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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웨비나(Webina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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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1월에 한국어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PCT 규칙 개정 사항 및 최근 동향 

일시: 2018. 11. 15. (목) 오후 5시~6시 (한국 시간) 

사전 등록: 인터넷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5337286021504659202)이용  

이용: 등록 후 안내 메일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정해진 시간에 접속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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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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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조약 및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우간다 (PCT 제 22 조제 1항) 

지정관청의 역할을 하는, 우간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 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 산하 특허등록소(Patents Registry)는, 2002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PCT 

제 22조제 1항이 우간다 국내법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데 이어(PCT 뉴스레터 2002/02호 

표지 참조), 다시 2015년 4월 1일부로 해당 통지를 철회했음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5337286021504659202
mailto:taegeun.kim@wipo.int
http://www.wipo.int/pct/en/newslett
http://www.wipo.int/pct/en/news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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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1개월의 기한이 201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었고 PCT 

제 22조제 1항에 규정된 행위를 출원인이 아직 행하지 않은, 우간다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들에 대해, PCT 제 22조제 1항에 따른 30개월의 기한이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PCT 자료들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PCT 제 1장 및 제 2장에 의한 국내/지역단계 진입 기한" 

http://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PCT 유보, 선언, 통지 및 상충"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UG) 

http://www.wipo.int/pct/guide/en/gdvol2/annexes/ug.pdf 

TR  터키 (PCT 규칙 49 의 3.1 및 49 의 3.2)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의 역할을 하는 터키 특허청(Turkpatent)(DO/TR)은 아래와 같은 

국내법과의 상충사실에 대한 통지를 2017년 1월 10일부로 철회함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PCT 규칙 49의 3.1(g)에 따른 통지(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PCT 뉴스레터 

2006/06호 4페이지 참조) 

– PCT 규칙 49의 3.2(h)에 따른 통지(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PCT 뉴스레터 

2006/06호 5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2017년 1월 10일부로 터키 특허청(Turkpatent)은 이날 또는 그 이후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아래의 PCT 규칙을 각각 적용합니다. 

– PCT 규칙 49의 3.1(a) 내지 (d) 

– PCT 규칙 49의 3.2(a) 내지 (g) 

이에 따라, 터키 특허청(DO/TR)은 2017년 1월 10일 또는 그 이후에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해 우선권회복 신청 건들을 검토하고, 요건의 충족 시, 타 수리관청이 내린 우선권 

회복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지정관청(DO)인 터키 특허청(DO/TR)은, 선택(또는 지정)관청으로서 접수한 우선권회복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due care)"의 기준을 적용하며1 해당 요청에 대한 수수료로 TRY 

1,890를 부과함을 PCT 규칙 49의 3.2(g)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내 요약(TR) 부분과, "우선권 회복" 및 "PCT 유보, 선언, 

통보 및 상충"에 나온 표들이 각각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texts/restoration.html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1
  터키 특허청은 PCT 규칙 26의 2.3 에 따라, 수리관청으로서 접수한 우선권회복 요청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 기준을 이미 

적용 중임.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PCT 뉴스레터 | 2018 년 9 월 | 2018/09 호 

 

3 

 

PCT 정보 업데이트 

LU  룩셈부르크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관련 요건) 

룩셈부르크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외 다른 언어로 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지정(또는 선택)관청인 룩셈부르크 특허청은 프랑스어나 독일어 번역 외에 영어 

번역도 허용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영어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LU) 업데이트) 

보충적 조사료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우크라이나 특허청) 

우크라이나 특허청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수수료의 액수 및 분류가 2018년 9월 1일부로 변경되어 수수료표 I(c)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아래의 납부 수수료 금액도 변경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  

페이지당: .................................................................................  EUR 0.40 

또한 해당 관청은, 국제출원 파일에 포함된 문서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도 2018년 9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페이지당 EUR 0.90라고 통지했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수수료표 I(c)에 나온 바와 같이 변경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RU 및 UA) 업데이트)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회의 자료 (PCT 총회) 

2018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50차(제 29차 임시) 

PCT 동맹 총회(PCT 총회)를 위해 준비된 자료들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7815 

