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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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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동맹총회 

제 53 차 PCT 동맹총회(PCT 총회)가 WIPO 회원국 총회의 일환으로 2021 년 10 월 4 일부터 

8 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PCT 총회에서는 문서 PCT/A/53/3 의 부속서들에 기재된 바와 같은 PCT 규칙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PCT 규칙 5, 12, 13 의 3, 19 및 49:  PCT 에서 WIPO 표준 ST.26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이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의 권장 작성표준” 시행. 

해당 개정사항은 2022 년 7 월 1 일 발효되며 국제출원일이 이날 또는 이날 이후인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될 예정임.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3/8, 문서 PCT/WG/13/14 내 

단락 4 내지 5, 및 뒤에 나오는 “WIPO 표준 ST.26 시행일” 단락 참고. 

– PCT 규칙 82 의 4:  PCT 규칙에 따른 기간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장애(disruption) 상황에서 출원인과 제 3 자를 위한 보호책 강화. 추가 정보는 문서 

PCT/WG/14/11 과, 문서 PCT/WG/14/18 내 단락 8 내지 14 참고. 해당 개정사항 또한 

2022 년 7 월 1 일 발효되며, 이날 또는 이날 이후에 만료되는 모든 기간에 적용될 

예정임. 

이번 PCT 총회에서는 유라시아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임명했습니다(문서 PCT/A/53/1). 해당 임명은 추후 유라시아 특허청이 업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유라시아 특허청이 통지하는 날로부터 발효됩니다. 

 

http://www.wipo.int/pct/en/newslett
http://www.wipo.int/pct/en/news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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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총회에서는 보충적 국제조사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문서 PCT/A/53/2), 

국제사무국에 해당 제도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주요 변동사항을 PCT 국제기관회의(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 및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PCT 총회에서는 국제사무국이 권장하는 때에, 또는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늦어도 2027 년까지 해당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구했습니다. 

상기 문서들은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 총회 자료(보고서는 준비되면 업로드):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a/53 

WIPO 총회(WIPO General Assembly) 자료(보고서는 준비되면 업로드):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wo/ga/54 

PCT 실무그룹 회의 자료: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wg/13  

(13 차)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code=pct/wg/14  

(14 차) 

WIPO 표준 ST.26 시행일 

제 54 차 WIPO 총회에서 WIPO 표준 ST.26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이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의 권장 작성표준”의 국내/지역/국제 시행일(2022 년 7 월 

1 일)이 승인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문서 WO/GA/54/14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docs/mdocs/govbody/en/wo_ga_54/wo_ga_54_14.pdf 

또한 아래에서 문서 A/62/12 내 단락 45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about-

wipo/en/assemblies/2021/a_62/doc_details.jsp?doc_id=552851 

이로써 WIPO 표준 ST.26 으로의 전환이 WIPO 표준위원회(Committee of WIPO Standards)가 

2017 년에 개최된 제 5 차 회의에서 정한 날짜로부터 6 개월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아래 

문서 CWS/5/22 내 단락 42 내지 44 참고). 

https://www.wipo.int/edocs/mdocs/cws/en/cws_5/cws_5_22.pdf 

PCT 뉴스레터 지난 호들에서 WIPO 표준 ST.26 적용 시작일을 2022 년 1 월 1 일로 언급해 

왔는데1, 이제부터 해당 날짜는 2022 년 7 월 1 일입니다. 

PCT 수수료 납부용 웹페이지 신설 

WIPO 는 지난 2021 년 6 월 14 일, WIPO 에 납부하는 특정 PCT 관련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의 

온라인 납부를 위한 새로운 납부 플랫폼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PCT 뉴스레터 2021/06 호 참고). 

