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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책연구는 특허청 서식에 대해 검토하고 그 간소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보고서는 현행 특허청 법적 서식의 심층 진단 및 분석, 타 행정기관 및 주요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
조사,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도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현재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시행규칙에 포함된 서식의 유형은 100여개에 달하며, 유형에 따른
선택사항에 따라 개별 서식이 무려 300여개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서식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들
에게는 지정된 서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작성법을 숙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 특히, 현행 대민 전자출원 시스템은 ‘99년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전자출원에 관한 것이고, 전자출원 중에서도 서식 작성기에 관한 민원의 경우가 가장 많다.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정 서식의 종류가 많고, 세부항목구분이 많이 나누어짐에 따라, 서식의 작성방법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현행 특허청 법정서식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편함과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행정의 서식 간소화를 검토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서식 작성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서식작성기의 실용
신안기술평가서, 디자인등록 변경 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제도 폐지), 정정청구서의 기술평가
절차와 이의신청절차의 구분항목 등 일부 서식의 제거가 가능하다. 둘째, 서식의 구분 항목에서 절차에
관한 구분을 두면, 서식의 종류를 과다하게 늘리게 되므로, 이를 사건의 표시에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서식의 분류에서 서식을 목적별로 분류하여 직관적인 분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절차상에 큰 차이가 없고, 출원 번호의 기재형식도
유사하기 때문에 절차의 구별을 둘 필요가 없어 두 서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넷째, 서식이 적용되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허, 디자인, 상표, PCT, 마드리드, 헤이그와 같은 서식의 용도를 서식의 제목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 째,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재답변서 등은 명칭만 상이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양식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의견서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서식을 상당수 줄일
수가 있다.
❍ 2007년 서식의 통폐합 과정을 검토한 결과, 통폐합이 많은 개선점을 가져 왔으나 여러 서식이 병합되어
매뉴얼이 복잡해지거나 원하는 서식이 어느 서식에 병합되어 있는지 찾기 어려운 부작용도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랙션을 통한 서식의 자동기입이나 서식의 분류 개편에 따른 서식의 구분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점 등 서식의 통폐합 이외에도 사용자가 서식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식의 단순 통폐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개선은 본 보고서에서 지양하였다.

❍ 웹 방식을 먼저 도입한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례, GUI를 도입하여 서식 입력을 편리하게 하는 민원24의
사례, 웹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USPTO, EPO, EUIPO, WIPO의 사례 등이 바람직하며 웹 출원 방식이
현행 서식의 많은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다른 기관과 국가에서의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작성 항목마다의 검토기능의 도입, 출원인 정보 또는 대리인 정보 등의 자동기입, 통지서의 인터랙션을
통한 서식작성 화면 연결, 특허로에서 특정 사건 탐색 중 특정 서식작성을 클릭하는 경우 사건정보를 그
대로 불러오기, 필수항목에 대한 색상표시, 필수항목 누락 시 작성에 관한 안내 및 다음 단계로의 진행
불가 안내, 제출 전 작성된 문서의 확인단계 도입의 기능을 가진 웹출원 방식을 제안한다.
❍ 웹출원 방식의 도입과 함께 인터랙션을 이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웹표준
(HTML5)에 기반한 홈페이지 UI를 개선하고, 특허로 메인에서의 접근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서식에 접근하는 경로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변경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웹 출원 방식이 현행 서식의 많은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적인 제안으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과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출원인이 과다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기관간 협의 및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또한, 비용을 서식 제출 후 납부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서식을 제출하고 비용을 누락하여 보정명령을
받는 다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타 기관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비용을 선납하게 하고 그 후에 서식을
제출하게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므로, 서식의 제출 이전에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S U M M A R Y

❍ This policy research examines the formats of the Patent Office and discusses measures for
their simplific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this report is composed of deep-dive
diagnosis and analysis of the legal forms used by the current Patent Office, case studie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jor foreign Patent Offices (IP5), and simplification of the
forms in order to enhance patent administration efficiency.
❍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types of forms provided by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the Industrial Design Act, and about three hundred
individual forms are available depending on the types of options. Therefore, applicants who are
not accustomed to filling out these forms may face difficulties in selecting the right form and
understanding how to fill it out.
❍ Especially, since the current electronic system for patent application is based on a system built
in 1999, it remains a challenge to redress user inconvenience on account of limitations despite
various system enhancements that have been made. According to a survey, the largest number
of complaints relates to electronic applications, and among electronic applications, complaints
about the formatting program are the most common. There are many kinds of legal forms
related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nd it is difficult to know how to fill them
out, as there are many detailed categories of the forms used. Therefore, this report reviews
the simplification of patent administration in order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users caused
by the complexity of the forms of the Patent Office, and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therefrom.
❍ This report propo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s a result of studying how
the forms are filled out. First, it is possible to remove some forms such as technical opinion
form as to registrability of utility model, conversion of application form for a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to register the reclassification of goods(abolition of the process),
and technical evaluation procedure and objection procedure of the revised claim form. Second,
as dividing forms by procedures leads to an excessive number of form types,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integrate them into the indication of the cas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ssify forms by the purpose to provide a clear and intuitive classification interface to the
user. Third, since there is not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procedures of patent and utility

model registration and since the format of the application number is similar, the two forms
should be integrated without a need to distinguish the procedures. Fourth, if the form is only
used for limited purposes, the usage should be specified in the title of the form, such as patent,
design, trademark, PCT, Madrid, and Hague. Fifth, opinion letter, response letter, explanation
letter, second response letter, etc. are different only in name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actual contents. Therefore if these forms are integrated into one opinion letter,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number of forms.
❍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2007 streamlining of forms, it was found that the integrating has
brought many improvements, but there are also side effects, such as the manual becoming
complicated due to integration of many forms, or it being difficult to find out which form has
become integrated under which other forms. There is also a way to make it easier for users
to fill out forms such as automatic entry of forms through interaction, or direct access to
specific form in the integrated form of by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of forms. Therefore,
additional improvements from simple integration and abolishment of forms have been avoided
in this report.
❍ The electronic litigation site is where the web method was first introduced, and other
examples of web-based systems include Minwon 24, which introduced GUI for convenient data
entry into forms, as well as USPTO, EPO, EUIPO, and WIPO. As web application is expected
to resolve many of the inconveniences of the current form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se
examples of other institutions and countries.
❍ This report proposes web application methods that have functions such as enabling review of
each item written, automatic filling of applicant information or agent information, connecting the
screen through interaction from the notice, importing case information in case of clicking the
specific form while searching cases in Teukheoro, coloring indication for mandatory items,
guiding how to fill out forms and showing a message that the applicant cannot proceed to the
next step before entering in the required items, and introducing the confirmation step of the
form created before final submission.
❍ With the adoption of the web application method, interaction was used to enhance user
convenience. Specifically, in this research, we improved the homepage UI based on the web
standard (HTML5) and improved the access method of the main page in Teukheoro to
facilitate the route to approach application forms such as those for patent, trademark and
design. As user convenience is improved through the change of the interface, the web

application method is expected to redress many inconveniences of the current forms.
❍ As an additional proposal, it is recommended to have inter-agency consultations and to review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Patent Act to permit the shar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such as National Tax Service and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amended to allow this, applicants will not have to submit
excessive documents.
❍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where applicants submit forms but receive correction orders
due to forgetting to pay the cost. The current system receives payment after submission of
the form, while it is common practice in other organizations or other countries to make
payments in advance and then submit the form.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review adopting
the process of making payment before the form is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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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효율적인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해 특허청은 '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기반의 특허출원시스템을 개통하였고,
전자출원 시대가 시작된 이후 특허고객의 상향화 된 요구 수준과 IT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에 발맞추어
특허넷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고,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특허정보화시스템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음.
❍ 최근년도 전자출원비율은 90%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13년 96.3%, '14년 96.1%, '15년 93.5%와 같은
통계를 보이고 있음.
❍ 이상과 같이 매년 지식재산권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전자출원비율도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현행
대민 전자출원 시스템은 '99년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신 사용자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
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웹 방식의 서식 작성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허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허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특허출원과 관련된
제반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발전된 특허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점진적인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써 현재 ‘특허로’에서는 웹 방식(HTML5 표준 적용)
으로 서식을 작성하는 시스템 구현을 예고하고 있음.
❍ 이러한 웹 방식으로의 전환과정을 통해 서식의 간소화 및 단순화로 향상된 특허행정 시스템 구축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특허로가 제시하는 웹 방식 서식 작성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문서 연계를 위해서는 각 서식 간의 관계
정립이 불가결하며, 웹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허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서식 수정 및 보완
사안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현재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시행규칙에 포함된 서식의 유형은 100여개에 달하며, 유형에 따른
선택사항에 따라 개별 서식이 무려 300여개에 달하게 됨. 따라서 서식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들에게는
지정된 서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작성법을 숙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서식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항목들로 인하여 작성시간과 처리 과정에서 과다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서식이 잘못 제출되면 서식의 보정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 처리로까지 이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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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곧 행정상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의미함. 출원인들의 특허행정 행위를 위한 서식 작
성이 보다 접근 용이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행정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특허청의 서식과 관련하여, 작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소요되는 특허청의 인력 및
행정력이 많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보완을 통해 개선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특허청 서식을 간소화하고 출원인으로 하여금 더 편리한 방식으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목표
❍ 서식 간소화 추진을 위해, 각 서식별 의의, 대체 방안,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특허청의 서식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서식 작성에 관한 불편을 파악함.
❍ 현행 서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서식이나 불필요한 서식의 항목 등을 파악하고, 다른 기관과 해
외 특허청의 사례를 검토함
❍ 현재 서식에 대한 법률적 의미파악, 법원 사례 분석, 개선방향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함
❍ 현행 법정서식들에 관한 향후 서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함
❍ 위 개선안을 이용하여 웹방식에서 사용가능한 인터페이스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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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프로세스
□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분석 및 개선 필요성 명확화
❍ 현행 지재권 관련 서식 종류 및 범위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및 사례 조사
- 서식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출원인의 시간적·비용적 부담 분석
❍ 웹(web)기반 서식작성에 따른 개선 필요성 검토
- 현재 SW방식으로 서식을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SW없이 웹(web)환경에서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 타 행정기관 및 주요 외국 특허청(IP5)의 법정 서식 현황 조사
❍ 간소화 추진 이력 등 기존 서식 대체 및 간소화를 위한 선행 사례 조사
- 법원, 민원24 등 유사 행정기관의 법정서식 간소화 사례 조사
❍ 주요 외국 특허청(IP5)의 법정 서식 현황 조사
- 주요국의 서식 종류, 작성 방법 및 시간 등 서식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
- 주요국 현황 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도입 가능한 대안 제시
❍ 서식간 인터랙션(interaction) 등 출원인 편의 제고 사례 조사
- 현재 작성 중인 서식의 작성 방법 안내 및 연관된 다른 서식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출원인 작성 편의
증진을 위한 사례 조사·분석
□ 서식 전수조사를 통한 서식 간소화 방안 제시
❍ 국제적 추세와 출원인 서식작성 환경 변화에 맞춰 특허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서식 간소화 방안
제시
❍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서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대체 가능/불가능한 서식에 대한 분류 및 대체 가능한
서식에 대한 방안 제시
- 사용되지 않는 서식 및 대체 가능한 서식 발굴 및 대안 연구
- 서식 작성 대신 ‘웹사이트 상에서의 신청’ 등으로 서식 제출 행위를 갈음할 수 있는 서식 발굴
❍ 서식간 관련도에 따른 인터랙션(interaction) 강화 방안 제시
- 사용자 중심의 서식작성 환경 제공을 위한 서식간 연계성 방안을 조사하여 출원인이 보다 쉽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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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간소화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 서식간소화에 따른 관련법 정비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 검토
- 특히, ‘웹사이트 상에서의 신청’ 등으로 서식 제출 행위를 갈음하는 것에 대한 법률전문가 관점의 법적
효력의 차이점 집중 분석
□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도출
❍ 출원인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
- 출원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쉽게 검색하고, 연관된 서식을 안내받을 수 있는 방안 도출
- 개선된 서식을 웹(web)에서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터페이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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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분석

