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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
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의사항) ①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과 차장이상의 결재사항 중 주

요사항은 기획조정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중요한 지시사항은 산업재산정책국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2이상의 국 또는 과(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
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
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
한다.
제5조(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특허심판원장ㆍ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특허
청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체 사무분장규정을 훈령으로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직속기구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특허시책과 그 업무의 홍보 및 보도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언론기관과의 보도에 관한 협조
5. 보도자료의 분석 보고
6. 보도사진의 촬영ㆍ수집ㆍ배포 및 게시
7. 청ㆍ차장 등의 대언론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간행물, 영화, 비디오, 사진 기타 공보관계 자료의 수집ㆍ제작ㆍ발간 및
배포에 관한 통제조정
10.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특허사업화담당관)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원된 특허 중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이하 “혁신특허”라 한
다)의 발굴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에 관한 제도 연구 및 실태조사
5. 혁신특허 기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산업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제6조의3(아이디어거래담당관)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아이디어 거래(소비자가 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업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소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의 총괄
2.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 산업재산권 등록마크를 활용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아이디어 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6. 아이디어 거래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 연구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4. 사정 및 공직기강 관련업무의 처리
5.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
항에 대한 조사 처리
6. 소극행정 관련 민원의 처리

7. 민원사무 처리 실태의 감사
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업무의 처리
9.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0.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ㆍ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심사
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ㆍ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심사
품질 업무의 기획, 진단 및 분석
3. 심사평가규정에 관한 사항
4. 심사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5. 심사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심사평가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9. 기타 심사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업무
가. 공무원의 임용 관련 업무(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출입ㆍ면직 등)
나. 보수제도
다. 인사제도 관련 업무(각종 법령, 예규, 지침관리)
라. 신원조사 및 제증명 발급 업무
2. 서무업무
가.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
나. 문서의 분류ㆍ통제
다. 각종 행사 및 회의실 운영

라. 직원아파트 운영
마. 청사관리ㆍ사무실배치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
바. 당직관련 업무
사. 기타 청내의 일반서무와 다른 국ㆍ관 및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3. 교육ㆍ복무 관련 업무
가. 직원의 복무
나.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다. 공무원증 발급
라. 정부포상 및 자체 상훈관리 업무
마. 국비해외 훈련,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등
4.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지출
나. 봉급ㆍ연금ㆍ기여금 징수불입 및 대부에 관한 사무
다. 세입징수사무
라.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무
마.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
바. 세입세출 결산
사. 자금공급
아. 의료보험업무
자.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
5. 용도업무
가. 세출예산 집행
나.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다. 국유재산의 관리(국유특허권 제외)
라.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

마.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바. 차량관리 정수 및 관리운영
사. 물품(비품) 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6. 비상계획업무
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정부 비상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
다. 자체방호 태세 및 비상통신망의 점검
라. 방화 및 안전관리
마. 직장예비군의 운영 관리
바.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관리
사. 보안업무
아. 공익요원 관리
자. 직원 차량 출입증 발급
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제3장 기획조정관
제10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6. 재정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8.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제11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관리
8. 자체제안제도의 총괄ㆍ운영
9.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0. 행정능률 관리
11.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2. 청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제12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운영
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 관리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13. 삭제
14.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15.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7.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4장 산업재산정책국
제13조(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및 제도연구
5.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 관련 업무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8. 삭제
9. 삭제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2.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3.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
5.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의 지원
7.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8.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산업재산인력과)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
한 사항
제16조(지역산업재산과)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5.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6의2.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6의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6의4. 발명인의 전당 운영
7.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3.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
립ㆍ시행
4. 표준특허 창출ㆍ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5.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ㆍ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
기반 조성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
립ㆍ추진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제5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제18조(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
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
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
시행
4.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운영
5.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7. 부정경쟁행위 방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의2. 산업재산권 표시 관련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산업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및 대응 지원
4. 삭제
5.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6.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7.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산업재산조사과) 산업재산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
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단속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계획의 수립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4.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권 수행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5. 삭제
제21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3. 삭제
4. 주요국의 산업재산권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6.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7.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8.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9. 삭제
10. 선진 5개청 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ㆍ추진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다자기구팀) 다자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4.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ㆍ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7.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삭제
9. 삭제
10.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11.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ㆍ홍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6장 정보고객지원국
제23조(정보고객정책과)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ㆍ연구ㆍ분석평가 및 표준화
3.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4.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ㆍ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ㆍ
배포
5.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ㆍ홍보
6.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8.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
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3.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조정
1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5.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16.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17. 산업재산권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ㆍ조정
18.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의 수립ㆍ추
진
1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21.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2.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
조사ㆍ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전산자원의 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1.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12.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5. 내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7. 산업재산권 출원서류ㆍ등록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
관의 운영
18. 전통지식 DB 구축ㆍ활용을 통한 신지식재산권 창출정책의 수립ㆍ추진
19.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삭제
6.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 발간 및 배포
9.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급
10.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2. 외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 삭제
제27조(출원과)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 방식심사
2.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서 방식심사
3. 특허ㆍ실용신안출원의 심사청구서 방식심사
4. 출원서, 중간서류 방식심사 중 흠결이 없는 서류의 수리

