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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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특정 PCT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노르웨이 (PCT 규칙 26 의 2.3(j), 49 의 3.1(g) 및 49 의 3.2(h)) 

수리관청(RO/NO) 및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DO/NO)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르웨이 

산업재산청은 아래와 같이 자국 국내법과의 상충사실에 대한 통지를 2019 년 7 월 1 일부로 

철회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PCT 규칙 26 의 2.3(j)에 따른 통지(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PCT 뉴스레터 

2006/06 호 4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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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 호 4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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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 호 5 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해당 RO/NO 와 DO/NO 는 2019 년 7 월 1 일부로 아래의 PCT 규칙들을 각각 

적용합니다. 

– PCT 규칙 26 의 2.3(a) 내지 (i) 

– PCT 규칙 49 의 3.1(a) 내지 (d) 

– PCT 규칙 49 의 3.2(a) 내지 (g) 

이는 아래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2019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RO/NO 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우선권회복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http://www.wipo.int/pct/en/newslett
http://www.wipo.int/pct/en/newslett/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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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2019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DO/NO 는 우선권회복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조건이 충족된 

경우, 수리관청(RO)의 역할을 수행하는 타 관청이 내린 우선권회복 결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나아가, 수리관청(RO)과 지정관청(DO)의 역할을 하는 노르웨이 관청은, 우선권회복 신청에 

대하여  "비고의적"의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료는 NOK 3,000 라고, 각각 PCT 규칙 26 의 2.3(i)  및 

49 의 3.2(g)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NO) 및 국내편 요약(NO) 부분과, "우선권회복"과 "PCT 

유보, 선언, 통보 및 상충" 표들이 각각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 (한국어) 

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영어)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 바 

있는데, 이 시범사업은 IP5 관청들1이 출원인의 구체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모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1 차 연도(2018 년 7 월-2019 년 6 월)와 비슷하게 2 차 연도(2019 년 7 월-2020 년 6 월)에도 각 

참여관청은 주심기관(main ISA)으로서 약 50 건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여관청 소식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중국 특허청, CNIPA)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2 호에서는 중국 특허청이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 40 건의 한도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중국 특허청은 현재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중국어 또는 

영어로 출원된 신규 국제출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중국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cnipa.gov.cn/ztzl/zlscgslpphzl/csexm/1135632.htm 

유럽 특허청(EPO)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9 호에서는 유럽 특허청이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 40 건의 할당량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유럽 특허청은 2019 년 7 월 1 일부로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외에 영어로 된 신규 국제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유럽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9/07/a65.html 

                                            
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및 미국 특허상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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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미국 특허청, USPTO)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2 호에서는 미국 특허청이 국제출원 50 건의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미국 특허청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신규 

국제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PTO/bulletins/22b9810 

협력심사 시범사업 관련 추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filing/cse.html 

PCT 공개 일정 변동사항 

2019 년 9 월 6 일자 공개 

2019 년 9 월 5 일 목요일이 WIPO 휴일인 관계로, 원래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및 모든 

공문(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이 다음날인 2019 년 9 월 6 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사항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국제사무국에 2019 년 8 월 20 일 화요일 

자정(중앙유럽 표준시(CET))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PCT-SAFE 업데이트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2019 년 7 월 1 일, 버전 3.51.088.264) 이 출시되어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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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일본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수수료)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특허청은 2019 년 9 월 1 일부터 

국제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의 감면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초소기업(micro 

enterprises), 교육기관(academic institutions)이 일본어로 출원하거나, PCT 규칙 12.3 에 의해 

국제조사용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 감면됩니다. 상기 수수료 변경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JP) 및 E (JP)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감면 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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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po.go.jp/system/patent/pct/tesuryo/pct_keigen_shinsei.html 

KR 대한민국 (수수료)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각각 

국제조사보고서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해당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심사청구료가 2019 년 7 월 9 일부터 70% 감면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KR) 업데이트) 

조사료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납부되는 수수료에 대해 2019 년 9 월 1 일부로 

적용되는 감면에 관한 내용을 상기 PCT 정보 업데이트의 "일본"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9 월 1 일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미달러(USD)로 납부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상기 수수료액들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JP 및 KR) 업데이트) 

