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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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제출 및 처리
국제사무국, PCT-SAFE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및 지원 중단
국제사무국은 2022 년 6 월 30 일부터 PCT-SAFE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및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업데이트 버전이 2022 년 4 월에 출시되고 이날 이후에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2021 년 7 월
1 일부터, PCT-SAFE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국제출원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PCT-SAFE 출원을 수리하고 있는 소수의 수리관청들도 2022 년 6 월
30 일 이후부터 PCT-SAFE 출원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PCT-SAFE 를 사용하고 계신 이용자께서는, 관할 수리관청에서 허용 시1,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ePCT 로 전환하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ePCT 출원을 수리하는
수리관청들의 목록(현재 72 개2)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EFilingServers.xhtml?lang=ko

1

모든 PCT 체약국의 국민 및/또는 거주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는 경우, 모든 적용 가능한
국가안보요건의 충족 시, ePCT 를 통해 PCT 출원을 할 수 있음.

2

수리관청으로서의 경제부 지식재산국(몬테네그로)이 2021 년 8 월 1 일부터 이러한 출원을 수리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관청들의 수가 이날부로 73 개가 됨.

앞으로 제공될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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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에서는, 수리관청이 2022 년 7 월 1 일까지 PCT-SAFE 출원 수리를 중단하겠다고
국제사무국에 아직 정식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날부터는 PCT-SAFE 소프트웨어 기존
버전을 이용해 PCT 출원을 준비 및 제출하시지 않도록 출원인 분들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2022 년 7 월 1 일부터 PCT-SAFE 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사용하시는 출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출원인께서 ePCT 의 여러 보호장치와 기타 이점을 누리기 위해 ePCT 로
전환하여, 아직까지 PCT-SAFE 를 통해 국제출원을 제출하시는 출원인은 극소수입니다.
ePCT 출원의 주요 이점은 아래 PCT 뉴스레터 2020/10 호 3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10_2020.pdf
ePCT 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landing.xhtml
최근 ePCT 출원을 주제로 여러 웨비나가 제공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웨비나 녹화자료를 열람하고 발표자료(PDF)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특히 미국 특허상표청(자체 출원시스템인 EFS-Web 과 ePCT 연계 사용)에 출원하시는 PCT
출원인에게 초점을 맞춘, PCT-SAFE 에서 ePCT 로의 전환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를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30/2020-18743/facilitatingthe-use-of-the-world-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s-epct-system-toprepare
PCT 뉴스레터 2021/01 호 유용한 도움말 3 페이지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1/1_2021.pdf)
PCT 뉴스레터 2020/10 호 2 페이지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10_2020.pdf)
“Filing at RO/US using ePCT in combination with EFS-Web”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452)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전자적 출원에 관한 웨비나(“ePCT-Filing with RO/US in
combination with EFS-Web”)가 2021 년 8 월 5 일 16:00-17:30 CEST(중앙유럽
서머타임)(10:00-11:30 EDT(뉴욕 시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wipo-int.zoom.us/webinar/register/WN_c9-RykbQTsqDlCSqnr8kDA
WIPO 웹사이트에 ePCT 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아래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landing.xhtml
https://pct.wipo.int/pct/en/epct/pdf/pct_wipo_accounts_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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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an application”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96)
“Getting started”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88)
“eOwnership, eHandshakes and Access Rights”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93)
국제사무국에서는 PCT-SAFE 에서 ePCT 로의 전환의 전 과정에서 출원인과 관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CT-SAFE 에서 ePCT 로 전환하는 데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PCT 운영국 고객지원과(PCT Operations Customer Support Section,
pct.eservices@wipo.int)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CT-SAFE 주요 연혁
PCT-SAFE 는 2002 년 제한적인 시범사업으로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1999 년 1 월 1 일 출시
이후 사용자가 증가해오던 PCT-SAFE 의 전신인 PCT-EASY 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WIPO 는 유럽 특허청과 함께, 유럽 특허청의 epoline® 소프트웨어 및 epoline® 수신 서버들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PCT-SAFE 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사무국과 유럽 특허청에서
PCT-SAFE 출원을 수리하다가 2004 년 1 월 1 일부터 다른 관청들도 그러한 출원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PCT-SAFE 는 출원인들이 완전히 전자적 형태로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수에서 곧 PCT-EASY 를 앞질렀습니다.3 2013 년 1 월 1 일까지 27 개 수리관청에서
PCT-SAFE 출원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ePCT 출원이 개발되고(ePCT 를 통한 최초의 국제출원은 시범단계에서 2013 년 5 월에
이루어짐) PCT-SAFE 에 비해 ePCT 가 많은 이점과 보호장치를 제공하자, 점점 더 많은
수리관청에서 ePCT 출원을 허용했습니다. PCT-SAFE 수리관청의 대다수는 ePCT 를 위해
PCT-SAFE 출원 수리를 이미 중단한 상태입니다.