5. 심사청구기간만료예고 통지
6.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7. 출원에 관한 지정기간 연장 승인
8. 출원에 관한 보정통지
9. 출원에 관한 반려이유 안내
10. 출원서류의 반려
11. 출원의 무효처분
12. 출원취하ㆍ포기의 수리
13. 우선심사신청서 방식심사
14. 출원인 정보변경신청서 방식심사
15. 기타 중간서류 방식심사
16. 서면 접수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출원서류 관리
17. 서면 출원된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중간서류 관리
18. 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
19. 방식심사 제도ㆍ절차의 개선
20.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2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서류의 접수
22. 특허협력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23.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 및 정보제출서의 접수
24. 출원 및 등록관련 서류의 복사, 등ㆍ초본의 교부 그 밖의 각종 증명의
발급
25. 출원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 및 정보변경 업무
26. 방문 제출한 산업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의 접수
27. 방문 제출한 실시권ㆍ사용권ㆍ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신청서의 접수

28. 기타 국내출원에 관한 사항
제28조(등록과)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및 부령의 제ㆍ개정
2.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전
3.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5.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등록
6.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7.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ㆍ교부
8.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9.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0. 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1. 이의신청ㆍ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2. 촉탁에 의한 등록
13.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29조(국제출원과)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삭제
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
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9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
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9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국
제디자인등록출원의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
사
10.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제7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제30조(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 상표ㆍ디자인의 심사처리계획 수립ㆍ조정 총괄
3.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 운영ㆍ연구(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상표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상표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6. 상표법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상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상표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운영
10. 상표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상표관련 민원사무 처리
12.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13. 상품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4. 상품분류, 도형분류, 국제상품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15. 상표조사분석사업 및 국제상표출원 DB구축사업의 관리
16. 상표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
17. 상표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8. 상표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상표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상표ㆍ국제상표 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 디자인의 심사처리계획 수립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운영ㆍ연구(국제디자
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디자인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6. 디자인보호법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자인출원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
11. 디자인 이의신청제도 운영
12. 디자인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디자인관련 민원사무처리
14. 디자인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5. 디자인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16. 디자인조사분석사업의 관리 및 디자인(공지디자인을 포함한다)심사자
료의 정비
17. 디자인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
18. 디자인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
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9. 디자인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디자인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디자인업무 중 생활
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생활용품상표심사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1류, 14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18류, 제20류, 제21류, 제22류, 제
23류, 제24류, 제25류, 제26류, 제27류, 제31류, 제34류 및 제35류를 지정
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
원, 증명표장(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표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6.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7.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3조(화학식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29류, 제30류, 제32류, 제33류 및 제3
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
표등록출원, 소리ㆍ냄새 등 특수상표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삭제
3.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7.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4조(서비스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35류 내지 제4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
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삭제
3.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7.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5조(기계전자상표심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6류, 제7류, 제8류, 제9류, 제10류, 제12류, 제13류, 제19류, 제28류 및 제