예비심사료 (일본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예비심사에 대해 납부되는 수수료에 대해 2019 년 9 월 1 일부로 

적용되는 감면에 관한 내용을 상기 PCT 정보 업데이트의 "일본"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사보고서 및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대한민국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은, 출원인과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와 E (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 2019 년 7 월 31 일부터 8 월 2 일까지 휴무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19 년 7 월 31 일 수요일부터 8 월 2 일 금요일까지 3 일간 워크샵을 

개최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공식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 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나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19 년 

8 월 5 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www.ipophil.gov.ph/news/announcement-ipophl-will-be-closed-for-a-3-day-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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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식재산청: 2019 년 7 월 26 일, 29 일 및 30 일 휴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2019 년 7 월 29 일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새 주소는 상기 PCT 정보 

업데이트란 참조). 새 주소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해당 관청은 2019 년  7 월 26 일 금요일부터 

7 월 30 일 화요일까지 공식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 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나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7 월 31 일 

수요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www.ipos.gov.sg/docs/default-source/resources-library/ipos-relocation.pdf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책자) 

지난 PCT 뉴스레터 2019/04 호에서 2019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된 PCT 규칙 개정문을 P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데, 이제 업데이트된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WIPO 

Publication 274) 종이 책자를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아래 주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25&plang=EN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PCT 출원인 가이드 중 PCT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및 "국내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National 

Phase)" 부분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버전이, 2019 년 7 월 1 일부 PCT 규칙 

개정사항 및 기타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영어) 

www.wipo.int/pct/fr/guide/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guide/index.html (스페인어) 

www.wipo.int/pct/ru/guide/index.html (러시아어) 

파워포인트(PPT) 자료 

2019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을 설명한 PPT 자료를 아래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에 이어) 이제 중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zh/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기타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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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법조문 색인(PCT Legal Text Index) 

PCT 조항, 규칙,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시행세칙), 서식 및 각종 PCT 

가이드라인에 대한 참고사항이 정리된 PCT 법조문 색인에 2019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된 

법조문의 참고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색인은 아래에서 영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pdf/legal_index.pdf 

출원서 서식 

이제 2019 년 7 월 버전의 출원서 작성 샘플(PCT/RO/101)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각 제공됩니다. 

www.wipo.int/pct/en/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영어) 

www.wipo.int/pct/fr/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프랑스어) 

www.wipo.int/pct/de/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독일어) 

www.wipo.int/pct/ja/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일본어) 

www.wipo.int/pct/ru/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러시아어) 

www.wipo.int/pct/es/forms/request/filled_request.pdf (스페인어)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이제 2019 년 7 월 버전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샘플(PCT/IPEA/401)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각 제공됩니다. 

www.wipo.int/pct/en/forms/demand/filled_demand.pdf (영어) 

www.wipo.int/pct/fr/forms/demand/filled_demand.pdf (프랑스어) 

www.wipo.int/pct/de/forms/demand/filled_demand.pdf (독일어) 

www.wipo.int/pct/ja/forms/demand/filled_demand.pdf (일본어) 

www.wipo.int/pct/ru/forms/demand/filled_demand.pdf (러시아어) 

www.wipo.int/pct/es/forms/demand/filled_demand.pdf (스페인어) 

한국어로 제공되는 추가 자료 

이제 "우선권회복" 표를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 고급과정 개최 

기 공지된 대로,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제네바 WIPO 본부에서 2019 년 9 월 17-18 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해당 과정은 WIPO 특허 및 기술부(Patents and Technology Sector)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진행하며, 아래 세션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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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및 국내단계에서의 모범사례 

– 특정 관청들에서의 국내단계에 관한 질의응답 

– 최근 및 향후 PCT 변경사항 

– ePCT 로 PCT 출원 및 관리하기(실습기회 제공) 

해당 과정은 특허관리인, 법률사무소 직원(paralegal) 및 기타 PCT 제도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미나는 등록비가 없으며 참여인원이 50 명으로 제한됩니다. 등록기한은 2019 년 9 월 

6 일입니다. 온라인 등록방법 및 세미나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3186 

세미나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 주소로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pct.training@wipo.int 

PATENTSCOPE 검색시스템 

신규 사용자 계정 

이제 PATENTSCOPE 및 기타 WIPO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다 안전한 계정이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PATENTSCOPE 를 포함한 여러 WIPO 어플리케이션에 모두 

접속하고, 제 3 자 정보제공(third party observations) 시스템에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19/news_0004.html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 국내 특허문헌 

이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국내 특허문헌을 아래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advancedSearch.jsf (한국어) 

이로써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의 수가 

60 개가 되었습니다. 

