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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웨비나(Webinar) 안내 

WIPO에서는 온라인 세미나 서비스인 웨비나를 통해 원격으로 PCT 관련 정보 및 강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한국어로도 PCT 웨비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PCT 

뉴스레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6월에 한국어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PCT 국제출원 개요 및 출원시 고려사항 

  * 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6월 웨비나는 PCT 관련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이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 6. 26. 오후 4시~5시 (한국 시간) 

사전 등록: 인터넷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6197917750090234115)이용  

이용 방법: 등록 후 안내 메일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정해진 시간에 접속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나 이어폰 등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비 필요) 

안내 및 문의 (한국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PCT 법무국 (taegeun.kim@wipo.int)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관련 내용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WIPO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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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6197917750090234115
mailto:taegeun.kim@wipo.int
http://www.wipo.int/pct/en/newslett
http://www.wipo.int/pct/en/news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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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정보 업데이트 

KR  대한민국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등록된 변리사 또는 법정대리인이면 누구나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을 상대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KR) 및 국내편, 요약 (KR) 업데이트) 

기타 업데이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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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P  유럽특허청 (수수료)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MK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E  스웨덴 (수수료) 

TR  터키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캐나다 특허청(정정사항), 브라질 특허청, 중국 

특허청(SIPO)) 

미국 특허청: 2018년 3월 2일 및 21일 휴무 

미국 특허청(USPTO)은 기상 악조건으로 인해 2018년 3월 2일 금요일과 21일 수요일 양일간 

대민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청에 도달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날짜 중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18년 3월 5일 월요일과 3월 22일 목요일에 각각 만료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patent-related-

notices/patent-related-notices-2018 

http://www.wipo.int/pct/en/news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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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실무그룹 회의 자료 

201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429 

PATENTSCOPE 검색시스템 

인도 국내 특허문헌 

이제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인도의 국내 특허문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도움말" 탭 하단의 "데이터 수록범위" 참조). 해당 특허문헌에는 현재 470,000여 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PATENTSCOPE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또는 지역 

관청의 수가 52개가 되었습니다. 

PCT 특별기사 

올해 세계 지식재산의 날1의 주제인 "변화의 동력: 혁신과 창조의 여성들"에 따라, WIPO 매거진 

최신호(2018/2호)에서는 전세계에서 매일같이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수많은 뛰어난 여성 중 

몇 명의 시각과 경험을 다루었습니다.    

양조에서 생물제제까지: 세계 보건의 혁신을 이끄는 키란 마줌다르 쇼 인도 바이오콘 회장 

인도 최대의 완전 통합형, 혁신 추구형 생물약제학 기업인 바이오콘(Biocon)사의 키란 

마줌다르 쇼(Kiran Mazumdar-Shaw) 회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 의료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식재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식재산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PCT는 바이오콘처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한 번의 국제특허출원으로 

150여 개의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선택안이죠. 또 국내출원을 하는 비용이 18개월간 연기되기 때문에 목표 시장에 대한 

특허취득 및 상품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라고 키란 마줌다르 

쇼 회장은 설명합니다. 

                                      

 
1
  매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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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쉬워진 영아 식사 

영국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맨디 하버만(Mandy Haberman)은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성공에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자사 

상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PCT가 유용한 선택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용물이 

새지 않는 영유아용 컵 Anywayup® 컵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안정적인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PCT를 통해 

목표 시장들에서 특허출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고, 제 브랜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를 주는 것으로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성과 국제특허제도: 고무적인 추세 

해당 기사에서는 여성 발명가들의 PCT 사용 추세를 살펴보면서, "특허 및 성(gender)에 

관한 WIPO의 자료를 보면, 세계 모든 지역에서 특허청에 처음 출원 당시 출원서에 적어도 

한 명의 여성 발명가의 이름이 올라간 PCT 출원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해당 자료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현 

속도대로라면 국제특허제도 활용에서의 성 평등(gender parity)이 207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18/2호(2018년 4월)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pdf/2018/wipo_pub_121_2018_02.pdf 

