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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2017년 PCT 출원 

2017년에도 PCT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43,500건의 PCT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1.  

이는 2016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에 소재한 출원인들은 근 40년 전 PCT 운영이 시작된 이후 줄곧 1위를 고수하며 2017년 

PCT를 통해 출원된 243,500 건의 1/4에 가까운 23.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 

출원인들은 전체 PCT 출원의 20.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일본이 

19.8%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전체 PCT 출원의 절반 가까이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졌으며(49.1%), 유럽(24.9%)과 북미(24.3%)가 각각 1/4씩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 

국가별 출원 총계 및 전체출원 대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56,624  23.3% 

2. 중국 48,882  20.1% 

3. 일본 48,208  19.8% 

4. 독일 18,982  7.8% 

5. 대한민국 15,763  6.5% 

6. 프랑스 8,012  3.3% 

7. 영국 5,567  2.3% 

8. 스위스 4,491  1.8% 

                                    

1  2017년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모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는 않았기에, 해당 총계와 하기 

수치들은 잠정적인 값이며, 최종 수치들은 올해 중 추후에야 알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ipo.int/pct/en/newslett
http://www.wipo.int/pct/en/news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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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네덜란드 4,431  1.8% 

10. 스웨덴 3,981  1.6% 

기타 국가들의 출원 건수와 2016년 출원 대비 증감에 대한 내용은 아래 WIPO 보도자료 

PR/2018/816에 나온 부속서 1(Annex 1)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8/article_0002.html 

중국 통신업체들인 화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와 ZTE 코포레이션이 2017년 각각 

4,024건, 2,965건의 출원을 공개하며 2017년 최다 출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 

코포레이션(미국)과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일본)가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위의 출원인들과 

2017년 해당 출원인들의 이름으로 공개된 PCT 출원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Huawei Technologies Co. Ltd, 중국) 

 4,024 

2. ZTE 코포레이션(ZTE Corporation, 중국)     2,965 

3. 인텔 코포레이션(Intel Corporation, 미국)     2,637 

4.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2,521 

5.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국)     2,163 

6.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한국)     1,945 

7. BOE 테크놀로지 그룹 컴퍼니 리미티드(BOE Technology Group Co., Ltd, 중국) 

       1,818 

8. 삼성전자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한국)    1,757 

9. 소니 주식회사(Sony Corporation, 일본)     1,735 

10. 주식회사 에릭슨(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스웨덴)  1,564 

상위 50위 PCT 출원인 목록은 상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부속서 2).  교육기관의 출원과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1993년부터 PCT 제도 최대 

사용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 10위는 미국 소재 교육기관들이 독식하고 있으나, 

상위 20위는 미국 대학교 10곳과 아시아 대학교 10곳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의 

출원에 관한 내용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부속서 3). 

기술 분야별 PCT 출원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기술이 총 PCT 공개출원 건수의 8.6%를 

기록하며 PCT 출원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디지털 통신이 8.2%로 바짝 쫓았으며, 

전기 기계, 장치 및 에너지(6.8%)와 의료 기술(6.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개출원의 기술 

분야별 분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십시오(부속서 4). 

2017년 출원 관련 최종 수치는 올해 중 추후에 PCT 뉴스레터를 통해 (PCT 연보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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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관회의(MIA) 

제25차 PCT 국제기관회의가 2018년 2월 21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의 요약서(Summary by the Chair)와 작업 문서는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027 

의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품질 하위그룹(Quality Subgroup)의 회의 결과 및 추가 품질관리를 위한 해당 그룹의 

권고.  세부내용은 의장의 요약서를 참고하십시오 (문서 PCT/MIA/25/13의 부속서 II).  

– 국제사무국이 2018년 6월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에 발표하기로 한, 

PCT 실무그룹이 2010년 인준한 “PCT 로드맵”2의 검토 범위.  해당 검토를 통해, PCT 

로드맵 권고사항에 따라 진행 중인 업무와 그 밖의 활동들이 PCT 제도의 발전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추가 개선 분야를 파악하게 됩니다. 

– PCT 최소문헌에 관한 문서 두 개.  즉, 유럽특허청이 이끌고 있는 PCT 최소문헌 

전담반(TF)의 업무 경과보고서(문서 PCT/MIA/25/4)와, PCT 최소문헌에 인도 

전통지식 디지털 라이브러리(Indian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를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인도 특허청의 제안서(문서 PCT/MIA/25/9).  

– PCT 절차에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일본특허청의 제안(문서 PCT/MIA/25/3). 

– 수수료 수입의 통화 환율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리관청 및 국제조사기관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PCT 수수료 거래 관련 도입 가능한 “그물구조(netting 

structure)”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경과보고서 (문서 PCT/MIA/25/5). 

– 요약서의 품질 및 활용도를 개선하고 번역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출원 

요약서 및 대표도면 내 단어 수에 관해 진행 중인 업무(문서PCT/MIA/25/11). 

–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에 관한 WIPO 표준 ST.25에서 XML 기반의 

WIPO 표준 ST.26로의 이행(문서 PCT/MIA/25/2). 

