 제1언어로서 EU회원국의 언어 C1(유럽언어 등급 체계) 등급, 제2언어로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또는 스페인어 중 1개 언어에서 B2 등급
- 학력 및 경력
∙ (관리자) 최소 3년과정의 대학졸업 및 최소 3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경험
∙ (보조원) 고등교육과정 졸업 및 최소 3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경험 또는 중등교육과
정 졸업 및 최소 6년의 지식재산권 관련 직무경험

□ 직무경험
○ 관리자 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직무경험이 고려됨
- 항소 기관의 결정을 포함하여 상표･디자인 등록 거절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사유 및 상
표･디자인 취소에 대한 결정 초안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 지식 재산권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당사자･고객을 대리한 (송
무 제외) 경험
- 지식재산권 분야의 송무 경험
- 정보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급,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보 기술 도구 및 시스템 설계
또는 개발에 대한 전문 경험
- 지침 및 정책 문서 준비 및 초안 작성 또는 그러한 활동을 관리한 전문적인 경험
-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 지식재산권 분야의 EU 또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개발, 구현 또는 관리에 대한 전문 경험
- 감독, 멘토링 및 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 다문화 또는 국제 환경에서의 전문적인 경험
-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언어 외에도 24 개 EU 공식 언어 중 하나 이상
에서 입증 된 지식(최소 요구 수준 : 유럽 공통 언어 기준 체계 B2)
○ 보조원 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직무경험이 고려됨
- 상표･디자인 등록 관련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
- 이의, 취소, 무효, 항소 절차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 상표 및 디자인 이외의 지적 재산권 절차와 관련된 심사 또는 취급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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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등록부의 등록관련 전문적인 경험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전, 언어, 출판, 등록, 파일 검사,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수수료 지불 등)
- 지식재산권 분야의 EU 또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개발, 구현 또는 관리에 대한 전문 경험
- 지식재산권에 관한 당사자･고객 지원 및 파일 관리 관련 전문경험
- 지식재산권 문제 초안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기준 1-5에서 언급 된 업무 제외)
- 사용자･고객의 질의를 처리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경험
- 다문화 또는 국제 환경에서의 전문적인 경험
-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언어 외에도 24 개 EU 공식 언어 중 하나 이상
에서 입증 된 지식 (최소 요구 수준 : 유럽 공통 언어 기준 체계 B2)

3. 독일 특허상표청(DPMA, Deutsches Patent-und Markenamt)
가. 상표 심사관
□ 지위 및 직무 일반
○ 상표심사관은 법적 전문성이 있는 법률구성원(Die rechtskundigen Mitglieder)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기술구성원(Die technischen Mitglieder)으로 구분됨(특허법 제26조 제2항)
※ 상표심사관은 특허상표청의 구성원(심사관)으로 상표국(Markenstelle)또는 상표과(Markenabteilung)
에 소속
※ 상표법은 심사관의 정의에 법률구성원과 기술구성원을 구분하지 않아 기술구성원이 상표국 또는
상표과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함(Ingerl/Rohnke, Markengesetz 3. Auflage 2010, § 56 Rn.4)

○ 상표국은 상표등록과정에서 심사, 상표등록, 등록상표의 수정 및 삭제 등 출원상표의 심사와
등록절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예외적으로 심사관의 직무는 특허청장의 위임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보조구성원
(Hilfsmitgliedern, 특허법 제26조 제3항)에게 위임될 수 있고, 채용시 학사학위 및 일정
수습기간을 요하는 다른 상급서비스직 공무원(Beamter des gehobenen Dienstes)또는
교육, 훈력, 능력면에서 이와 동등한 구성원에게 위임될 수 있음(상표법 제56조 제2항)
※ 예외적으로 법적쟁점이 없는 사건에 한해 중급서비스직 공무원이나 이와 동등한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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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디자인 심사관도 동일)
○ (법률구성원) 독일판사법에 따른 판사직의 자격을 지닌 자임(법학부 졸업 및 1차, 2차 주시
험 합격 및 수습을 마친자)
○ (기술구성원) 원칙적으로 종합대학, 기술 또는 농업대학 또는 광업대학의 기술 또는 자연과
학 학과에서 국가시험 또는 대학의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그 후 최소한 5년 이상 자연과학
또는 기술 분야의 직업에 종사한 바 있으며, 필요한 법적 지식을 소지한 자만이 채용됨(특허
법 제26조 3항)
○ 그 밖에 컴퓨터 사용능력,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이 요구 됨. 기본적으로 독일 공무원 자격사
항을 충족해야 함

□ 심사관 수습 교육(디자인 심사관도 동일)
○ (법률구성원) 상표법, 디자인법에 관한 지침, 관련 사안에 대한 판례, 법적 규범의 적용
○ (기술구성원) 3년 과정이며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됨
※ 청구범위 표현 검토, 특허 보호가 필요한 기술적 조건의 결정, 신규성, 독창성 및 상업적 사용과
관련한 특허요건의 평가, 결정 초안 작성, 거부 결정의 정당화, 내부전산망 이용, 특히 특허법 분야
의 공식 법률 교육

나. 디자인 심사관
□ 지위 및 직무일반
○ 디자인심사관은 디자인국(Markenstelle)또는 디자인과(Markenabteilung)에 소속되며 일
반적으로 법률구성원(Die rechtskundigen Mitglieder)으로 구성됨(DPMA규정 제6조, 디
자인법 제23조 1항)
※ 예외적으로 디자인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기술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기술 담당 기술구성원
을 참여시킬 수 있음(Eichmann, v. Falckenstein, Kühne Designgesetz Designgesetz 5.
Auflage 2015, § 23, Rn.4)

○ 디자인국 소속 심사관은 등록디자인 무효결정을 제외한 출원과정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디
자인과 소속 심사관은 무효결정 등 디자인국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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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지식재산청(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심사관의 지위 및 주요업무
○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은 상표법, 상표규칙 및 디자인법, 디자인법 규칙에 따라 출원상표
또는 출원디자인을 심사하여 등록여부 등을 판단함
○ 심사관은 영국 지식재산청의 편제에 따라 상표 및 디자인부(Trade Marks and Design
Division)에 소속됨
※ 해당부서는 산하에 상표와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부서 외에 분쟁해결기구를(Tribunal and
Mediation) 함께 두고 있음

○ 상표 심사관의 보수는 2017년 급여지급 기준 B1(24,656파운드)에서 B2(27,001파운드) 수
준으로 지급됨. 상표심판관은 경력에 따라 최소 B3(28,705파운드)에서 최대 C2(64,838파
운드) 수준으로 지급되며, 심판장(C2)에게는 추가로 1500파운드가 지급됨1)
○ 심사관 부임 후 2~4년 후에 승진의 기회가 있으며, 선임 심사관 진급 후 5~9년 후 승진이
됨. 부국장 이하의 승진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 비경쟁으로 승진이 결정되나, 그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경쟁에 의해 승진함

□ 자격요건
○ 심사관의 채용과 자격요건은 Civil Service Jobs를 통해 공지됨
○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 국민, 영연방 시민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국민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과학, 수학, 공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최소 2 : 2 우등 학위(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되는 영국 학업성취도 중 제3등급에 해당) 또는 수년 이상의 관련 산업 업무 경험이 요
구되며, 지원분야와 직무에 따라 대학원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기도 함
○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 또
는 독일어 등의 지식이 요구되기도 함
○ 최근(2018년 3월 14일) 공지된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모집에서는 아래의 직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함

1) FOI Release, Salaries of trade mark examiners and hearing officers, 15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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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원상표 및 출원디자인을 상표법 및 상표법 규칙(the Trade Marks Act 1994 and
the Trade Marks Rules 2008) 또는 디자인법 디자인법 규칙( the Designs Act 1949
and the Designs Rules 2006)에 따라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
② 출원주장 및 출원에 부속한 증거들의 분석
③ 출원 및 등록절차에서 민원인과의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
④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원만히 조율하는 능력
⑤ 관련 지식의 습득 및 계속적인 자기개발
⑥ 관련법, 판례 및 관습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
⑦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행위
○ 다만 2019년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몇몇 자격요건들이 변경될 여지가 있음

□ 심사관 수습교육
○ 심사관 선발자는 본격적인 실무에 앞서 8주간의 수습교육을 이수해야 함
- 수습교육은 강의, 세미나, 워크샵 및 교과과정으로 구성되며 그 외 기초적인 출원 심사
실무를 위한 지식재산법 강의가 개설됨
○ 8주간의 수습교육 이후에 신규 심사관으로 임명되며, 지속적인 교육을 받음
- 교육은 자신이 담당하는 실제 사건들에 대해 선임 심사관들이 1:1로 지도하는 방식에 따
라 진행됨
- 2년차까지 6개월마다 새로운 선임 심사관으로부터 지도 받음
○ 이 외에도 심사관 경력에 따라 지식재산권 학위과정, 어학 및 최신 기술교육 등 다양한 후속
교육과정을 제공함
※ 가령 사우스 웨일스 대학(University of South Wales)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에
상당수 3년차 또는 4년차 심사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선임 심사관 승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고 있음2)

2) Sarah Whitehead, Enhancing Patent Examiner Capacity at the UK IPO, Intellctual Property Office,
WIPO Presentation,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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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특허청(JPO, Japan Patent Office)
가. 상표 심사관(국가 공무원 채용 일반직 시험(대졸 정도))
□ 채용 자격
○ 연령 : 1988년 4월 2일~1997년 4월 1일에 태어난 자(2018년 기준, 21세~30세)
○ 시험 내용(일반직 시험, 행정)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종목

시험내용

시험시간

기초능력시험
(다지선택식)

∙ 40문항
∙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지능 및 지식)에 대한 필기시험
- 지능분야(27문항) : 문장이해, 판단추리, 수적추리, 자료해석
- 지식분야(13문항) : 자연･인문･사회(시사 포함)

2시간
20분

전문시험
(다지선택식)

∙ 각 시험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전문 지식 등에 대한 필기시험(행정)
∙ 80문항 출제･40문항 해답(다음의 16과목(각 5문항)에서 8과목을 선택
해, 총 40 문항에 대한 해답)
- 정치학, 행정학, 헌법, 행정법, 민법(총칙 및 물권), 민법(채권, 친족
및 상속),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재정학･경제사정, 경영학, 국제관
계,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영어(기초), 영어(일반)

2시간

일반논문시험
(다지선택식)

∙ 1문항
- 문장 표현력, 문제 이해력 등에 관한 소논문 필기시험

1시간

인물시험

∙ 성품, 대인적 능력 등에 관한 개별면접
(참고로서 성격시험 실시)

-

□ 채용 후 승진
○ 채용 후 약 3개원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임용됨. 그 후 심사관이 되기 위한 연수 기간(일반적
으로 입청에서 4년) 경력을 거친 후 심사관으로 승진
○ 심사관 승진 후 근무 성적 등에 따라 심사의 상급심으로 심판 부문을 경험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함
○ 심사관은 심사･심판 업무 뿐만 아니라 상표 행정에 관한 기획업무, 법률 개정업무, 국제 업
무 등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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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1)

1(0)

6(4)

7(3)

8(3)

8(3)

12(6)

※ ( ) 안은 여성 채용의 수

나. 의장 심사관 요건(국가 공무원 채용 종합직 시험(대졸 정도), 특허청 의장심사심사직원
채용시험(의장학))
□ 채용 자격
○ 연령 : 1988년 4월 2일~1997년 4월 1일에 태어난 자(2018년 기준, 21세~30세)
○ 시험 내용(종합직 시험, 의장학)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시험종목

