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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뉴스레터 구독 안내 

WIPO 웹사이트에서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을 직접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 웹페이지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에서 

우측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매월 뉴스레터가 발간될 

때에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배포 역시 계속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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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호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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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정보 업데이트 

K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공개 후 임시보호) 

국제공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임시보호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시보호는 

발명법(Law on Inventions) 제 57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번역문을 공중에게 공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KP) 업데이트) 

PATENTSCOPE 소식 

국내 특허문헌 모음 

체코, 구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및 스웨덴의 국내 특허문헌을 이제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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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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advancedSearch.jsf (한국어) 

체코 및 구 체코슬로바키아는 437,000 여 건, 네덜란드는 216,000 여 건, 세르비아는 거의 

15,000 건, 슬로바키아는 33,000 여 건, 스웨덴은 거의 190,000 건에 달하는 기록이 문헌에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PATENTSCOPE 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지역 특허문헌 모음의 수가 

69 개가 되었습니다. 구 소련과 구 독일 민주 공화국의 문헌은 이제 개별 문헌으로 

간주됩니다(이전에는 러시아연방과 독일의 국내문헌에 각각 포함). WIPO 표준 ST.3 에도 이들 

두 국가의 두 자릿수 코드가 별도의 코드로 나와있습니다.  

4 백만 건의 일본 실용신안도 이제 PATENTSCOP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실용신안을 

조회하시려면 아래의 질의(쿼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TR:JP and (DTY:U OR DTY:Y OR DTY:U? OR DTY:Y?) 

글로벌 도시에(Global Dossier, 세계특허심사정보시스템) 정보 

인도,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의 글로벌 도시에 정보가 이제 PATENTSCOPE 에서도 이용 

가능하여, 다른 참여관청에서 이미 제공한 정보를 보충하게 됩니다. 도시에 내용은 해당 출원의 

“서류” 탭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조사보고서, 관청의 조치(office actions) 및 출원인과 특허청 

간의 서신을 포함하여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진행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ePCT 관청 사용자 가이드(ePCT Office User Guide) 

ePCT 관청 사용자 가이드는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국제기관들의 ePCT 사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1 년 1 월 5 일자로 업데이트되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pdf/epct_office_user_guide.pdf 

세미나 자료 

PCT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세미나 자료가 2020 년 12 월 영어와 중국어로, 2021 년 1 월 

프랑스어로 업데이트되어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basic_1/index.html (영어) 

https://www.wipo.int/pct/zh/seminar/basic_1/index.html (중국어) 

https://www.wipo.int/pct/fr/seminar/basic_1/index.html (프랑스어) 

다른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1 년 4 월 26 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올해의 테마 

2021 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 캠페인의 테마는  “IP 와 중소기업(SME):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활동하는 수백만 중소기업 각각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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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어 시장까지 진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창성과 노하우, 재능으로 

육성되고 강화된 아이디어는 기업발전과 경기회복, 인류진보를 이끌 수 있는 IP 자산이 됩니다.  

경기회복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2021 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중소기업들의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이들이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다 튼튼하고 경쟁력 있고 회복력 있는 

사업체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지를 조명합니다. 

IP 세계에 처음 진입한 분들에게 2021 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등 IP 시스템의 수단들이 아이디어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볼 기회입니다. 또한, 2021 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혁신과 창의성을 이끌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제공하며 고용을 창출하도록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WIPO 와 전 

세계 국내 및 지역 IP 관청들이 수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의 배경에 있는 독창성과 창의성,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이들의 용기와 

우리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대한 이들의 기여를 함께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혁신을 응원해 주십시오. 

추가 내용은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ipo.int/ip-outreach/en/ipday/ 

세계 지식재산의 날에 대하여 

지난 2000 년 WIPO 회원국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보편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WIPO 

설립조약(WIPO Convention)이 1970 년에 발효된 날인 4 월 26 일을 세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혁신과 창의성을 도모하고 기업성장과 고용창출, 

경제발전과 활기찬 문화경관을 지원하는 데 지식재산권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기회를 매년 제공합니다 

유용한 도움말 

PCT-SAFE 에서 ePCT 로 옮겨가기(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하는 출원인의 예) 

Q:  저희 회사는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RO/US)에 PCT 출원을 많이 합니다. 출원서 

서식 작성을 위해 그동안 PCT-SAFE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많은 사용자들에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RO/US 에 제출할 출원서 작성을 위해 ePCT 를 사용하는 데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저희에게 해외출원 허가(foreign filing license)가 있으면 

이제 ePCT 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제출원을 제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ePCT 를 

처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료가 있나요? 

A:  PCT 뉴스레터 2020/10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미국 특허상표청은 출원인들이 RO/US 에 

국제출원 시 출원서 작성을 위해 ePCT 를 사용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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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30 일, 자국의 해외출원 허가 규칙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1  이에 따라, 미국의 PCT 

출원인이 

– 출원에 앞서, 모든 필요한 해외출원 허가 취득을 포함한 모든 국가안보규정을 충족하고, 

– 미국 특허상표청의 해외출원 허가 범위 밖의 추가 대상을 내보내지(export) 않는다면, 

해당 출원인은 이제 ePCT 로 국제출원을 준비하고, 발명의 명칭을 포함한, 요약서와 인증된 

출원서의 내용이 담긴 .zip 파일을 생성해 출원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미국 특허상표청의 

