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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ipo.int/pct/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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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PCT 출원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 년도에도 PCT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75,900 건의
출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1 이는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9 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68,720 건(2019 년 대비 +16.1%)으로 PCT 최다 사용자의 자리를 지켰고,
다음으로 미국이 59,230 건(+3%)을 기록했습니다. 일본(50,520 건), 대한민국(20,060 건) 및
독일(18,643 건)은 각각 3 위, 4 위 및 5 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 개 국가별 출원 총계 및
전체출원 대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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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68,720 건

24.9%

2.

미국

59,230 건

21.5%

3.

일본

50,520 건

18.3%

4.

대한민국

20,060 건

7.3%

2020 년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모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는 않았기에, 해당 총계와 하기 수치들은
잠정적인 값이며, 최종 출원 수치들은 올해 중 추후에야 확인 가능.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표(PCT Seminar Calenda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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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18,643 건

6.8%

6.

프랑스

7,904 건

2.9%

7.

영국

5,912 건

2.1%

8.

스위스

4,883 건

1.8%

9.

스웨덴

4,356 건

1.6%

네덜란드 4,035 건

1.5%

10.

상위 10 개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956 건, +73.2%), 말레이시아(255 건, +26.2%), 칠레(262 건,
+17%), 싱가포르(1,278 건, +14.9%) 및 브라질(697 건, +8.4%)을 포함한 일부 다른 국가들도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국가들의 출원 건수와 2019 년 출원 대비 증감에 대한 내용은 아래 WIPO 보도자료
PR/2021/874 에 나온 부속서 1(Annex 1)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1/article_0002.html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러지는 2020 년 5,464 건의 공개출원을 기록하며 4 년 연속 PCT
최다 출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위 10 위권의 출원인들 중, 2020 년 공개출원 건수에서 엘지전자가
가장 유의미한 증가세(+67.6%)를 기록해, 2019 년 10 위에서 2020 년 4 위로 올랐습니다. 상위
10 위권 출원인들과 2020 년 해당 출원인들의 이름으로 공개된 PCT 출원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Huawei Technologies Co. Ltd, 중국)
5,464 건
2. 삼성전자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대한민국)

3,093 건

3.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2,810 건

4.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대한민국)

2,759 건

5.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국)

2,173 건

6. 주식회사 에릭슨(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스웨덴) 1,989 건
7. BOE 테크놀로지 그룹 컴퍼니 리미티드(BOE Technology Group Co., Ltd, 중국)
1,892 건
8. 광동 오포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 코포레이션 리미티드(Guang 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 Ltd, 중국)

1,801 건

9. 소니 주식회사(Sony Corporation, 일본)

1,7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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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나소닉 IP 매니지먼트 주식회사(Panasonic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
Ltd., 일본)

1,611 건

상위 50 위권의 PCT 출원인 목록은 상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부속서 2(Annex 2)).
교육기관의 출원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559 건의
공개출원으로 1993 년부터 지금까지 PCT 시스템 최다 사용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
10 위권 목록에는 중국 대학 5 개, 미국 대학 4 개 및 일본 대학 1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의 PCT 출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속서
3(Annex 3)).
2020 년 PCT 공개출원 기술 분야별로, 컴퓨터 기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전체의 9.2%),
다음으로 디지털 통신(8.3%), 의료기술(6.6%), 전기기계(6.6%), 측정(4.8%)이 뒤를 이었습니다.
10 개 기술 중 6 개에서 2020 년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디오/영상기술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전년도 8.7% 대비 +29.5%), 다음으로 디지털 통신(+15.8%), 컴퓨터 기술(+13.2%),
측정(+10.9%), 반도체(+10.1%), 의약(+10%)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개출원 기술 분야별 분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속서 4(Annex 4)).
2020 년 출원 관련 최종 수치는 올해 중 추후에 PCT 뉴스레터를 통해(2021 년 PCT 연보의 형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WIPO 의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과 카스텐 핀크(Carsten Fink) 수석 경제학자가 주최한
가상회의 영상 “Press Conference on 2020 International Patent, Trademark and Design Filings
via WIPO”를 아래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OakeXRMYLY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새로운 방식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스위스 프랑(CHF)이나 유로(EUR), 미달러(USD)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페이팔(PayPal)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충적 국제조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출원인들도 보충적 국제조사를 위해 국제사무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보충적조사 취급료)를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WIPO 에서는 페이팔 납부 내역을 이메일로만
확인해주며, 이러한 납부에 대한 다른 납부 영수증이나 송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확인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은 경우 아래 “Contact Us” 페이지로 메시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pct-payments
페이팔이 추가되면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해 다음의 납부 방식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ePCT 를 사용하는 경우 출원 시, 또는 그 후에 온라인 납부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수신한 후, Diners, Discover, Mastercard
및 Visa 카드로 CHF, USD 또는 EUR 로 납부(American Express 카드는 CHF 만 가능)

