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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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의 영문판에서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표(PCT Seminar Calenda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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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와 이전 호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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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PCT-SAFE 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접수 중단 예정 

ePCT 및 EPO 온라인 출원을 통해 제출되는 국제출원을 접수하고 있는,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무국은 PCT-SAFE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 형식으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을 2021 년 7 월 1 일부터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출원인들이 ePCT 의 다양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ePCT 로 옮겨간 상황에서 

아직까지 PCT-SAFE 를 통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는 출원인은 극소수입니다. 

PCT-SAFE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고, 출원서에 입력된 데이터가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과 대조해 검증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단점입니다. 그런데 ePCT 는 모든 비즈니스 룰(business rule) 검증 및 수수료 산정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고 이들을 가장 최근의 PCT 참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국제사무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또한 출원 후에도 ePCT 에서 국제출원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는 PCT-SAFE 이용자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ePCT 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원을 위해 ePCT 를 처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가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도움말(PCT eServices Help)에 나와 있습니다.  

https://pct.eservices.wipo.int/direct.aspx?T=EN&U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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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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의 PCT 뉴스레터 2021/01 호 유용한 도움말에도 관련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1/1_2021.pdf 

위 유용한 도움말에서 PCT-SAFE 에서 ePCT 로 옮겨가는 것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마찬가지로 2021 년 7 월 1 일부터, CD-R 또는 DVD-R 로 

제출되는 오프라인 출원의 접수를 중단합니다. 다만,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제출 시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를 이용하거나 물리적 매체(CD-R 또는 DVD-R)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또는 

다른 수리관청 이용). 

본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IB)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PCT-SAFE 출원을 허용하는 소수의 관청들에 출원을 계속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을 

위해 국제사무국은 PCT-SAFE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유지 및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입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및 국제사무국 관련 업데이트 및 신규 공지사항 

전자적 형식의 국제출원의 제출과 관련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의 요구사항과 관행을 

담은 업데이트된 공지사항과, 국제출원과 관련된 전자적 형식의 통지, 연락, 서신 또는 기타 

서류의 접수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새로운 공지사항이 아래 2021 년 2 월 

11 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들 공지사항은 모두 2021 년 7 월 

1 일 발효됩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page=22 

PCT 서식 

서식 PCT/IB/306(기록변경 통지서), 특정 언어의 기재 방식 변경 

서식 PCT/IB/306(기록변경 통지서)의 언어적인 부분이 특정한 경우와 관련하여 2021 년 2 월 

1 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출원인의 명의, 성명, 거주지, 국적 또는 주소 변경 시, 또는 대리인, 대표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시, PCT 규칙 92 의 2.1 에 따라 출원인이나 수리관청은 그 변경사항을 

기록해 줄 것을 국제사무국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변경사항의 기록을 위한 모든 필요한 서명 

요건이 충족되면, 국제사무국은 서식 PCT/IB/306 을 발행해 출원인과 관련 PCT 관청 또는 

기관에 변경사항의 기록을 통지하고, 해당 국제출원 파일은 이에 따라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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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PCT/IB/306 변경사항은 동 

서식의 1 번 항목(원래 기재된 

내용) 및 2 번 항목(새로 기록된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이들 

항목에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제출된 

출원에 대해 영어와 해당 비 라틴어 

모두가 기재됩니다. 이로써 비 

라틴어 문자를 관청/기관의 언어로 

사용하는 관청/기관은 기록된 

변경사항을 각자의 시스템에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와 일본어로 

작성된 서식의 예를 오른쪽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어로 제출된 출원의 경우에는 서식 PCT/IB/306 의 기재 내용이 계속해서 영어나 

프랑스어로 제공됩니다. 