내용･출제분야･출제수

시험시간

전문시험
(다지선택식)

∙ 전문적 지식, 기술 등의 능력에 관한 필기시험
∙ 디자인개론, 공예개론, 미학･미술사, 재료학, 색채학, 투영기하학(図学),
입체파악(도형)에서 40문항

3시간

기초능력시험
(다지선택식)

∙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지능 및 지식)에 관한 필기시험
- 지능분야 : 27문항(문장이해-11문항, 판단･수적추리(자료해석 포
함)-16문항)
- 지식분야 :13문항(자연･인문･사회(시사 포함)

3시간

전문시험
(기술식)

∙ 전문적 지식, 기술 등의 능력에 관한 필기시험
∙ 디자인개론, 공예개론, 미학･미술사, 재료학, 색채학, 입체파악(도형)에서
7문항

3시간
30분

정책논문시험

∙ 정책의 기획입안에 필요한 능력외 종합적인 판단력 및 사고력에 관한 필기시
험(영문 자료 포함) 1문항

2시간

인물시험
영어 시험

∙ 업무 적성(전문성(전문적 지식) 및 적응력)에 관한 개별면접
∙ 성품, 대인적 능력 등에 관한 개별면접
∙ 외부 영어시험의 점수 등의 총득점에 따른 점수를 가산(가산점 6점, 10점)*

25분정도
-

* 6점 가산(TOEFL iBT 65점 이상 80점 미만, TOEIC(공개 테스트에 한함) 600점 이상 730점 미만, IELTS 5.5점 이상
6.5점 미만)
10점 가산(TOEFL iBT 80점 이상, TOEIC(공개 테스트에 한함) 730점 이상, IELTS 6.5점 이상, 실용영어지능검정 1급
또는 준1급)

94

붙 임

□ 현역 의장 심사관의 전공
○ 디자인, 예술･미술, 건축, 기계공학, 교육학, 생활과학, 환경정보학, 문헌정보학 등 다양함

□ 채용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2(3)

2(0)

2(2)

※ ( ) 안은 여성 채용의 수

다. 의장조사원(비상근 직원)
1) 심사자료조사원(의장)

□ 근무 조건
○ 근무일 등 : 주 2일, 1일 7시간 45분 근무
○ 일급 : 11,800엔
○ 근무지 : 특허청 롯본기 청사

□ 응모 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① 대학, 단기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의 디자인 학과, 미술학과 또는 건축학과 등을 전공으로
졸업한 자
② 대학, 단기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미술 또는 건축학 등에 관한 실무경
험 등이 있는 자
○ 변리사 업무 및 변리사 사무소에서의 보조 업무 및 기업, 단체 등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명세서 작성, 상담 등)에 관한 직을 겸해서는 안됨

95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 시험 내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험

시험종목

시험내용

1차
시험

필기시험

∙ 의장제도의 기초지식, 디자인 전문지식, 논리적 고찰능력 및 입체파악능력(의장도
면의 독해력)에 관한 필기시험

2차
시험

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함)

∙ 업무적성 및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시험

2) 의장심사조사원(심사기준 자료 정비담당)

□ 근무 조건
○ 근무일 등 : 주 4일, 1일 7시간 45분 근무
○ 일급 : 19,200엔
○ 근무지 : 특허청 롯본기 청사

□ 응모 자격
○ 아래 요건 중 모두를 충족해야 함
① 의장제도 및 의장심사기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
② 대학, 기업 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연구 또는 심사경험이 있는 자
③ 기본적인 PC 조작능력이 있어, 통계정보의 데이터 가공, 그래프 작성 등이 가능한 자
④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고, 다른 직원과 협조하고 진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변리사 업무 및 변리사 사무소에서의 보조 업무 및 기업, 단체 등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명세서 작성, 상담 등)에 관한 직을 겸해서는 안됨

□ 시험 내용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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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심사조사원(영문심사 보조담당)

□ 근무 조건
○ 근무일 등 : 주 4일, 1일 7시간 45분 근무
○ 일급 : 19,200엔
○ 근무지 : 특허청 롯본기 청사

□ 응모 자격
○ 아래 요건 중 모두를 충족해야 함
① 지적재산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분야에 대해 일본어를 영어로 및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
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실용영어지능검정 1급 합격, 또는 TOIEC 840점 이상
○ 변리사 업무 및 변리사 사무소에서의 보조 업무 및 기업, 단체 등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명세서 작성, 상담 등)에 관한 직을 겸해서는 안됨

□ 시험 내용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6.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가. 상표 심사보조원
□ 상표심사협력센터
※ 商标审查协作中心 http://www.tdtm.com.cn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산하 기관으로 중국 내 상표 출원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심
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출원인에게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에
광저우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최초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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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상하이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였고, 충칭시에 전국 3번째 상표심사협력센
터의 설립을 추진(2017년 12월)
○ 상표심사협력센터에서는 공상총국 상표국의 위탁을 받아 상표출원 접수 및 심사, 상표 관련
상담, 법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로 심사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음

□ 자격요건(일반)
○ 중국의 정치적 사상을 존중할 것,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과 도덕적 소양을 가출 것, 법
을 수호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작문능력을 갖출 것
○ 신체 건강한 자
○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자
○ 학부 졸업생, 법학 전공자 우대
○ 심사보조원 본인 및 직계가족이 상표 대리업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참고] 각 상표심사협력센터마다 채용요건 상이

(예시) 상해 상표심사협력센터 상표조사보조인원 채용공고(2018.3.)
ㅇ 기본조건
- 중국 국적의, 중국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자
-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자
- 중국공민의 정치적 품위, 사회공덕과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자
- 신체건장한 자
- 이전에 공직에서 해임되지 않은 자
- 겸직하지 않고, 업무를 회피하는 관련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자
-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ㅇ 자격조건
- 만 35세 이하, 조건이 우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완화함
- 학사학위 이상, 전공 불문(불어, 영어, 법률, 중국어, 컴퓨터, 경영학 전공 선호)
- 상표 심사 유관 업무경험 우대
ㅇ 선발절차
- 온라인 지원(서류전형 5배수 선발)
- 필기시험(행정업무능력, 정치이론, 윤리, 민법, 상표법 및 상표법실시조례 등)
- 면접
-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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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 온라인지원
○ 서류심사
○ 필기시험(기본정치이론, 상표 법률지식 및 작문)
○ 면접
○ 직업훈련

나. 디자인 심사보조원
□ 특허심사협력센터
※ 专利审查协作河南中心 http://pecc.zhiye.com/

○ 특허심사협력센터는 CNIPA의 직속기관으로 현재 베이징시(北京), 톈진(天津), 장쑤(江苏),
허난(河南), 광동(广东), 쓰촨(四川), 후베이(湖北)의 7개 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며, CNIPA의
위탁을 받아 특허출원의 실질심사,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또한 기업에 특허 출원 및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법률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디자인 심사보조원은 베이징 센터에서만 모집

□ 자격요건(일반)
○ 산업디자인, 기계 및 기타 전공 학위자
○ 경력직 선호

□ 채용절차
○ 온라인 지원
○ 서류평가
○ 필기시험
○ 면접
○ 채용결과 이의제기 및 재시험
○ 합격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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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조사원 교육 프로그램

1. 2018년
□ 지식재산정보 조사분석 양성과정(예비선행기술조사원)
시간
일자

1일차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10 10:00

10:10 11:00

11:10 12:00

13:10 14:00

14:10 15:00

15:10 16:00

16:10 17:00

17:10 18:00

-

자격시험
등록 및
설명
입교식
-한국지식
-지식재산
재산서비스
교육과협회-

NCS 교과목
지식재산 자료정리
분류의 이해
(IPC,CPC)
-강의실-

NCS 교과목
지식재산 권리화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강의실-

2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법
-강의실-

3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법
-강의실-

4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권리화
심사기준 (신규성,진보성,선원,확대된 선원 등)
-강의실-

5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권리화
심사기준 (기재불비)
-강의실-

6일차

PCT국제조사 매뉴얼
-강의실-

7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자료정리
(분야별)특허분류 부여 실습
-전산실-

8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정보검색
(분야별)검색 및 서면형 조사보고서 작성 실습
-전산실-

9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정보검색
(분야별)검색 및 서면형 조사보고서 작성 실습
-전산실-

1주차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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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10 10:00

10:10 11:00

11:10 12:00

13:10 14:00

14:10 15:00

15:10 16:00

16:10 17:00

17:10 18:00

시간
일자
10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정보검색
(분야별)검색 및 서면형 조사보고서 작성 실습
-전산실-

11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정보검색
(분야별)협력형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토론
-전산실-

12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정보검색
(분야별)협력형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토론
-전산실-

13일차

NCS 교과목 지식재산 정보검색
(분야별)협력형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토론
-전산실-

14일차

(분야별)PCT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작성 실습
-전산실-

3주차

(분야별)PCT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작성 실습
-전산실-

15일차

설문 및 수료

1.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훈련과정(환급과정), 그 외 비NCS 과목임
2.점심시간 : 12:00 ~ 13:10
3.교육일정 및 내용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선행기술조사원 과정 (23시간)
시간
일자
1일차
이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10
- 10:00

10:10
- 11:00

11:10
- 12:00

13:10
- 14:00

14:10
- 15:00

15:10
- 16:00

16:10
- 17:00

17:10
- 18:00

-

등록 및
오리엔
테이션(1h)

심사협력형
표준운영절차(2h)
-강의실-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4h)
-강의실-

2일차
실습

심사관 검색시스템
기능소개(3h)
-(공통) 전산실-

3일차
실습

(분야별) 검색 노하우 및 조사보고서 우수/미활용 사례 평가기준(7h)
-(기계,화학,전기전자) 전산실-

(분야별) 검색 노하우 및 조사보고서 우수/미활용 사례 평가기준(5h)
-(기계,화학,전기전자) 전산실설문 및
수료(1h)

※ 점심시간 : 12:00 ~ 13:10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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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선행기술조사원 과정 (39시간)
시간
일자
1일차
이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10
- 10:00

10:10
- 11:00

11:10
- 12:00

13:10
- 14:00

14:10
- 15:00

15:10
- 16:00

16:10
- 17:00

17:10
- 18:00

-

등록 및
오리엔
테이션(1h)

(심사기준) 신규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6h)
-강의실-

2일차
이론

(심사기준) 진보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8h)
-강의실-

3일차
실습

(분야별) 심사협력형 견해서 작성 실습(8h)
-전산실-

4일차
실습

(분야별) 심사협력형 견해서 작성 실습(8h)
-전산실-

5일차
실습

(분야별) 심사협력형 견해서 작성 실습(7h)
-전산실-

설문 및
수료(1h)

※ 점심시간 : 12:00 ~ 13:10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과정 (39시간)
시간
일자
1일차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10
- 10:00

10:10
- 11:00

11:10
- 12:00

13:10
- 14:00

14:10
- 15:00

15:10
- 16:00

16:10
- 17:00

17:10
- 18:00

-

등록 및
오리엔
테이션(1h)

특허법(6h)
- 미정 -

2일차

특허법(8h)
- 미정 -

3일차

특허법(8h)
- 미정 -

4일차

(심사기준) 기재불비(8h)
- 미정 -

5일차

(심사기준) 기재불비(3h)
- 미정 -

※ 점심시간 : 12:00 ~ 13:10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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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 -

설문 및
수료(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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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교육과정 (14시간)
(교육명_상표(디자인)조사원 직무역량 강화과정)

시간
분야
일자
1일차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09:10
- 10:00

10:10
- 11:00

11:10
- 12:00

13:10
- 14:00

14:10
- 15:00

15:10
- 16:00

16:10
- 17:00

등록 및
오리엔
테이션(1h)

상표심사기준(2h)
(상표심사정책과
백인현 사무관)

심사실무 사례(2h)
상표
2일차

심사실무 사례(2h)

마드리드 제도 이해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실체심사
개요 및 심사사례
국제상표 심사시스템 활용법
(국제상표출원심사팀
김완곤 심사관)

1일차

상표･디자인 정책동향(2h)
(상표디자인심사국
이재우 국장)

등록 및
오리엔
테이션(1h)

심사실무 사례(2h)
part.1
(복합디자인심사팀
진선태 심사관)

디자인
2일차

(국제상표출원심사팀
김준태 심사관)

우수심사사례(3h)
(디자인심사정책과
김상윤 사무관)

심사실무 사례(2h)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
상품심사 및 적법심사

설문 및
수료식
(1h)

(국제상표출원심사팀
김남용 심사관)

상표･디자인
정책동향(2h)
(상표디자인심사국
이재우 국장)
최근심사
정책동향
(1h)
(디자인심사
정책과
김종균사무관)

심사평가 사례(2h)
(심사품질담당관
류질환 사무관)

심사실무 사례(2h)
part.2
(디자인심사과
조종호 서기관)

최근 심판례 소개(2h)
(심판11부
전승철 심판관)

설문 및
수료식
(1h)

※ 점심시간 : 12:00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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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과정명

교육기간

주요내용

1. 30. ~ 2. 3.

