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ᆞ안내 서비스 대상 및 이용방법

□ (서비스 대상) 국내 개인

◦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서비스는 수신인이 개인인 경우에 가능
하며 법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서비스 안내문 >

안내문 종류

내용

1.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
(정상납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및
정상납부기간 안내

2.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
(추가납부)

정상납부기간 만료 후 연차등록료 및
추가납부기간 안내

3.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안내서(정상납부)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기간 및
갱신등록료 안내

4.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안내서(추가납부)

상표권 갱신등록 추가 신청기간 및
갱신등록료 안내

5.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
안내서

상표(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료 및
납부기간 안내

6. 소멸권리 회복 신청
안내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 소멸 사실 및
소멸된 권리 회복 신청방법 안내

7.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

심사 청구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

8. 청구범위 제출유예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한 출원 건에 대해
제출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

9. 수수료 반환 대상 안내서

수수료 반환되지 않은 대상 건에 대해 반환
만료일 및 신청방법 안내

10. 통지서 발송 안내(온라인)

온라인(특허로)으로 통지서가 발송되었음을
안내(통지서 수신방법이 ‘온라인’인 경우)

11. 통지서 공시송달 안내

특허청에 신고된 주소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 하였음을 안내

12. 연차등록료 자동납부
실패 안내

자동납부 신청 계좌에서 연차등록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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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카카오톡/네이버앱 알림 수신 → 본인인증 → 안내문 확인

◦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네이버앱 알림으로 발송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 알림 수신 후 안내문을 시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 합니다
카카오페이 미가입자 및 네이버앱 미설치자에게는 종전처럼 우편
으로 발송 합니다
,

.

-

24

*

,

.

-

*

.

*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정상/추가납부),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안내서(정상/추가
납부),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 안내서, 소멸권리 회복 신청 안내서,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 청구범위 제출유예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

<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서비스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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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을 통한 이용방법(카카오페이 가입자)
① 카카오톡 수신 → ‘열람하기’선택

② 인증 요청

③ 본인인증(카카오페이 인증)

④ 안내문 내용 확인 → ‘특허로’ 연결

* 인증서 미발급자는 발급절차 먼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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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앱을 통한 이용방법(카카오페이 미가입자 및 네이버앱 설치자)
① 네이버앱 알림 수신

② 인증 요청 → ‘다음’선택

* 네이버앱 알림 설정 필요

③ 본인인증(네이버 인증)

④ 안내문 내용 확인 → ‘특허로’ 연결

* 인증서 미발급자는 발급절차 먼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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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안내문 다시보기 방법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의 문서함 을 통해 안내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

.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내문서함

▪ 우측 하단 더보기 ‘…’ 선택 → ‘pay ’ 선택 → ‘내문서함’ 선택

네이버 전자문서함

▪ 우측 상단 ‘Na.’ 선택 → ‘전자문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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