2017 년 WIPO PCT 사용자 설문조사 

PCT의 전 부문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제공 서비스 분야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번째 PCT 사용자 설문조사가 2017년에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9개 언어로 진행되었는데, 15개 국가에서 2,000명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참여해 전체적인 PCT 제도와 국제사무국 및 기타 관청/기관들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고, 

또한 응답자들의 반응에서 이전 2015년의 설문조사에 비추어 개선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WIPO에서 제공한 PCT 정보 안내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전세계 응답자들의 전반적 

만족도 지표가 90%의 높은 수준에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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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에서 제공한 PCT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94% 

– 다른 관청/기관들 전체에서 수리관청/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제공한 

PCT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91% 

– PCT 직원의 문의응대 서비스 품질(친절, 유능, 해결지향적 태도, 빠른 대응), 정보 안내 

체계의 품질(내용 및 정확성),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이 평가 

– WIPO에서 제공하지 않은 PCT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인식은 좋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PCT 사용자들의 구체적 제안도 접수(수리관청 직원의 접근성,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품질 등)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이 제안한 개선 필요 분야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PCT 개별 관청들에서 제공한 PCT 서비스에 관한 

응답자들의 구체적 지적 사항 및 내용은 해당 관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설문 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edocs/mdocs/pct/en/pct_wg_11/pct_wg_11_presentation_user_survey.
pdf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셨다면, PCT 

사용자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의견이나 피드백을 PCT 법무국에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pct.legal@wipo.int). 다음 번 설문조사는 2019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WIPO 펄(Pearl) 업데이트 

WIPO의 다국어 용어 포털인 WIPO 펄을 통해, PCT 출원서 및 국내특허문서에서 파생된 수 많은 

과학기술 용어와 함께 주요 PCT 법률 용어가 무료로, PCT 공개언어 10개 모두로 제공됩니다. 

WIPO 펄은 여러 언어에 걸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며, 보다 쉽게 

과학기술지식을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어 데이터베이스 개선 

WIPO Pearl 용어 데이터베이스가 15,000개의 새 용어와 2,500개의 새 개념 관계를 추가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WIPO PCT 언어 전문가가 검증한 160,000개가 

넘는 특허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17,000개(85%)의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 

관계는 '개념도 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관계들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개념 클라우드'에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념도검색" 기능에는 "개념 경로 검색"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 개념들을 제시하며 사용자들이 10개 언어 중 어느 언어로든 두 개념 간 경로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해당 용어들 모두 또는 일부를, 원하면 동의어까지 함께, PATENTSCOPE로 

보내 키워드 조합 검색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PATENTSCOPE에서 원하는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언어 검색" 기능도 마찬가지로 PATENTSCOPE와 

http://www.wipo.int/reference/ko/wipopearl/
http://www.wipo.int/wipopearl/search/conceptMap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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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용어가 PATENTSCOPE에서 바로 검색되어 해당 용어를 

포함한 모든 특허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 

WIPO와 캐나다 정부 산하 번역국의 전문용어표준화부 간의 협력을 통해 110건의 다국어 용어 

기록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되었으며, 대화형 인터페이스(“챗봇”) 관련 혁신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용어가 정의되었습니다. 용어 및 개념도에 대한 전문가 검증은 컨커디어대학교, 

댈하우지대학교, 라발대학교(모두 캐나다 대학) 및 캐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들과의 협력 

이 버전에는 또한 다음 대학의 학생들이 제공하고 WIPO의 검증을 거친 540건의 다국어 용어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블린시립대학교(아일랜드), 취리히응용과학대학교(스위스), 

맨체스터대학교(영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미국) 

이러한 용어 협력에 관심이 있는 대학들은 wipopearl@wipo.int를 통해 WIPO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IPO 펄은 아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reference/ko/wipopearl/index.html (한국어) 

PATENTSCOPE 검색시스템 

파워포인트(PPT) 자료 

2017년 11월에서 2018년 7월 사이에,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 관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습니다.(영문) 

– 여러 인터페이스, 기능, 연산자 등을 조합하여 복잡한 검색구문을 만드는 방법 (2017년 

11월) 