Ⅱ

제1절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분석
□ 서식의 분류
❍ 특허법 등의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디자
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출원서식, 등록서식, 심판서
식으로 나뉠 수 있음.
❍ 위 시행규칙들에 규정된 서식의 개수는 총 212개이며,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서식의 수는 127개로서,
등록증 등 출원인의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식은 배제하였음.
❍ 127개의 서식은 다시 395개의 세분류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 특허청 제출용 법정서식 및 그 분류
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세분류

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
대리인사임
복대리인선임
복대리인해임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복대리인사임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포괄위임 원용 제한
대표자 선임
대표자 해임
서류송달 대표자 선임
포괄위임등록신청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포괄위임등록 철회

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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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출원·심사·등록 절차
심판절차

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이의신청 절차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철회)서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신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철회
전자문서첨부서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전자적기록매체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공통)

반려요청
반환신청
출원서 등 보정(보완)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9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정정명세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충
법정(지정)기간 연장
지정기간 단축

1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기간 연장(기간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신청서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디자인 비밀기간 단축
기관 경과 구제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
절차 수계신청

1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
무효처분)신청서

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
절차 무효처분 신청
특허 등 절차 취하

1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취하(포기)서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10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 시의
특례) 증명서류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국제단계보정서 사본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국제단계설명서 사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1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서류제출서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제3항,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제3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특허법｣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같은 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특허법｣ 제63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특허법｣ 제63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의 국어번역문
특허출원

1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분할출원
특허출원서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1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서식

명세서

1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서식

요약서

1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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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제17서식

1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

19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허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2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출원절차(10특허)
출원절차(20실용)
출원(특허) 절차
출원(실용) 절차
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우선권증명/취소신청사실
증명/심판청구사실증명/취소결정확정사
실증명/심결확정사실증명/심결문등본송
달증명/결정문등본송달증명/비밀디자인
등록증명/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출원인변경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출원인지분변경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2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

2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2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

2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정보제출서

출원(특허) 절차
출원(실용) 절차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결정 보류신청
심사유예신청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
록)출원에 대한 정보
참고자료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2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특허/실용신안용)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취소신청사건의견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12

2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조기공개신청서

조기공개신청서

2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 발급
자료열람

제29호서식

정정발급)신청서(공통)

자료복사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서류등본(초본) 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29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3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3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3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33

실용신안권
특허권

무효심판
취소심판
정정심판

3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거절결정 등 불복심판
재심

3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정정청구서

3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심판사건 신청서(공통)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심판사건신청서(구술심리)
심판사건신청서(영상 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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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3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심판(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

심판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

3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서식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공통)
국제조사용번역문
서류원본
발명의 설명

39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청구범위
서류제출서

도면
선출원번역문
서열목록 등
서열목록보정
대리인사임
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
대표자사임

4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PCT용도)

대표자선임
대표자해임
복대리인사임
복대리인선임
복대리인해임

4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포괄위임장 제출/
포괄대리인 해임선고/
포괄대리인 사임선고
대리인 정보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변경

4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출원인 변경
출원인 정보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국제출원보완/

4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PCT용도)

국제출원 보정
국제출원 외의 서류보정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

14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우선권주장의 보정
우선권주장의 추가 신청
요약서의 보정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완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정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견해서에 대한 의견
날인(서명)누락의 소명

4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의견(소명)제출서
(PCT용도)

요약서에 대한 의견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4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PCT REQUEST (PCT용도)

4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PCT 출원서 (PCT 용도)

4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特許協力조約に基づく國際出願
願書 (PCT용도)

4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발명의 설명 (PCT용도)

49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청구범위(PCT용도)

5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요약서(PCT용도)

5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도면(PCT용도)
국제예비심사수수료
국제예비심사수수료보정

5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국제출원심사수수료(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

수수료납부서
(PCT용도)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국제출원수수료보정

5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PCT용도)

우선권서류송달
우선권서류제출
국제예비심사청구 선택취하
국제출원

5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취하서
(PCT용도)

서류제출서
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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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지정취하

5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
청구범위감축신청서
(PCT용도)

5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PCT DEMAND (PCT 용도)

5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PCT
용도)

5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PCT
용도)

59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발명의 설명 (PCT용도)

6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청구범위 (PCT용도)

6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요약서 (PCT용도)

6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도면 (PCT용도)

6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6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추가수수료납부
이의신청료납부
청구범위감축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출원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국제조시기관(ISA)
수리관청(RO)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6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심판 절차
이의신청 절차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16

66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조사·분류 전문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67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68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제14호서식
전부이전
일부이전

6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분전부이전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70

7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7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말소등록신청서

73

특허권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직권말소등록신청서

7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회복등록신청서

사용

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지분 말소
특약 말소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말소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말소질권 말소
질권자 말소
근질권 말소
근질권자 말소
신탁권자 말소

전용실시권(사용권)변경
통상실시권(사용권)변경
신탁변경 질권변경
근질권변경
특약변경

7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7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

77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탁등록 신청서

실시

특허권등의 전부이전
특허권등의 일부이전
특허권등의 지분전부이전
특허권등의 지분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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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설정
질권 이전
근질권 설정
근질권 이전

78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7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등록보정서

설정
설정
이전
이전

설정 특허·등록료

80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

연차 특허·등록료 (회복 납부)
존속기간갱신등록료
특허·등록료 보전

8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8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서류반환요청서

83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소명서

8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등록반려요청서

연장할 등록료: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지정상품(업무)추가등록

등록반려요청서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리인 사임
복대리인 선임

85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복대리인 해임
복대리인 사임
대표자 선임
대표자 해임
대표자 사임

18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심판사건답변

86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상표등록출원
(권리구분: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87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등록 분할출원
상표등록 변경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출원서 등 보정
상표견본의 보정
시각적 표현의 보정

88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정정관(규약) 제출

보정(보완)서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절차보완

89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증명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90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91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출원 절차
등록 절차
마드리드 절차

대체서류 또는

92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국제출원보정서
국제출원서등
하자보정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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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국제등록명의
변경등록신청취하

93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마드리드 국제출원등 취하서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취하
국제출원취하
사후지정신청취하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

94-1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

94-2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심판절차중지 신청서

95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국제출원서

96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심판절차중지 신청서

국제출원서 등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하자보정서 등

97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사후지정신청서

98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99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 신청서

100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국제출원 등 취하서

101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마드리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

국제출원인
제3자
기타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

102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정관(규약)등 제출
수정정관(규약)제출

20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등의 제출

103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상품분류전환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실용신안등록출원

10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분할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10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 답변
심판사건 의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반려이유 통지에 따른 소명

의견(답변¸ 소명)서

출원서 등 보정
도면 등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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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등 보정

보정(절차보완)서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출원서 보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107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108

별지 제4호서식의4서식

디자인등록 변경 출원서(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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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11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비밀디자인청구서

디자인무심사등록 변경 출원
디자인무심사 변경 출원(구법)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
디자인무심사 변경 출원
디자인무심사 변경 출원(구법)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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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규정

서식명

세분류

별지 제7호서식

11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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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11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국제출원서

11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11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발명자 선언서

11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 진술서

117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11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디자인 국제출원 취하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국제출원보정서
국제출원서 등
대체서류

1. 출원 서식
아래는 출원 서식에 해당하는 서식들의 입력항목들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며, 중복되는 항목들은 가급적 기재를
피하였음.
(1) 위임장(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공통>
1) 사전등록·헤이그 절차
의의 :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으로,
각종 서식에 첨부되는 위임장 작성시 이용하는 서식.
■ 수임자 : 성명(명칭) / 대리인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이의신청
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취소신청번호 / 심판번호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 위임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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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사항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위임일자

2) 심판절차
의의 : 각종 서식에 첨부되는 위임장 작성시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3) 마드리드·중간 절차
의의 : 각종 서식에 첨부되는 위임장 작성시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4) 마드리드·심판 절차
의의 : 각종 서식에 첨부되는 위임장 작성시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 위임장은 사전등록·헤이그 절차, 심판절차,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용 위임장으로
구분됨. 위임장이 여러 구분항목을 가지는 이유는 사건의 표시 항목에서 출원번호, 심판번호 등의
분석

형식을 다르게 기입하기 위한 이유로 파악됨.
∙ 간소화를 위해서는, 위임장의 구분 항목을 없애고, 사건의 표시 항목에서 기입과 관련한 선택항목을
늘이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공통, 국내/국제>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신고구분

1) 대리인 선임
의의 : 출원인 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1.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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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먼저 선임된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첨부서류
1.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1.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
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1.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1.5)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1.6)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2) 대리인 해임
의의 : 기존에 맺었던 위임관계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2.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먼저 선임된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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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2.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
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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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2.5)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2.6)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3) 대리인 사임
의의 : 대리인이 대리관계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3.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3.3) 이의신청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
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3.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3.5)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3.6)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4) 복대리인 선임
4.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의의 : 출원인 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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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복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첨부서류
4.2)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특허법인)
의의 : 특허법인의 소속대리인이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
4.3) 심판 절차
의의 : 출원인 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4.4) 이의신청 절차
의의 : 이의신청인 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4.5) 이의신청 절차(특허법인)
의의 : 특허법인의 소속대리인이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4.6) 마드리드·심판 절차
의의 : 출원인 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4.7) 마드리드·심판 절차(특허법인)
의의 : 특허법인의 소속대리인이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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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의의 : 출원인 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4.9)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중간절차
의의 : 출원인 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4.10)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절차(특허법인)
의의 : 특허법인의 소속대리인이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4.11) 마드리드 중간절차(특허법인)
의의 : 특허법인의 소속대리인이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5) 복대리인 해임
의의 :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 등이 복대리인을 해임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5.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복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5.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5.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5.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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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5.6)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6) 복대리인 사임
의의 : 복대리인이 대리관계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6.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6.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6.3) 이의신청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6.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6.5)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6.6)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7)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의의 : 대리인과 맺었던 위임사항 중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Ⅱ.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 · 분석∙29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첨부서류
7.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7.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7.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7.5) 마드리드·중간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7.6)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8)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8.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복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첨부서류
8.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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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8.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8.5) 마드리드·중간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8.6)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9) 포괄위임 원용 제한
의의 : 특정한 개별사건에 관하여 포괄위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번호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심판(취소
신청) 번호 / 발명의 명칭