                                            
1 WIPO 표준 ST.26 적용 시작일을 2022 년 1 월 1 일로 기재한 PCT 뉴스레터 지난 호들(한국어판):  2019/06 호(4 페이지), 

2020/10 호(1 페이지), 2020/12 호(5 페이지), 2021/04 호(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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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랜딩 페이지 “WIPO Pay”를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3.wipo.int/epayweb/public/index.xhtml 

PCT 제도 메인 페이지(https://www.wipo.int/pct/ko/index.html) 내 “PCT 자료” 섹션의 해당 

링크를 통해서도   WIPO Pay 에 접근하실 수 있고,  “수수료 및 결제 – PCT 제도” 

페이지(https://www.wipo.int/pct/ko/fees/index.html) 오른쪽에서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WIPO Pay 는 한 번의 클릭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수수료 내역을 볼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건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는 간소화된 시스템입니다. WIPO Pay 는 안전하고 

암호화 되어 있으며, 납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확인 이메일을 발송해줍니다. 

WIPO 수수료 납부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3.wipo.int/epayweb/public/payment-methods.xhtml 

2021 년 WIPO PCT 사용자 설문조사 

PCT 의 모든 면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WIPO 에서는 2 년마다 

시행되는 사용자 커뮤니티 대상 설문조사를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한 PCT 

서비스의 사용자들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료까지 10 분에서 20 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여하시려면 “Participation in the 2021 PCT User Survey”란 제목으로 아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survey@wipo.int 

그러면 설문조사가 시행되는 대로 설문조사를 위한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조사료 (대한민국 특허청) 

2021 년 12 월 1 일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NZD 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한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NZD 

538,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NZD 1,435 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KR) 업데이트)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2020 년 7 월 1 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국제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PCT 수수료가 한 

관청(“수납관청(collecting Office)”)에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다른 관청(“수혜관청(beneficiary 

Office)”)으로 전달됩니다. 추가 내용은 문서 PCT/WG/12/20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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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참여의사, 또는 참여범위 변경을 통지한 

관청들에 관한 내용을 2021 년 10 월 7 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PATENTSCOPE 소식 

PATENTSCOPE 새로운 기능:  PATENTSCOPE 사용법에 관한 영상 매주 업로드 

해당 영상들은 PATENTSCOP 의 특정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짧은영상이 매주 화요일 아래에 업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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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업로드 된 영상들은 아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PATENTSCOPE 에서 가중치 활용법 

– 라이선스 정보 

– WIPO 번역 툴 “WIPO Translate” 

– 통계정보 

– 맞춤형 통계정보 설정법 

사용자께서는 PATENTSCOPE 담당 팀에 이메일로 문의하여(patentscope@wipo.int)  특정 

기능에 대한 시연 영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PATENTSCOPE 에 마쿠쉬(Markush) 검색 도입 

마쿠쉬 구조는 보통 연관된 화합물들의 군들을 특허출원 범위의 일부로서 청구하기 위해 이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특허문헌에서 사용되는, 가변적인 치환기들을 갖는 화학구조의 기재 

형식입니다(마쿠쉬 청구항이라고도 불림). 

마쿠쉬 정의는 현재 PATENTSCOPE 에서 처음으로 색인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문헌의 화합물을 명칭으로(예: 상업적 명칭, IUPAC 명칭, 국제일반명칭(INN)), 도면의 

구조로, 또는 마쿠쉬 정의에 해당 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쿠쉬 검색은 PATENTSCOPE 에서 

로그인한 유저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WIPO 계정은 페이지 상단 검은색 메뉴바에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만드실 수 있습니다(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PATENTSCOPE 에서 마쿠쉬 검색 기능이 제공되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검색 기능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21/news_0006.html 

PATENTSCOPE, 새롭게 재탄생한 WIPO GREEN 에 녹색기술 관련 특허문헌 제공 

WIPO GREEN 데이터베이스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및 환경과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니즈를 지속가능한 해결책들과 연결시켜주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해결 지향적인 글로벌 혁신 

전자 카탈로그 입니다.  WIPO GREEN 은 독특한 인공지능(AI) 지원 검색기능, 자동 매칭,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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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이용자 업로드 추적 및 통계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로 새롭게 단장하고 관련 녹색기술들을 

PATENTSCOPE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WIPO GREEN 에 무료로 업로드가 가능하며 

모든 관련 혁신 및 니즈에 따른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ipogreen.wipo.int/wipogreen-database/database 