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 업무표
장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3. 제1호의 지정상품 및 지정업무와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7.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시장조사
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6조(국제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
무
2.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3. 제1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4.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제37조(생활디자인심사과)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분류표중 A군(제조식품 및 기호품), B군(신변품 등), C군(생활용
품), D군(주택설비용품 중 D4ㆍD5 제외), E군(취미, 오락용품 및 운동경
기용품), F군(사무용품), N군(글자체)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2.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3.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삭제
5. 삭제
6. 제1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8조(산업디자인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분류표중 D군(주택설비용품중 D4ㆍD5), F군(판매용품), G군(운
수 또는 운반기계), H군(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J군(일반기
계기구), K군(산업용기계기구), L군(토목건축용품), M군(그밖의 기초제
품)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3.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4.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5. 삭제
6.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
7. 제1호, 제6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8장 특허심사기획국
제39조(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
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
축ㆍ운영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4.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 특허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6. 국방 관련 비밀출원에 관한 사항
7. 심사관 승급제도 및 심사관보제도의 운영
8. 외부 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11.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제도의 운영ㆍ연구
11의 2. 심사부서별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 관리ㆍ조
정
12.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14. 특허심사기획국ㆍ융복합기술심사국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ㆍ화학생명
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
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5. 삭제
16.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특허심사제도과) 특허심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
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
5.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6. 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41조(생활용품심사과) 생활용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2조(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식품생물자원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
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3조(주거기반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주거기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4조(가전제품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가전제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5조 삭제
제46조(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제47조(국제특허출원심사2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9장 융복합기술심사국
제48조(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
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9조(사물인터넷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사물인터넷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
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0조(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
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1조(지능형로봇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지능형로봇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
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2조(자율주행심사팀) 자율주행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3조(스마트제조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스마트제조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
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0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
제54조(전기심사과) 전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전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
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5조(컴퓨터심사과) 컴퓨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컴퓨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6조(반도체심사과) 반도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7조(통신심사과) 통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통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
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삭제
5. 삭제
제58조(디스플레이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디스플레이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
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9조(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

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0조(전자부품심사팀) 전자부품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전자부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1조(방송미디어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방송미디어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
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1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제62조(유기화학심사과) 유기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유기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3조(약품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약품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4조(기초재료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기초재료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
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4조의2 삭제
제65조(차세대에너지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차세대에너지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
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6조(고분자섬유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고분자섬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
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7조(의료기술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기술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8조(환경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환경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2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제69조(일반기계심사과) 일반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일반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0조(제어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제어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1조(건설기술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2조(자동차심사과) 자동차심사과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자동차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3조(동력기술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동력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4조(운송기계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운송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5조(계측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계측기술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6조(재료금속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재료금속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별표 1]
심사부서별 특허분류표(IPC, CPC)

□ 특허심사기획국
부서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A41G, A42B, A42C, A43B, A43C, A41G, A42B, A42C, A43B, A43C,
A44B, A44C, A45B, A45C, A45D, A44B, A44C, A45B, A45C, A45D,
A45F, A47B, A47C, A47D, A47F, A45F, A47B, A47C, A47D, A47F,
생활용품심사과
A47H, A47K, A63B, A63C, A63D, A47H, A47K, A63B, A63C, A63D,
A63F, A63G, A63H, A63J, A63K, A63F, A63G, A63H, A63J, A63K,
B68B, B68C, B68F, B68G,
B68B, B68C, B68F, B68G,
G10K(11/00–11/36)
G10K(11/00–11/36)
A01B, A01C, A01D, A01F, A01B, A01C, A01D, A01F,
A01G, A01H, A01J, A01K, A01G, A01H, A01J, A01K,
A01L, A01M, A21B, A21C, A01L, A01M, A21B, A21C,
A21D, A22B, A22C, A23B, A21D, A22B, A22C, A23B,
A23C, A23D, A23F, A23G, A23C, A23D, A23F, A23G,
식품생물자원심사과 A23J, A23K, A23L, A23N, A23J, A23K, A23L, A23N,
A23P, A24B, A24C, A24D, A23P, A24B, A24C, A24D,
A24F, C11B, C11C, C12C, A24F, C11B, C11C, C12C,
C12F, C12G, C12H, C12J,
C12F, C12G, C12H, C12J,
C12L, C12P, C13B, C13K,
C12L, C12P, C13B, C13K,
C12Q(1/00-1/66, 3/00)
C12Q(1/00-1/66, 3/00)
A41B, A41C, A41D, A41F, A41B, A41C, A41D, A41F,
A46B, A47G, A62B, A62C, A46B, A47G, A62B, A62C,
D04D, D06N, D07B, E03D, D04D, D06N, D07B, E03D,
E03F, E04B, E04C, E04D,
E03F, E04B, E04C, E04D,
주거기반심사과
E04F, E04G, E05B, E05C,
E04F, E04G, E05B, E05C,
E05D, E05F, E05G, E06B, E05D, E05F, E05G, E06B,
E06C, E99Z, E04H(1/00-7/32, E06C, E99Z, E04H(1/00-7/32,
12/00-17/26)
12/00-17/268)
A47J, A99Z, B42B, B42C,
B42D, B42F, B43K, B43L,
B44B, B44C, B44D,
A47J, A99Z, B42B, B42C, B42D, B43M,
B44F,
D06F,
F24B, F24C,
B42F, B43K, B43L, B43M, B44B, F24H, F24S, F24T,
B44C, B44D, B44F, D06F, F24B, F25B, F25C, F25D, F24V,
F24C, F24H, F24S, F24T, F24V, G10B, G10C, G10D, G09F,
가전제품심사과
G10F,
F25B, F25C, F25D, G03B, G09F, G10G,
G10H,
H01S,
G10B, G10C, G10D, G10F, G10G, G 0 3 B ( 1 / 0 0 - 1 5 / 0 4 3 6 ,
G10H, H01S, G10K(1/00-9/22, 1 5 / 0 4 7 8 - 1 5 / 0 4 8 4 ,
13/00-15/12), H01L(33/00-33/64) 1 5 / 0 4 9 4 - 4 3 / 0 2 ) ,
G10K(1/00-9/22, 13/00-15/12),
H01L(33/00-33/648)