PCT 정보 업데이트 

IB  국제사무국 (전자출원)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 PCT-SAFE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자적 형식의 국제출원의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앞서 나온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스웨덴 지식재산청)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스웨덴 지식재산청(PRV)에 SEK 로 납부되는 아래의 수수료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제출원 파일에 포함된 서류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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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페이지 미만: ...............................................................  [없음] 

10 페이지:........................................................................  SEK 50 

10 페이지 초과 시 각 페이지당: .......................................  SEK 2 

2021 년 3 월 1 일부터, 호주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USD 로 납부되는 금액이 

수수료표 I(b)(Fee Table I(b))에 나온 바대로 변경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U 및 SE) 업데이트)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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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된 법조문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색인은 아래에서 영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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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일본어) 

출원서(PCT/RO/101)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PCT/IPEA/401) 서식의 일본어 버전이 변경되어 

아래에서 각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ja/forms/request/ed_request.pdf (출원서) 

https://www.wipo.int/pct/ja/forms/demand/ed_demand.pdf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해당 변경사항은 출원서 제 10 기재란과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 7 기재란과 관련되는데, 모두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과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업데이트: PCT 시스템 

PCT 웹페이지 “코로나 19 업데이트: PCT 시스템”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여 

국제사무국이 취한 조치와 함께, 실행 가능한 해결책과 최선의 방법(best practice)이 안내되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박스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covid_19/covid_update.html 

해당 페이지의 내용은 PCT 10 개 언어 모두로 제공됩니다(페이지 상단 오른쪽에서 언어 선택). 

WIPO PROOF, 10 개 언어 모두로 제공  

WIPO 는 지난 2020 년 5 월, WIPO PROOF 를 출시했습니다(https://wipoproof.wipo.int/wdts/). 

WIPO PROOF 는 특정 시점에서의 지식 자산의 존재 및 소유를 입증하는 조작 불가능한 증거를 

생성해주는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입니다(PCT 뉴스레터 2020/06 호 한국어판 2-

3 페이지 참고). 이제 WIPO PROOF 를 PCT 10 개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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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모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IPO 

PROOF 의 다국어 지원 기능으로 전 세계적인 사용이 용이해지며 중요하게는 국제분쟁과 

관련된 일부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WIPO PROOF 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역들에서 

쓰이는 언어들로 된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검증노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wipoproof/en/news/2021/news_0001.html 

유용한 도움말 

국제출원을 취하하는 최선의 방법(best practice) 

Q:  저는 한 국제출원의 대리인인데, 출원인께서 제게 해당 출원을 취하하고 출원의 공개를 막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A:  PCT 규칙 90 의 2.1 에 따라 국제출원을 취하하고 해당 출원의 공개를 막기 위해 

국제사무국은 공개를 위한 관련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출원의 취하 통지서를 

접수해야 하는데(PCT 규칙 90 의 2.1(c))1, 통지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출원 취하를 위해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권장합니다. 모두 ePCT 로 수행됩니다. 

– 방법 1:  ePCT 액션 “국제출원 취하(Withdraw International Application)” 사용하기 

– 방법 2:  “문서 업로드(Upload Documents)” 기능 사용하기 

아직 WIPO 계정(하나의 계정으로 ePCT 를 포함한 WIPO 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능)이 

없으시면, ePCT 사용을 위해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계정은 아래의 지시에 따라 간단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https://www3.wipo.int/wipoaccounts/generic/public/register.xhtml?lang=ko 

둘 중 더 좋은 방법인 ePCT 액션 “국제출원 취하”를 사용하려면, 국제출원에 대한 

접근권한(“eOwnership”)도 필요합니다. 질문자께서 국제출원을 ePCT 로 제출하셨다면 

ePCT 에서 출원 프로세스상 자동으로 질문자께 해당 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다른 수단을 통해 국제출원을 제출하셨다면 ePCT 에 로그인 후 국제사무국 앞으로 

eOwnership 을 신청하여 접근권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 인증으로 보안된 

WIPO 계정으로 ePCT 에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도움말(PCT eServices Help)에서 “eOwnership, eHandshakes and Access 

Rights”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93 

                                            
1  기술적 준비는 일반적으로 공개일 15 일 전에 완료됩니다(공개일은 우선일로부터 18 개월이 만료한 후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날짜로 예정). 그러나 취하 통지서는 국제사무국이 서명요건을 확인하고 취하를 처리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제사무국에 도달해야 합니다. 15 일의 기간으로부터 적어도 영업일 2 일 전에는 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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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ePCT 액션 “국제출원 취하” (적극 권장) 

ePCT 에서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여되면 국제출원 취하(Withdraw International 

Application) 액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액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서명을 위해 취하 

통지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이러한 ePCT 액션의 이점 중 하나는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는지를 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완료된 상태에서는 출원을 