PATENTSCOPE 인터페이스 개선 

PATENTSCOPE 인터페이스가 여러가지로 개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atentscope/en/docs/patentscope_news_july_1507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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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에서 새로운 IP 포털 출시 

WIPO 는 올 가을 새로운 IP 포털을 출시하여 WIPO 의 모든 온라인 지식재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WIPO 의 서비스를 간소화된 하나의 포털로 통합하여 

사용자들이 WIPO 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일관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 업무 프로세스들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사용자께서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IP 포털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ortal/en/news/2019/article_0029.html 

WIPO 펄(Pearl) 업데이트 

WIPO 의 다국어 용어 포털인 WIPO 펄에서는 PCT 출원서 및 국내특허문헌에에서 파생된 수 

많은 과학기술 용어와 함께 주요 PCT 법률 용어를 무료로, PCT 공개언어 10 개 모두로 

제공합니다. WIPO 펄은 용어가 이들 언어 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도록 하며, 과학기술 

지식을 보다 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개선된 화면 

WIPO 펄 용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이전의 기능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며, 새 디자인이 WIPO 의 특허출원용 ePCT 시스템에 기반하여 ePCT 이용자께서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사용에 

맞게 웹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새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wipopearl@wipo.int 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언어 

WIPO 펄에서는 이제 아랍어까지 제공됨으로써 WIPO 펄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10 개 언어가 

제공 가능합니다. 사용자께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서 선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WIPO 펄 데이터베이스에는 WIPO-PCT 언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17,000 개의 새로운 

특허용어가 업데이트 되어, 현재 178,000 개가 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18,000 개(또는 80%)가 넘는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은 "개념도 검색(Concept Map Search)"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다른 

관계들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검증되기 전 단계의 "개념 클라우드(concept 

clouds)"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학과의 협업 

아래 대학의 학생들이 제공한 1,300 개가 넘는 다언어 용어가 WIPO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최근 

추가되었습니다: 코르도바 국립대학교(the National University of Córdoba, 아르헨티나), 

그르노블 대학교(the University of Grenoble Alpes, 프랑스), 더블린시티 대학교(Dublin City 

University, 아일랜드), 볼로냐 대학교(the University of Bologna at Forlì, 이탈리아), 아스트라한 

국립대학교(Astrakhan State University, 러시아 연방), 맨체스터 대학교(the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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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 영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the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및  일리노이 대학교(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미국). 이와 같은 

용어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wipopearl@wipo.in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IPO 펄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reference/ko/wipopearl/index.html 

(한국어) 

유용한 도움말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서의 동일(同日)자 보정(same day corrections) 

Q: 방금 ePCT 를 통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했는데, 출원을 제출하고 

나서야 출원에 도면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국제출원의 나머지 요소들을 제출한 그 

날 안으로 출원에 도면을 추가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체 출원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오늘 

날짜가 국제출원일로 인정받게 하고 싶습니다. 

A: 오늘 날짜가 국제출원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출원의 나머지 부분과 같은 날짜에 도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PCT 제 11 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 날이 지나서 누락된 도면을 제출하면,  

수리관청에서는 도면 제출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합니다(PCT 제 14 조제 2 항)2 

다행히 처음 출원에서 도면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당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ePCT 를 통해 국제출원을 할 때에는, ePCT 내 전용 기능을 사용해 같은 

날에 실수를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RO/IB)에 

제출된 것으로 가정하지만, ePCT 를 통해 출원된 국제출원을 수리하는 일부 다른 수리관청에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3 

ePCT 로 국제출원을 한 후, 출원 시 누락되어 국제출원일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또는 도면 등)를 "당일 보정서"로 해당 수리관청에 적용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자정까지 추가하여 그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동일자 보정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동일자 보정을 할 때에는, 이전 출원은 완전히 무시할 것을 명시하고 전체 출원을 (누락된 도면을 