□ 융복합기술심사국

부서
인공지능빅데이터
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G16C, G16Z,
G06F(11/00-12/16,
16/00-17/50), G06N(3/00-3/12,
10/00-99/00), G06T(7/00-7/90),
G10L(15/00-17/26,
25/00-99/00),
H04L(9/00-12/955),
H04W(28/00-28/26,
72/00-72/14)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G16C, G16Z,
G06F(11/00-12/16,
16/00-19/00), G06N(3/00-3/126,
10/00-99/007),
G06T(7/00-7/97),
G10L(15/00-17/26,
25/00-99/00), H04L(9/00-12/66,
41/00-51/38),
H04W(28/00-28/26,
72/00-72/14)

H04B(3/00-17/40),
H04W(24/00-24/10,
36/00-68/12, 74/00-99/00)

H04B(3/00-17/409),
H04W(24/00-24/10,
36/00-68/12, 74/00-99/00)

C12N, G16B, G16H,
A61B(1/00-5/7495,
C12N, G16B, G16H,
90/00-90/98),
34/00-34/37, 34/00-34/77,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A61B(1/00-5/22,
C12Q(1/68-1/708),
90/00-90/98), C12Q(1/68-1/70), G06F(19/30-19/326,
G06Q50/22
19/34-19/36),
G06Q(50/22-50/24)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A47L, B23K, B25J, B81B, B81C, A47L, B23K, B25J, B81B, B81C,
G01L, G05B, G05F,
G01L, G05B, G05F,
G05D(3/00-99/00)
G05D(3/00-99/00)
B60W, G01S, G08G,
B60W, G01S, G08G,
B62D(1/00-15/0295),
B62D(1/00-15/02),
G01C(17/00-25/005),
G01C(17/00-25/00),
G01P(9/00-9/04),
G05D(1/00-1/12),
G05D(1/00-1/12),
G06Q(50/30A0-50/30B0)
G06Q(50/30A0-50/30B0)
B21B, B21C, B21D, B22F,
B29B, B29C, B41F, B41G