취하해도 국제공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하 신청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ePCT 액션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의 

취하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CT 온라인서비스 도움말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69 

방법 2:  ePCT 기능 “문서 업로드” (권장)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은 아직 없지만 접근권한을 신청하지 않고 국제출원을 

취하하기를 원하시면, 문서 업로드 기능을 사용해 국제사무국 앞으로 취하 통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번호와 해당 국제출원일을 알고 계시면, 강력 인증 없이(WIPO 계정의 ID 와 

비밀번호로만 로그인) ePCT 에서 문서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서 유형 “국제출원 

취하(Withdrawal of International Application)”를 정확히 선택하고, 작성이 완료된 서식 

PCT/IB/372(취하 통지서, 해당 서식은 편집가능한 형식으로 PCT 

웹사이트(https://www.wipo.int/pct/en/forms/ib/index.htm)에서 제공) 또는 취하를 요청하는 

서신을 PDF 버전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문서 업로드 기능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 

국제출원 취하 액션이나 문서 업로드 기능을 통해 ePCT 시스템에 취하 통지서가 접수되면 

(후자의 경우 정확한 문서유형을 선택해 업로드한 경우에 한해) 그 즉시 취하 통지서가 

국제사무국의 처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국제사무국에서 해당 서류를 처리할 때까지 공개가 

보류됩니다. 해당 취하가, 국제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지서가 적시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취하 통지서에 명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취하 통지서를 송부하는 다른 방법 (가급적 지양하여 앞의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  

ePCT 말고도 국제사무국에 통지서를 송부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국제사무국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한 가지는 국제사무국의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로, 만에 하나 ePCT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백업 서비스로만 의도된 

방법입니다.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에서는 ePCT 의 기능과 보호장치들이 제공되지 않고, 따라서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lang=ko 

또한, 국제사무국에 팩스로 서류를 송부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나온 

방법 중 어느 것도 사용할 상황이 아니시면,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팩스로 취하 통지서를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41-22) 338 82 70 또는 (41-22) 338 90 90).  팩스를 보내시면 

국제사무국에 전화하여 서류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에 우편으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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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송부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우편 서비스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편 송부 또한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연락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국제사무국에서 서면과 팩스로 서류를 송부하는 것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국제사무국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시어 국제사무국이 취하 확인을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셨다면 국제사무국에 

이메일을 보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십시오(pct.eservices@wipo.int 및 pct.infoline@wipo.int). 

또는 아래 WIPO (PCT) 고객용 “Contact Us”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pct 

모든 PCT 사용자께서는 특히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전자적 수단으로만, 가급적 ePCT 로, 

국제사무국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과 연락할 전자적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covid_19/communication.html 

ePCT 사용에 관해 도움이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ePCT 온라인서비스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769 

특정 출원 관련 문의는 해당 PCT 출원을 담당하는 PCT 운영 팀(PCT Operations Team)에 

가급적 “ePCT Message” 기능(해당 팀에 즉시 메시지 전달)을 사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PCT Message 기능은 ePCT 에서 해당 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도, 강력 인증으로 ePCT 에 

로그인하지 않았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PCT Message 에 대한 추가 내용은 PCT 

온라인서비스 도움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36 

각 팀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국제사무국이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서식에도 

나와 있으며, 아래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TeamLookup.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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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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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 의 4.2) 

PCT 규칙 82 의 4.2 에 따른 통지(유럽 특허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캐나다 지식재산청과 유럽 특허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공식화 

PCT 정보 업데이트 

BG  불가리아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CU  쿠바 (수수료) 

DE  독일 (위임장 면제:  위임장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GB  영국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NO  노르웨이 (수수료) 

PE  페루 (국제출원의 사본 수) 

SD  수단 (이메일 주소) 

TZ  탄자니아 (위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VN  베트남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보충적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스웨덴 지식재산청)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PCT-SAFE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접수 중단 예정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및 국제사무국 관련 업데이트 및 신규 공지사항

	PCT 서식
	PCT 정보 업데이트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 법조문 색인(PCT Legal Text Index)
	출원서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일본어)
	코로나19 업데이트: PCT 시스템

	WIPO PROOF, 10개 언어 모두로 제공
	유용한 도움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