10) 대표자 선임
의의 : 2인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 특별히 대표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0.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대표자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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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먼저 선임된 대표자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첨부서류
10.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 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10.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10.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10.5)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10.6)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11) 대표자 해임
의의 : 이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대표자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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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먼저 선임된 대표자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첨부서류
11.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 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11.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상품류
11.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11.5)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11.6) 마드리드지정국이의신청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12) 서류송달 대표자 선임
의의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2.1) 출원·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발명의 명칭
■ 신고대상 서류송달 대표자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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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12.3)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12.4) 마드리드지정국중간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 첨부서류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는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리인 사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
복대리인 사임,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포괄위임 원용 제한, 대표자 선임,
대표자 해임, 서류송달 대표자 선임으로 구분되어 있음.
분석

나아가 각각의 구분항목에 대하여, 출원 절차, 심판 절차, 이의신청 절차, 마드리드 절차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경우의 수마다 다른 서식으로 존재함.
구분항목(대리인사임, 대리인선임 등)에 대해서는 구분을 유지하되, 절차(출원 절차, 심판 절차 등)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의 표시에서 선택항목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공통>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 구분

1) 포괄위임등록신청
의의 : 1장의 포괄위임장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서식.
■ 제출인 : 명칭 / 특허고객번호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등록대상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첨부서류

2) 포괄위임등록철회
의의 : 기존에 맺었던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서식.
■ 철회대상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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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위임사항변경
의의 : 기존에 맺었던 포괄위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서식.
■ 변경대상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는 포괄위임등록신청, 포괄위임등록철회, 포괄위임사항변경으로
분석

구분되어 있음. 다만, 최근 특허로 시스템의 변경으로 포괄위임은 특허로를 통해서 신청되고 있어서,
본 서식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생각됨.

(4)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의의 :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허청 고유번
호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전자문서 이용신고와 함께 이용 가능.
■ 제출인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휴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1999.1.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그 밖의 사항 :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 첨부서류

(5)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공통>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 구분

1) 특허고객번호 정정
의의 :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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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 국제등록
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정정전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정정후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정정원인
■ 첨부서류
1.2)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국내절차 / 국제디자인등록절차
■ 사건의 표시 : 특허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상표등록
이의신청번호
1.3) 마드리드·중간 절차
1.4)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2)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의의 :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전화번호 등 각종 인적사항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서식
2.1) 출원·심사·등록 절차
2.2) 심판절차
■ 변경(경정)내용 : 변경(경정)항목 / 변경(경정)전 / 변경(경정)후
■ 변경(경정)원인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는 특허고객번호 정정,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분석

표시 변경(경정)으로 구분되어 있음. 각 구분에 대해 다시 절차의 구분항목(출원 등 절차, 심판절차
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건의 표시항목에서 기재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6)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공통>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철회)서 - 구분

1)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신청
의의 :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를 자동변경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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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철회
의의 :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를 자동변경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첨부서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철회)서는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분석

표시 자동변경 신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철회로 구분
되어 있음.

(7)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공통, 국내/국제>
의의 : 서류의 온라인 제출시 첨부하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제출구분

1)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의의 :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견본, 물건, 서류)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제출할 (견본/물건/서류)
■ 반환희망여부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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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판절차(견본, 물건, 서류, 증거물건)
■ 심판(취소신청)번호
1.3) 이의신청(견본, 물건, 서류)
■ 이의신청번호
1.4) 마드리드·중간 절차(견본, 물건, 서류)
■ 국제등록번호
1.5) 마드리드·심판 절차(견본, 물건, 서류, 증거물건)
■ 심판(취소신청)번호
1.6)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견본, 물건, 서류)
■ 이의신청번호
■ 제출할 (견본/물건/서류)

2) 전자문서첨부서류
의의 : 서류의 온라인 제출시 첨부하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1) 출원·심사 절차(전자문서첨부서류)
■ 절차선택
■ 출원번호
2.2) 심판절차(전자문서첨부서류)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제출할 (견본/물건/서류)
■ 첨부서류
2.3) 이의신청 절차(전자문서첨부서류)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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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이의신청의구분
■ 이의신청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제출할 (견본/물건/서류)
■ 첨부서류
2.4) 마드리드·중간 절차(전자문서첨부서류)
■ 국제등록번호
2.5) 마드리드·심판 절차(전자문서첨부서류)
■ 절차선택
■ 국제등록번호
2.6)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전자문서첨부서류)
■ 이의신청번호

3) 전자적기록매체
의의 :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전자적기록매체)
3.2) 국제조사기관(ISA)(전자적기록매체)
3.3) 수리관청(RO)(전자적기록매체)
■ 반환희망여부
■ 첨부서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는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전자문서첨부서류, 전자적기록매체로
분석

구분되어 있음. 서류와 전자문서첨부는 출원·심사절차, 심판절차, 이의신청절차,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등으로 구분되고, 전자적기록매체는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조사기관, 수리관청으로 구분되는데 사건의 표시에 번호를 기입하기 위한 구분항목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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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공통, 국내/국제>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 신청구분

1) 반려요청
의의 : 반려이유를 통지받고 소명기간내에 소명없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1.2) 국제조사기관(ISA)
1.3) 수리관청(RO)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국제출원번호
■ 반려대상 서류명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반려서류 수령방법
■ 첨부서류
1.4)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절차선택
■ 출원번호
1.5) 심판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심판(취소신청)번호
■ 제출종류
1.6) 이의신청 절차
■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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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이의신청의 구분
■ 이의신청번호
1.7) 마드리드·중간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국제등록번호
1.8) 마드리드·심판 절차
■ 심판(취소신청)번호
■ 제출종류
1.9)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이의신청번호
■ 제출종류

2) 반환신청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출원서류 등의 반환)의 시행('15.7.1.)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반환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
2.1) 출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절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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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반려대상 서류명
■ 첨부서류
2.2) 심판 절차
■ 심판(취소신청)번호
■ 제출종류
2.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번호
2.4) 마드리드·중간 절차
■ 국제등록번호
2.5) 마드리드·심판 절차
■ 심판(취소신청)번호
2.6)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번호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는 우선 목적을 기준으로 반려요청, 반환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음. 위 2가지
분석

구분항목에서, 절차를 기준으로 출원/심판/이의신청 등으로 다시 구분되고 있으나, 서식을 구분하기
보다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부분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9)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 – 보정구분 및 제출처

1) 명세서 등 보정
의의 :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이 미흡하여 출원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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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보정할 서류
■ 보정할 사항 :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 보정내용 / 수수료
□ 추가청구항수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출원(실용신안) 절차
1.3) 심판절차
□ 추가청구항수
□ 거절청구항수

2) 명세서등 보정(외국어출원단계 요약 보정)
의의 : 외국어 출원의 요약서를 한글로 작성하지 않은 건에 대한 보정 서식(비법정)
2.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보정할 서류
■ 보정할 사항 :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 보정내용 / 수수료
■ 첨부서류
2.2) 출원(실용신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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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청구서등 보정
의의 : 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을 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식
■ 보정할 서류
■ 보정할 사항

4) 심판청구서등 보충
의의 : 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충명령을 받은 경우 보충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

5) 이의신청서등 보정
의의 :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특허이의신청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이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보정할 서류
■ 보정할 사항

6) 정정명세서등 보정
의의 : 실용신안기술평가 등의 절차에서 정정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6.1) 기술평가절차
■ 사건의 표시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고안의 명칭 / 제출종류 / 발송
번호 / 발송일자
■ 보정할 서류
6.2) 심판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6.3) 이의신청(특·실) 절차
■ 사건의 표시 : 특허이의신청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7) 출원서등 보완
의의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도록 하는 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등록까지 확대할
수 있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제출종류 / 제출원이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8) 출원서등 보정
의의 : 출원서 또는 기타 중간서류 등에 기재미비, 잘못 적은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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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보정할 서류
■ 보정할 사항 :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 보정내용 / 수수료
8.2) 출원(실용신안)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8.3) 등록(특·실) 절차
■ 사건의 표시 : 등록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8.4) 심판(특·실)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심판(취소신청) 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8.5) 이의신청(특·실) 절차
■ 사건의 표시 : 특허/실용신안 이의신청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9) 취소신청서등 보정
의의 : 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을 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 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0) 취소신청서등 보충
의의 : 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충명령을 받은 경우 보충을 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 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보정서는 명세서 등 보정, 명세서등 보정(외국어출원단계 요약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이의신청서등 보정, 정정명세서등 보정, 출원서등 보완, 출원서등 보정, 취소신청서등 보정,
분석

취소신청서등 보충으로 구분되어 있음.
보정서 내에서 구분 항목이 많은 이유는 ‘사건의 표시’와 ‘보정할 서류’ 부분의 입력을 위한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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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내/국제

(10)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 신청서 – 신청구분

1) 기간 경과 구제
의의 :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자가 그 기간경과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심사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 제출할 서류 / 접수번호/발송번호 / 기간경과이유 / 경과이유 소멸일자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1.3) 이의신청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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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의구분 / 이의신청번호
1.4) 마드리드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2) 디자인비밀기간단축
의의 :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한 당초의 기간을 설정등록일로부터 3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의 표시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 단축이유 / 비밀기간단축 희망기간

3) 디자인비밀기간연장
의의 :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한 당초의 기간을 설정등록일로부터 3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기간연장의 표시 : 연장이유 / 비밀기간연장 희망기간

4) 법정기간연장(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등)
의의 : 거절결정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 또는 이의신청 이유등의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1) 출원·심사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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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 제출할 서류 / 발송번호 / 연장이유 / 연장신청서 제출횟수 / 연장희망기간
4.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절차선택 / 출원번호
4.3)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의구분 / 이의신청번호
4.4) 마드리드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5)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
5.1) 출원·심사 절차
■ 사건의 표시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의 표시
5.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의 표시

6) 지정기간단축
의의 :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6.2) 출원·심사 절차
■ 사건의 표시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기간단축의 표시 : 제출할 서류 / 발송번호 / 단축이유
6.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6.3)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의구분 / 이의신청번호
6.4) 마드리드·중간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6.5)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6.6)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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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기간연장(의견/보정서 제출기간 등)
의의 : 특허청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한 경우 또는 기타
청구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출원·심사 절차
■ 사건의 표시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기간연장의 표시 : 제출할 서류 / 발송번호 / 연장이유 / 연장신청서 제출횟수 / 연장희망기간
7.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7.3) 등록 절차
■ 사건의 표시 : 등록번호
7.4)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의구분 / 이의신청번호
7.5) 마드리드·중간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7.6)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7.7)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신청서’는 기간 경과 구제, 디자인비밀기간단축,
디자인비밀기간연장, 법정기간연장(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등),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
지정기간단축, 지정기간연장(의견/보정서 제출기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서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여러개의 서식이 통합되면서 제목을 알아보기 어려워져, 제목에 대한 수정을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목이 길어지더라도 ‘기간 연장 신청서/기간 단축 신청서/기간 경과 구제 신청서/절차 계속 신청서’
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지정기간연장에서 제출할 서류와 연장이유는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으나, 4회를 초과하는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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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1)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 무효처분)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 무효처분)신청서 – 제출구분