B21B, B21C, B21D, B22F,
B29B, B29C, B41F, B41G,
C08J7/08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부서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B60L, B60M, G21B, G21C,
G21D, G21F, G21G, G21H,
G21J, G21K, H01B, H01H,
H01K, H01R, H01T, H02B,
H02G, H02H, H02K, H02M,
H02N, H02P, H03B, H03C,
H03D, H03F, H03G, H03J,
H03L, H05C, H05F, H05H,
H99Z, H01F(27/00-38/42),
H01J(1/00-37/317,
37/36-99/00),
H01L(41/00-43/06),
H02J(1/00-5/00, 11/00-50/90)
G06C, G06D, G06E, G06G,
G06J, G06M, G06F(1/00-9/54,
13/00-15/82, 21/00-21/88),
G06N(5/00-7/08),
G06Q(50/10A0,
50/10C0-50/10D0),
G06T(1/00-1/60)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B60L, B60M, G21B, G21C,
G21D, G21F, G21G, G21H,
G21J, G21K, H01B, H01H,
H01K, H01R, H01T, H02B,
H02G, H02H, H02K, H02M,
H02N, H02P, H03B, H03C,
H03D, H03F, H03G, H03J,
H03L, H05C, H05F, H05H,
H99Z, H01F(27/00-38/42),
H01J(1/00-37/3178,
37/36-99/00),
H01L(41/00-43/065),
H02J(1/00-5/005, 11/00-50/90)
G06C, G06D, G06E, G06G,
G06J, G06M, G06F(1/00-9/548,
13/00-15/825, 21/00-21/88),
G06N(5/00-7/08),
G06Q(50/10A0,
50/10C0-50/10D0),
G06T(1/00-1/60)
G03F(1/00-7/0037, 7/12-7/3092,
G03F(1/00-7/00, 7/12-7/30, 7/70-9/7096),
9/00-9/02), H01L(21/00-21/02, H01L(21/00-21/02697,
21/0271-21/332, 21/34-21/66, 21/033-21/64, 21/70-24/98,
21/70-23/66, 27/14-27/32), 27/14-27/3297,
H05K(1/00-3/46, 7/00-7/20, 29/4011-29/40117),
10/00-11/02)
H05K(1/00-3/4697,
7/00-7/2099, 10/00-11/02)
H01Q, H03K, H04J, H04K, H01Q, H03K, H04J, H04K,
H04M, H04Q, G06Q(50/10, H04M, H04Q, G06Q(50/10,
50/10B0), H04B(1/00-1/76), 50/10B0), H04B(1/00-1/76),
H04L(5/00, 7/00-7/10,
H04L(5/00-5/0098, 7/00-7/10,
13/00-29/14),
13/00-29/14, 61/00-69/40),
H04N(21/40-21/858),
H04N(21/40-21/8586),
H04W(4/00-16/32)
H04W(4/00-16/32)
G02F, G03D, G03G, G03H, G02F, G03D, G03G, G03H,
G09G, H05B, G02B(1/00-1/18), G09G, H05B, G02B(1/00-1/18),
G03C(3/00-11/24),
G03C(3/00-11/24),
H01J(37/32-37/34),
H01J(37/32-37/3497),
H01L(51/00-51/56)
H01L(51/00-51/56)
G06F19/328,
G06Q(10/00-50/08,
G06Q(10/00-50/08,
50/12-50/20, 50/26-99/00,
50/12-50/2057, 50/26-99/00,
50/30C0-50/30D0)
50/30C0-50/30D0)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G06K, G11C, H01C, H01G,
H01P, H03H, H03M,
H01F(1/00-21/12, 41/00-41/34),
H01L(21/027, 21/334-21/339,
25/00-27/13, 29/00-29/96,
35/00-39/24, 43/08-49/02)
G08C, G11B, H04H, H04R,
H04S, G06T(3/00-5/50,
9/00-19/20), G10L(13/00-13/10,
19/00-21/18), H04L(1/00-1/24,
5/02-5/26), H04N(1/00-21/278,
101/00), H05K9/00

G06K, G11C, H01C, H01G,
H01P, H03H, H03M,
H01F(1/00-21/12, 41/00-41/34),
H01L(21/027-21/0279,
25/00-27/13, 28/00-29/401,
29/402-29/945, 35/00-39/2496,
43/08-49/02)
G08C, G11B, H04H, H04R,
H04S, G06T(3/00-5/50,
9/00-19/20), G10L(13/00-13/10,
19/00-21/18), H04L(1/00-1/248,
5/02-5/26), H04N(1/00-21/278),
H05K(9/00-9/0098)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부서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A01N, A01P, A61Q, A62D,
C07B, C07C, C07F, C07G,
C07H, C07J, C08B, C09B,
C09F, C09G, C09H, C10M,
유기화학심사과
C10N, C40B, C99Z, D01F,
A61K(8/00-8/99),
C07D(411/00-521/00),
C09D(1/00-9/04, 11/00-11/54,
111/00-119/02)
A61P, C07K, A61K(6/00-6/10,
약품화학심사과
9/00-51/12)
B28B, B28C, B28D, B82B,
B82Y, B99Z, C01B, C01C,
C01D, C01F, C01G, C03B,
C03C, C04B, C06B, C06C,
C06D, C06F, C08J, C09C,
C09K, C10B, C10C,
기초재료화학심사과 C09J,
C10F, C10G, C10H, C10J,
C10K, C30B, F42C, F42D,
C09D(10/00, 13/00-109/10,
121/00-201/10),
G03C(1/00-1/95),
G03F(7/004-7/115, 7/32-7/42)
F21H, F21K, F21L, F21W,
H01M, H02S,
차세대에너지심사과 F21Y,
H01L(31/00-31/20),
H02J(7/00-9/08)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A01N, A61Q, A62D, C07B,
C07C, C07F, C07G, C07H,
C07J, C08B, C09B, C09F,
C09G, C10M, C40B, C99Z,
D01F, A61K(8/00-8/99),
C07D(411/00-521/00),
C09D(1/00-9/04, 11/00-11/54,
111/00-119/02),
C09H(1/00-9/04)
A61P, C07K, A61K(6/00-6/10,
9/00-51/1296)
B28B, B28C, B28D, B82B,
B82Y, B99Z, C01B, C01C,
C01D, C01F, C01G, C03B,
C03C, C04B, C06B, C06C,
C06D, C06F, C09C, C09J,
C09K, C10B, C10C, C10F,
C10G, C10H, C10J, C10K,
C30B, F42C, F42D,
C08J(3/00-7/065, 7/12-99/00),
C09D(10/00, 13/00-109/10,
121/00-201/10), C09H11/00,
G03C(1/00-1/95),
G03F(7/004-7/115, 7/32-7/428)
F21K, H01M, H02S,
F21H(1/00-1/02, 3/00-7/00),
F21L(2/00-14/04, 17/00-23/00,
26/00-27/00),
G03B(15/0442-15/0473,
15/0489), H01L(31/00-31/208),
H02J(7/00-9/08)