PCT 뉴스레터 7-8 월 통합호
PCT 뉴스레터 이번 호는 7-8 월 통합호입니다. 이번 호와 9 월호 발행 중간에 PCT
사용자들께서 아셔야 할 중요한 PCT 관련 소식이 생기면 PCT 이메일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매월 PCT 뉴스레터가 발행될 때 이를 PCT
사용자들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그때그때 중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아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무료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3.wipo.int/newsletters/ko/index.html
9 월호 발행 전에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이나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아래에 각각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seminar.pdf (PCT 세미나 일정)
https://www.wipo.int/pct/en/fees.pdf (PCT 수수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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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EASY 는 2015 년 7 월 1 일 사용이 중단되었는데, 오직 완전한 전자출원 시스템의 개발 이전의 중간 단계로서
계획된 것이었음. PCT-EASY 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출원서 및 출원 본문의 제출이 아직 가능하지 않던 시기에, 종이
형태의 출원서 및 출원 본문 인쇄물과 함께 텍스트 형식의 서지정보 및 요약서가 담긴 플로피디스크나 CD-R 의 제출을
허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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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아래 부분들이 2021 년 7 월 1 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제 10 장

–

국제조사 동안 심사관의 의무에 관한 단락 15.09

상기 개정사항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610 및 C. PCT
1624)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circulars/2020/1610.pdf
https://www.wipo.int/pct/en/circulars/2021/1624.pdf
개정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통합본(문서 PCT/GL/ISPE/11)은
아래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영어)
https://www.wipo.int/pct/fr/texts/gdlines.html (프랑스어)
https://www.wipo.int/pct/es/texts/gdlines.html (스페인어)

PCT 공개 일정 변동사항
2021 년 9 월 9 일자 공개
2021 년 9 월 9 일 목요일이 WIPO 휴무일인 관계로, 원래대로라면 이날 공개되어야 하는 PCT
출원(및 모든 공식 공지(Official Notices)(PCT 공보(PCT Gazette))가 다음날인 2021 년 9 월
10 일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의 완료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경사항은 모두 국제사무국에 2021 년 8 월 24 일
화요일 자정(CEST)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
2020 년 7 월 1 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국제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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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 에서 PCT/WG/12/20
참고).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참여의사, 또는 참여범위 변경을 통지한
관청들에 관한 내용을 아래 중 2021 년 7 월 8 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125 페이지부터)에
게재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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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 회의 자료
2020 년 10 월 5 일부터 8 일까지 개최된 제 13 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
보고서(문서 PCT/WG/13/15)와 제 31 차 PCT 기술협력위원회(PCT Committee for
Technical Cooperation) 회의 보고서(문서 PCT/CTC/31/4)가 서신 왕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과 해당 회차의 다른 자료들을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 (제 13 차 PCT
실무그룹 회의)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49 (제 31 차 PCT
기술협력위원회 회의)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된 웨비나 녹화자료
지난 PCT 뉴스레터 2021/06 호에서 안내한 영어와 아랍어로 된 웨비나 녹화자료 및
발표자료(PDF)에 이어, 이제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된 아래의 웨비나 녹화자료 및 발표자료(PDF)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녹화자료 및 각 발표자료(PDF)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 페이지 링크를 아래 각 웨비나 설명부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웨비나: “Exploring the PCT”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인 “PCT 국제출원 실무”
웨비나(2021 년 5 월 27 일 제공) 녹화자료