– IP5 관청들 간의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에 대한 3차 

시범실시를 위한 준비단계.  이 단계에서 시행단계 시작일을 곧 결정하기로 함(문서 

PCT/MIA/25/7). 

– 출원인이 정전이나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가용한 전자통신수단이 없어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문서 PCT/MIA/25/12). 

각 기관은 최근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 수리관청, 국제기관 및 제3자들이 사용하도록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문서 PCT/MIA/25/6).  각 기관은 

                                    

2  PCT 제도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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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ePCT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 중인 현황이나 ePCT를 통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사항을 설명하고, 또한 출원서 본문,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 관련 서류에 있어 

XML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이 크게 신장되고 특허정보의 품질도 

개선될 것이라는 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각 기관은 또한, 특허출원 관련문서의 내용을 다른 

참여관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청이 WIPO의 중앙집중식 조사 및 심사 정보 

이용(WIPO CASE) 시스템에 제공관청으로 참여함으로써 실현될 업무 공조(work-sharing)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문서 PCT/MIA/25/8). 

PCT 정보 업데이트 

BG  불가리아 (수수료) 

지정 (또는 선택)관청인 불가리아 특허청에 납부하는 하기 국내수수료 금액이 2017년 12월 

12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허: 

출원료:..........................................................................  BGN 40 

공개료:..........................................................................  BGN 70 

실용신안: 

출원료:..........................................................................  BGN 40 

상기 수수료는 출원인이 발명자, 국립교육기관, 학문연구기구, 예산기구,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50% 감면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BG) 업데이트) 

BR  브라질 (위치 및 우편주소) 

브라질 특허청(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의 위치 및 우편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 및 우편주소: Rua Mayrink Veiga, 9, 6º andar  

 Centro, Rio de Janeiro, RJ – CEP 20.090-910  

 Brazil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BR) 업데이트) 

EP  유럽특허청 (수수료) 

유럽특허청은, 캄보디아에서의 유럽특허 효력 인정을 위해 지정 (또는 선택)관청인 

유럽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통지했습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납부 가능한, 이날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한 해당 수수료 금액은 EUR 180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EP)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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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일본 (전자적 형태의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을 위한 전자매체의 종류)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특허청은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시 해당 특허청이 인정하는 전자매체의 종류를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피 

디스크나 CD-R이 허용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JP) 업데이트) 

VN  베트남 (수수료) 

지정 (또는 선택)관청인 베트남 특허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에 납부되는 

수수료 통화 및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원료: ..................................................................................  VND 150,000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당 수수료:  .........................................  VND 600,000 

방식 및 실체 심사 신청 수수료: .............................................  VND 900,000 

6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  VND 40,000 

조사료: ..................................................................................  VND 600,000 

공개료: ..................................................................................  VND 120,000  

도면 1개 초과시 1개당 가산료: .....................................  VND 60,000 

6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  VND 10,000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VN) 업데이트)   

PCT 공개 일정 변동사항 

2018년 5월 11일 공개 

2018년 5월 10일 목요일이 WIPO 휴일인 관계로, 원래대로라면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 (및 모든 공문(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이 다음날인 2018년 5월 11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국제사무국에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자정(중앙유럽 표준시(CET))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품질보고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단락 21.26 및 21.27에 따라,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은 해당 기관이 국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위해 시행한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에서 2017년도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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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 

유용한 도움말 

국제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 

국제출원시 어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수리관청에 납부되는 수수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송달료:  국제출원이 출원되는 수리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송달료에는 

수리관청이 수행하는 업무 즉, 국제출원서 접수 및 확인, 국제사무국에 기록원본 송부, 

국제조사기관에 사본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송달료를 부과하지 않는 

수리관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출원을 허용하는 일부 수리관청은 전자적으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또 일부 수리관청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small 

entity)가 제출한 출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송달료는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국제출원 

접수일과 송달료 납부일 사이에 송달료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접수된 

날짜에 적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PCT 규칙 제14조 참조) 

2. 국제출원료:  국제출원료 금액은 PCT 체약국들(PCT 동맹)에 의해 스위스프랑으로 

책정되며, PCT 규칙에 부속된 수수료표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출원서가 용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매당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서열목록이 포함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국제출원료는 국제사무국의 수입으로서 수리관청에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통화로) 납부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무국의 다양한 업무 수행 즉, 국제출원 공개, 

국제조사기관 대신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발행(PCT 제1장) (해당시), 출원인,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또는 선택) 관청에 다양한 통지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국제출원료 금액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지만(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동일), 다른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국제출원료는 국제출원서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국제출원 접수일과 국제출원료 납부일 사이에 

국제출원료 금액(또는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다른 통화의 등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접수된 날짜에 적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PCT 규칙 제15조 참조) 

3. 조사료:  조사료 금액은 국제조사기관이 책정하며, 관할 국제조사기관 (또는 둘 이상의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료는 

수리관청에 납부하며,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수행,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 작성 및 

국제조사기관에 부여된 기타 업무 수행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수입이 됩니다.   