고분자섬유심사과

A41H, B29D, C08C, C08F,
C08G, C08H, C08K, C08L,
C14B, C14C, D01B, D01C,
D01D, D01G, D01H, D02G,
D02H, D02J, D03C, D03D,
D03J, D04B, D04C, D04G,
D04H, D05B, D05C, D06B,
D06C, D06G, D06H, D06J,
D06L, D06M, D06P, D06Q,
C07D(201/00-409/14)

A41H, B29D, C08C, C08F,
C08G, C08H, C08K, C08L,
C14B, C14C, D01B, D01C,
D01D, D01G, D01H, D02G,
D02H, D02J, D03C, D03D,
D03J, D04B, D04C, D04G,
D04H, D05B, D05C, D06B,
D06C, D06G, D06H, D06J,
D06L, D06M, D06P, D06Q,
C07D(201/00-409/14)

의료기술심사팀

A61C, A61D, A61F, A61G,
A61H, A61J, A61L, A61M,
A61N, B01L, C12M, H05G,
A61B(6/00-18/28, 42/00-50/39)

A61C, A61D, A61F, A61G,
A61H, A61J, A61L, A61M,
A61N, B01L, C12M, H05G,
A61B(6/00-18/28, 42/00-50/39)

환경기술심사팀

B01B, B01J, B02B, B03C,
B01B, B01J, B02B, B03C,
B05B, B06B, B07C, B08B,
B05B, B06B, B07C, B08B, B09B, B09C, B65F, C02F,
B09B, B09C, B65F, C02F,
C05B, C05C, C05D, C05F,
C05B, C05C, C05D, C05F, C05G, C10L, C11D, F23G,
C05G, C10L, C11D, F23G, F23J, F25J, F26B, G01T,
F23J, F25J, F26B, G01T,
B01D(1/00-15/428,
B01D(1/00-15/42, 45/00-71/82), 45/00-71/82),
E01F(8/00-8/02)
E01F(8/00-8/028),
G01N(30/48-30/482)

□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부서

일반기계심사과

담당 국제특허분류(IPC)