1) 절차 무효처분신청
의의 :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 타인에게 절차를 수계할 경우 신청하는 서식.
1.1) 출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무효처분신청 대상 절차
■ 첨부서류
1.2) 심판 절차
■ 심판(취소신청)번호
1.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이의신청번호

2) 절차 수계신청
의의 :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 타인에게 절차를 수계할 경우 신청하는 서식
2.1) 출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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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인계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수계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수계일자
■ 수계원인
■ 첨부서류
2.2) 심판 절차
2.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이의신청번호
2.4)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심판(취소신청)번호
■ 인계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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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3) 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
의의 :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 타인에게 절차를 수계할 경우 신청하는 서식
3.1) 출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인계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수계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
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3.2) 심판 절차
■ 심판(취소신청)번호
3.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구분
■ 이의신청번호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 무효처분)신청서는 절차 무효처분신청, 절차 수계신청, 절차 수계신청명령
분석

신청 으로 구분되어 있음. 다시 각각의 구분항목은 출원절차, 심판절차, 이의신청 절차로 나뉘어져 있
는데, 절차에 관한 구분은 사건번호의 기재부분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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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2) 취하(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취하(포기)서 – 구분

1)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제출원일 특례에 따른 취하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취하내용 : 취하대상서류 / 제출일자
■ 첨부서류

2) 심판참가 취하
의의 :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심판참가를 취하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2.1)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취하내용 : 취하대상 / 접수번호
2.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3) 심판청구 일부취하
의의 : 심판청구의 일부를 취하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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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심판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취하내용 : 취하대상 청구항(디자인일련번호, 상품류) / 접수번호
3.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취하내용 : 취하대상 상품류 / 접수번호

4) 심판청구 취하
의의 :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4.1) 심판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취하내용 : 취하대상 / 접수번호
4.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5) 우선권주장 취하
의의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이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취하내용 : 출원번호 / 출원일자
5.2) 출원(실용신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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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정청구 취하
의의 :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정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취하내용 : 취하대상 / 접수번호

7) 취소신청 일부취하
의의 : 취소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 취하내용 : 취하대상 청구항 / 접수번호

8) 취소신청 취하
의의 : 취소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 취하내용 : 취하대상 / 접수번호

9) 취소신청참가 취하
의의 : 취소신청참가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10) 특허 등 절차 취하
의의 : 특허출원인이 출원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10.1) 출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10.2)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절차
의의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0.3) 심사유예신청 취하
의의 :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10.4) 우선심사신청 절차
의의 :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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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10.5) 조기공개 절차
의의 : 조기공개를 취하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10.6) 이의신청 절차
의의 :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이의신청의 구분
■ 사건의 표시 : 특허이의신청번호
10.7)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의의 : 이의신청인이 마드리드·이의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취하(포기)서는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심판참가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청구 취하,
분석

우선권주장 취하, 정정청구 취하, 취소신청 일부취하, 취소신청 취하, 취소신청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취하로 구분되어 있음.
각각의 절차에서 취하내용이 구분되므로 절차 부분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공통

(13)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의의 : 특허-[별지 제13호서식]｢특허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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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서 – 제출구분

1) 서류제출서 - ｢특허법｣ 제63조의3,｢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출원번호
■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 외국 심사결과 : 외국 특허출원번호 / 통지일자 / 통지서 / 통지서에 적혀있는 문헌
■ 취지
■ 첨부서류

2) 서류제출서 - ｢특허법｣ 제63조의3,｢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의 국어 번역문
2.1) 출원(특허) 절차
2.2) 출원(실용신안) 절차

3) 서류제출서 -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
｢특허법｣ 제30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 출원일자
■ 증명서류의 내용 : 공개형태 / 공개일자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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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제출서 -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 증명서류
의의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발명의 시험, 간행물발표, 서면발표, 박람회출품 등의 사유로
신규성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1) 공지예외적용대상 절차
■ 출원번호
■ 증명서류의 내용 : 공개형태 / 공개일자
4.2) 신규성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증명서류의 내용 : 공개형태 / 공개일자 / 디자인일련번호
4.3) 출원시의 특례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출원번호
■ 증명서류의 내용 : 공개형태 / 공개일자
4.4) 마드리드 절차
의의 : 마드리드-[별지 제13호 서식] 공지 예외 적용 대상(출원시의특례) 증명 서류 제출서
■ 국제등록번호
■ 증명서류의 내용 : 공개형태 / 공개일자

5) 서류제출서 -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의의 :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절차선택
■ 출원번호
■ 보정서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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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 내용 :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 보정내용
5.2) 출원(실용신안) 절차

6) 서류제출서 - 국제단계보정서 사본
의의 :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6.1) 출원(특허) 절차
6.2) 출원(실용신안) 절차

7) 서류제출서 -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의의 :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당해 설명서의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설명서 제출일자
■ 설명서 내용
7.2) 출원(실용신안) 절차
■ 출원번호

8) 서류제출서 - 국제단계설명서 사본
의의 :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당해 설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8.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8.2) 출원(실용신안) 절차

9) 서류제출서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의의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 국제특허출원번호 / 국제특허출원일자 / 사본의 내용
■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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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류제출서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6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6 규정에 의해 작성하는 서식
10.1) 출원(특허) 절차
10.2) 출원(실용신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출원번호
■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 국어번역문의 내용

11) 서류제출서 - 우선권증명서류
11.1) 출원·심사 절차
의의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등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종류/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디자인일련번호
11.2) 마드리드·중간 절차
의의 :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국제등록번호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종류/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디자인일련번호

12) 서류제출서 -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의의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조약 당사국에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2.1) 출원·심사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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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선택
■ 출원번호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종류/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디자인일련번호
12.2) 마드리드·중간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국제등록번호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종류/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디자인일련번호

13) 서류제출서 - ｢특허법｣ 제201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 같은 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
13.1) 출원(특허) 절차
13.2) 출원(실용신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출원번호
■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 국어번역문의 내용
■ 취지

서류제출서는 ｢특허법｣ 제63조의3,｢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특허법｣
제63조의3,｢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의 국어 번역문,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 증명서류,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국제
단계보정서 사본,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국제단계설명서 사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분석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특허법｣ 제201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 같은 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서류제출서라는 애매한 명칭에 의해 상당히 많은 서식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된 서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14) 특허출원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특허/실용신안>

특허출원서 – 출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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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서 - 특허출원
■ 참조번호
■ 출원구분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기타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발명의 국문명칭
■ 발명의 영문명칭
■ 출원언어
■ 발명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구분 /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공개형태 / 공개일자
□ 미생물기탁 : 수탁기관선택 / 기탁기관명 / 수탁번호 / 수탁일자
□ 서열목록 : 서열개수 / 서열목록 전자파일
□ 기술이전희망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개인정보 제공동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 연구관리전문기관 /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명 / 기여율 / 주관
기관 / 연구기간
□ 국방관련 비밀출원
□ 수수료 자동 납부번호
■ 첨부서류

2) 특허출원서 - 분할출원
의의 : 특허출원인이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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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출원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원출원의 출원번호
■ 원출원의 출원일자
2.2) 국제출원
■ 원출원의 출원번호
■ 국제출원일자

3) 특허출원서 - 변경출원
의의 :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국내출원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3.2) 국제출원
의의 : 특허출원인이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변경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원출원의 출원번호
■ 국제출원일자

4) 특허출원서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의의 :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분석

특허출원서는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15)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 <특허/실용신안>
의의 : 외국어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 이하 동일)의 국어번역
문에 대하여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1) 출원절차(10특허)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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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정정할 서류
■ 정정할 사항 : 정정이유 / 정정사항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출원절차(20실용)

분석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는 출원절차(10특허), 출원절차(20실용)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재사항에 차이가
없으므로 출원절차(10특허), 출원절차(20실용)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허/실용신안

(16)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의 : 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기탁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미생물 수탁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변경전 : 수탁기관선택 / 기탁기관명 / 수탁번호 / 수탁일자
■ 변경후 : 수탁기관선택 / 기탁기관명 / 수탁번호 / 수탁일자
■ 신고이유
■ 첨부서류

2) 출원(실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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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는 출원(특허) 절차, 출원(실용) 절차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재사항에
차이가 없으므로 출원절차(10특허), 출원절차(20실용)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통

(17)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신청구분

1)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미생물분양자격증명
의의 :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고안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미생물시료의
분양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신청대상의 표시 : 출원번호 / 신청부수 / 수탁기관선택 / 분양대상미생물 기탁기관명 / 분양대상미생물 수탁
번호 / 신청이유 / 수취방법
■ 신청이유
■ 수취방법
■ 첨부서류
1.2) 출원(실용신안) 절차
2)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의의 : 외국(미국, 일본, 유럽을 제외한)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
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으로 제공을 특허청에 위임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 발급을 요청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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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출원예정사항 : 출원예정국가

3)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심결문(결정문)등본송달증명
의의 : 심결문등본송달 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심판(취소신청)번호 / 신청부수
3.2) 마드리드·심판 절차

4)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심결확정사실증명
의의 : 심결확정사실 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4.1) 심판 절차
4.2) 마드리드·심판 절차

5)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심판청구사실증명
의의 : 심판청구사실 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5.1) 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심판(취소신청)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 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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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첨부서류

5.2) 마드리드·심판 절차
의의 : 심결문(결정문)등본송달증명-마드리드·심판 절차와 동일.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6)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우선권증명
의의 : 특허에 관한 증명원을 신청하거나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공업
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 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교
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출원번호 / 신청부수
■ 출원예정사항 : 출원예정국가

7)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출원사실증명
의의 : 특허에 관한 증명원을 신청하거나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공업
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 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출원·심사·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출원번호 / 신청부수
7.2) 마드리드·출원·심사 절차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8)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
의의 : 심판청구사실 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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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심판(취소신청)번호 / 신청부수

9)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취소신청사실증명
의의 : 심판청구사실 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는 미생물분양자격증명,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심결문(결정문)
등본송달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출원사실증명, 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
분석

취소신청사실증명으로 구분되어 있음. 각각의 구분항목에서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구분은 신청대상의
표시를 위한 것으로서, 서식의 구분에 표기하지 않고 신청대상의 표시 항목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특허, 실용신안

(18) 권리관계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구분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출원인변경
의의 : 특허출원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가 일어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변경전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지분
■ 변경후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지분
■ 변경원인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출원인지분변경
의의 : 특허출원 후에 출원인간의 지분변경이 일어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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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변경전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지분
■ 변경후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지분
■ 첨부서류