조사료는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국제출원 

접수일과 조사료 납부일 사이에 조사료 금액 (또는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다른 통화의 등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이 접수된 날짜에 적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PCT 

규칙 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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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또는 다른 통화의 등가액의 변동 

송달료 금액은 보통 수리관청이 소재한 국가의 지역통화로 해당 수리관청에 의해 책정되며, 

해당 관청의 관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은 금액 변동시 사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출원료와 조사료도 수리관청이 소재한 국가의 지역통화로 

납부됩니다.  해당 통화가 국제출원료와 조사료가 책정된 통화와 상이할 경우, 전자의 통화로 

납부되는 금액은 양 통화간 환율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가액은 “특정 수수료의 등가액 책정에 관한 PCT 총회의 지침”(2010년 7월 발효)에 따라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매년 10월, WIPO 사무총장은 관련 관청들과의 협의 하에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및, 해당시, 보충적 조사료와 취급료)의 새로운 등가액을 10월 첫 

월요일의 우세 환율에 따라 책정하며, 조정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 해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스위스프랑(국제출원료) 또는 지정통화(조사료)와 다른 적용 가능한 소정통화 간 환율이, 

금요일이 연속 네 번을 초과하여 지나가는 동안 마지막 적용 환율 대비 적어도 5% 상승하거나 

적어도 5% 하락한 경우, WIPO 사무총장은 관련 관청들과의 협의 하에 상기 네 번의 금요일 

이후 도래한 첫 월요일의 적용 가능한 우세 환율에 따라 해당 수수료들의 새로운 등가액을 

책정합니다.  새로 책정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문(PCT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두 달이 지난 

후 적용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 확인 방법  

송달료,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금액은 아래 PCT 수수료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fees.pdf 

송달료와 국제출원료의 적용 가능 금액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사료의 적용 가능 금액은 부속서 D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PCT나 PCT-SAFE등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납부 수수료 금액은 

관련 정보가 모두 입력되면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수수료가 정해진 금액인 경우, 납부 통화가 

스위스프랑 등가액이 아닌 경우, 수수료 감면 조건의 적용이 용이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산정됩니다.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로 산정된 수수료들은 보통 정확하지만 그래도 수리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서식에 부속된 수수료 계산 

용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 계산 용지의 기재요령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수료가 감면되는 경우 

전자적인 형태의 국제출원을 수리할 준비가 갖춰진 수리관청에 전자적인 형태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3, PCT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PCT 규칙에 부속)에 의거하여, 국제출원료 

총액이 출원에 사용된 전자적 형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면됩니다. 

                                    

3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제7편 및 부속서 F, 또는 기본 공통 표준(Basic Common Standard)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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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의 내용과 출원서가 모두 코드화된 문자 형식(character 

coded format)이 아닌 경우: 100 스위스프랑 (또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료 납부시 

납부된 통화의 등가액)(항목 4(a) 참조) 

– 출원서는 코드화된 문자 형식이고,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의 내용은 코드화된 

문자 형식이 아닌 경우: 200 스위스프랑 (또는 등가액)(항목 4(b) 참조)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의 내용과 출원서가 모두 코드화된 문자 형식인 경우: 

300 스위스프랑 (또는 등가액)(항목 4(c) 참조) 

특정 저소득 국가의 국민 및 거주자이며 경우에 따라 여타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은, 출원인이 

2인 이상이라면 모든 출원인이 필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출원료 (및 보충적 조사 

취급료와 취급료)를 감면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수리관청인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에게는 송달료가 면제됩니다.  해당 저소득 

국가들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ipo.int/pct/en/fees/fee_reduction_july.pdf 

조사료와 관련하여, 일부 국제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 중 하나에 해당시 조사료를 

감면해줍니다. 

– 특정 국가의 출원인 

– 개인 또는 소규모 또는 초소규모 단체(small or micro entities)의 출원 

– 국제출원이 특정 언어로 출원되는 경우   

일부 국제조사기관의 다양한 조사료 감면조건에 관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를 

참조하십시오.  

수수료 납부 방법 

ePCT나 PCT-SAFE 소프트웨어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관련 

화면에서 선택한 수리관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추가 세부사항은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지원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support.html 

(“ePCT Filing” 선택 후 “PCT fees and payment” 선택) 

기타 방식의 출원의 경우, 수리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수수료 계산서 및 수수료 

계산서 기재요령에 나와 있으며, 해당 수리관청에 문의해도 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 납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filing/modes.html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수수료들도 국제단계에서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 (IB), C, D, SISA, E 내 관련 부분과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제113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sup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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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PCT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그 출처가 WIPO 국제사무국도 아니고 PCT에 따른 국제출원 

처리와도 무관한 수수료 납부 요청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본 지면을 빌려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한 요청이 어떠한 등록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든 간에, 그러한 서비스는 WIPO나 

WIPO의 공식적 공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PCT 출원 공개는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이며, 국제출원료에 해당 공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서비스에 추가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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