담당 선진특허분류(CPC)
A43D, A46D, B31B, B31F,
B67B, B67C, F16B,
A43D, A46D, B31B, B31F, B65C,
F16C,
F16D,
F16G,
B65C, B67B, B67C, F16B, F16M, F16T, F16F,
F17B,
F17C,
F16C, F16D, F16F, F16G,
G01K, G01M, G01V,
F16M, F16T, F17B, F17C, F17D,
G01W,
G02C, G04B, G04C,
F17D, G01K, G01M, G01P, G04D, G04F,
G04G,
G01V, G01W, G02C, G04B, B61D(5/04, 5/08),
G04C, G04D, G04F, G04G, B65D(1/00-83/759,
B65D(1/00-83/76, 85/02-90/66), 85/02-85/52, 85/544-85/68,
F16K(31/11, 31/64-31/72),
85/72-90/66), G01P(1/00-7/00,
G02B(3/00-27/64)
11/00-21/025), G02B(3/00-6/00,
6/02-27/648)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B05C, B05D, B21F, B21G,
B21H, B21J, B21K, B21L,
B23B, B23C, B23D, B23F,
B23G, B23H, B23P, B23Q,
B24B, B24C, B24D, B25B,
B25C, B25D, B25F, B25G,
B25H, B26B, B26D, B26F,
B27B, B27C, B27D, B27F,
B27G, B27H, B27J, B27K,
B27L, B27M, B27N, B30B,
B65B, B65H, B67D, F16S,
G07B, G07C, G07D, G07F,
G07G, G08B, G09B, G09C,
G09D, B65G(21/00-39/20,
47/60-47/69, 49/00-49/08,
57/00-69/34)
B01F, B02C, B03B, B03D,
B04B, B04C, B07B, E01B,
E01C, E01D, E01H, E02B,
E02C, E02D, E02F, E03B,
E03C, E21B, E21C, E21D,
E21F, F22B, F22D, F22G,
F23B, F23C, F23D, F23H,
F23K, F23L, F23M, F23N,
F23Q, F24D, F24F,
B01D(17/00-43/00),
E01F(1/00-7/06, 9/00-15/14),
E04H(9/00-9/16), F04F10/00

B05C, B05D, B21F, B21G,
B21H, B21J, B21K, B21L,
B23B, B23C, B23D, B23F,
B23G, B23H, B23P, B23Q,
B24B, B24C, B24D, B25B,
B25C, B25D, B25F, B25G,
B25H, B26B, B26D, B26F,
B27B, B27C, B27D, B27F,
B27G, B27H, B27J, B27K,
B27L, B27M, B27N, B30B,
B65B, B65H, B67D, F16S,
G07B, G07C, G07D, G07F,
G07G, G08B, G09B, G09C,
G09D, B65G(21/00-39/20,
47/60-47/69, 49/00-49/085,
57/00-69/30)
B01F, B02C, B03B, B03D,
B04B, B04C, B07B, E01B,
E01C, E01D, E01H, E02B,
E02C, E02F, E03B, E03C,
E21B, E21C, E21D, E21F,
F22B, F22D, F22G, F23B,
F23C, F23D, F23H, F23K,
F23L, F23M, F23N, F23Q,
F24D, F24F,
B01D(17/00-43/00),
E01F(1/00-7/06, 9/00-15/148),
E02D(1/00-29/077,
29/10-37/00), E04H(9/00-9/16),
E02D29/08
B60B, B60C, B60D, B60F,
B60H, B60J, B60K,
B60B, B60C, B60D, B60F, B60G,
B60N,
B60P, B60Q, B60R,
B60G, B60H, B60J, B60K, B60S, B60T,
B60V, F01N,
B60N, B60P, B60Q, B60R, F16J, F21S, F21V,
B60S, B60T, B60V, F01N, B62D(17/00-67/00), G05G,
B63C9/24,
F16J, F21S, F21V, G05G,
B65D(85/00,
85/54-85/542,
B62D(17/00-67/00), B65D85/00, 85/70), F16H(1/00-59/78),
F16H(1/00-59/78)
F21H1/04, F21L(15/00-15/14,
25/00), G02B(6/0001-6/0096)
B22C, B22D, F01B, F01C,
F01D, F01K, F01L, F01M, B22C, B22D, F01B, F01C,
F01P, F02B, F02C, F02D,
F01D, F01K, F01L, F01M,
F02F, F02G, F02K, F02M, F01P, F02B, F02C, F02D,
F02N, F02P, F03B, F03C,
F02F, F02G, F02K, F02M,
F03D, F03G, F03H, F04B, F02N, F02P, F03B, F03C,
F04C, F04D, F04F, F15B,
F03D, F03G, F03H, F04B,
F15C, F15D, F16L, F16N,
F04C, F04D, F04F, F15B,
F16P, F23R, F28B, F28C,
F15C, F15D, F16K, F16L,
F28D, F28F, F28G, F99Z,
F16N, F16P, F23R, F28B,
F16H(61/00-63/50),
F28C, F28D, F28F, F28G,
F16K(1/00-31/10, 31/12-31/62, F99Z, F16H(61/00-63/502)
33/00-99/00)