3)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의의 : 경합하는 출원중 하나의 출원을 정하여 그 권리자를 신고하는 경우 또는 경합하는 출원인변경신고중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그 권리자를 신고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출원·심사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권리자의 출원번호 / 권리자의 국제등록번호 / 발명의 명칭
■ 경합자 출원의 표시 : 출원종류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권리자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경합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3.2) 마드리드 출원·심사 절차
■ 제출인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사건의 표시 : 권리자의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 경합자 출원의 표시 : 출원종류 / 출원번호 / 상품류

분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는 출원인변경, 출원인지분변경,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구분에서 절차에 관한 구분으로 추가로 나뉘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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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19)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의의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한 발명(고안)이 국방관련으로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경우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요청을 받거나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이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서식.
1)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 -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출원번호
■ 출원희망국가
■ 출원예정시기
■ 첨부서류

2)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 - 출원(실용신안) 절차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는 출원(특허) 절차, 출원(실용신안) 절차,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으로
분석

구분되어 있고 구분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상표에 관한 사항은 없으므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특허/실용신안

(20)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 구분

1)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 심사청구
의의 : 특허출원후 5년 이내에 그 특허출원에 관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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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자
■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유예희망시점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출원(실용신안)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고안의 명칭

2)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 우선심사청구
2.1) 출원(특허) 절차
의의 :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한하여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식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의 주소
■ 기타사항 : 선행기술조사의뢰된 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6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
2.2) 출원(실용신안) 절차
의의 :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실용신안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실용신안출원에 한
하여 다른 실용신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고안의 명칭
■ 기타사항 : 선행기술조사의뢰된 출원
2.3) 출원(디자인) 절차
의의 : 출원공개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다른 디자인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기타사항 : 선행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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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원(상표) 절차
의의 :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상표출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상표출원에 한하여 다른 상표출
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상품류

심사청구서와 우선심사신청서는 기재항목들이 상당히 상이하여, 서로 다른 서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분석

것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과다한 통합으로 보임. 두 개의 서식은 별개의 서식으로 존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1)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서식) <특허/실용신안>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 - 구분

1)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 - 결정보류신청
의의 : 특허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의 출원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첨부서류
2)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 - 심사유예신청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출원심사의 청구일 후
24개월이 경과된 특정시점 이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유예희망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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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는 결정보류신청, 심사유예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음. 서식의 제목을 ‘결정
보류신청서 / 심사유예신청서’로 두는 편이 혼동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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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공통>

정보제출서 - 제출구분

1) 정보제출서 -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1.1) 출원(특허) 절차
의의 : 출원공개된 특허에 대해 당해 특허가 등록요건 등에 맞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
3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의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제출할 자료명
■ 제출이유
■ 첨부서류
1.2) 출원(실용신안) 절차
의의 : 출원공개가 있는 경우 당해 고안이 거절사정사유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3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고안의 명칭
1.3) 출원(디자인) 절차
의의 :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해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이 등록요건 등에 맞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3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1.4) 출원(상표) 절차
의의 :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취지의 정보를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상품류
1.5) 심판 절차
의의 :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등록)될 수 없는 취지의 정보를 제3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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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1.6) 마드리드·중간 절차
의의 :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등록)될 수 없는 취지의 정보를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1.7) 마드리드·심판 절차
의의 :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등록)될 수 없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3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상품류

2) 정보제출서 - 참고자료
의의 : 심사관의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1) 출원·심사·등록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2) 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발명의 명칭 / 고안의 명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
2.3) 마드리드·중간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상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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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드리드·중간 절차
정보제출서는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참고자료으로 구분되
분석

는데, 참고자료 항목은 중복에 불과하며, 참고자료를 추후제출할 경우 보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됨.

(23) 의견(답변, 소명)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특허, 실용신안>

의견(답변, 소명)서 - 서류구분

1) 의견(답변, 소명)서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의의 :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의견내용
■ 첨부서류
1.2) 출원(실용신안)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1.3) 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1.4) 이의신청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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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 특허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의견내용
■ 첨부서류

2) 의견(답변, 소명)서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의의 :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출원서류등에 대하여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2.1)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의 표시 : 국제출원번호
■ 소명내용
■ 첨부서류
2.2) 국제조사기관(ISA)
2.3) 수리관청(RO)
2.4) 출원·심사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2.5)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2.6)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특허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3) 의견(답변, 소명)서 - 심판사건답변
의의 :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답변내용
■ 증거방법

4) 의견(답변, 소명)서 - 심판사건의견
의의 : 심판에 관한 심문 각종심판사건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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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5) 의견(답변, 소명)서 -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의의 :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서식
5.1) 출원(특허)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의견내용
5.2) 출원(실용신안)절차

6) 의견(답변, 소명)서 - 이의답변
의의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배척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특허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답변내용

7) 의견(답변, 소명)서 - 이의신청의견
의의 : 이의신청인이 출원인의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 의견내용

8) 의견(답변, 소명)서 - 이의신청재답변
의의 : 출원인이 이의신청인의 의견에 대해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특허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답변내용

9) 의견(답변, 소명)서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및｢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심사관의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Ⅱ.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 · 분석∙77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10) 의견(답변, 소명)서 - 취소신청사건의견
의의 : 심판에 관한 심문 각종심판사건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의견내용
의견(답변, 소명)서는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심판사건답변, 심판
사건의견,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취소신청사건의견으로 구분되어 있음.
분석
구분항목이 상당히 많으나 결국은 의견 등을 제출하는 것이며, 의견, 답변, 소명 등 명칭은 다르나 그
성격은 동일하다고 보임. 또한 구분항목에 따른 기재는 결국 사건의 표시에 관한 것이므로, 의견서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임. 의견서로서의 통합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추가로 검토함.

(24) 조기공개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특허, 실용신안>
의의 : 특허/실용신안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인이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조기에 인증
받을 필요가 있어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 조기공개신청서 - 출원(특허)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2) 조기공개신청서 - 출원(실용신안)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고안의 명칭

(25)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공통>

열람(복사, 발급,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신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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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등록원부발급
의의 : 등록원부 기록사항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명칭의 영문표기
나. 상세정보 : 제출인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특허(등록)번호 / 신청대상 / 신청부수 / 주민등록번호 공개 /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 수취방법
1.2) 등록·헤이그 절차(약식)
■ 수신처
■ 제출일자
■ 신청인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명칭의 영문표기
나. 상세정보 : 제출인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특허(등록)번호 / 신청대상 / 신청부수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개
/ 특허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신청대상
■ 용도
1.3) 마드리드·등록 절차
■ 제출인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상세정보 : 제출인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신청대상 / 신청부수 / 주민등록번호 공개 /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4) 마드리드·등록 절차(약식)
■ 수신처
■ 제출일자
■ 신청인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상세정보 : 제출인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개 / 특허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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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용도
■ 취지

2)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등록원부기록사항발급
의의 : 등록원부 기록사항교부 신청서
2.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특허(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신청대상 / 신청부수
2.2) 마드리드·등록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신청대상 / 신청부수

3)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서류등본(초본)발급
의의 : 서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특허
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이의신청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신청대상 /
신청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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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드리드·등록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특허(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신청대상 / 신청부수

4)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특허(등록)증 재발급
의의 : 특허증, 등록증의 분실, 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주소의 영문표기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특허(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 수취방법
□ 수령인
4.2) 마드리드·등록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성명 / 주소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5)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의의 : 특허증, 등록증의 분실, 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주소의 영문표기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특허(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 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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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마드리드·등록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성명 / 주소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6)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특허(등록)증 정정발급
의의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상표등록증) 정정교부 신청서
6.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주소의 영문표기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특허(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6.2) 마드리드·등록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7)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특허(등록)증 정정발급(전자문서)
7.1) 등록·헤이그 절차
의의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상표등록증) 정정교부 신청서.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주소의 영문표기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특허(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7.2) 마드리드·등록 절차
의의 : 상표등록증 정정교부 신청서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82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8)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의의 : 휴대용 특허증, 등록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8.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주소의 영문표기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특허(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8.2) 마드리드·등록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성명 / 주소
■ 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9)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의의 : 휴대용 특허증, 등록증의 분실, 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9.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주소의 영문표기
■ 신청대상의 표시 : 사건의 종류 / 특허(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9.2) 마드리드·등록 절차
■ 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10)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발급
의의 : 휴대용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상표등록증)을 정정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0.1) 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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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주소의 영문표기
■ 신청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신청이유
10.2) 마드리드·등록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신청부수 / 신청이유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는 등록원부발급, 등록원부기록사항발급, 서류등본(초본)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특허(등록)증 정정발급, 특허(등록)증
분석

정정발급(전자문서),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발급으로 구분되는데, 특허(등록)증 발급에서 기본문서와 휴대용을 통합 후 신청구분을 일반 혹은
휴대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됨.

(26)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2서식)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에 따라 교부받으려는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
증을 외국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및 아랍어)를 선택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서식.

(휴대용) 외국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신청구분

1)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 기재언어
■ 특허(등록)권자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외국어 표기 / 사건과의 관계 / 주소 / 주소의 외국어 표기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발명(고안,창작)자 대리인 :성명 / 성명의 외국어 표기 / 주소 / 주소의 외국어 표기
■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신청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수령인 : 성명 / 우편번호 / 주소
■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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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수
■ 취지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3)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4)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5)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6)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분석

(전자문서),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휴대용 외국어특허
(등록)증 발급,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으로 구분됨.

특허, 실용신안등록

(27)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의의 :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등록요건(특허발명의 활성ㆍ안정성 시험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출원인
가. 특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연장대상 특허번호
■ 연장대상 청구범위 : 총 청구항수 / 연장대상 청구항 / 유효성분 포함내역
■ 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의 내용 : 총허가 등을 받을 일자 / 허가내용(등록내용) / 유효성분의 화합물명 /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 제품명(품목명)의 국문표기 / 제품명(품목명)의
영문표기 /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 /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 연장등록 신청기간
■ 연장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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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

(28)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 2서식)
의의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구분항목 : 특허권, 실용신안권
1)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 특허권
■ 출원인
가. 특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연장대상 특허번호
■ 연장등록 신청기간 : 특허출원일 /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 / 심사청구일 /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 / (A) 및 (B) 중 늦은 날(C) / 설정등록일(D) / 지연기간(E) :
(E) = (D) - (C) /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경우 그 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F) / 연장등록 신청기간 : (G) = (E) - (F)
■ 연장이유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 실용신안권
■ 연장대상 실용신안번호

■ 연장등록 신청기간 : 실용신안등록출원일호 /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 / 심사청구일
/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 / (A) 및 (B) 중 늦은 날(C) / 설정등록일
(D) / 지연기간(E) : (E) = (D) - (C) /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경우 그 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F) / 연장등록 신청기간 : (G) = (E)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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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을 굳이 넣을 필요 없다고 판단됨.