-

특허 및 심사절차의 이해
특허 공보 및 분류의 이해
특허법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심사기준

제5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향상과정(2주차)

2. 6. ~ 2. 10.

-

심사기준
PCT 총론
PCT 국제조사 매뉴얼
PCT 영문견해서 작성요령
선행기술 검색실습

제5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향상과정(3주차)

2. 13. ~ 2. 17.

- 협력형 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토론
- PCT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작성 실습

제5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향상과정(1주차)

비고

이론

이론
실습
(공통)

실습
(분야별)

4. 6. ~ 4. 7.

-

상표심사기준
상표심사시스템
심사평가 사례
심사실무 사례
최근 심판례 사례

디자인 조사원 직무역량 강화과정
(14시간)

4. 6. ~ 4. 7.

-

심사실무 사례
심사평가 사례
최근의 심사 정책 동향
우수심사 사례
최근 심판례 소개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1주차)

6. 26. ~ 6. 30.

- 지식재산 권리화
- 지식재산 유효자료

이론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2주차)

7. 3. ~ 7. 7.

- 지식재산 유효자료
- 지식재산 요구분석

이론

이론
실습

실습

상표 조사원 직무역량 강화과정
(14시간)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3주차)

7. 10. ~ 7. 14.

- 지식재산 유효자료(분야별)
- 지식재산 요구분석
- 지식재산 정보검색(공통)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4주차)

7. 17. ~ 7. 21.

- 지식재산 정보검색(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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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교육기간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5주차)

7. 24. ~ 7. 28.

- 지식재산 정보검색(분야별)

실습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6주차)

7. 31.

- 지식재산 정보검색(분야별)

실습

상표 조사원 직무역량
강화과정(7시간)

9. 8.

-

디자인 조사원 직무역량
강화과정(7시간)

9. 8.

- 최근 디자인 보호법 개정내용
- 심사실무 사례
- 최근 심사기준 개정동향

제1기 신규조사원 과정(23시간)

9. 11. ~ 9. 13.

주요내용

-

비고

국제상표 심사절차
상품분류
심판소송절차
심사실무

심사협력형 표준운영절차
심사관 검색시스템 기능소개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검색 노하우 및 조사보고서
우수/미활용 사례(분야별)

제1기 중견조사원 과정(39시간)

9. 18. ~ 9. 22.

- 신규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 진보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 심사협력형 견해서 작성 실습

제1기 심화조사원 과정(39시간)

9. 25. ~ 9. 29.

- 특허법
- 심사기준(기재불비)
- 심사평가기준 및 사례

이론
실습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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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일본 조사원의 교육 현황(특허, 디자인)

1.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의 역할
○ INPIT은 ‘지적 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조’, ‘보호’와 ‘활용’의 각 단계에서 구성된
‘지적 창조 사이클’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 보고, 각 단계별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 INPIT는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 연수 사업

1) 조사업무 실시 연수회(법정교육) 개요
○ 일본 특허청의 검색 외주 업무를 하청 등록 조사 기관의 조사 업무 실시에 대해서는 2004년
의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INPIT가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다.
○ 조사 업무 실시 연수회는 당해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습득 지
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특허법･심사기준 등 특허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분류･F-term･검색 로직을 세우는 방법 데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등 검색 업무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 또한 등록조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검색 단말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검색 단말기를 사용
하여 검색 실습 지도원의 지도 아래, 검색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보다 실천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
○ 또한 이 연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식의 습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필기시험 검색 보고
서 작성 능력 등을 묻는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가) 조사업무 실시자 스킬업 연수
○ 조사 업무 실시를 대상으로 진보성의 논리적 연결을 감안한 심사관의 검색의 진행 방식이나
잘못된 검색 보고서를 검토･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조사 업무 실시자가 ‘조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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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 이 연수는 매년 1 회 밖에 개최되지 않는다.

나) 검색 실무자를 위한 연수
○ 검색 실무자를 위한 연수에는 ⓵ 검색 엑스퍼트 연수[특허], ⓶ 검색 엑스퍼트 연수[디자인],
⓷ 검색조사실재연수, ⓸ 고급 검색 단말기 조작운영 스쿨 강습회가 있다.
○ 검색 엑스퍼트 연수[특허]는 특허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행 기술
조사 능력을 더욱 향상하여 출원 및 심사 청구의 적정화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
으로 하는 연수이다.

2. 조사업무자
□ 조사의무실시자 육성 연수3)

1) 목적
○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실시자로서 필요한 기초적 능력 습득을 지원(특히 특허청이 발주하
는 대화형 검색 외주에 고품질의 검색보고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수강자격
○ 수강신청 시 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교교육법(쇼와 22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대학(단기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旧대학령
(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산 4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자
나. 학교교육법에 따른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또는 旧전문학교령(메이지 36년 칙령
제61호)에 따른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통산 6년 이상 종
사한 경험을 가진 자
다. 상기 (1) 및 (2)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

3) http://www.inpit.go.jp/jinzai/kensyu/searcher/about_searcher.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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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적으로 연수를 수강할 수 있는 자
○ 특허심사 신속화를 위한 신규등록조사기관의 설립지원 및 기존등록조사기관의 신규채용직
원의 착실한 육성을 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연수의 수강자로서 이하의 사람을 우선시 함
가. 등록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나. 등록조사기관으로서 신청예정 기관에 소속된 자
다. 등록조사기관에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자
주: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수강신청은 연수가 실시되는 구분의 정원에 공석이 있
는 경우 접수함

4) 연수 개요
(1) 구분4) 1~39
가. 특허법 등에 관한 강의
나. 필기시험 1
다. 검색에 관한 강의와 실습
라. 필기시험 2(구분30 필기시험)
마. 그룹 디스커션
바. 선행기술조사 실천연습
사. 대화형 심사에 관한 강의와 연습
아. 면접평가 1
자. 검색보고서 작성
차. 면접평가 2

4) 구분1: 선행기술조사(계측), 구분2: 선행기술조사(응용물리), 구분3: 선행기술조사(분석진단), 구분4: 선행기술조사
(응용광학), 구분5: 선행기술조사(광 디바이스), 구분6: 선행기술조사(사무기기), 구분7: 선행기술조사(자연자원), 구
분8: 선행기술조사(어뮤즈먼트), 구분9: 선행기술조사(주거환경), 구분10: 선행기술조사(자동제어), 구분11: 선행기
술조사(동력기계), 구분12: 선행기술조사(운수), 구분13: 선행기술조사(일반기계), 구분14: 선행기술조사(생산기계),
구분15: 선행기술조사(반송), 구분16: 선행기술조사(섬유포장기계), 구분17: 선행기술조사(생활기기), 구분18: 선행
기술조사(열기기), 구분19: 선행기술조사(의료기기), 구분20: 선행기술조사(무기화학), 구분21: 선행기술조사(금속･
금속가공), 구분22: 선행기술조사(전기화학), 구분23: 선행기술조사(반도체기기), 구분24: 선행기술조사(생명공학･
의료), 구분25: 선행기술조사(유기화학), 구분26: 선행기술조사(환경화학), 구분27: 선행기술조사(플라스틱 공학), 구
분28: 선행기술조사(고분자), 구분29: 선행기술조사(섬유･적층체), 구분30: 선행기술조사(유기화합물), 구분31: 선
행기술조사(전자상거래), 구분32: 선행기술조사(인터페이스), 구분33: 선행기술조사(정보처리), 구분34: 선행기술조
사(전송시스템), 구분35: 선행기술조사(전력시스템), 구분36: 선행기술조사(디지털 송신), 구분37: 선행기술조사(영
상시스템), 구분38: 선행기술조사(화상처리), 구분39: 선행기술조사(전기기기), 구분40: 분류 및 요약서 기재의 적합
성에 대한 조사

108

붙 임

○ 또한, 연수의 종료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필기시험 및 면접평가의 결과를 총합적으
로 평가하여 ｢연수수료｣ 또는 ｢연수 미수료｣를 결정하고, 신청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통보함

(2) 구분1~39 중 하나의 구분과 구분40
가. 특허법 등에 관한 강의
나. 필기시험 1
다. 검색에 관한 강의와 실습
라. 필기시험 2
마. 그룹 디스커션
바. 선행기술조사 실천연습
사. 대화형 심사에 관한 강의와 연습
아. 면접평가 1
자. 검색보고서 작성
차. 면접평가 2
○ 또한, 연수의 종료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필기시험 및 면접평가의 결과를 총합적으
로 평가하여 ｢연수수료｣ 또는 ｢연수 미수료｣를 결정하고, 신청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통보함

□ 조사업무실시자 스킬업 연수5)

1) 연수목적
○ 진보성의 논리구축(論理付け)에 근거한 검색의 진행방법이나 부적절한 검색보고서를 교열･
지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조사업무지도자에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모집대상자
○ 등록조사기관에 소속된 조사업무실시자로서, 등록조사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5) http://www.inpit.go.jp/jinzai/kensyu/searcher_skill_up/30skillup.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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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정원
○ 30명 정도

4) 연수기간
○ 2018년 6월 19일 ~ 6월 20일(2일)

5) 연수개요
(1) 조사업무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강의)
(2) 진보성 케이스 스터디, 선행기술조사의 진행방법(좌학/연습)
(3) 검색 지도학습(사례연습)

3. 검색전문가
□ 검색전문가(특허) 연수6)

1) 개요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서는 선행기술조사능력을 한층 향상함으로써 출원 및 심사청구의
적정화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선행기술조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등
에 의해 특허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검색 전문가 연수(특허)를 이
하와 같이 실시함

2) 연수내용
○ 선행기술조사에 관한 강의와 심사관용 검색단말(일부기능제한 있음)을 이용한 검색실습 등
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이다. 상세한 연수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6) http://www.inpit.go.jp/jinzai/kensyu/expert/jyou/30kensyu.patent2.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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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
연수과목