– 2017년에 대한 회고와 향후 계획 (2017년 12월) 

– 화학 검색 기능 사용법 (2018년 1월) 

– 복잡한 검색구문 작성법 (2018년 2월) 

– PATENTSCOPE에서 각종 번역 툴 사용법 시연 (2018년 3월) 

– PATENTSCOPE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및 툴 (2018년 4월) 

– 기본 검색 기능 사용법 시연 (2018년 5월) 

– 복잡한 검색구문의 사용 예시 (2018년 6월) 

– 화학구조 검색 시연 (2018년 7월) 

– IPC 및 PATENTSCOPE에서의 활용 (2018년 8월) 

http://www.btb.termiumplus.gc.ca/tpv2alpha/alpha-eng.html?lang=eng&index=alt
https://www.concordia.ca/
https://www.dal.ca/
https://www.ulaval.ca/
https://www.microsoft.com/en-ca
https://www.dcu.ie/salis/index.shtml
https://www.zhaw.ch/en/linguistics/
https://www.alc.manchester.ac.uk/translation-and-intercultural-studies/
http://www.translation.illinois.edu/
mailto:wipopearl@wi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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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웨비나에서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atentscope/en/webinar/ 

향후 제공되는 웨비나 관련 정보는 PCT 세미나 일정표(PCT Seminar Calendar)에 공표됩니다. 

유용한 도움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여러 보고서들 간 차이점 

Q: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장),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장)가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사무국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종류가 무척 

다양하지만 상호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보통 국제단계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작성되며, 일부 보고서는 선택사항으로 출원인의 요청 시에만 작성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사보고서(ISR) 

국제조사보고서(서식 PCT/ISA/210)는 국제조사기관(ISA)에서 작성하는데(PCT 제 

17조제 2항(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 제외2), 

국제조사기관이 조사용 사본(국제조사기관의 국제출원 사본)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더 늦게 만료되는 일자가 작성 기한입니다(PCT 규칙 42).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장 및 제 2장),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또는 지정(또는 선택)관청의 심사의 기초가 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청구된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문헌의 인용,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발명의 

기술 내용의 분류, 조사된 기술분야, 검색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인용문헌과 관련된 청구항, 인용문헌의 범주, 신규성 또는 진보성 평가에 

있어서 인용문헌의 관련성을 명시합니다. 

또한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발명의 명칭과 요약서를 국제조사기관이 승인했는지를 

명시하며, 국제조사기관이 둘 중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한 명칭 

및/또는 요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PCT 규칙 44.2 참조). 국제조사보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의견이나 이유, 주장, 설명에 대한 표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PCT 규칙 43 참조). 

국제조사보고서는 작성 후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전달됩니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국제출원이 

공개되는 날에 국제조사보고서를 PATENTSCOPE에 올립니다(국제공개3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후에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리한 경우 제외. 이 경우에는 수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보고서를 받은 후 PCT 

제 19조에 따라 국제출원의 청구범위를 한 번 보정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조사기관이 해당 국제출원이, PCT 규칙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할 의무가 없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유의미한 

조사(meaningful search)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경우. 
3
  국제출원은 보통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직후에 공개됨(PCT 제 21조제 2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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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시작된 새로운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따라, 제한된 수량의 국제조사보고서가 

주요 국제조사기관 5곳(IP5 관청들)의 협력심사를 통해 작성되게 됩니다.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8/07-08 통합호를 참조하십시오. 

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견해서(WO-ISA)(서식 PCT/ISA/237)도 함께 

작성하는데, 이는 발명의 특허성과, 해당 국제출원이 국제조사기관이 검토한 범위 안에서 PCT 

조약과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공합니다. 

