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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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 (DAS) 

네덜란드 특허청 

네덜란드 특허청은 2018년 6월 1일부터 DAS 기탁관청 및 이용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NL 

DAS 참여관청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국제출원의 전자 출원 및 처리 

PCT 출원서 파일 내용을 공개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기능 신설 

PCT 뉴스레터 2017/12호 2페이지에, 앞으로 출원서 원본에 색깔이나 회색 톤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고 PATENTSCOPE에서 출원서 원본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도입된 배경은, 국제출원서에는 일반적으로 색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색이 포함된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능의 도입으로, ePCT나 

PCT-SAFE를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해당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출원서 

본문(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중 적어도 하나)에 색깔이나 회색 톤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개출원서 첫 페이지에 안내문구가 삽입되어, 해당 출원서가 

색깔이나 회색 톤이 포함된 상태로 제출되었으며 원본 파일을 PATENTSCOPE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단, 모든 국제출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 흑백 버전으로 변환되어 

국제사무국에서 처리 및 공개됩니다.   

흑백 변환으로 인해 원본서류 대비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서는 전용 

미리보기 기능을 마련하여, 이후 국제사무국의 출원서 처리 및 공개에 활용될 파일 내용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변환된 이미지의 내용이 본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http://www.wipo.int/pct/en/newslett
http://www.wipo.int/pct/en/news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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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습니다.  미리보기 기능은 국제사무국이 서류를 불러오고 공개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 

서비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출원서 내용이 국제사무국이 공개할 모습과 근사하게 나타납니다.   

해당 미리보기 기능("PDF Conversion Checker")은 아래 "출원서 본문 변환기(Application Body 

Converte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pctdemo.wipo.int/DocConverter/pages/pdfValidator.xhtml 

페이지 상단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기타 유용한 기능과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미리보기 기능이 ePCT에서는 예전부터 포함되어 직접 제공 중인데, 출원서 본문을 

ePCT에서 업로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수리관청(이스라엘 특허청 및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PCT-SAFE 업데이트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8년 4월 1일, 버전 3.51.081.257)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safe/en/download/download_client.html 

해당 PCT-SAFE 신규 버전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상기 웹페이지에 있는 "출시 정보(Release 

notes)"와 "신규 사항(What’s new)"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PCT 정보 업데이트 

KR  대한민국 (전자적인 형태의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의 제출을 위한 전자매체의 

종류)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특허청은, 전자적인 형태의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시 사용되는 해당 특허청이 인정하는 전자매체의 종류를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피 디스크, CD ROM, CD-R, DVD 또는 DVD-R이 허용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KR)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일본 특허청) 

2018년 6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  EUR 

일본 특허청 .......................................................................................  KRW, USD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U, JP)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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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데이트 사항 

다음 업데이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2018/article_0005.html)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E  벨기에 (홈페이지 주소, 국가 안보 관련 조항)  

CA  캐나다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필요한 번역문 내용, 국제출원서 사본 제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특수 요건) 

CN  중국 (수수료) 

EP  유럽 특허청(EPO) (수수료, 국제조사 허용 언어) 

GB  영국 (수수료)  

NL  네덜란드 (전화번호) 

NO  노르웨이 (관청명, 우편주소) 

SG  싱가포르 (수수료) 

US  미국 (팩스번호) 

 

유용한 도움말 

특허 보호 대신 실용신안 보호 신청하기 

Q:  PCT 출원을 했는데, 제 발명에 대한 보호를 여러 나라에서 받고 싶으면서도 비용 또한 최소로 

하고 싶은데요.  PCT 출원서에 실용신안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또 특허 보호에 비해 

이러한 형태의 보호가 취득 비용이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용신안 보호가 특허 취득 대비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A.  실용신안권은, 보호를 받는 발명1을 실용신안권자의 승인 없이 타인이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한된 기간 동안 방지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발명을 보호합니다.  

이런 면에서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아래 나온 바와 같이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실용신안을 통한 발명의 보호는 특정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부 국가는 실용신안권과 유사한 

권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소 특허(petty patent)", "혁신적 특허(innovative patent)", "단기 

특허(short-term patent)", "실용 혁신(utility innovation)" 또는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라 

                                            
1
  (역주) 대한민국 실용신안법에서는 그 보호의 대상을 발명 대신 고안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본 문서에서는 영어 원문과의 일치 

및 서술의 편의상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http://www.wipo.int/pct/en/newslett/2018/article_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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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릅니다.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 "실용신안(권)"이라는 용어는 실용신안권 및 기타 유사 권리를 

모두 포괄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권은 취득을 위한 관청 수수료가 낮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 전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전에 납부하는 심사료가 

없고, 그 등록 절차도 특허 취득에 비해 단순하고 빨라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실용신안 보호기간 동안 유지 또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도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저렴합니다. 

특허보다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저렴하고 등록 절차도 더 쉽고 

빠르지만, 기술 발명의 보호 방법 결정시 실용신안과 특허 간 다음과 같은 기타 차이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 실용신안 보호 취득 요건은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덜 까다롭습니다.  특허에서 신규성 

요건은 언제든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나, 실용신안의 경우 국내 수준에서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보성(또는 비자명성) 요건은 실용신안의 경우 훨씬 더 

기준이 낮거나 아예 부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 보호는 특허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작은 개량 등 점진적 성격의 혁신에 대해 가능합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특허보다 짧고 국가별로도 상이합니다(연장이나 갱신 가능성 

없이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  단, 소수 관청의 경우 10년 초과). 

–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이 특허와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출원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서만 취득 가능하거나, 공정이나 

화학물질이 아닌 장치나 기기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 가능하거나, 혹은 두 제한이 

모두 다 적용됩니다. 실제로, 실용신안 출원 자격이 있는 대상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며, 

특정 지정 (또는 선택) 국가에서 실용신안 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면, 해당 국가의 국내 

대리인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호 대상이 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는 다양한 국가의 실용신안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지식재산법률(IP legislation)"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wipolex/en/ 

결론적으로, 실용신안 보호는 취득과 유지가 더 저렴하고, 실용신안권 취득 요건도 종종 덜 

엄격하며, 등록 절차도 실체심사가 없어 보통 더 쉽고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신안 

보호가 항상 특허 보호보다 더 나은 대안인 것은 아닙니다.  실체심사의 결여는 등록된 실용신안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 보호로는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려면 해당 국가의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구체적 특징들을 경우별로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실용신안 보호와 특허 보호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허여를 

기다리는 동안 실용신안권이 빨리 취득될 수 있으므로, 특허 보호의 보완책으로 실용신안 보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 출원(또는 실용신안)을 특허 출원(또는 

특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FAQ가 포함된 유용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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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po.int/patents/en/topics/utility_models.html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는 PCT 관청들에 대한 추가 내용과 국제출원에 있어 이러한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번 PCT 뉴스레터(2018/05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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