시간

내용

비고

검색 인덱스

3

국제특허분류(1PC), F1 및 F-term에 대표되는 검색 인
덱스에 대해, 선행기술조사의 정도향상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해설

교재: ｢국제특허분류, F1,
F-term의 개요와 이를
이용한 선행기술조사｣

조사실무1

6

발명의 인정, 인용례의 인정, 대비･판단 등의 방법을 심사
기준에 준거하여 해설함과 함께,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고려하면서 선행기술조사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심
사관이 가지는 노하우를 조합하여 해설

교재: ｢선행기술문헌
조사실무[제4판]｣

인용례선택
연습
※분야별로 실시

4.5

선행기술조사대상으로 가정된 특허출원에 대해,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문헌을 복수의 인용례 후보
문헌 중 선택하는 연습

반별 토론형식

검색단말조작실습
※분야별로 실시

3

본 연수에서 이용하는 검색단말을 실제로 조작하면서, 그
조작방법에 대해 강사와의 대화형식으로 설명

조사실습

6

주어진 과제에 대해 연수생 스스로가 선행기술조사를 행
하고, 강의 및 연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상시
지도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천

4.5

조사결과토론(연습)에서는 선행기술조사의 결과에 대해,
연수생끼리 검토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
조사실무2(follow-up)에서는,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기
초로 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 보충 설명

조사결과
토론(연습)
/조사실무2
(follow-up)

반별 토론형식

<커리큘럼>
날짜

시간
개시 종료
10:40 ~ 10:50

연수과목

시간

강사

오리엔테이션

-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검색 인덱스

３

동북대학병원
임상연구추진센터
특임강사/변리사 宮田和彦

조사실무1

3

규슈대학 학술연구･산학관제휴본부
교수 間中耕治

연수회장

11:00 ~ 11:50
13:00 ~ 13:50
12/4
(화)

14:00 ~ 14:50
15:10 ~ 16:00
16:10 ~ 17:00

虎ノ門
三井빌딩
7층
VDT교실

17:1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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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개시 종료

연수과목

시간

조사실무1

3

강사

10:00 ~ 10:50
11:00 ~ 11:50
13:00 ~ 13:50
12/5
(수)

14:10 ~ 15:00

인용례선택연습
※분야별로 실시

4.5

<기계분야>
岡野특허상표사무소
변리사 岡野 卓也
<화학분야>
清栄특허사무소
변리사 松井 佳章
<정보통신분야>
南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南 義明

3

심사관용 검색단말
인스트럭터

15:10 ~ 16:00
16:10 ~ 17:30

강사 해설

17:40 ~ 18:30
10:00 ~ 11:50
13:00 ~ 13:50
12/6
(목)

검색단말조작실습
※분야별로 실시

14:10 ~ 15:00
15:10 ~ 16:00
16:10 ~ 17:00

조사실습

4

조사실습

2

17:10 ~ 18:00
10:00 ~ 10:50

<기계분야>
日比谷특허상표사무소
변리사 日比谷 洋平
<화학분야>
葛和국제특허사무소
변리사 木村 伸也
<정보통신분야>
中村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工藤 嘉晃
(보조)
심사관용 검색단말 인스트럭터

11:00 ~ 11:50
13:00 ~ 13:50
12/7
(금)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조사결과검토(연습)
/조사실무2
(follow-up)

4.5

상동

폐강식

-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17:00 ~ 17:30
17:30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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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기간
○ 2018년 12월 4일(화) ~ 7일(금)(4일간)
[기계, 화학(고분자), 정보통신 공통]

4) 연수강사
○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 OB

5) 모집대상자
(1) 기업에서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기업 등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체의 종업원
주: 실무경험의 레벨에 대해서는 ｢검색전문가 연수 자주하는 질문(FAQ)집｣ 참조

6) 모집정원
○ 기계, 화학(고분자), 정보통신 각 15명 정도
(각 분야 정원에 달하는 대로 해당 분야의 모집을 마감)

□ 검색전문가(디자인) 연수7)
1) 개요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서는 디자인권 조사나 선행 디자인 조사능력을 한층 향상함으로써
제조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의한 유효한 보호, 권리화 후 권리범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
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의장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
으로 헤이세이 29년도 검색 전문가 연수(디자인)을 이하와 같이 실시.

2) 연수내용
○ 특허청의

디자인심사에

근거한

선행디자인조사에

관한

강의로서,

특허정보플랫팻

(J-PlatPat)을 이용한 검색실습 등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임. 또한 상세한 연수내용은 아래
를 참조.
7) http://www.inpit.go.jp/jinzai/kensyu/expert/design/29kenshu.design.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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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
연수과목

시간

내용

비고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개론

3

디자인권 조사나 선행 디자인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디자인
보호법(의장법) 및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요에 대해 해설

디자인의
유사･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해

3

디자인의 유사여부･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해, 심･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

선행 디자인
조사실무의 기본

2

선행 디자인 조사에 이용되는 검색 키 활용방법에 대해,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의 노하우를 조합하여 해설

디자인의 유사판단과
선행 디자인 조사

3

선행 디자인 조사에 근거하여 유사여부 판단의 방법을 해설함과 함께
사례를 기초로 하여 선행 디자인 조사 및 유사여부 판단을 시행

J-PlatPat을 이용한
선행 디자인 조사
검색연습

2

주어진 과제에 대해 연수생 스스로가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을
이용하여 선행 디자인 조사를 하고,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상시 지도자에 질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천

그룹 디스커션
(검색결과를 이용한
유사여부 판단토론)

2

선행 디자인 조사 검색 연습 결과에 대해, 연수생끼리 토론하고 조사보
고서를 작성

강사 해설

1

그룹 디스커션의 결과에 대해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에 근거하여 해설함

<커리큘럼>
날짜

시간
개시 종료
9:50 ~ 10:00
10:00 ~ 10:50

12/12
(수)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0:00 ~ 10:50
11:00 ~ 11:50

12/13
(목)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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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목

시간

강사

오리엔테이션

-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디자인보호법(의장법)
개론

3

연수회장

みずの永芳특허사무소
변리사 永芳 太郎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해
(사례연구)

3

선행 디자인 조사실무의 기본

2

のぞみ특허사무소
변리사 原田 雅美

｢화상 디자인 공보 검색 지원
도구｣ 설명

1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지재정보부 宗 裕一郎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선행
디자인 조사

3

のぞみ특허사무소
변리사 原田 雅美

虎ノ門
三井빌딩
7층
VDT교실

붙 임

시간

날짜

개시 종료
10:00 ~ 10:50
11:00 ~ 11:50

12/14
(금)

13:00 ~ 13:50

연수과목

시간

선행 디자인 조사 검색 연습

2

14:00 ~ 14:50

그룹 디스커션
(검색결과를 이용한 유사여부
판단토론)

2

15:00 ~ 15:50

강사 해설

1

15:50 ~ 16:00

폐강식

-

강사

연수회장

のぞみ특허사무소
변리사 原田 雅美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3) 연수기간
○ 2018년 3월 7일(수) ~ 9일(금) (3일간)

4) 연수강사
○ 특허청 심사관 OB

5) 모집대상자
(1) 기업에서 선행디자인 조사, 디자인권 조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선행 디자인 조사에 종사하는 자
(3) 기업 등에서 제조 디자인 개발에 종사하는 자
주1: 상기 모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수 참가 가능
주2: 검색경험 1~5년 정도를 대상으로 함

6) 모집정원
○ 20명(단, 정원에 달하는 대로 마감)

115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붙임 8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지정기관 방문 결과보고

1. 윕스
가. 상표 조사분석 업무 일반
□ 사업 목적
○ 출원상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처리하여 심사품질 제고 및 처리기간 안
정화 도모
○ 사업 근거 : 상표법 제51조(상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사업 내용
○ 상표 조사분석 : 선출원･등록 상표 검색 및 등록 가능성 분석
- 전문/일반 공통사항 : 선행상표 검색 및 유사여부 판단, 기초적 법리 판단 의견 제시 및
통지서 초안 작성
- 전문조사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통지서 작성 등 중간서류 처리 지원
업무
○ 수행 기관 : 상표조사 및 분류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상표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수행 방법 : 지정된 상표전문기관과 세사업별로 용역계약 체결

나.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 일반
□ 사업 목적
○ 디자인 심사업무에 수반되는 선행디자인 검색 및 기초적 법리판단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
역 의뢰함으로써, 신속한 디자인 심사를 지원하고 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
○ 사업 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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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 전문/일반 공통사항 : 선행디자인 검색 및 유사여부 판단, 도면의 오류 판단, 기초적 법리
판단 의견 제시 및 통지서 초안 작성
○ 전문조사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통지서 작성 등 중간서류 처리 지원 업무

다. 질의사항
□ 상표 조사분석 업무 이전에 물품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도 조사분석 업무에 포함되
는지 여부
○ 상표조사분석사업과는 별개로 상품분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조사의 경우 등록제도로 전환될 경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업체의
의견은 어떤지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등록제도는 인적요건의 차이, 조사분석 업무수행 기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특허･실용신안에는 전문조사와 일반조사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전문조사와 일반조사 각각의
업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음
○ 전문조사는 전문조사원(퇴직 심사관 및 일반조사업무 경력 5년 이상)에 의한 조사분석업무
로 일반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통지서 작성
등 중간서류 처리 지원 업무도 지원함

□ 지정기관 요건 중 물적요건으로 보안설비(VPN 서버)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설치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VPN 서버만 2-3천 만원, 추가로 보안 솔루션 등 구입비용필요. 별도의 보안서버실 운영 중
○ 상표와 디자인의 보안 수준에 차이 있음. 디자인은 비밀디자인 등의 문제 때문에 보안 수준
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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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정보진흥센터
가. 질의사항
□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와 달리 상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재 인적 요건(전공 분야
제한 없음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선행상표 검색 및 등록 가능성을 분석함에 있어 특별한 전공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보통 상품 분류 업무를 2-3년 수행한 후, 조사분석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현실임. 전공보다
는 업무 경력이 중요함
○ 직접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 시연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선행디자인 검색 및 기초적 판단은
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할 수 있는 영역임. 다만, 인적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할 경우 진입장
벽이 높아질 우려는 존재함

□ 전문조사의 경우 등록제도로 전환될 경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업체의
의견은 어떤지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등록제도는 인적요건의 차이, 조사분석 업무수행 기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따라서 등록제도로
전환할 경우 업무범위를 일반조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의 내부 물량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 특허청에서 물량이 오면, 1:1 심사관 매칭이 된 조사원에게 배분함. 디자인 일반조사의 경우
1인이 1달에 약 100건을 처리하고, 디자인 전문조사의 경우 1인 1달에 약 80건을 처리함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 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1:1 심사관 매칭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전문조사가 등록제도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경우 문제임. 전문조사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등록요건 미비로 旣 등록기관이 물량을 받지 못할 경우 전문조사
업무에 차질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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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전담기관 유사 법령 및 행정규칙 사례