–

WIPO 에 개설된 당좌계좌(current account)에서 인출(CHF 만 가능)

–

페이팔(CHF, USD 또는 EUR)

–

WIPO 의 은행 계좌로 송금(CHF, USD 또는 EUR)

–

WIPO 의 우편 계좌로 송금(CHF 만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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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는 현금이나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WIPO 에의 PCT 수수료 납부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fees/index.html

PCT 정보 업데이트
SG 싱가포르 (이메일 주소, 통신수단)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추가적인 이메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제 아래의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ipos_enquiry@ipos.gov.sg (일반적인 문의)
pct@ipos.gov.sg (RO/SG, ISA/SG 또는 IPEA/SG 에 제출한 특정
PCT 출원 관련 문의)

또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2020 년 6 월 5 일부터 팩스 사용을 중단해, 그 이후로 팩스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SG)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호주 특허청, 유럽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스웨덴 지식재산청)
국제조사기관(ISA)으로서의 스웨덴 지식재산청(PRV)에 SEK 로 납부되는 아래의 수수료 금액이
2020 년 11 월 9 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
10 페이지 미만: ...............................................................

[없음]

10 페이지:........................................................................

SEK

50

10 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SEK

2

2021 년 5 월 1 일부터, 호주 특허청이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CHF 및 EUR 로 납부되는 등가액과
유럽 특허청이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NZD 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각각 변경됩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수수료표 I(b)(Fee Table I(b))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KRW 로 납부되는 추가조사료(PCT 규칙 40.2(a)에 의거)의 새로운
금액(KRW)과, 국제출원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누락된 부분이나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료의 도입(PCT 규칙 40 의 2 에 의거)에 대해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되는 해당
수수료들은 2021 년 5 월 16 일부터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조사료(PCT 규칙 40.2(a) 및 40 의 2):
영어로 수행된 조사 ......................................................... KRW

1,200,000

한국어로 수행된 조사 ...................................................... KRW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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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U, EP, KR 및 SE) 업데이트)
국제예비심사 관련 국제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호주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스페인
특허상표청(정정사항), 스웨덴 지식재산청)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스웨덴 지식재산청(PRV)에 SEK 로 납부되는 아래의 수수료
금액이 2020 년 11 월 9 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
10 페이지 미만: ...............................................................

[없음]

10 페이지:........................................................................

SEK

50

10 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SEK

2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납부되는
국제예비심사료의 새로운 금액의 발효일이 변경되었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새로운
금액 EUR 589.48 의 발효일은 이제 2021 년 1 월 1 일이 아니라 2021 년 3 월 12 일입니다.
2021 년 5 월 1 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호주 특허청에 AUD 로 납부되는 취급료의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AUD 280 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당 청에 KRW 로 납부되는 추가
예비심사료의 새로운 금액을 통지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1 년 5 월 16 일에 아래와 같이
발효됩니다.
추가 예비심사료: .................................................................... KRW