https://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PCT 특별기사
WIPO 매거진(2021/2 호)에 실린 아래 기사의 링크가 PCT 홈페이지 내 “PCT 특별기사(PCT
in the News)”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IP 고려사항들
혁신위원회 선임고문 필 와즈워스(Phil Wadsworth, 전 퀄컴 특허총괄임원(Chief Patent
Counsel))가 혁신위원회의 제니퍼 브랜트(Jennifer Brant) 및 피터 브라운(Peter Brown)과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혁신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
자신들의 지식재산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봅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출원 과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WIPO 에서 운영하는
특허협력조약(PCT)은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취득하고자 할 때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PCT 에 따라 국제출원을 한 번 하면 출원인은 국제화 관련 일부
주요 특허 출원 수수료의 납부를 2.5 년 연기할 수 있어, 발명의 상업적 가치를 평가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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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소기업들에 감면혜택을 제공해 출원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필 와즈워스는 말합니다.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21/2 호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21/02/

유용한 도움말
잘못 제출된 도면의 경우 올바른 도면의 인용에 의한 보완 요청하기

Q: 두 개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제출원을 제출한 후에 수리관청으로부터
도면이 잘못 제출(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가 출원에 포함되어 제출된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도면을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서식 PCT/RO/107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관한 요구서”)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틀린 도면 세트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을 바로잡고자 올바른 도면을 제출하고 국제출원일을 유지하도록 PCT 규칙
4.18 에 따라 인용에 의한 보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면 전부가 동일한
선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첫 번째 선출원에, 나머지는 두 번째 선출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선출원에 기초하여 인용에 의해 올바른 도면 세트를 보완할 수
있나요? 또한, 최초 출원된 도면을 공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국제출원 파일에서 제거할 수
있나요?
A: PCT 규칙 20.5 의 2 에 따라 출원인은, 요소나 부분이 잘못 제출되고 올바른 요소나 부분이
(PCT 출원에서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올바른 요소
및 부분의 인용에 의한 보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권 주장이 복수인 경우,
해당 선출원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각 도면이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인용에 의한 보완의 확인을 요청하시려면 PCT 규칙 20.6 에 따라 질문자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요구서의 발송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4 해당 수리관청에 아래 항목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PCT 규칙 4.18 에 따라 올바른 도면이 인용에 의해 국제출원에 보완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 통지서

–

선출원들에 포함된 것과 같은 올바른 도면

–

선출원들이 우선권서류로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원 시의 해당 선출원들의
사본(선출원들의 인증등본이 아직 없으면 선출원들의 사진복사(photocopy)도 가능)

도면이 해당 선출원들에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의 판단 시 수리관청의 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선출원 중 어디에 각 도면이 나타나는지 서면 통지서에