포함하여) 재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국제출원이 완성되도록 누락된 도면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을 포함한 출원을 새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도면만 제출하든지 간에, 두 경우 모두 

오늘 날짜로 수리관청에 접수되고 PCT 제 11 조에 따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오늘 날짜를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PCT 에서 누락된 문서를 업로드하려면 드롭다운 메뉴(국제출원번호 옆 아래방향 화살표)에서 

"당일 보정서(same day correction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규 출원된 국제출원에 누락된 

문서를 업로드하도록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 액션이 열리고 "당일 보정서에 대한 

                                            
2  누락된 도면의 제출기한은 국제출원을 구성하는 나머지 문서가 처음 수리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2 개월입니다(PCT 규칙 

20.7). PCT 규칙 20.6 에 따라 출원인이 PCT 규칙 4.18 의 규정에 의하여 누락 부분이 인용에 의하여 보완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누락된 도면이 해당 기한 내 제출되면 도면의 접수일이 국제출원일이 됩니다(본 유용한 도움말 

마지막 문단 참조). 

3  ePCT 의 동일 보정 기능은 캐나다, 이스라엘 및 미국의 수리관청들에 대해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관청들의 

전자출원 시스템에 업로드 하기 위해  ePCT 를 통해 zip 파일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해당 관청들에 ePCT 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원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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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시간(time remaining for same day corrections)"이 나타납니다. 이는 해당 수리관청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말합니다. 해당 시한이 지나면 이 전용 기능으로 

동일자 보정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국제출원을 제출한 수리관청과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고,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액션에 서명합니다. 동일자 보정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주어진 칸에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자 보정에 해당되는 문서가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표지가 생성됩니다. 

동일자 보정 기능은, 어떠한 요소나 부분이 누락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해당 수리관청이 잘못 

제출된 문서를 맞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허용한다면 문서를 잘못 제출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잘못 제출한 경우). 

ePCT 를 사용하면, 기제출된 문서의 사본을 사후에 다운로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출 전의 

국제출원 초안의 사본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 전에 출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모든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또는 모든 요소가 해당 출원에 제대로 맞는 것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자 보정 시에는 "초안 저장(Save draft)"기능이 없습니다.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당일이 지나서 알게되면, PCT 규칙 20.6 에서는, 

국제출원일을 변경하지 않고, 출원인이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국제출원에서 인용에 의하여 

보완되었는지 PCT 규칙 20.7 에 따른 해당 기한 내에 확인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해당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이전에 제출된 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고, 기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칙과 자국 국내법의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IB)에 통지한 소수의 관청들의 경우에는45, 누락된 요소나 부분은 

국제출원일에 접수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07/05 호와 2015/07-08 호에 각각 게재된 유용한 도움말과, 아래의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6.024 내지 6.031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ePCT 의 동일자 보정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12 

 

 

 

 

 

 

 

 

                                            
4  해당 관청들은 PCT 규칙 20.8(a) 및 (b)에 따라 PCT 유보, 선언, 통지 및 상충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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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역주) 대한민국 특허청은 해당 규칙과 자국 국내법의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출원하실 경우 인용에 의한 보완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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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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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특정 PCT 수수료 감면 대상 

PCT 정보 업데이트 

AG 앤티가바부다 (국내단계 진입 요건 요약) 

CO 콜롬비아 (이메일 주소, 문서 우편 발송의 증거) 

GB 영국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IN 인도 (위치 및 우편주소, 국제출원 또는 번역문의 사본 제출) 

IS 아이슬란드 (관청명, 이메일/인터넷 주소) 

JP 일본 (수리관청 수수료) 

KN 세인트키츠네비스 (일반적인 내용, 수리관청이자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관청의 

요건에 관한 내용) 

PA 파나마 (수수료) 

SG 싱가포르 (위치/우편 주소) 

UA 우크라이나 (수수료) 

조사료 (이집트 특허청, 러시아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출원서 서식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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