(29)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 3서식)<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의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때 이용하는 서식.
■ 취소신청인
가. 특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권리자
가. 특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사건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등록공고일 / 대상청구항
■ 신청의 이유
■ 증거방법
■ 수수료 : 신청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30)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공통>
1) 심판청구서 - 심판(무효/취소 등)
의의 :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청구시 이용하는 서식.
■ 청구인
가. 특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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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피청구인
가. 특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몇잉의 영문표기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등록번호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이유
□ 증거방법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심판청구서 - 심판(거절결정불복)
의의 :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출원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국제등록번호 / 결정등본수령일자

3) 심판청구서 - 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
의의 :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결정등본수령일자

4) 심판청구서 - 심판(보정각하결정불복)
의의 :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출원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국제등록번호 / 결정등본수령일자

5) 심판청구서 - 심판(취소결정불복)
의의 :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6) 심판청구서 - 심판(통상실시권허락)
의의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거나 타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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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판청구서 - 심판(재심)
의의 :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재심의 종류 / 심판(취소신청)번호 / 재심사유를 안 날

8) 심판청구서 - 마드리드심판(무효/취소 등)
의의 :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청구시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9) 심판청구서 - 마드리드심판(거절결정불복)
의의 :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 결정등본수령일자

10) 심판청구서 - 마드리드심판(보정각하결정불복)
의의 :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국제등록번호 / 결정등본수령일자

11) 심판청구서 - 마드리드심판(재심)
의의 :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의 종류 / 재심의 종류 / 심판(취소신청)번호 / 재심사유를 안 날

심판청구서는 심판(무효/취소 등), 심판(거절결정불복), 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 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 심판(취소결정불복), 심판(통상실시권허락), 심판(재심), 마드리드심판(무효/취소
분석

등), 마드리드심판(거절결정불복), 마드리드심판(보정각하결정불복), 마드리드심판(재심)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 구분들은 결국 사건의 표시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식 자체의
구분항목이 아닌 사건의 표시 항목에서 구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1) 정정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특허, 실용신안등록>
1) 정정청구서 - 기술평가절차
의의 : 기술평가절차에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때 이용하는 서식.
■ 등록권리자
가. 특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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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기술평가청구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청구취지
■ 청구이유
■ 정정할 사항 : 정정대상항목 / 정정방법 / 정정내용
■ 취지
■ 정정청구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정정청구서 - 심판(취소신청)절차
의의 : 청구범위를 감축, 잘못 적은 내용을 정정,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심판(취소신청)번호

3) 정정청구서 - 이의신청절차
의의 : 등록된 권리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적은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
■ 이의신청번호

분석

정정청구서는 기술평가절차, 심판(취소신청)절차, 이의신청절차로 구분되어 있음.

(32)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공통>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신청구분

1)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구술심리
의의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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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판절차
1.2) 마드리드·심판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 신청이유
■ 첨부서류

2)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심리재개
의의 :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심리재개를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2.1) 심판절차
2.2) 마드리드·심판절차

3)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심판관 기피
의의 : 특허법 제148호의 제척의 원인이 있거나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식.
3.1) 심판절차
3.2) 마드리드·심판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심판(취소신청)번호
■ 대상심판관
■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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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방법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4)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심판관 제척
의의 : 특허법 제148호의 제척의 원인이 있거나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식.
4.1) 심판절차
4.2) 마드리드·심판절차

5)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심판참가
의의 : 당사자에게 심판에서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5.1) 심판절차
5.2) 마드리드·심판절차
■ 참가의 종류

6)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증거보전(조사)
의의 : 심판청구전 또는 심판청구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증거보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6.1) 심판(보전)·헤이그 절차
6.2) 심판(조사)·헤이그 절차
6.3) 마드리드·심판(보전) 절차
6.4) 마드리드·심판(조사) 절차
■ 심판청구서 제출여부
■ 사건의 종류
■ 증거

7)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증인
의의 : 증인심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심판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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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심판(취소신청)번호
■ 증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7.2) 마드리드·심판절차

8)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의의 :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9)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취소신청참가
의의 :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참가의 종류

10)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현장검증
의의 : 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0.1) 심판절차
10.2) 마드리드·심판절차
■ 검증할 장소

분석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는 구술심리, 심리재개, 심판관 기피, 심판관 제척, 심판참가, 증거보전(조사),
증인, 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취소신청참가, 현장검증으로 구분되어 있음.

(33) 심판(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 2 서식) <공통>
1) 심판(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 - 심판절차
2) 심판(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 - 마드리드·심판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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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 신청이유
■ 취지
■ 첨부서류

분석

심판(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는 심판절차, 마드리드·심판절차로 구분되어 있음.

(34)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공통>
의의 : 당사자계 심판에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1)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 심판절차
■ 심판(취소신청)번호
■ 청구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비용청구금액
■ 심결확정일자
■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이유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 마드리드·심판절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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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 특허/실용신안

(35)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서류제출서 - 제출구분

1) 서류제출서 - 국제조사용번역문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이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조약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1.1) 보정 절차
■ 국제출원번호
■ 제출구분
■ 제출기관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보정요구일자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출원 절차
■ 국제출원번호
■ 제출구분
■ 제출기관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첨부서류

2) 서류제출서 - 도면
의의 : PCT-[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도면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제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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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제출서 - 발명의 설명
의의 : 국제출원에 명세서의 일부가 누락되어 그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취지

4) 서류제출서 - 서류원본
4.1) 국제예비심사기관
의의 :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한 자가 당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제출요구일자
■ 제출내용 : Fax송부일자 / Fax송부서류명
4.2) 국제조사기관
□ 제출요구일자
4.3) 수리관청

5) 서류제출서 - 서열목록등
의의 :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명
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5.1) 국제예비심사기관
5.2) 국제조사기관
■ 제출내용 :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 가산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6) 서류제출서 - 서열목록보정
의의 : 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보정을 하기 위
하여 이용하는 서식
6.1) 국제예비심사기관
6.2) 국제조사기관
■ 제출내용 :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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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류제출서 - 선출원번역문
의의 : 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국제예비심사기관
7.2) 국제조사기관
■ 제출요구일자

8) 서류제출서 - 청구범위
의의 : 국제출원에 청구의 범위 일부가 누락되어 그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취지

서류제출서(PCT)는 국제조사용번역문, 도면, 발명의 설명, 서류원본, 서열목록등, 서열목록보정, 국
분석

제조사용번역문, 청구범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식의 제목을 보고 이들 구분항목들을 추측하기가 쉽
지 않음. 서식의 제목을 ‘PCT용 서류제출서‘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6)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신고구분

1)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리인 사임
의의 : PCT-[별지 제36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사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대리인의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신고대상 대리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대리인번호
■ 첨부서류

2)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리인 선임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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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2.2) 국제조사기관(ISA)
2.3) 수리관청(RO)
□ 연임된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3)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리인 해임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첨부서류

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표자 사임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의 사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대표자의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5)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표자 선임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6)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표자 해임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7)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복대리인 사임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복대리인의 사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복대리인의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8)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복대리인 선임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9)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복대리인 해임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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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는 대리인 사임,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표자 사임, 대표자 선임,
분석

대표자 해임, 복대리인 사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두 국제출원에 관
한 서식임. 따라서 서식 제목을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PCT서식

(37)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PCT-[별지 제37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신고구분

1)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 포괄대리인 사임
의의 :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1.1)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신고대상 대리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대리인번호
■ 첨부서류
1.2) 수리관청(RO)

2) 포괄대리인 해임
의의 :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2.1)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2.2) 수리관청(RO)
3)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 포괄위임장 제출
의의 :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3.1)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3.2) 수리관청(RO)

분석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PCT)는 포괄대리인 사임, 포괄대리인
선임, 포괄대리인 해임으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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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출원정보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신고구분

1)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대리인 정보변경
의의 :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 또는 서명ㆍ인감을 변경한
때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변경내용 : 변경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첨부서류

2)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대표자 정보변경
의의 :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 또는 서명ㆍ인감을 변경한 때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3)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발명자(고안자) 변경
의의 :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변경전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주소
■ 변경후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지정국

4)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의의 : 발명자가 그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때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변경내용 : 변경항목 / 변경전 / 변경후

5)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출원인 변경
의의 :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용
하는 서식
■ 변경전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변경후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국적 / 거주국 / 지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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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출원인 정보변경
의의 :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 또는 서명ㆍ인감을 변경한 때에
해당 정보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변경내용 : 변경항목 / 변경전 / 변경후

7)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의의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변경전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변경후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국적 / 거주국 / 지정국

8)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의의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
하는 서식
■ 변경내용 : 변경항목 / 변경전 / 변경후
출원정보 변경신고서(PCT)는 대리인 정보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변경, 발명자(고안자)
분석

정보변경, 출원인 변경, 출원인 정보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으로 구분되어 있음.

(39)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PCT서식>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신청구분

1)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의의 : 특허청장으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보정서 제출을 명령 받았거나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
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전까지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제출기관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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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완
의의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체약국중 1개국 이상의 국가가 선택국으로 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완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보완요구일자
■ 보완할 대상 : 보완대상항목 / 보완내용
3)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정
의의 :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29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국제출원보완
의의 : 국제출원이 국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원
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절차의 보완을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5)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국제출원보정
의의 : 국제출원의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절차의 보정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6)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국제출원외의 서류 보정
의의 :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 서류가｢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74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보정을 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6.1) 국제예비심사기관
■ 보정할 서류
6.2) 국제조사기관
6.3) 수리관청
7)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명백한 잘못의 정정
의의 :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보정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등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국제예비심사기관
■ 정정할 서류
■ 정정할 대상 : 정정대상항목 / 정정내용
7.2) 국제조사기관
7.3) 수리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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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요약서의 보정
의의 : 특허청장으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보정서 제출을 명령 받았거나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
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전까지 요약서ㆍ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제출기관

9)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우선권주장의 보정
의의 :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당해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정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보완요구일자
■ 보정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우선권서류 송달

10)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우선권주장의 추가
의의 :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당해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추가를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추가내용 : 선출원출원일 / 선출원번호 / 선출원국가 / 우선권서류 송달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PCT)는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국제예비심사청구
분석

보완,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정, 국제출원보완, 국제출원보정, 국제출원외의 서류 보정, 명백한 잘못의
정정, 요약서의 보정, 우선권주장의 보정, 우선권주장의 추가로 구분되어 있음.

(40) 의견(소명)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의견(소명)제출서 - 제출구분

1) 의견(소명)제출서 - 견해서에 대한 의견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제40호 서식] 국제출원이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40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전에 견해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
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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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번호
■ 제출기관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발송일자
■ 첨부서류

2) 의견(소명)제출서 -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
당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3) 의견(소명)제출서 -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고 그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 의견(소명)제출서 - 요약서에 대한 의견
의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가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송부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부터 1
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당해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의견(소명)제출서(PCT)는 견해서에 대한 의견,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분석

대한 의견, 요약서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식 제목을 ‘PCT 의견(소명) 제출서’로 변
경하는 것을 제안함.