4

출원인이 수리관청에서 발송한 요구서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해당 수리관청에서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PCT
규칙들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기간은 PCT 제 11 조제 1 항(iii)에 언급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해당
수리관청에 최초로 접수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임(PCT 규칙 20.7(a)(i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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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셔야 합니다. 수리관청이 선출원들에 올바른 도면 세트가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면은 PCT 규칙 20.6(b)에 따라 수리관청이 처음에 부여한 국제출원일에 해당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출원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PCT 규칙 20.6(b)에 따라 올바른 도면 세트가 인용에 의해 보완된 경우, 잘못 제출된
도면 세트는 해당 출원 파일에서 제거될 수 없습니다(PCT 규칙 20.5 의 2(d)). 수리관청은 잘못
제출된 용지에 “ERRONEOUSLY FILED (RULE 20.5bis)”라고 표시하고 해당 용지를 (다시
페이지를 매기지 않고) 도면 끝으로 이동시켜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국제사무국은
해당 용지를 해당 국제출원의 일부로서 PATENTSCOPE 에 공개합니다.
인용에 의한 보완은 질문자께서 봉착하신 문제에 대해 모든 PCT 출원인들에게 반드시
완전하거나 종합적인 해결책인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PCT 수리관청들에서는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해당 규칙들을 적용하지 않아, 출원인들이 올바른 요소나 부분이 인용에 의해
보완됨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면의 인용에 의한 보완을 허용하는
수리관청의 결정을 모든 지정관청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PCT 규칙 20.8(a), (a 의 2), (b)
또는 (b 의 2)에 따른 상충사실을 통지한 관청들의 목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https://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PCT 규칙 20.8(a 의 2)에 따른 이러한 법적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PCT 규칙 19.4(a)(iii)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을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것을 해당 수리관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요소나 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 올바른 요소나 부분의 인용에
의한 보완을 허용합니다.
인용에 의한 보완을 활용하기 원치 않으시면, 다른 방법이 또 두 가지 있습니다.
–

올바른 도면이 포함된 국제출원을 다시 제출하고 처음의 출원을 취하

–

수리관청에 도면을 올바른 것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PCT 규칙 20.5 의 2(b) 및 (c))

그러나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처음 출원을 제출한 것과 같은 날에 요구되는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이 수리관청에서 올바른 도면을 수리한 날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들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가장 빠른 선출원의 12 개월 우선권 기간의 만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잘못 제출된 도면이 올바른 도면으로 대체되는데, 이 때
올바른 도면이 인용에 의한 보완에 따라 추가되는 경우와 달리 잘못 제출된 도면이 출원에서
제거되고, 국제출원의 일부로서 공개되거나 PATENTSCOPE 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인께서는 잘못된 요소나 부분을 제출하지 않도록 다음의 최선의 관행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

국제출원을 구성하는 여러 파일들에 명확하고 구별되는 파일명 부여

–

모든 첨부파일을 열어서 제출 전에 전체적으로 재점검

–

가능한 경우, 제출 전에 다른 사람에게 국제출원의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

(역주) PCT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인용에 의한 보완을 적용하지 않음

7

PCT 뉴스레터 | 2021 년 7-8 월 | 2021/07-08 호

–

수리관청에서 사용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가능한 경우, 출원 후 최대한 빨리 온라인
파일 점검기능을 통해 출원 내용을 검토(ePCT 를 통한 출원 시 이용 가능한 기능)하여
어떤 요소나 부분이 잘못 제출된 것으로 감지되면 이를 올바른 요소나 부분으로
동일자에 보정6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추가적인 일반적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6.024 내지
6.031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특히, 잘못된 요소가 출원에 포함되어 제출된 경우의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뉴스레터 2020/07-08 호 유용한 도움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7_8_2020.pdf

6

PCT 규칙 20.5(c)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리관청에서 동일자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수리관청에 확인 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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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국가산업재산기관 (프랑스)

PCT 정보 업데이트
CA 캐나다 (우편주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특별요건)
CL 칠레 (수수료)
CN 중국 (PCT 뉴스레터 2021/06 호에 안내된 PCT 수수료표 I(b) 관련 정정사항)
CO 콜롬비아 (수수료)
CZ 체코 (인터넷 주소)
IL 이스라엘 (인터넷 주소)
IS 아이슬란드 (통신수단)
SA 사우디아라비아 (전화번호, 수수료)
TR 터키 (국제출원의 번역문 관련 요건, 수수료)
UA 우크라이나 (관청명)
WS 사모아 (보호의 종류)
조사료 (호주 특허청,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일본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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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PCT 수수료 감면 대상
유럽 특허청의 특정 수수료 75% 감면 적용 가능 대상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특정 수수료 75% 감면 적용 가능 대상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