가. 고시 개정안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사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
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시행 2007.1.10] [중소기업청고시 제2007-5호, 2007.1.10, 일부개정]
제3조(전담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 이라 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
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략)
제4장 보 칙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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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행정규칙 사례
<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시행 2016.9.6]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27호, 2016.9.6., 일부개정]
제4장 농촌사회공헌인증 총괄 및 전담기관
제10조(인증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은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인증전담기관(이하 "전담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계획 수립
2. 농촌사회공헌인증 심사평가 및 평가 결과보고
3. 평가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4.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
5. 기타 농촌사회공헌인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 규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총괄기관으로 제9조에서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전담기관을 정의한 사례임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27호, 2018.4.25., 일부개정]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2. 제6조에 따른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 지원
3. 제7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 고시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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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
(특허청)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시행 2018.3.21] [특허청고시 제2018-3호, 2018.3.21, 일부개정]
제7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
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상환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제7조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1항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사례임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시행 2018.4.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24호, 2018.4.5, 일부개정]
제6조(전담기관) ① 주무부장관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및 평가
2. World Class 300 기업의 중간평가 등 사후관리
3.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및 위탁
4.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발굴 및 관리
5.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평가
6. 프로젝트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성과분석 등 성과의 활용
7.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8. 그 밖에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요령은 전담기관을 제6조에서 지정하고 각호에 업무를 정의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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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운영규정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7.5.16] [농촌진흥청훈령 제1123호, 2017.5.16, 일부개정]
제2장 전담기관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전담기관) ① 청장은 실용화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실용화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
5. 실용화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대응을 위한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등록
6. 실용화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7. 실용화지원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실용화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금 회수･관리
9.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10. 실용화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에 관한 사항
11. 실용화지원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실용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사항
본 규정은 제2조 정의에서 전담기관을 정의하고, 제4조에 관리지침을 정의하여 전담기관이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 전담기관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명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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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시행 2018.4.5]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24호, 2018.4.5, 일부개정]
제7조(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 ①주무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평
가, 중간평가 등의 업무(이하 ‘전담기관 업무’라 한다)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기술, 특허, 무역, 투자, 경영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기관의 추천 또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 평가단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모집 및 등록하여 전담기
관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5.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의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 업무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
2.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요령은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평가단 위원의 인력기준을 제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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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시행 2016.2.5.] [국토교통부훈령 제664호, 2016.2.5., 일부개정]
제139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게
일부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방위사업법 제3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수탁업무처리 및 보고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을 얻어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전문기관으로 민군협력진흥원을 지정하고, 전담인력배치에 대한 내용까지 규정한 사례임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1.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5호, 2016.11.10, 일부개정]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
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본 규정은 제6조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2항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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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1

전담기관 일반현황 조사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설립일

2002년 1월 20일

설립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설립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

주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tipa.or.kr

주요 기능 및
역할

∙
∙
∙
∙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조직

인력현황
(2018년
2/4분기)

총원 178명
(상임임원 1명+정규직 133명 + 무기계약직 44명,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시행 2007.1.10] [중소기업청고시 제2007-5호, 2007.1.10., 일부개정]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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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급 및 부합성평가, 지도사업추진, 출연금지급,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청장이 위탁
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화경영체제
지도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보화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평가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연수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나 사내추진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심사원"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화경영체제 평가･지도상담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
업" 이라 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
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부합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연수업무규정, 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중소기업기
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평가위원회 위원,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6

붙 임

2.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설립일

1987년 4월

설립근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설립목적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홈페이지

www.kait.or.kr

주요 기능 및
역할

∙ ICT 정책 지원
- 방송통신 통계조사 및 연구
- 방통위 연차보고서 발간
- ICT창의기업육성지원
∙ IC T진흥･회원협력
- 부정가입방지 서비스 운영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운영
∙ 이용자 보호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및 보호
-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조직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27호, 2018.4.25., 일부개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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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
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를 지정한다.
제5조(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역
무 제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 이용자가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
지(www.msafer.or.kr)에서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 가입제한 서비스 : 이용자가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www.msafer.or.kr)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이용자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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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설립일

2009년 05월 04일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설립목적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 지원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kiat.or.kr

주요 기능 및
역할

∙
∙
∙
∙
∙
∙
∙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업기술 국제협력
지역산업의 육성 및 혁신 지원
중견기업의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 포함)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관리

조직

인력현황
(2018년
2/4분기)

총원 363명
(상임임원 1명+정규직 312명 + 무기계약직 50명)
(특허청)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시행 2018.3.21] [특허청고시 제2018-3호, 2018.3.21., 일부개정]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개발, 권리화, 활용, 이전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거나
실현시키는 사업(이하 "IP인큐베이션사업"이라 한다)
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민간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민간
자금조성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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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기관"이라 함은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그 기반조
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6. "전략과제"라 함은 IP 인큐베이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개발, 권리화, 활용, 이전 등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사업기간"이라 함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 기간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IP인큐베이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9.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0.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 수행기관을 청장
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다년도 사업"이라 함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상환금"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성과물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시(사용, 양도,
대여, 수출 등)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또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국가, 전담기관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 이외에는 관련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상환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8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해당 사업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27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
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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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4. 제2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제28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경우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사업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청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⑧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지정 사업 관련 주요 운영 규정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가) 개요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 중견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2017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기업*으로 육성
<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
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 (양적 규모)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질적 특성)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
･ 지속적 혁신 : 제품･기술･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 거래관계의 독립성 :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 높은 성장성 :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업규모 및 업종
- 2014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1)･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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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
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1)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
업(73209)

◦ 기업특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최근 3년간(’11∼’13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09
∼’1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다) 지원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아래 제시된 기본 패키지 지원 시책 이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도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연계 지원할 예정
< 선정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내용 >
지원분야
기술확보

지원시책(개선)

지원기관

지원형태

① WC300 프로젝트R&D지원

산업기술진흥원

WC전용

② R&D전주기 IP연계지원

지식재산전략원

WC전용

신규

디자인진흥원

우대지원

신규

③ 경영전주기 디자인 연계지원
④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지원
시장확대

⑤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⑥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⑦ 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인력확보

컨설팅 3사

우대지원

신규

Standard Chartered WC전용

신규

우대지원

⑧ 글로벌 무역인턴십 연계지원

무역협회

우대지원

신규

⑨ 온라인 히든챔피언 전용 채용관 구축

잡코리아

WC전용

신규

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수출입은행

우대지원

⑫ 수출강소기업 프로그램

기업은행

우대지원

⑬ KDB 글로벌 스타

산업은행

우대지원

⑭ WC300 금융 등 지원

하나은행

우대지원

⑮ WC300 금융 등 지원

농협은행

우대지원

서울보증기금

우대지원

⑪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⑯ World Class 기업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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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C전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⑩ Trade Champs Club

자금지원

비고

붙 임

지원분야

지원시책(개선)

지원기관

지원형태

기업은행

우대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대가점

⑲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지식재산전략원

우대가점

⑳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지식재산전략원

우대가점

지식재산보호협회

우대가점

⑰ IBK 컨설팅
⑱ 생산현장 종합 지원사업
컨설팅

㉑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㉒ World Class 기업 IP컨설팅

비고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우대가점

(4)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MOU

중견기업사업팀

WC300 선정기업1

사업지원기관
KOTRA 등 19개 기관

WC300 선정기업2

WC300 선정기업3

◦ 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및 항목 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심사

중견기업사업팀

∙ 업종, 기업규모, 기업특성 등 신청자격 심사,
지원 대상 부적격 기업 선별

분야평가

중견기업사업팀

∙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
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등 4개 분야별 평가

현장확인 및 평판검증

중견기업사업팀

∙ 성장전략서 내용 및 분야평가 과정에서 도출
된 현장 확인 필요사항
∙ 신청법인 또는 법인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자연인이 관련된 3년 이내의 비위사건 검증

종합평가

중견기업사업팀

∙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 부합
여부, 성장전략간 정합성, 비전의 달성 가능
성, 기대효과를 평가

선정

중소기업청

∙ 선정기업에게 지정서 수여

* 신청기업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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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성과
(단위 : 억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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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

선정
년도

기업수

’11년

평균수출액

평균고용인원

선정전

’13년
(증가율)

선정전

’13년
(증가율)

선정전

’13년
(증가율)

30

1,813
(’10년)

2,178
(+20.1)

1,204
(’10년)

1,448
(+20.3)

462
(’10년)

519
(+12.3)

’12년

37

2,077
(’11년)

2,476
(+19.2)

1,035
(’11년)

1,515
(+46.3)

455
(’11년)

491
(+7.9)

’13년

33

1,874
(’12년)

2,068
(+10.4)

1,176
(’12년)

1,130
(△3.9)

408
(’12년)

441
(+8.1)

’14년

56

-

1,538
-

-

879
-

-

338
-

붙 임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일

2009년 09월 07일

설립근거

농촌진흥법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설립목적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

주무기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fact.or.kr

주요 기능
및 역할

∙
∙
∙
∙
∙
∙
∙
∙
∙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제품개발 지원 및 사업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벤처 창업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지원 업무
농식품 기술 실용화, 기술금융 등을 위한 기술평가
종자산업 육성 등

조직

인력현황
(2018년
2/4분기)

총원 293명
(상임임원 2명+정규직 192명 + 무기계약직 99명)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7.5.16] [농촌진흥청훈령 제1123호, 2017.5.16., 일부개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양식(養殖),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이하 "실용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농업인 또는 농식품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35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3. "농식품산업체"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체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농촌진흥청장이 실용화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장이 실용화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신설 예시)
6.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실용화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한 농식품산업체 등
사업체를 말한다.
7. "세부사업"이란 실용화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사업과제"란 세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단위과제를 말한다.
9. "기술료"란 실용화지원사업 최종결과물을 소유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조(관리지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용화지원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지침(이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담기관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전담기관) ① 청장은 실용화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실용화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
5. 실용화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대응을 위한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등록
6. 실용화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7. 실용화지원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실용화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금 회수･관리
9.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10. 실용화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에 관한 사항
11. 실용화지원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실용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 마다 실용화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신청자
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
에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용화지원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실용화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실용화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4. 실용화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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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제15조(실용화지원사업의 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실용화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종이문서 또는 전자시스템(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또는 기술사업지원
시스템)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특성에
맞게 달리 할 수 있다.
1. 사업화 기술의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현황
3. 사업의 목표 및 내용
4.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
5. 사업 추진일정
6. 기술개발실적 및 참여연구원
7. 사업비 소요명세서
8. 주관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9. 기타 기대효과 등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실용화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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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군협력진흥원(ICMTC)
설립일

2014년 1월

설립근거

국방과학연구소 조직 중 1개 본부임

설립목적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과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 등의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
기 위한 전담기구 역할

주무기관

국방부

홈페이지

www.icmtc.re.kr

주요 기능
및 역할

∙
∙
∙
∙
∙

민･군 기술개발사업
민･군 기술이전사업
민･군 규격표준화사업
민･군 기술정보교류사업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지원

조직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시행 2016.2.5.] [국토교통부훈령 제664호, 2016.2.5., 일부개정]

근거규정

138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
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
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
물을 말한다.
3. "민간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
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붙 임

4.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
을 체결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
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7조(민군협력진흥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이하 "전담
기구"라 한다)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을 설치･운영한다.
②정부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서 민･군기술정보관리와 기술정보교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전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관
리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9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게 일부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방위사업법 제3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수탁업무처리 및 보고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
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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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에너지공단(KEMCO)
설립일

1980년 07월 04일

설립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설립목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energy.or.kr

주요 기능
및 역할

∙
∙
∙
∙
∙
∙
∙
∙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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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 진단 및 기술지도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에너지수요관리 및 분산전원 활성화 지원
에너지관리 조사･연구･홍보･교육 및 국제협력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 지원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지원

붙 임

인력현황

총원 652명
(상임임원 7명+정규직 551명 + 무기계약직 94명, 2018년 2/4분기)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1.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5호, 2016.11.10, 일부개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10조(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따른 사회보장정보
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
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업무

141

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제12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제4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직원
3. 제7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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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 전담기관 방문 결과보고