글로벌 혁신지수 

2021 년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 보고서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global_innovation_index/en/2021/ 

금번 보고서에서는 132 개 국가의 최신 글로벌 혁신 순위를 81 개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글로벌 혁신 트래커(Global Innovation Tracker)를 통해 최신 글로벌 혁신 

동향을 추적하는 한편, 코로나 19 팬데믹이 혁신에 미친 영향을 조명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21/880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1/article_0008.html 

WIPO IP Diagnostics 출시 

WIPO 는 기업분야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무역센터(ITC) 및 

국제상공회의소(ICC)와 함께, 2021 년 11 월 9 일 13:30(중앙유럽 표준시(CET))에 개최될 

온라인 행사에서 최신 온라인 플랫폼 WIPO IP Diagnostics 을 출시합니다. 

WIPO IP Diagnostics 는 소기업들이 자신들의 IP 자산을 파악하고 해당 자산을 보호, 관리, 

이용할 방법을 정하여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고자 설계된 종합적인 무료 자기평가 

툴입니다. WIPO IP Diagnostics 는 소기업들이 IP 제도의 실용적인 이점을 숙지하는 데 유용한 

툴입니다. 또한, WIPO IP Diagnostics 는 기업 대상 IP 자문서비스 제공 시 해당 플랫폼을 

필요로 할 수 있는, IP 관청을 포함한 중개인들에게도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ipdiagnostic/ 

행사 프로그램에는 WIPO IP Diagnostics 를 소개하고 일부 회원국들의 견해를 듣는 섹션과 

함께,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WIPO IP Diagnostics 사용을 위한, ICC 기업가정신 센터(ICC 

Center of Entrepreneurship)와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섹션이 포함되는데, 해당 

이니셔티브는 WIPO IP Diagnostics 를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및 

국내 단체들과 협력하기 위한 WIPO 의 보다 폭넓은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행사 프로그램과 등록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65728 

등록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KBT543EDS8).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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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움말 

출원 전략:  관할 국제조사기관(ISA)이 복수인 경우 어느 곳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들 

Q:  저는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여럿인 수리관청에 출원할 예정인 국제출원의 단독 출원인입니다. 

어느 기관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A:  각 수리관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수리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해 각각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CT 규칙 35).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뒤에 나오는 제한이 따름). 편의상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절차는 생략하고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조사절차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인이 선택하는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출원인(출원인이 복수일 경우 출원인 중 한 명)이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해당 체약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이나 정부간 기구에 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조사기관과 동일할 것입니다(PCT 규칙 35.3). 

각 수리관청의 관할 국제조사기관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를 수행할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을 출원 시 

출원서의 제 7 기재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하는 수리관청에 따라 이용가능한 국제조사기관이 다를 수 있음:  출원인이 거주자인 

체약국과 출원인이 국민인 체약국이 서로 다른 경우,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리관청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각 수리관청은 각자의 관할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리관청을 선택할 때에는 이용가능한 국제조사기관들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국적과 거주지가 다른 복수의 출원인이 포함된 출원을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 또는 지역 수리관청의 모든 관할 국제조사기관들이 

선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집니다. 

인정되는 국제조사 언어:  국제조사기관 선택 시, 출원인의 국제출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관할 

국제조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언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조사를 위해 국제출원을 번역해야 

하는 일을 피하고 싶으면, 해당 국제출원의 언어를 인정하는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PCT 규칙 12.3). 각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는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에 

나와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부과하는 조사료(및 기타 관련 수수료):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비용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료 및 관련 수수료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에서 정하며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제조사기관에서는 국내 또는 지역 관청으로서의 자신들의 

관행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조사료 감면을 제공하고(특히 중소기업, 또는 저소득/중소득 국가의 

출원인 대상), 국제조사를 특정 국제조사기관에서 수행한 경우 국내/지역단계에서 납부해야하는 

일부 수수료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조사료와 조사료 감면에 관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국내수수료 감면에 관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내 해당 

국내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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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의 품질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발행의 적시성:  국제조사기관의 평판,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제 21 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공통 

품질체계”) 준수 여부, 그리고 보고서 발행의 적시성 관련 신뢰도를 고려하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T 국제기관 품질 보고서  (https://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 

– PCT 연례보고서에 나온 적시성 관련 통계  (연례보고서 최신호: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901_2021.pdf.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사무국에 적시에 송부했는지에 관한 통계는 84-85 페이지 참고.) 