해당 견해서는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관련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해당 

문헌이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견해서(아래 참조)와 내용 범위가 매우 

유사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의 경우 관련 선행기술 판단 기준 일자가 해당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인데 비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있어서는 상기 일자가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일이 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조사보고서와 동시에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 전달되고, 해당 

국제출원이 공개되는 날에 PATENTSCOPE에 공개됩니다(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후에 국제사무국이 견해서를 수리한 경우 제외. 이 경우에는 수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  

PCT 규칙에서는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견해서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의견이나 주장, 첨언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이를 국제예비심사가 요청되지 않는 경우 "비공식 의견(informal comment)"으로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비공식 의견의 제출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5/01 및 2015/04호 참조). (PCT 규칙 43의 2 참조) 

3.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주(main)" 국제조사 외에, 출원인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조사기관들 중 한 곳에 보충적 

국제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며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의 수행을 맡은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시의 국제출원에 대해, 이전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보충적 국제조사의 수행 시작 전에 확인 

가능한 경우 이들을 참작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SISR)(서식 

PCT/SISA/501)는 견해서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견해서에 들어가는 내용인 인용문헌과 

조사범위에 대한 설명을 일정부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국제사무국이 수리 후 PATENTSCOPE에 공개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전적으로 선택사항인데, 선행기술을 보다 폭넓게 살펴보고 싶은 경우, 특히 

특정 언어로 된 내용을 검토하고 싶은 경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PCT 규칙 제 45의 2 참조) 

4.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장)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지 않아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사무국이 국제조사기관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 1장)"(서식 PCT/IB/373)의 기초가 됩니다(PCT 규칙 66.1의 2(a) 참조). 

국제사무국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1장) 사본을, 출원인이 제출한 비공식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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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 해당 지정관청에 전달하고 PATENTSCOPE에 올려 

대중에 공개합니다. (PCT 규칙 44의 2 참조) 

5.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제 2장)(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사무국에 달리 통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자체적 첫 

견해서로 사용되며, 출원인은 PCT 규칙 54의 2.1(a)에 규정된 기간4의 만료 전에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답변서와 해당 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CT 규칙 43의 2.1(c)).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간주되지 않아도,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해당 견해서를 참작해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또한 의무적인 추가조사(top-up search)를 

수행하여,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일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용 가능하게 된 

관련 선행문헌을 찾아봐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추가 견해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출원인에게도 추가 보정서나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장)(서식 

PCT/IPEA/409)를 작성하는데, 이는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구속력이 없는 견해로, 청구항 별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진술 및, 관련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한 인용문헌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보정된 PCT 

출원에 기초한 경우, 보정서를 포함한 출원 전체의 사본이 보고서에 부속서로 첨부됩니다.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 2장)는 보통 우선일로부터 28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행되며,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모두 송부됩니다. 국제사무국은 보고서 사본을 해당 선택관청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PCT 제 40조제 2항에 따라 출원인이 선택관청에 명시적 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국내단계 조기 진입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합니다. 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 PATENTSCOPE에 

올라가 대중에 공개됩니다. (PCT 규칙 70 참조) 

 

                                            
4
  국제조사보고서(또는 PCT 제 17 조제 2항(a)에 따른 선언)와 PCT 규칙 43의 2.1에 따라 작성된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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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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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중대한 특정 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미국 특허청에의 전자출원 절차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PCT-PPH) 

신규 시범사업 (영국-브라질, 덴마크-브라질) 

PCT 업무 결과물을 포함시키기 위해 PPH 시범사업 연장 (캐나다-중국) 

협력심사 업데이트 

유럽 특허청: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시범사업 할당량 도달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PCT-SAFE 사용 중단 관청들 (포르투갈, 폴란드, 로마니아, 리투아니아) 

PCT 정보 업데이트 

CN  중국 (수수료) 

CO  콜롬비아 (이메일 주소) 

KH  캄보디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LA  라오스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LT  리투아니아 (전자출원) 

PL  폴란드 (전자출원) 

PT  포르투갈 (전자출원, 수수료) 

RO  로마니아 (전자출원) 

SE  스웨덴 (수수료) 

UG  우간다 (관청명, 위치, 우편주소, 전화/팩스번호, 이메일/홈페이지 주소, 국제형조사 관련 규정, 

국내단계 진입 기한) 

http://www.wipo.int/pct/en/news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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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인도 특허청, 우크라이나 

특허청, 중국 특허청(SIPO), 스웨덴 특허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우크라이나 특허청, 스웨덴 특허청)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출원서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중국어)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개정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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