450,000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AU, ES, KR 및 SE) 업데이트)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 개요에 관한 비디오
지난 PCT 뉴스레터 2020/12 호에서 “특허협력조약(PCT) - 해외에서의 특허 보호”라는 제목의
PCT 개요에 관한 새로운 비디오에 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해당 비디오는 PCT
웹사이트(https://www.wipo.int/pct/ko/)에서 PCT 공개언어 10 개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래
유투브(YouTube)에서도 10 개 언어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m_LOEppJawXrfXbofUlp5ucpYCSAcr4
비디오의 링크는 아래 링크드인(LinkedIn)과 트위터(Twitte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inkedin.com/feed/update/urn:li:activity:6760176839785779200/
https://twitter.com/WIPO/status/1352013339703078912
이 비디오는 특허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지만, PCT 가 혁신가들이 해외에서 특허 보호를 받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기업인들과 개인 발명자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들도 해당 비디오를 통해, 고객들이 해외에서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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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디오는 PCT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PCT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국제기관회의(MIA) 자료
2021 년 3 월 24 일부터 26 일까지 제네바에서 가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 28 차 PCT
국제기관회의(MIA)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61368

PATENTSCOPE 소식
PATENTSCOPE 에서 비특허문헌 이용 가능
비특허문헌이 PATENTSCOPE 에 통합되고 있어,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에서
운영하고 세계적인 종합 과학 저널들 중 일부의 내용을 제공하는 https://www.nature.com 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54,000 여 개의 문헌(서지정보 및
전문)을 PATENTSCOPE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특허문헌을 검색결과목록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21/news_0001.html
앞으로 더 많은 오픈 액세스 콘텐츠가 PATENTSCOPE 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PATENTSCOPE 에서 확장된 패밀리 특허 정보 이용 가능
적어도 하나의 PCT 출원을 포함한 패밀리 특허에 대해 2020 년부터 PATENTSCOPE 에서 PCT
패밀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CT 뉴스레터 2020/02 호 참고). PATENTSCOPE 에는
이제 PCT 및 파리 루트 모두의 특허 문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패밀리 특허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21/news_0002.html
PATENTSCOPE 관련 웨비나
PATENTSCOPE 의 패밀리 특허에 관한 추가 내용과 PATENTSCOPE 의 최신 변경사항에 관한
웨비나가 2021 년 3 월 23 일 및 25 일에 제공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웨비나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atentscope/en/webinar/

2021 년 4 월 26 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재공지)
지난 PCT 뉴스레터 2021/01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예년처럼 4 월 26 일에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기념합니다. 올해의 테마인 “IP 와 중소기업(SME):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시장으로”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과 이들이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다 튼튼하고
경쟁력 있고 회복력 있는 사업체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지를 조명합니다
세계 지식재산의 날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WIPO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ip-outreach/en/ip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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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움말
특정 지정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조기 진입하고, 이후 다른 관청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미루기 위해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
Q: 저는 기업 출원인을 대신하여 지난 2020 년 11 월 9 일 국제출원을 했는데, 해당 출원에서
2019 년 12 월 9 일 출원된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출원인이 저희가 국내단계에 진입하려는 관청들에 납부해야 하는 국내수수료의 많은 부분을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특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고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지정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취득하려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여
국내/지역단계 진입(및 모든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을 연기하기를 원합니다. 출원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국내단계에 조기 진입한 관청에서는 우선권 주장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이러한 행동에 잠재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A: PCT 에는 국제단계 동안 특정한 지정국만을 골라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PCT 제 23 조제 2 항에 나온 바와 같이 일부 국가(들)을 골라 조기 국내단계
처리 또는 심사를 청구하고, 나중에 PCT 규칙 90 의 2.3(a)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의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선권 주장을 취하해도 이미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가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적 규정이 PCT 규칙
90 의 2.6(a)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 90 의 2 에 의한 국제출원, 지정, 우선권주장[...]의 취하는 조약 제 23 조제 2 항 또는
조약 제 4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대한 절차 또는 심사가 이미 개시된
지정관청이나 선택관청에 대하여는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즉, 해당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에서 이미 국내단계에 진입했고, 우선권 주장 취하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청에서 해당 국제출원의 처리나 심사를 시작한 상태라면, 해당 지정관청은
우선권 주장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시면, 해당 관청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의 처리나 국내심사를 개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청구하시고, 이후에 우선권
주장 철회를 진행하기 전에 출원의 처리나 국내심사를 개시했는지의 여부를 해당 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 취하 통지서가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에서 취하 통지서(서식 PCT/IB/317)를
발행하는데, 이 통지서는 시스템상 질문자께서 국내단계 조기 진입을 청구하실 관청을 포함한
“모든” 지정관청에 일괄 전송됩니다. 국제사무국은 국내단계 처리나 심사가 이미 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각각의 개별 관청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당 지정관청에서 국내단계
처리나 심사를 개시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 취하는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국제출원에서 우선권 주장만 취하하면, 국제출원일(질문자의 경우 2020 년 11 월 9 일)이 새로운
“우선일”이 되고, PCT 규칙 90 의 2.3(d)에 따라 원래의 우선일부터 기산하여 아직 만료하지 않은
기간은 새로운 우선일부터 기산합니다. 이에, 다른 관청들에서의 국내단계 진입 기간이 새로운
우선일부터 다시 기산되어 11 개월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단계
진입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적어도 30 개월이므로2, 질문자께서 다른 관청들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2