(41) 수수료납부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

수수료납부서 - 납부구분

1) 수수료납부서 - 국제예비심사수수료
의의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104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납부대상수수료 : 취급료 / 예비심사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수수료납부서 - 국제예비심사수수료보정
의의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수수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약규칙 58bis.1(a)의
규정에 의하여 1월 이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보정요구일자
■ 보정대상수수료 : 취급료 / 예비심사료
■ 가산료

3) 수수료납부서 -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
의의 : 국제출원을 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납부대상수수료 : 송달료 / 조사료

4) 수수료납부서 -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의의 : 국제출원을 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납부대상수수료 : 국제출원료

5) 수수료납부서 - 국제출원수수료보정
의의 : 국제출원을 한 자가 수수료징수규칙의 수수료를 당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보정요구일자
■ 보정대상수수료 : 송달료 / 조사료
■ 가산료
수수료납부서(PCT)는 국제예비심사수수료, 국제예비심사수수료보정,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분석

이외의 수수료), 국제출원수수료(국제출원료), 국제출원수수료보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제출원에만
사용되는 서식이므로 서식 제목을 ‘국제출원 수수료납부서’ 등으로 수정할 필요 있는 것으로 판단됨.

(42)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 신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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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 우선권서류송달
의의 : 특허청장이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달하여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표시 : 출원번호 / 국제출원번호 / 출원일자 / 출원국
■ 첨부서류

2)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 우선권서류제출
의의 : 출원인이 우선권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 이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분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PCT)는 우선권서류송달, 우선권서류제출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식제목에 용
도인 PCT를 추가로 기재한 것이 바람직함.

(43) 취하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취하서 - 제출기관

1) 취하서 - 국제예비심사기관
1.1) 국제예비심사청구
의의 :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취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제출기관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취하구분
■ 첨부서류
1.2) 선택취하
의의 :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특허청장에 대하여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취하내용 : 취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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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하서 - 수리관청
2.1) 국제출원
의의 :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2.2) 서류제출서
의의 : 일부 누락된 명세서 또는 청구의 범위, 도면에 대해 서류제출서를 통하여 국제출원 후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제출서를 취하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취하구분
■ 취하내용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취지
2.3) 우선권주장
의의 :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특허청장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취하내용 : 출원번호 / 국제출원번호 / 출원일자 / 출원국
2.4) 지정취하
의의 :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특허청장에 대하여 지정국의 지정을 취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취하내용 : 취하내용

취하서(PCT)는 국제예비심사기관, 수리관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는 국제예
분석

비심사와 선택국 취하, 수리관청에서는 국제출원, 서류제출서, 우선권주장, 지정취하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식제목을 ‘PCT용 취하서‘ 등으로 용도를 기재한 것이 바람직함.

(44)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 - 구분

1)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 청구범위감축
의의 :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간에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구분
■ 제출기관
■ 국제출원번호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추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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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납부
의의 :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거나 추가수수료납부명
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2.1) 국제예비심사기관
■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2.2) 국제조사기관

3)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 추가수수료 납부
의의 :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간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3.1) 국제예비심사기관
3.2) 국제조사기관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PCT)는 청구범위감축, 추가수수료·이의신
분석

청료 납부, 추가수수료 납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용도인 PCT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바
람직함.

(45)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의의 : 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
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국제출원번호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첨부서류

(46)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의의 :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 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절차를 밟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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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출원구분

1)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특허출원
■ 참조 번호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기타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국제출원번호
■ 국제출원일자
■ 국제특허출원언어
■ 발명의 국문명칭
■ 발명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구분 /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심사청구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공개형태 / 공개일자
□ 미생물기탁 : 수탁기관선택 / 기탁기관명 / 수탁번호 / 수탁일자
□ 서열목록 : 서열개수 / 서열목록 전자파일
□ 기술이전희망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개인정보 제공동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 연구관리전문기관 /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명 / 기여율 / 주관
기관 / 연구기간
□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Ⅱ.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 · 분석∙109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2)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실용신안등록출원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언어
■ 고안의 국문명칭
■ 고안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구분 /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분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특허출원과 실용신
안등록출원의 구분항목을 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47)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의의 :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특허협력조약｣ 제25조(2)(a)에 따라 국제
출원일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 출원구분

1)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 특허출원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주소
■ 국제출원번호
■ 발명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발명자 성명 / 특허고객번호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국적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사본의 송부청구일자
■ 신청취지
■ 첨부서류

2)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 실용신안등록출원
■ 고안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고안자 성명 / 특허고객번호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국적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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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구분항목을 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48)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의의 : 출원서 및 보정서의 전자화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 정정을 요구하는 서식
1)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의 영문표기
■ 국제출원번호
■ 정정할 사항 : 정정할 서류 / 접수번호 / 정정대상항목 / 정정내용
■ 첨부서류

2)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국제조사기관(ISA)
3)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수리관청(RO)
4)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출원·심사·등록·헤이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절차선택
■ 출원번호

5)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심판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심판(취소신청)번호

6)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이의신청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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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이의신청번호

7)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마드리드·중간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국제등록번호

8)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사건과의 관계
■ 심판(취소신청)번호

9)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이의신청번호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국제조사기관(ISA), 수리관청(RO), 출원·심사·
분석

등록·헤이그 절차, 심판 절차, 이의신청 절차, 마드리드·중간 절차, 마드리드·심판 절차, 마드리드·
이의신청 절차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중 절차의 구분항목에 대해서는 사건정보를 기재하기 위한 목적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됨.

(49) 실용신안등록출원서(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제출구분

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의 : 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당해 고안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참조번호
112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 출원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고안의 국문명칭
■ 고안의 영문명칭
■ 고안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구분 /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출원언어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유예희망시점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공개형태 / 공개일자
□ 미생물기탁 : 수탁기관선택 / 기탁기관명 / 수탁번호 / 수탁일자
□ 서열목록 : 서열개수 / 서열목록 전자파일
□ 기술이전희망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개인정보 제공동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 연구관리전문기관 /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명 / 기여율 / 주관
기관 / 연구기간
□ 국방관련 비밀출원
■ 수수료
□ 특허(등록)료 미리 계산해 보기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분할출원
의의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2이상의 고안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1) 국제출원(선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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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 국제특허분류
□ 기타
■ 원출원의 표시
■ 출원번호
■ 번역문제출일자
■ 기술평가청구일자
■ 국제출원번호
■ 국제출원일자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출원종류
■ 등록증수령방법
■ 취지
2.2) 국내실용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2.3) 국제실용
■ 원출원의 출원번호
■ 국제출원일자
2.4) 출원(선등록) 절차
■ 국제특허분류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원출원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출원종류
■ 등록증수령방법

3)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변경출원
의의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2이상의 고안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으로 변경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국내실용
■ 원출원의 출원번호
■ 원출원의 출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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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실용
■ 원출원의 번역문제출일자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의의 :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인이 아닌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분석

실용신안등록출원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
자의 출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디자인

(50) 의견(답변, 소명)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의 :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선권주장불인정 또는 분
할/변경 출원불인정통지서 등을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 서류구분

1) 의견(답변, 소명)서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1.1) 출원(디자인)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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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내용
■ 첨부서류
1.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1.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의 구분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2) 의견(답변, 소명)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의의 : 디자인-[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인이 있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배척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이의신청의 구분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 답변내용
■ 증거방법

3) 의견(답변, 소명)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의의 : 디자인-[별지 제1호 서식] 등록권리자가 이의신청인의 의견에 대해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 의견(답변, 소명)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의의 : 디자인-[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인이 등록권리자의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의견내용

5) 의견(답변, 소명)서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5.1) 출원·심사·등록 절차
의의 : 특허-[별지 제4호의8 서식]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출원서류등에 대하여 출원인등이 소명하
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소명내용
5.2) 심판 절차
의의 :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출원서류등에 대하여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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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구분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 소명내용
5.3) 이의신청 절차
의의 :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출원서류등에 대하여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특허이의신청번호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6) 의견(답변, 소명)서 - 심판사건답변
의의 :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답변내용
■ 증거방법

7) 의견(답변, 소명)서 - 심판사건의견
의의 : 디자인-[별지 제1호 서식] 심판에 관한 심문 각종심판사건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의견내용

8) 의견(답변, 소명)서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의의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 취지

9) 의견(답변, 소명)서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의의 : ｢디자인보호법｣ 제66조 에 따라 심사관의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취지

의견(답변, 소명)서는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일부심사
분석

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으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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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정(절차보완)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보정(절차보완)서 - 보정구분

1) 보정(절차보완)서 - 도면등 보정
의의 : 디자인도면을 추가, 정정하거나 디자인도면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디자인)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보정할 서류
■ 보정할 사항 :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 보정내용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심판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 국제등록번호

2) 보정(절차보완)서 - 심판청구서등 보정
의의 : 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을 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등록)번호
■ 제출종류

3) 보정(절차보완)서 - 심판청구서등 보충
의의 : 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충명령을 받은 경우 보충을 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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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정(절차보완)서 - 이의청구서등 보정
의의 :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이의신청의 구분
■ 사건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5) 보정(절차보완)서 - 출원서 보완
의의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서 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6) 보정(절차보완)서 - 출원서등 보정
6.1) 출원(디자인)절차
의의 : 출원서 또는 기타 중간서류 등에 기재미비, 잘못 적은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6.2) 등록(디자인)절차
의의 : 출원서 또는 기타 중간서류 등에 기재미비, 잘못 적은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6.3) 심판(디자인)절차
의의 : 출원서 또는 기타 중간서류 등에 기재미비, 잘못 적은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6.4) 이의신청(디자인)절차
의의 : 특허 이의신청에 관련된 중간서류 등에 기재미비, 잘못 적은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 제출종류

분석

보정(절차보완)서는 도면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이의청구서등 보정, 출원서
보완, 출원서등 보정으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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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등록출원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 출원구분

1) 디자인등록출원서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의의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창
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 참조번호
■ 출원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1디자인, 복수디자인여부
■ 물품류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부분디자인
□ 우선권주장
□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창작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국적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청구
■ 수수료
□ 특허(등록)료 미리 계산해보기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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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등록출원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의의 : 신규성 여부에 대한 심사없이 방식사항 및 용이창작, 공서양속 등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사항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서식

3) 디자인등록출원서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의의 : 2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디자인을 하나이상의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
■ 원출원의 종류
■ 원출원의 출원번호
■ 원출원의 출원일자
■ 원출원의 다지안의 일련번호

4) 디자인등록출원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의의 : 2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디자인을 하나이상의 디자인무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

5) 디자인등록출원서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의의 :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무권리자의 출원번호

6) 디자인등록출원서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의의 : 무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
분석

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53)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의의 : 디자인은 특,실과는 달리 공개절차없이 등록 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전에 자신의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에 대해 별도로 공개를 원할 경우 신청하는 서식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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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자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54) 비밀 디자인청구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의의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출원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비밀보장청구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55)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의의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기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 신청구분

1)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등록일자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출원일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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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
■ 증거방법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무권리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성명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분석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음.