국제조사기관이 조사에서 제외할 대상:  PCT 규칙 39 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의 

대상이 동 규칙 (i) 내지 (vi)에 나열되어 있으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국제출원이 이러한 대상과 관련되었다면, 해당 출원의 대상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하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국제조사기관별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 국내출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 관청과 다른 국제조사기관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  
질문자께서 선출원(국내/지역/국제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고 해당 선출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 관청이 또한 관할 국제조사기관인 경우, 조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면, 

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자, 같은 관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관청들에서 PCT Direct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유럽 

특허청, 핀란드 특허등록청, 이스라엘 특허청, 스페인 특허상표청에서 이용 가능). PCT Direct 

서비스는, 출원인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청에 국제출원을 하는데 동 관청에서 해당 출원의 

우선권 주장 대상인 선출원에 대한 조사를 이미 수행한 경우, 해당 선출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견해서에 제기된 이의에 응답하기 위해 비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또는, 다른 관점의 국제조사를 받아보고자 다른 국제조사기관이 조사를 수행하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심사관의 전문적 언어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하거나, PCT 

최소문헌을 넘어 특정 문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택 시 제약:  일부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동 기관 또는 다른 지정된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출원에 대해서만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 수행을 청구하기 원하시면 이러한 점이 국제조사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고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특허보호를 취득할 예정이시면, 해당지역과 특히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할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취득하려면 ISA/KR 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제조사기관들이 언어 문제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한국어로 된 관련 선행기술을 해당 

관청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국제출원을 처리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긍정적인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국내심사 후 동 관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다 빨리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국제조사기관들의 국제조사 제한:  일부 국제조사기관에서는 국제출원이 특정 수리관청에 

제출된 경우 조사를 수행할 국제출원의 수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호주 특허청 및 이스라엘 특허청은,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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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국제출원들에 대해 국제조사 수행 건수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PCT 출원인 

가이드에 나와있습니다(해당 관할 수리관청에 관한 부속서 C 내 관련부분 참고).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활용 가능성:  국내관청에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업무공조 제도를 

통한 신속한 출원 처리를 요청하여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청구하기 원하시면, 해당 관할 

국제조사기관과 PCT-PPH 협정을 맺고 있는 국내(또는 지역)관청이 어느 곳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양자/다자협정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PPH 프로그램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또한, 아래 PCT 뉴스레터 2021/09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1/9_2021.pdf 

국제조사기관에서 보충적 국제조사도 제공하는가:  국제단계에서 추가 수수료(보충적 조사료 및 

보충적 조사 취급료)에 따라, 보충적 국제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적 조사에 지정된 10 개 

기관 중 한 곳에 보충적 국제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을 

제출한 수리관청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조사를 수행한 기관과는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를 청구할 계획이시면, 이에 따라 국제조사를 수행할 

국제조사기관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제조사기관을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으로 

동일하게 선택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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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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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지부티 및 사모아:  지부티 산업재산통상청(ODPIC) 및 통상산업노동부(MCIL)(사모아),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시작 예정 

이례적 휴무일 

캐나다 지식재산청 

PCT 정보 업데이트 

CN  중국 (수수료) 

DJ  지부티 (이메일 주소, 전자출원) 

DO  도미니카공화국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GM  감비아 (보호의 종류, 수수료) 

LR  라이베리아 (보호의 종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선권 회복 신청을 위한 적용 

가능 기준, 수수료) 

ME  몬테네그로 (관청명) 

PA  파나마 (이메일 주소) 

PL  폴란드 (위치, 이메일/인터넷 주소) 

TN  튀니지 (국내단계 진입 요건 요약) 

WS  사모아 (전자출원) 

취급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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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수수료 납부 관련 변동사항 

신용카드 납부에 일일 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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