전자출원시스템 중 하나를 사용하여(EFS-Web 또는 Patent Center), 기술정보(technical data)를 

ePCT 로 내보내는 데 대한 이전과 같은 우려 없이, RO/US 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 뉴스레터 2020/10 호 2 페이지(“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10_2020.pdf (한국어) 

미국 연방관보(U.S. 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30/2020-18743/facilitating-the-use-of-
the-world-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s-epct-system-to-prepare 

이에 따라, 이제 미국의 PCT 출원인들은, 필요한 해외출원 허가 요건의 충족 시, ePCT 를 통해 

출원을 준비하는 이점을 누리면서 RO/US 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위에 언급한 PCT 뉴스레터 

기사는 ePCT 사용의 주요 이점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ePCT 가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며, PCT-SAFE 와 달리 복잡하고 느린 소프트웨어 설치와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RO/US 가 국제사무국에 출원을 송부하는 즉시 해당 

출원은 준비 당시 해당 출원에 접근 권한이 있던(또는 접근 권한이 주어진) ePCT 사용자들의 

“Workbench”에 나타나게 됩니다. 

WIPO 웹사이트에 ePCT 를 처음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을 위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landing.xhtml 

사용자 가이드와 단계별 안내문들도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도움말(PCT eServices Help)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ct.wipo.int/pct/en/epct/pdf/pct_wipo_accounts_faq.html 

아래 페이지들은 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 “Getting started”: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88 

                                            
1  이전의 해외출원 허가 규칙에서, 해외 PCT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국제출원을 준비하기 위해 ePCT 로 기술정보(technical 

data)를 내보내는 것을 이미 허용했음. 그러나 해당 규칙은 RO/US 에 출원하는 국제출원을 준비하기 위해 ePCT 로 

기술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음. 

2  RO/US 에 업로드하기 위해 ePCT 에서 출원서와 요약서를 작성하고 .zip 파일을 생성하는 당시에 해외출원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고, ePCT 에 요약서 및/또는 발명의 명칭 형식으로 기술정보를 내보내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 

해당 단계에서 요약서 및/또는 발명의 명칭을 ePCT 출원 자료 패키지의 내용에서 누락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음.  이러한 

누락은, 해외출원 허가는 취득했으나 출원이 해당 허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추가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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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ing an application”: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96 및 특히 

“Filing at RO/US using ePCT in combination with EFS-Web”: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452 

– “eOwnership, eHandshakes and Access Rights”: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93 

ePCT 데모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 출원인들은 실제 출원을 하기 전에 데모 시스템으로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PO 에서는 신청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기업의 구체적 요구에 맞춰 조정될 수 있고, 참석자들의 PCT 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ePCT 가 처음인 사용자들을 위한 교육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인증이 포함된 WIPO 계정 만들기 

– eHandshakes 만들기, 접근권한 부여하기, 기본 출원 설정 

– ePCT Workbench 둘러보기 

– 신규 국제출원 생성 및 제출하기 

– 제출된 국제출원 관리하기 

기본적인 ePCT 기능에 이미 익숙하고, ePCT 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PCT 

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더 배우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상급과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맞춤형 PCT 교육 신청에 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8/10 호의 유용한 

도움말(Practical Advic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18/newslett_2018.pdf (한국어) 

구체적인 ePCT 교육 신청에 관한 추가 사항은 다음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pct.eservices@wipo.int 

아래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에서 ePCT 관련 세미나 및 웨비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seminar.pdf 

대다수 수리관청은 이미 PCT-SAFE 출원 접수를 중단한 상태이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도 머지 않아 이를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PCT-SAFE 를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들께서는, 국제출원을 하는 

수리관청에서 ePCT 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 ePCT 를 통해 출원을 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현재 ePCT 로 출원된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수리관청들의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EFilingServers.xhtml). 

PCT 체약국의 국민 및/또는 거주자는 RO/IB 에 출원하는 경우, 모든 적용 가능한 

국가안보요건의 충족 시, ePCT 를 통해 PCT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18/newslett_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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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뉴스레터 2020/12 호 유용한 도움말 정정사항3 

PCT 뉴스레터 2020/12 호 영문 원본의 유용한 도움말의 각주 4 번에 오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국제출원료는 1,300 스위스프랑이 아니라 1,330 스위스프랑입니다. 

 

 

 

 

 

 

 

 

 

 

 

 

 

 

 

 

 

                                            
3 역주: 2020/12 호 한국어판에는 올바른 액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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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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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특허협력조약:  영국의 선언 

부다페스트 조약:  영국의 선언 

위임장 포기 

PCT 규칙 90.4(d) 및 90.5(c)에 따른 통지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국가산업재산기관 (프랑스) 

PCT 정보 업데이트 

BY  벨라루스(수수료) 

ES  스페인 (수수료) 

GM  감비아 (수수료) 

ID  인도네시아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MG  마다가스카르 (수수료) 

VN  베트남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이스라엘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북유럽 특허기구 (정정사항), 미국 특허상표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이스라엘 특허청, 스페인 특허상표청)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 

미국 특허상표청: 2020 년 12 월 24 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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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국가지식재산센터(SAKPATENTI)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러시아어 버전) 

 


	PCT 뉴스레터 구독 안내
	PCT 정보 업데이트
	PATENTSCOPE 소식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2021 년 4 월 26 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유용한 도움말
	특허협력조약: 영국의 선언
	부다페스트 조약: 영국의 선언
	위임장 포기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PCT 정보 업데이트
	이례적 휴무일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