□ 사업 목적
○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사업 근거 : 특허법 제58조 제3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5

□ 사업 내용
○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 선행기술조사 신규 등록 전문기관 사전품질평가 등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평가

□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따르면,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감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야 하는데, 고시가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지?
○ 아직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2018년 9월 6일 당시), 현재 제정(개정) 중. 다만, 본 사업이
2018년 하반기에 시작되어야 하므로 특허청 공고 제2018-129호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지정 공고함

□ 특허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하면서, 조사물량 배분 및 품질평가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 이전과 동일함. 다만, 품질평가에 있어 신규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품질평가를 실시함

□ 전담기관의 기획, 운영, 관리, 평가에 대한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지?
○ 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특허청 담당과에서 검토 중이며, 9월 안에 고시될 예정이므로
해당 고시를 참고하면 될 것임

□ 지정제도 하에서는 각 전문기관이 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등 제재를 받았는데,
등록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보안 기준이 없어진 것으로 보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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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기준이 곧 등록요건이 되므로 별도의 보안 기준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 정보
보안지침 등을 참고하여 검사한 것으로 보임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필요성 및 전담기관 지정시 실무상 어려
움이 있었는지?
○ 전담기관의 업무는 전문기관의 등록관리, 품질평가, 물량배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업무는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품질평가 및 물량배분을 객관적,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등록관리, 품질평가, 물량배분 등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함으로써 특허청 내부
심사인력의 업무 효율화 달성

□ 등록제 시행 후 첫해, 선행기술조사 역량평가시 기존 지정업체들(윕스, 특허정보원 등)도 동일하
게 신규기관으로 간주하여 선행기술조사 역량평가를 실시하였는지?
○ 기존의 지정업체들은 별도로 선행기술조사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새로운 등록업체들
만 실시함
○ 신규 등록업체들도 모든 기술분야(13개 분야)에 대해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기술분야별로
등록을 하였음. 기술분야별 역량평가를 별도로 실시함

□ 고시를 개정하여 “전문기관 중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역량평가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건수
내에서 역량평가 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전문기관이 희망하는 조사물량을 우선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지?
○ 선행기술조사 등록이 처음에는 등록제였다가 지금은 수시등록제로 바꿈. 진입장벽을 완전
낮추어 자유경쟁체제로 변경. 따라서 신규 등록의 의미가 없어짐. 즉, 등록되어 있더라도 올
해 물량을 못받았으면 다음 해에 신규 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신규등록 기관”
을 삭제함
○ 또한 역량평가 우선 물량은 전체 물량의 약 10%임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신규 선행기술조사업체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3주간(약 15일)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IP정보검색사 프로와 관련된 교육인지, 아니면 조사원 역량 강화차원에
서 도입된 교육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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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조사원 교육프로그램은 ①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과정, ② 신규선행기술
조사원 과정, ③ 중견선행기술조사원 과정, ④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과정으로 구분됨. 이는
IP정보검색사 프로 시험을 치루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은 아님. 다만, 자격시험 도입 전 과도
기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조사원들의 업무를 보장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경력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내년 상반기에는 IP 정보검색사 프로 자격으로 통일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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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고시 개정 전후(지정제→등록제) 비교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2017.4.10. 특허청 고시 제2017-10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2018.9.27. 특허청 고시 제2018-23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
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
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
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행기술의 조사(이하 ‘선행기술조사’라 한다)”란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의 선행기술
조사 조사원이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특허법 시
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한 기관 중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선행기술조사의 업무분야는 특허･실용신안등록(이하 ‘특실’이라 한다)출
원과 국제출원으로 구분되며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실출원 및
국제출원을 모두 포함한다.
3. “선행기술조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제1호의 선행기술조
사를 제2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선행기술조사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선행
기술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선행기술조사 조사팀장(이하 ‘조사팀장’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조사원 중 팀
장을 말한다.
6. “선행기술조사 전담인력 및 조직”에서 전담인력은 제2호의 전문기관에서 제3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심사지원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다음의 특허심사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선행기술조사
(1)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이하 ‘특실출원’이라 한다) 선행기술조사
(2)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선행기술
조사
나. 특허분류부여
(1) 신규 특실출원, 국제출원 등에 대한 특허분류 부여(이하 ‘신규분류’라 한다)
(2) 신규출원을 제외한 국내외 기술문헌에 대한 특허분류부여(이하 ‘기존문헌
분류’라 한다)
2.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허분류부여"란 특허문헌 등에 기재된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체계의 분류코
드를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란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로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말한다.
5.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란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선행기술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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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만을 수행하는 제4호의 조사원과 제5호의 조사팀장 인력을 말하고, 조직
은 제4호의 조사원과 제5호의 조사팀장으로 구성되어 제3호의 사업만을 수행하
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7. “선행기술조사보고서”란 제4호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
를 말한다.
8. “기술대비 설명서”란 제4호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기술
의 구성요소를 출원된 발명과 대비한 보고서를 말한다.
9.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란 제4호의 조사원이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선행기술조사보고서로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말한다.
10.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란 제4호의 조사원이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결
과를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기술대비 설명서로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심사관과
의 면담을 통해 기술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등 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말한다.

고서로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술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법 제58조제3항, 영 제8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 및 제58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의한 선행기술조사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58조 및 제58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및 특허분류의 부여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제2장 전문기관 등록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문헌 : 별표1의 특허･실용신안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다만, 국제출원 전문기관은 WIPO에서 지정한 PCT 최소문헌 DB를
보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할 것
나. 장비 : 전산검색용 장비
2.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원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원의 수는 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5명 이상일
것. 다만, 전문기관 지정 후 2년차부터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 범위 내에서 기술분야별 조사원 수를

제4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별표1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WIPO에서 지정한 PCT 최소문헌 DB를
보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할 것
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특허문헌 검색 등 분류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등록하고자하는 기술분야(별표2)를 조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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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음
다. 조사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13조에서 정하는 조사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3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신규분류의 경우 분류원이 25명 이상이되 별표2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2) 재분류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별표2) 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
일 것
라. 조사원･분류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조사원･분류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및 신규분류 전문기관의 경우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
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5조(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① 특허청장은 조사물량, 기 지정된 전문기
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예정인 업무･기술분야 및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업무･기술분야는 별표4의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전담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5조(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
하도록 하고 품질평가기준(별표6부터 별표6의3)의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
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6.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및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7. 선행기술조사규정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유사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원･조사원의 서약서
③ 제2항제7호의 선행기술조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조사 대상 업무･기술분야
2. 선행기술조사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조사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사원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선행기술조사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6.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
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7. 조사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규정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계획 공고 없이 기 지정받은 업무･기술분야 이외에 새로운 업무･기술분야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업무･기술분야를 추가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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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기관 실태조사) 특허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정보고객정책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 등으

제6조(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① 전담기관은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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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5조제
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보안체계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의 협의하에 정보고객
정책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특허문헌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3.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제7조(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
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기획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삭제-

제8조(전문기관 지정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및 특허심사기
획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지정은 기술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③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없이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삭제-

제9조(전문기관 지정제한) 특허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법인
2. 특허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삭제-

제10조(지정서 교부 등) ①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별표5와 같다.
②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의 전문기관은 별표5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장 전문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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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별표1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WIPO에서 지정한 PCT 최소문헌 DB를
보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할 것
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특허문헌 검색 등 분류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등록하고자하는 기술분야(별표2)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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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신규분류의 경우 분류원이 25명 이상이되 별표2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별표2) 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라. 조사원･분류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조사원･분류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및 신규분류 전문기관의 경우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
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8조(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 ① 특허청장은 사업물량, 기 등록된 전문기
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0호 서식(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업무･기술분야는 별표2의 전문기관 등록 업무･기술분
야 중 제1항 전문기관 등록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등록 업무･기술분야에 따라 기재하
여야 한다.
1. 일반현황,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신청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2.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또는 계획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분류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분류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분류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
라. 조사원･분류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6.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조사원･분류원의 서약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1. 선행기술조사, 신규분류의 경우 특허청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정보고객정
책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 등
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특허청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등
제10조(전문기관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전문기관으
로 등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등록에 대한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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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문기관 운영

제4장 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제12조(전담인력 및 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전체인력 및 전체조직
중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과 조사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
과 전담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은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를 전담하여 수행할 것
2. 조사팀은 조사원과 조사팀장만으로 구성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할 것

제11조(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8조의2제
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당해연도 확보 물량을 모두 수행했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조사원은 선행기술조사 사업 또는 영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를 전담
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2. 분류원은 특허분류부여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3. 선행기술조사 및 신규분류 전담조직은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제13조(조사원 자격) ①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별표4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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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실출원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
2. 국제출원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 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별표2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
나.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다.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라.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사.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전문기관 임직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
하는 별표10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특허청 심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조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④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1달이내
졸업증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조사원 등록 대장에서 제외
한다.

것으로 본다.
1.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
2.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별표5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
나.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다.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라.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사.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특허청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원 연수교육) ① 특허청장은 매년 상반기 중 조사원 연수교육 운영 계획을
공고한다.
②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수규정은 연수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다.
1. 특허법 및 PCT 국제출원 총론
2. 선행기술조사 방법 및 실습
3. 특실 심사지침서 및 PCT 국제조사 매뉴얼
4. 국제특허분류 총론 및 실습
③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육이수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삭제-