운송기계심사과

B61B, B61C, B61F, B61G,
B61B, B61C, B61D, B61F, B61H, B61J, B61K, B61L,
B61G, B61H, B61J, B61K, B62B, B62C, B62H, B62J,
B61L, B62B, B62C, B62H, B62K, B62L, B62M, B63B,
B62J, B62K, B62L, B62M, B63G, B63H, B63J, B64B,
B63B, B63C, B63G, B63H, B64C, B64D, B64F, B64G,
B63J, B64B, B64C, B64D,
B66B, B66C, B66D, B66F,
B64F, B64G, B66B, B66C, F41A, F41B, F41C, F41F,
B66D, B66F, F41A, F41B, F41G, F41H, F41J, F42B,
F41C, F41F, F41G, F41H,
B61D(1/00-5/02, 5/06,
F41J, F42B, B65G(1/00-19/30, 7/00-49/00), B63C(1/00-9/23,
41/00-47/58, 47/70-47/96,
9/26-15/00), B65G(1/00-19/306,
51/00-54/02), F02K1/34
41/00-47/58, 47/70-47/967,
H01L(21/67-21/687)
51/00-54/025),
H01L(21/67-21/68792)

계측기술심사팀

G01B, G01D, G01F, G01G,
G01H, G01J, G01N, G01Q,
G01R, G04R, G12B, G99Z,
G01C(1/00-15/14)

재료금속심사팀

G01B, G01D, G01F, G01G,
G01H, G01J, G01Q, G01R,
G04R, G12B, G99Z,
G01C(1/00-15/14),
G01N(1/00-30/468,
30/50-37/005)
B31D, B32B, B41B,
B31C, B31D, B32B, B41B, B31C,
B41C,
B41D, B41J, B41K,
B41C, B41D, B41J, B41K,
B41L,
B41M,
B41N, C21B,
B41L, B41M, B41N, C21B, C21C, C21D, C22B,
C22C,
C21C, C21D, C22B, C22C, C22F, C23C, C23D, C23F,
C22F, C23C, C23D, C23F,
C25B, C25C, C25D,
C23G, C25B, C25C, C25D, C23G,
C25F,
D21B,
D21D,
C25F, D21B, D21C, D21D, D21F, D21G, D21C,
D21H, D21J,
D21F, D21G, D21H, D21J, D99Z, F27B, F27D,
D99Z, F27B, F27D,
H05K(5/00-5/06, 13/00-13/08) H05K(5/00-5/069,
13/00-13/089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심사품질진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호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
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생활가전심사과장, 가공시스템심사과장, 응용소재심사과
장”을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전기심사과장, 유기화학심사과장, 일반
기계심사과장”으로 한다.
② (특허청) 예산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4인”을 “15인”으로, “16”을 “1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
문 중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을 “융복합기술심사
국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장”으로 한다.
③ 특허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 제목 외
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6조
제1항 본문, 제16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제3항 전
단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4조제
4항,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송무팀”을 각각 “송무과”
로 한다.
⑥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송무팀”을 “송무과”로 한다.
별표 1의 정책행정 지원군(33개 부서)의 부서란 중 “송무팀”을 “송무과”로
하고, 같은 표 심사군(40개 부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용품상표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심사군
(42개
부서)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별표 4의 특허심사의 관련 부서란 중 “특허심사1국, 특허 심사2국, 특허

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
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표 심판의 관련 부서란 중 “송
무팀”을 “송무과”로 한다.
⑦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
조제1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각각 “정
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⑧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⑨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제상표출원심사팀”을 “국제상표심사팀”으로 한다.
⑩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을 “융복
합기술심사국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기계금속
기술심사국장”으로 한다.
⑪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상표디자인심사국장ㆍ특허심사기획국장ㆍ특허심사1국장
ㆍ특허심사2국장ㆍ특허심사3국장”을 “상표디자인심사국장ㆍ특허심사기획

국장ㆍ융복합기술심사국장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ㆍ화학생명기술심사국
장ㆍ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으로 한다.
⑫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
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실심사과”라 함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실심사국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
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
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
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
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유
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
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
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말한다.
⑬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
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⑭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4명”을 “특허심사국 주무과장
5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제1호 중 “특허심사1국장”을 “융복합기술심사국장”으로 하
고, 같은 란 제2호 중 “특허심사2국장”을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으로 하
며, 같은 란 제3호 중 “특허심사3국장”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으로 하
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⑮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
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⑯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허심사1국ㆍ특허심사2국ㆍ특허심사3국”을 “융복합기술심사
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