룩셈부르크와 탄자니아의 지정관청들은 2002 년 4 월 1 일 발효된 개정에 따라 PCT 조약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30 개월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단계 진입 기간이 우선일로부터 각각 20 개월 및
21 개월이 됨. 단, 두 국가들에서 각각 유럽 특허나 ARIPO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31 개월의 기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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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납부하셔야 하는 국내수수료 납부 기한은 (2022 년 6 월 9 일이 아니라) 적어도 2023 년 5 월
9 일로 늦춰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우선권 주장 취하 통지서가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3, 우선권 주장의 취하에 따라 국제출원의 공개도
연기됩니다.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면 출원인이 다른 관청들에 국내단계(또는 지역단계) 진입 시 납부해야 하는
국내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나중에 다른 곳에 출원을 할 지에
대한 출원인의 선택의 여지도 남길 수 있지만, 이러한 전략에 잠재적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기 전에 관련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그러한 취하가 신규성과 진보성 평가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숙고해 보셔야 하고, 특히 원래의 우선일과 새로운 우선일 사이 날짜의
선행기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의 취하는 따라서, 중간에 나온 선행기술이나
출원인의 선공개로 인해, 우선권 주장 없이 국제출원이 진행되는 해당 국가들에서 특허 보호를
취득할 가능성이 저해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국가들의 현지 대리인들에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선행기술 구성 요건에 대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고 그럼으로써 국내수수료 납부 시간을 버는 것이 절차상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해도, 이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지정관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출원인에게 국내단계 진입을 연기해주기도 하지만, 보통 이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https://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해당 국내편(요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용한 도움말과 관련된 아래의 주제들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 주장의 취하: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단계, 단락 11.056:
https://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

ePCT 전용 액션(Action)을 통해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는 방법: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70

–

국내단계 조기 진입: PCT 뉴스레터 2011/10 호, 유용한 도움말, 15 페이지: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1/pct_news_2011_10.pdf

3

기술적 준비는 일반적으로 공개일 15 일 전에 완료(공개일은 우선일로부터 18 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대한 빠른 일자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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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부다페스트 조약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및 베트남 가입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유럽 특허청, 새로운 웹기반 출원 서비스(Online Filing 2.0) 출시

PCT 정보 업데이트
AO 앙골라 (위치/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인터넷 주소, 통신수단)
AU 호주 (수수료, 필요한 번역문의 내용)
BG 불가리아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관련 요건)
EP 유럽 특허청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FR 프랑스 (전화번호)
LU 룩셈부르크 (팩스번호, 인터넷 주소)
NG 나이지리아 (관청명, 전화번호, 위치/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통신수단)
NZ 뉴질랜드 (수수료)
RU 러시아연방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통지, 서류의 우편송부 증거, 국제형조사 관련 규정)
UZ 우즈베키스탄 (위치/우편주소, 수수료)
WS 사모아 (일반적인 정보, 수수료)
보충적 국제조사 관련 수수료 (스웨덴 지식재산청)

미국 특허상표청: 2021 년 2 월 18 일 휴무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2021 년 2 월 22 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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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 조사 및 심사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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