제15조(조사원의 관리) ① 조사원의 선행기술조사 수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실출원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제13조(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60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288건. 이때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건수는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건수에 포함하며, 서면형 선행기
술조사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조사원은 서면형 선행기술조
사 건수에 0.8배를 곱한 건수를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건수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국제출원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영문 144건, 국문 288건
3. 조사경력이 1년 이상이고,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가 기술분야 내 조사원 중 상위
20% 이내인 조사원의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조사 기준 건수의 120%.
4.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가 기술분야 내 조사원 중 하위 20% 이내이고,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와 기술분야 내 조사원 품질점수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 이상인
조사원의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연간 조사건수
의 8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행기
술조사를 수행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원 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의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연간 조사 기준 건수의 60%
2.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가 기술분야 내 조사원 중 하위 5% 이내이고,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와 기술분야 내 조사원 품질점수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2배
이상인 조사원의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연간
조사건수의 60%.
③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선행기술조사 수행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담조직에 상근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선행기술
조사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성실한 자세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팀의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 품질관리 및 조사원 관리 기본체계
를 갖추기 위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 결과 및 변동 사항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해서는 1인당 수행 물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
거나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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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사팀장의 자격요건 및 역할) ①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사원으로서 2년 이상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조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기관 내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자
3. 조사원의 선행기술조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자
②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소속팀 조사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물량 배분
2. 소속팀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3. 소속팀 조사원이 수행한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조사팀장 검수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4. 소속팀 조사원의 조사팀장 검수 결과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결과를 담당
심사과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분기별 보고
5.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제18조(조사팀장의 역량심사 및 선발)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팀장
의 조사경력, 직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팀장을 선발하고, 선발 결과를 특허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4장 전문기관 관리
제19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행기술조사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
2.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정요건은 특허심사기획과장과의 협의하에 정보고객정책과
장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단 관리적 보안체계 및 기술적 보안체계는 정보고객정책과의 ‘특허정
보조사 전문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조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해당 임원･조사원의 서약서(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제14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7조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
2. 제7조제4호에 따른 등록요건은 특허심사기획과장과의 협의하에 정보고객정책과
장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조사원･분류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조사원･분류원의 서약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
1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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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선행기술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도록 하
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 및 당해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행한 보안규정 위반 및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안규정 위반 및 불법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항의 심의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정보고객정책과
장 및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특허심사기획과장을 간사로 두며, 심의는 제8조의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
회의 심의방식을 따른다.
④ 제3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특허심사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특허문헌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3.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제21조(전문기관의 교육의무)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이 통보한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원(이하 “부실 조사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에는 7일 이내에 교육 결과 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은 자체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교육 결과를 검토하여 부실 조사원에 대해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검토
를 요청할 수 있고 특허청장은 검토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부실 조사원을 사업 수행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서 제외된 부실조사원을 전담인력으
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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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제4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지정취소
2. 전문기관이 제12조의 전담인력 및 조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3. 전문기관이 제12조의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지정취소(다만, 전담인력 중 조사원 수가 제4조제2
호에 의한 조사원 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한다.)
4. 임･직원 중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5. 전문기관 보안실태점검 결과 별표3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동일 점검항목에 대해
연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제16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규칙 제36조의3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
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업무 및 기술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요구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이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허위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3.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를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요
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재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15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5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장 전문기관 평가 및 물량산정
제17조(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평가) ①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
관별 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품질평가기준(별표6부터 별표6의3)에 따라 평가
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 보고
서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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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조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기준의 120% 이내(선행기술조사 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에
대해서는 70% 이내)에서 조사희망물량을 신청해야 한다.
1.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심사협력형
240건, 서면형 300건.
2.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영문 120건,
국문 240건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조사물량을 산정한다
1. 전문기관 중 제17조제2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역량평가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건수 내에서 역량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전문기관이 희망하는
조사물량을 우선 확보
2. 제1호에 따른 우선 확보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한 전문기
관을 제외하고, 품질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조사희망물량에 따라 확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조사물량을
수주한 전문기관은 전년도 확보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산정과 관련하여 품질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선행기
술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이 해당 조사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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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평가)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허분
류부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분류의 품질평가기준
･ 적절반송율(%) = (최종 확정된 반송건의 수 ÷ 확보한 물량) × 100
･ 오분류율(%) = (분류코드 평가값 ÷ (샘플링 검토건의 분류코드 수 - 부분류
불필요 오류 코드수 + 부분류 누락 오류 코드수)) × 100
･ 품질평가점수(점) = 100 - (x･적절반송율 + y･오분류율)
단, x, y는 특허청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기존문헌분류의 품질평가기준
･ 오분류율(%) = (분류코드 평가값 ÷ (샘플링 검토건의 분류코드 수 - 부분류
불필요 오류 코드수 + 부분류 누락 오류 코드수)) × 100
･ 품질평가점수(점) = 100 - 오분류율
3. 제1호의 최종 확정된 반송건의 수는 별표7의 ‘분류평가 기준지침’에서 오류 유형
에 해당하는 경우로부터 산정
4. 제1호 및 제2호의 분류코드 평가값은 별표7의 ‘분류평가 기준지침’에 따라 산정
되며, 샘플링 검토건의 수는 확보한 물량에서 필요에 따라 결정
② 특허청장은 전년도 사업 수행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전문기관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물량 배분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있는 업무･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물량을 제15조제1항 및 제2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당해 전문기관이 보유한 조사원의 연간 조사 기준 건수의
합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전문기관별 조사 기준 물량의 총합이 전체 조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
도와 2차년도 조사물량에 한해 제3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는 심사관이 전년도의 일정기간동
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별표6부터 별표9)에 따라 평가
한 건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전년도의 선행기술조사 참여 실적이

제20조(특허분류부여 물량산정)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별 분류물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규로 등록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 분류물량은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건수 내에서 분류물량을 우선 확보
한다.
2. 전년도 분류물량을 수주한 전문기관은 제19조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분류물량을 확보한다.

없는 전문기관은 해당 업무･기술분야의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중 최하위
점수를 적용한다.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점수 = 조사원 품질점수 총합계 ÷ 품질평가 총건수
③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 조사물량은 전문기관 지정 업무분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건수로 하고, 2차년도 조사물량에 한해
업무분야별로 조사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
관의 조사물량을 해당 업무･기술분야 중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의 공정성 또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조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에 의한 품질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선행기
술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당 조사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⑧ 특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지정 업무분야에 따라 전체 조사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조사물량을 별도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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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 ① 특허청장은 제24조제1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을 간사로둔다.
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심의사항은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
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사물량 배분 안을 확정한다.

･ 분류 생산지수 = 분류원수 × γ
단, γ는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의 규모,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전문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분류물량 확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분류업무를 수행하
는 다른 전문기관이 해당 분류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제21조(물량 산정 심의위원회) ① 특허청장은 제18조제3항 또는 제20조제1항과 다르
게 전문기관별 물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량 산정 안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물량 산정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심의사항은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물량 산정 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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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특허청장은 사업 시작 전에 조사대상 업무･기술분
야, 조사물량 및 사업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전문기
관별 조사물량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확정한 조사물량 배분 안에 의한다.

제22조(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특허청장은 사업 시작 전에 특허심사지원업무･기술분
야, 특실출원 심사협력형 의뢰기준,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27조(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규정 등
사업계획 공고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공고에 포함된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물량에 따라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사원 투입계획을 당해연도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원 투입계획에 포함된 조사원의 경력 및
전년도 품질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공고에 포함된 당해 전문기관의 확보물량에 따라
조사원･분류원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사원･분류원 투입계획에 포함된 조사원･분류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선행기술조사 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특실출원
의 경우 서면형 조사보고서는 별지제4호서식, 심사협력형 조사보고서는 별지제5호
서식, 국제출원의 경우 별지제6호서식)를 심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
거나 심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명의 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
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PCT/ISA/210 및 PCT/ISA/237의 서식으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별표1의 범위 이외 특허･
실용신안 문헌이나 논문자료 등을 인용문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심사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심사지원사업의 결과를 특허
청장이 요구하는 방식과 형식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관에게 대면 보고 시 별지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기술내용과 선행기술조
사 결과를 설명한다.

제29조(심사착수 전 검수)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
사3국장은 해당 심사국에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검수하고 전문기관의 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이 전문기관의 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

제25조(납품 확인) 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납품된 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품 확인 결과를 통보한다.

제30조(대금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의한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26조(대금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의한 납품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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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수행) ① 특허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심사지원사업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수행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재수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선행기술조사 결과의 평가) ① 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
고서를 품질평가기준(별표6부터 별표9)에 따라 평가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제31조의 재조사 요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팀장 검수 결과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결과를 반기별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 심사과장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반기별로 조사팀장
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제33조(재검토 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4. 3. 10.)

부 칙(2018. 9.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조사원으로 선행기술조사 업무와
특허분류부여 업무의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조사원으로 선행기술조사 업무와 특허분류부여
업무의 합산 경력이 10년 미만인 자가 조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등)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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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시 제2013-20호, 2013. 8. 23.)｣은 폐지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고시 제2013-20호)에 의하여 지정된 선행기술조
사전문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는 종전의 요령(고시 제2013-20호)에 의하여
지정받은 업무･기술분야에 해당하는 별표5의 업무･기술분야로 한다.
부 칙(2015. 12. 23.)
제1조(시행일) 제1조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0.)
제1조(시행일) 제1조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해 조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조사원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선행기술조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최초 시행당시 부칙(2014.3.10.)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조사원은
개정 고시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동일 기간 이내에 조사원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 변동사항
○ 조문 구성의 변경
- 기존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특허분류부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가 통합되고 조문 수 감소(33개→25개)

조문 총 개수

조문의 구성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운영 고시(지정)
∙ 특허분류 전문기관 운영 고시(지정)

∙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 고시(등록)

33개 조문

25개 조문

제1장 총칙(1조~3조)

제1장 총칙(1조~3조)

제2장 전문기관 지정(4조~11조)

제2장 전문기관 등록(4조~7조)

제3장 전문기관 운영(12조~18조)

제3장 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8조~13조)

제4장 전문기관 관리(19조~23조)

제4장 전문기관 평가 및 물량 배분(14조~18조)

제5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24조~27조)

제5장 사업관리(19조~25조)

제6장 사업관리(28조~33조)

□ 주요 특징
○ (제2조: 용어의 정의)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분류부여를 합쳐서 “특허심사지원 사업”으로 명명
○ (제4조: 요건)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하였으나, 장비보유여부 등 등록요건에서는 이전의 고시와 차이가 미미
○ (舊 제7조~제8조: 규제 완화) 지정제에서 전문조사기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및 심의절차를 폐지
○ (제9조: 자격 부여요건 완화) 특허청 퇴직인력 및 변리사의 관련 경력 인정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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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등록기관의 조사원 관리 자율성 존중) 품질관리를 위한 연수교육을 폐지, 보수교육 실시를 단순 보고사항으로 정함, 舊 제16
조~제18조의 조사팀장의 권리･의무 규정 삭제
○ (제13조: 징계요구 폐지) 단계별 지정취소 요건 삭제 및 특허청의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을 삭제, 舊 제9조에서 지정취
소 후 2년이내 지정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규정은 없음
○ (제4장: 전문기관 평가 및 물량배분)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분류부여 물량배분 규정을 통합. 선행기술조사 조사물량 배분의 경우 현행
고시는 舊 제15조(조사원의 관리) 중 연간 할당량만큼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규정에서나 현재 규정에서의 연간 최대 물량은 동일
○ (舊 제32조: 인센티브 규정 삭제) 평가를 통해 우수 조사원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을 줄 수 있었으나, 등록제 하에서는 인센티브 규정이
없음

붙 임

붙임 12

등록기관 취소요건 사례

가. 웹하드 등록제
□ 근거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 2018.3.15.] [법률 제14576호, 2017.3.14., 일부개정]

제2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
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
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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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조사분석 발전방향

2. 대부업 등록제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0호, 2017.4.18., 일부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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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
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
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 <2015. 7. 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
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
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삭제 <2015. 7. 24.>
4. 삭제 <2015. 7. 24.>
⑤ 시･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붙 임

⑥
⑦
를
⑧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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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셀러레이터 등록제
□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 2018. 3. 2.] [법률 제15421호, 2018. 3. 2., 일부개정]

제19조의2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
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액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
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제43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액셀러레이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9조의4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발굴･육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제44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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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상표법 개정(안)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
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
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
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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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59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
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0조(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9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
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
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
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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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
답할 수 없다.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
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
할 때에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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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원업무(이하 ‘심사지원업무’라 한다)”란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표조사분석,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번역,
지정상품 분류, 도형상표 분류, 상표관련 DB(상품, 도형 등) 정비 등의 상표
심사지원 업무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된 디자인조사분석,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물품명칭과 디자
인설명의 번역, 디자인 물품분류,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등의 디자인
심사지원 업무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의 심사지원 업무분야는 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
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구분하며,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국제디자인등록출
원을 포함한다.
3. “심사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제1호의 심사지원업무를
제2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가. 상표 심사지원사업
(1) 상표 조사분석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번역
(3) 지정상품 분류
(4) 도형상표 분류
(5) 상표관련 DB(상품, 도형 등) 정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원업무(이하 ‘심사지원업무’라 한다)”란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표조사분석,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번역,
지정상품 분류, 도형상표 분류, 상표관련 DB(상품, 도형 등) 정비 등의 상표
심사지원 업무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된 디자인조사분석,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물품명칭과 디자
인설명의 번역, 디자인 물품분류,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등의 디자인
심사지원 업무를 말한다.
2. “상표 및 디자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상표법
시행령 제10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기관의 심사지원 업무분야는 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
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구분하며,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국제디자인등록출
원을 포함한다.
3. “심사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제1호의 심사지원업무를
제2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가. 상표 심사지원사업
(1) 상표 조사분석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번역
(3) 지정상품 분류