유용한 도움말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는 지정관청을 확인하는 방법 및 국제출원에 대해 실용신안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Q: 국제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용신안 보호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지정국이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또 해당 국가에서 제 출원이 실용신안 출원으로 
처리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지난 달 “유용한 도움말"(PCT 뉴스레터 2018/04호)에서 실용신안 보호의 장단점을 다룬 바 

있습니다. 실용신안 보호는 85개2 PCT 체약국에서 제공 중인데, 특정 국내관청에서 발행된 

국내실용신안이나,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PI) 또는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의 

                                      

 
2
  해당 수치는 "실용신안"에 한정된 것으로, 기타 유사한 종류의 보호를 제공하는 관청들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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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관청들에서 발행된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관청에서는 

특허에 대한 대안으로서만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지만, 많은 관청에서 출원인이 특허 보호에 

추가적으로 실용신안 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특허의 허여를 기다리는 동안 

실용신안 보호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보호를 취득할 수 있는 

PCT 체약국에 관한 정보는 아래 자료의 "PCT 체약국에서 PCT를 통해 제공 가능한 보호의 

종류(Types of Protection Available via the PCT in PCT Contracting States)"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texts/pdf/typesprotection.pdf 

실용신안 보호 신청과 관련하여, PCT 규칙 4.9(a)에 따르면, PCT 출원서(PCT/RO/101)의 

제출은, 모든 종류의 보호의 부여에 있어(해당 시, 지역 및 국내 특허의 허여 포함), 국제출원일 

당시 PCT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특허 대신(또는, 

해당 시, 특허에 추가적으로) 실용신안 보호(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대안적인 보호3)를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국제단계에서 

특정 종류의 보호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단, 특정 국가의 지정에 있어 특정 

종류의 보호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출원인이 국제출원이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PCT 규칙 4.11(a)(i)), 또는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계속(CIP)출원(PCT 규칙 4.11(a)(ii))을 위한 출원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특정한 표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국제출원이, PCT 조약 제43조4가 적용되는 지정국(또는 선택국)에서 특허 취득이 

아닌 실용신안 취득을 위한 출원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거나, PCT 조약 제44조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보호(이러한 보호가 가능한 한도에서)를 위한 출원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인은 국내단계 (또는 지역단계) 진입을 위해 PCT 조약 제22조(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할 때 해당 관청에 출원인이 선택한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PCT 규칙49의2.1(a) 참조). 그러나, 그 시점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일부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은 출원인이 선택한 보호의 종류를 나중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PCT 규칙 49의2.2(b)). 두 종류 이상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종류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지를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49의2.1(b) 참조).  

출원인이 PCT 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때 실용신안 보호를 신청하기를 

희망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국제출원을 특허를 위한 

출원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그와 같은 명시적인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납부한 

                                      

 
3
  본 "유용한 도움말"의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소 특허(petty patent)", "혁신적 특허(innovative patent)", "단기 

특허(short-term patent)", "실용 혁신(utility innovation)",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 등 기타 유사 권리들로 

바꿔 쓸 수 있음. 

4
  PCT 조약 제43조에서, 국제출원이, 특정 종류의 보호를 국내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러한 보호를 부여 받기 

위한 것이라는 출원인의 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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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수료가 실용신안을 위한 국내수수료에 상응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납부는 그 

국제출원이 실용신안을 위한 출원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출원인의 희망의 표시로 간주되고 

지정관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PCT 규칙 49의2.1(e)). 

일부 관청은 실용신안을 위한 출원에 있어 국내단계 진입 신청을 위해 사용 가능한 특정 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식의 사용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PCT 규칙 49.4에 따르면 PCT 

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때 출원인이 반드시 국내서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서식의 사용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한 가지 종류의 보호만 신청하더라도, 많은 관청에서 출원인이 나중에 다른 종류의 

보호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PCT 규칙 49의2.2(b) 참조)(예를 들어, 실용신안출원(또는 

등록실용신안)에서 특허출원(또는 특허)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 다만, 이때 

특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출원인이 출원 변경을 신청하지만, 일부 관청은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출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보호 신청과 관련한 지정관청 별 구체적 요건, 그리고 보호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국내편 관련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app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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