개정안
제1장 총칙

현행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등록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제1장 총칙

붙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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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 심사지원사업
(1) 디자인 조사분석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과 디자인설명 번역
(3) 디자인 물품분류
(4)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구축
4. “심사지원업무의 조사원 등(이하 ‘조사원 등’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
고 조사분석사업, 분류사업, 번역사업,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원,
분류원, 번역원 및 정비원 등을 말한다.
5. “심사지원업무 전담인력 및 조직”에서 전담인력은 제2호의 전문기관에서 제3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하고, 조직은 제4호의 조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상표법 제51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표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된 심사지원업무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삭제

(4) 도형상표 분류
(5) 상표관련 DB(상품, 도형 등) 정비
나. 디자인 심사지원사업
(1) 디자인 조사분석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과 디자인설명 번역
(3) 디자인 물품분류
(4)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구축
4. “심사지원업무의 조사원 등(이하 ‘조사원 등’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
고 조사분석사업, 분류사업, 번역사업,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원,
분류원, 번역원 및 정비원 등을 말한다.
5. “심사지원업무 전담인력 및 조직”에서 전담인력은 제2호의 전문기관에서 제3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하고, 조직은 제4호의 조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표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된 심사지원업무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전산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원 등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다. 조사원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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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① 특허청장은 사업물량, 기 지정된 전문기
관의 수,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지정할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의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장비 보유 현황
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인력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5.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및 타기관 겸직 현황
6. 심사지원업무규정
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심사지원업무 유사사업 실적 및 심사지원업무 이외의 업무
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8.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직원의 서약서
③ 제2항제6호의 심사지원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지원업무 분야
2. 심사지원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조사원 등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사원 등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심사지원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6. 심사지원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
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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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제6조(전문기관 실태조사) 특허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담당자, 해당 분야 심사관, 전산･DB검색 분야 전문가, 정보관리과 보안
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
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한다.

제7조(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특허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
심사정책과장,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
하는 1인 및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
원 5명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실태조사결과 및 상표심사정
책과 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
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구성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의
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예정인 전문기관의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별표2의 항목별 세부평가표의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7. 조사원 등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 반영 등 성과관리규정(포상 및 징계규정 포함)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계획 공고 없이 기 지정받은 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
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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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제2장 전담기관 업무 및 요건
제4조(전담기관 업무) ① 특허청장은 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등록신청 접수, 등록요건 검토 및 실태조사 지원
2.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관리
3. 전문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보안점검 등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만족 여부 조사
4.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5. 전문기관별 물량 산정
6. 특허청장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관리
7. 기타 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
하도록 하고 품질평가기준의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지정서 교부 등) ①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전문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재교부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공고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간사는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없이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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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문기관 등록

<신 설>

제8조(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 ① 특허청장은 사업물량, 기 등록된 전문기
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상표 및 디자인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에 전산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전문기관은 등록하고자하는 상표, 디자인의 심사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사
원이 3명 이상일 것
다. 조사원 등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사원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6조(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① 전담기관은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보안체계는 상표심사정책과장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과의 협의하에 정보고객정책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출원이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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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기관 실태조사) 특허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담당자, 해당 분야 심사관, 전산･DB검색 분야 전문가, 정보관리과 보안
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
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한다.

제10조(전문기관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전문기관으
로 등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등록에 대한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특허청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정보고객정책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신청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2.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또는 계획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분류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분류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분류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
라. 조사원(･분류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필요한 경우 관련 자격증)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6.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원･조사원(･분류원)의 서약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물량산정 제언 1)
④ 전년도 실적이 없는 등록 전문기관과 신규 등록 전문기관에 당해연도 우선 배분
물량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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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좌동

삭제

(제언 1 + 민간자격)
제12조(조사원의 자격) 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IP 정보검색사(상표)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상표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IP 정보검색사(디자인)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3장 전문기관 운영

제11조(전담인력 및 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전체인력 및 조직 중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 등과 전담부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
여야 한다.
1. 조사원 등은 심사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것 다만, 심사지원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심사지원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될 것
2. 전담부서는 조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행정지원, 정보화 등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할 것

제12조(조사원의 자격)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중에서
제13조에 따른 디자인 분야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1.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2.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4.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② 특허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상표 분야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상표
조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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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언 2+ 민간자격)
제12조(조사원의 자격)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IP 정보검색사(상표)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상표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법학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2. 상표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4.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상표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IP 정보검색사(디자인)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2.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4.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IP 정보검색사(상표, 디자인)를 보유하지 않아도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2.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4.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IP 정보검색사(상표, 디자인)를 보유하지 않아도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과거 상표 및 디자인 조사원이었던 자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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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언 1+ 교육과정 이수)
제12조(조사원의 자격) 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소정의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는 상표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2.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4.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제언 3)
제12조(조사원의 자격)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상표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과거 상표 조사원이었던 자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과거 디자인 조사원이었던 자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과거 상표 및 디자인 조사원이었던 자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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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2+ 교육과정 이수)
제12조(조사원의 자격)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표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2. 상표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4.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상표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2.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4.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서 디자인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과거 상표 및 디자인 조사원이었던 자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과거 상표 및 디자인 조사원이었던 자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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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원 연수교육) ① 특허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표 분야
가. 상표법
나. 상표심사기준 및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다. 상표 심사사례 실무
라. 상표 심판소송 실무
2. 디자인 분야
가. 디자인보호법
나. 디자인심사기준
다. 디자인 심사사례 실무
라. 디자인 심판소송 실무
② 조사원은 신규채용시 제1항 각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각각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년차에는 다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3년차부터

삭제

(제언 3)
제12조(조사원의 자격)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상표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과거 상표 조사원이었던 자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과거 디자인 조사원이었던 자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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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원 등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지원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해 조사
원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품질 및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인당 월간 조사
가능 건수의 10%에 해당하는 건수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상표출원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월간 조사 가능 건수는 150건(국제출원의 경우
75건)
2. 디자인출원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월간 조사 가능 건수는 100건(국제출원의 경우
50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심사지
원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경력이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1인당 월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간 조사 가능 건수의 90%에 해당하는 건수
2. 전년도 종합품질점수가 심사지원업무 내 조사원 중 하위 20% 이내이고, 전년도
조사원 종합품질점수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 이상인 조사원의 1인당 월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간 조사건수의 90%에 해당하
는 건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건수를 관리하려는 때에는
특허청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등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년차까지는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준 등이 제･개정된 때, 그 제･개정 내용, 5시간 이상
2.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품질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한 때, 제1항 각호
나목 및 다목, 20시간 이상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육이수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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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조사원에 대해서는
1인당 수행 물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거나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14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7조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
2. 제7조제4호에 따른 등록요건은 상표심사정책과장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장과의
협의하에 정보고객정책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신 설>

제15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지원 업무
에 관하여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
2.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정요건은 심사정책과장과 협의하에 정보관리과장 및 운영
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이 주관하여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서약서(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지원업무
수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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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5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지정된 심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지원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디자인 심사지원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심사지원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출원이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이 전용사
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지정된 심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지원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디자인 심사지원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심사지원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출원이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이 전용사
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행한 비공개 정보의 보안규정 위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및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보안규정 위반 및 불법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용역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
정책과장, 정보관리과장,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 및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상표심사정책과
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물량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함에 있어서 제20조의3의
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신 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조사원･분류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조사원･분류원의 서약서(별지제0호서식)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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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상표법 제5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상표법 제51조제5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업무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취소의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7조(등록의 변경 등) ① 등록된 전문기관은 그 명칭 또는 조사업무를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간 전까지 특허청장
에게 변경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변경의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8조(등록 전문기관의 휴업･폐업) ①등록조사기관이 조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
고자 하는 때(일부 영업소를 휴업･폐업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는 신청서를 제출
하고 사전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휴업･폐업의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7조(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제4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상표법시행규칙 제48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조치
를 취한다. 다만, 전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때에는 부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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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별 사업물량 = 당해연도 전체 사업물량×해당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분비율/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분비율의 합
3. 품질점수는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1월까지 기간의 품질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특허청장은 신규로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이 심사지원업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최초 연도와 2차년도 사업물량에 한해 해당사업 분야 사업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1항에 따라 배분물량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분야의 심사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2. 그 밖의 분류 등 사업물량은 전년도 비율에 전문기관간 품질평가점수 차이에
의한 가감비율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 해당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분비율 = 전년도 배분비율 ± 가감비율

제20조(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 ⓛ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심사지원사업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당해연도의 사업물량을 배분한다.
1. 조사분석 사업물량은 전문기관 조사원의 종합품질평가 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 그 전문기관 조사원의 종합품질평가 순위 구간에 따른
배분물량의 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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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허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소속으로 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이하 “배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배분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심사정책과
장,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지식재산서비스 관련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상표디자인 심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의3(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배분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
집할 수 있다.
② 배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내부위원 3명 및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③ 배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배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배분 안을 확정한다.
⑤ 그 밖에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분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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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문기관 평가) ①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별 상표
및 디자인 조사분석사업의 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품질평가기준(별표0)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하며,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상표 및 디자인
조사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언 1)
제20조(복수로 등록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복수로
등록된 심사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사업물량을 배분한다.
1. 전년도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은 품질평가 결과
2.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결과를 통해 당해연도의 사업물량을
제8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우선 확보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전문기관 평가 및 물량산정

<신 설>

제21조(물량 산정 심의위원회) ① 특허청장은 제20조와 다르게 전문기관별 물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및 상표심사정책과
장, 디자인심사정책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으로 하고, 사
업담당자 각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량 산정 안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물량 산정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심의사항은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언 2)
제20조(복수로 등록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복수로
등록된 심사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사업물량을 배분한다.
1. 전년도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은 품질평가 결과
2.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결과

삭제

제21조(계약단가의 결정)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제출하는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내에서 계약단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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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업관리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특허청장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대상 업무,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23조(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공고에 포함된 당해 전문기관의 확보물량에 따라
조사원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사원 투입계획에 포함된 조사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지원업무 분야의 조사 등
결과를 특허넷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적 매체 또는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하거나
심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등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삭제

제25조(납품 확인) 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납품된 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품 확인 결과를 통보한다.
제26조(대금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의한 납품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27조(재수행 요구) ① 특허청장은 지정된 분야의 수행결과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게 재수행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수행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1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특허청장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대상 업무,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신 설>

제22조(조사 등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된 심사지원업무 분야의 조사 등
결과를 특허넷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적 매체 또는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하거나
심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등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검수 및 대금 지급) ⓛ 특허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검수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제24조(재수행 요구) ① 특허청장은 지정된 분야의 수행결과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게 재수행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수행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물량 산정 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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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품질평가의 재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지원업무별 품질평가 결과가 부당
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 신청은 심사지원업무별 품질평가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일
자,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번호, 품질평가결과, 재평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
로 제출한다.
③ 재평가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정책과장, 심사과장으로 구성
된 재평가위원회가 다시 평가한다.
④ 재평가위원회는 심사정책과장, 조사원 소속 심사과장을 제외한 타심사과장(또는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조사 등 결과의 품질평가) ⓛ 심사관은 전문기관의 수행결과보고서를 [별표3]
부터 [별표5의2]까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전문기관의 심사지원업무별 품질평가 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은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기관별 품질평가
점수 중에서 최하위 기관의 점수를 적용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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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검토 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6호, 2015.11.1>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팀장) 2인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정책과장이 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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