(56)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국제디자인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제출구분

1)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의의 : 국제출원서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특허청참조번호 / 국제등록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대체사항 : 대체할 서류 / 대체할 페이지
□ 보정사항 : 보정할 서류 / 구분항목 / 보정사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국제출원서
의의 : 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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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2.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절차
2.3) 국제출원 절차
■ 사건의 표시 : 기초출원번호 / 기초등록번호 / 기초출원일자 / 상품류
2.4) 사후지정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3)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하자보정서
의의 : 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특허청참조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분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국제출원서, 하자보정서로 구분되어 있음.

(57) 국제출원등 취하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국제디자인서식>
1) 국제출원등 취하서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취하
의의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특허청참조번호 / 국제등록번호
■ 취하 대상의 표시 : 서류명 / 접수번호 / 제출일자 / 취하요지
■ 첨부서류
2) 국제출원등 취하서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취하
3) 국제출원등 취하서 - 국제출원취하
4) 국제출원등 취하서 - 사후지정신청취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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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정신청취하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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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58) 상표등록출원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상표 - 국내출원서식>

상표등록출원서 - 출원구분

1) 상표등록출원서 - 상표등록출원
1.1) 상표
의의 : 상표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출원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참조번호
■ 등록대상 입력방법
■ 등록대상 : 상품류 / 지정 상품
□ 우선권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 출원시의 특례주장 : 박람회명 / 박람회출품일자
■ 상표유형
□ 제3자의 허가등이 필요한 이유
■ 수수료
□ 특허(등록)료 미리 계산해 보기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업무표장
의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할 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3) 단체표장
의의 :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4)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의의 :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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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1.5) 증명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서 -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신규로 출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6) 지리적 표시증명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서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신규로 출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2) 상표등록출원서 – 상표등록분할출원
2.1) 상표
의의 : 이미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중 일부 지정상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출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원출원인의 출원번호
■ 원출원인의 출원일자
■ 분할 대상 : 상품류 / 지정 상품
2.2) 업무표장
의의 : 이미 출원된 업무표장등록출원 중 일부 지정업무을 분리하여 별도의 출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2.3) 단체표장
의의 : 이미 출원된 단체표장등록출원 중 일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출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2.4)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의의 : 이미 출원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중 일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분리하여 별도
의 출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2.5) 증명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서 -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6) 지리적 표시증명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서 -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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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등록출원서 - 상표등록변경출원
3.1) 상표
의의 :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원출원인의 출원번호
3.2) 서비스표
의의 :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3) 업무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4) 단체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5) 상표서비스표
의의 :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원출원인의 출원번호
3.6) 증명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서 - 증명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원출원인의 출원번호

4) 상표등록출원서 - 재출원출원
4.1) 상표
의의 : 상표 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국제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효력일자
4.2) 단체표장
의의 : 단체표장 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3)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의의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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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4.4) 증명표장
의의 : 증명표장 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5) 지리적 표시증명표장
의의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5) 상표등록출원서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5.1) 상표
의의 :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상표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추가등록대상 : 상품류 / 지정 상품
5.2) 업무표장
의의 :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상표의 지정업무을 추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철차선택
■ 추가등록대상
5.3) 단체표장
의의 : 단체표장 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 출원서.
5.4)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의의 : 단체표장 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 출원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5.5) 증명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서 -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5.6) 지리적 표시증명표장
의의 : 상표등록출원서 -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6) 상표등록출원서 -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6.1) 상표
의의 : 출원중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 일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때 이용하는 서식.
■ 분할이전대상 : 상품류 / 지정 상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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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업무표장
의의 : 출원중인 업무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 일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때 이용하는 서식.

분석

상표등록출원서는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재출원출원, 지정상품추가
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상표 - 국내중간서식

(59) 의견(답변, 소명)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서(답변, 소명)서 - 서류구분

1) 의견(답변, 소명)서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1.1) 출원(상표) 절차
의의 :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출원인의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의견내용
■ 첨부서류
1.2) 심판 절차
의의 : 특허출원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1.3) 이의신청 절차
의의 : 특허출원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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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드리드·중간 절차
의의 :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1.5) 마드리드·심판 절차
의의 :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1.6)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의의 :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2) 의견(답변, 소명)서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의의 :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출원서류등에 대하여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2.1) 출원·심사·등록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소명내용

2.2)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2.3)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2.4) 마드리드·중간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2.5)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2.6)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3) 의견(답변, 소명)서 - 심판사건답변
의의 :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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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증거방법
3.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4) 의견(답변, 소명)서 - 심판사건의견
의의 : 심판에 관한 심문 각종심판서건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1) 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의견내용
□ 증거방법
4.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5) 의견(답변, 소명)서 - 이의답변
의의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일정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배척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1)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 답변내용
5.2)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6) 의견(답변, 소명)서 - 이의신청의견
의의 : 이의신청인이 출원인의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6.1)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 의견내용
6.2) 마드리드·이의신청(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 의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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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답변, 소명)서 - 이의신청재답변
의의 : 출원인이 이의신청인의 의견에 대해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 답변내용
7.2) 마드리드·이의신청(상표) 절차
의의 :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 선임 등 아래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8) 의견(답변, 소명)서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의의 : ｢상표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
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상품분류전화등록신청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답변, 소명)서는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심판사건의견, 이의
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되어 있음.
하나의 의견서 안에 출원절차, 심판절차,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의견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석

절차에 관한 구분항목은 사건의 표시에서 구별하는 것이 서식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함.
본 서식이 상표에 관한 의견서 만을 담고 있는 점도 사용자가 본 서식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전체 의견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 점에 대해서는 4장 2절
에서 검토.

(60) 보정(보완)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상표 - 국내중간서식>

보정(보완)서 - 보정구분

1) 보정(보완)서 - 상표견본의 보정
의의 : 상표견본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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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원(상표)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보정할 서류
■ 기타사항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심판(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2) 보정(보완)서 - 수정정관(규약) 제출
의의 : 상표등록출원의 수정정관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1) 출원·심사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2.2) 심사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2.3) 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 제출할 서류

3) 보정(보완)서 - 시각적 표현의 보정
의의 : 상표등록출원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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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출원·심사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보정할 서류
3.2) 심사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4) 보정(보완)서 - 심판청구서 등 보정
의의 : 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을 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식.
4.1) 심판(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4.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5) 보정(보완)서 - 심판청구서 등 보충
의의 : 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충명령을 받은 경우 보충을 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식.
5.1) 심판(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 보충할 서류

5.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사건의 표시 : 심판(취소신청)번호

6) 보정(보완)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의의 :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6.1) 이의신청(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이의신청번호
■ 보정할 서류
6.2)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이의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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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정(보완)서 - 절차보완
의의 : 상표등록출원시 절차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보완할 서류
■ 보완할 사항

8) 보정(보완)서 - 출원서 등 보정
의의 : 출원서 또는 기타 중간서류 등에 기재미비, 잘못 적은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8.1) 출원(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8.2) 등록(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등록번호
8.3) 심판(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8.4) 마드리드·등록(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8.5) 이의신청(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8.6) 마드리드·이의신청(상표) 절차
■ 사건의 표시 : 이의신청번호

보정(보완)서는 상표견본의 보정, 수정정관(규약) 제출, 시각적 표현의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
판청구서 등 보충, 이의신청서 등 보정, 절차보완, 출원서 등 보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심판, 이의신
분석

청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원절차상의 보정(보완)사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보정서와 관련하여, 사건과의 관계에서 “출원인”, “제3자”, “기타”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3자”와
“기타”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61) 이의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의의 :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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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이의신청대상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상품류
■ 이의신청이유
■ 증거방법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이의신청서 -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 상품류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절차,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의신청대상의 표시를
분석

작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식 자체의 구분을 줄이고, 이의신청대상의 표시 안에 선택항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함.

(6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상표-국내출원서식>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 구분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 상품분류전환등록
의의 :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출원·상표
■ 신청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원권리의 등록번호
■ 전환등록대상 : 상품류 / 지정 상품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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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원·서비스표
1.3) 출원·단체표장
1.4) 출원·상표서비스표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의의 :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1) 출원·상표
■ 신청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원권리의 등록번호
■ 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전환등록분할대상 : 상품류 / 지정 상품
■ 첨부서류
2.2) 출원·서비스표
2.3) 출원·단체표장
2.4) 출원·상표서비스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는 상품분류전환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으로 구분되어 있음.
분석

본 서식은 구분류에 의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나, 신분류가 도입된지 오래되어 대상
상표가 더 이상 없어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63)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제상표서식>
의의 :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 선임 등 아래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신고구분

1)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리인사임
■ 제출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허청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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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리인선임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특허청참조번호
■ 신고대상 대리인 : 특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 첨부서류

3)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리인해임
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표자사임
5)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표자선임
■ 신고대상 대표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6)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대표자해임
7)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복대리인사임
8)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복대리인선임
9)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복대리인해임
■ 신고대상 복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포괄위임등록번호
□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분석

138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는 대리인 사임,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표자 사임, 대표자 선임,
대표자 해임, 복대리인 사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으로 구분되어 있음.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64)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국제상표서식>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 제출구분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
의의 : 마드리드-[별지 제33호 서식]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을 하거나 정관등 또는 수정정관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1.1) 마드리드·중간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국제등록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보정할 서류
■ 보정할 사항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절차선택
■ 심판(취소신청)번호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 수정정관(규약)제출
의의 : 마드리드-[별지 제29호 서식]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을 하거나 정관등 또는 수정정관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2.1) 마드리드·중간 절차
2.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절차선택
■ 심판(취소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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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3) 정관(규약)등 제출
의의 : 마드리드-[별지 제29호 서식]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을 하거나 정관등 또는 수정정관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3.1) 마드리드·중간 절차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3.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절차선택
■ 심판(취소신청)번호
3.3) 마드리드·이의신청 절차

4)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등의 제출
의의 : 상표-[별지 제41호서식]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소리ㆍ냄새상표의 견본 등의 제출을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상표등록출원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4.1) 마드리드·중간 절차
■ 제출할 서류
4.2) 마드리드·심판 절차
■ 절차선택
■ 심판(취소신청)번호
■ 제출할 서류

분석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 수정정관(규약)제출, 정관(규약)등
제출,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등의 제출로 구분되어 있음.

(65)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상표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제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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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의의 : 마드리드-[별지 제27호 서식]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특허청참조번호 / 국제등록번호
■ 제출종류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대체사항 : 대체할 서류 / 대체할 페이지
□ 보정사항 : 보정할 서류 / 보정사항
■ 수수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국제출원서등
2.1)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절차
의의 :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2.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절차
의의 :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2.3) 국제출원
의의 :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기초출원번호 / 기초등록번호 / 기초출원일자 / 상품류
2.4) 사후지정신청절차
의의 :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3)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하자보정서
의의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통지한 하자보정 명령서를 받은자가 그에 대한 하자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사건의 표시 : 특허청참조번호
분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국제출원서등, 하자보정서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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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제출원등 취하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국제상표서식>
의의 :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 등을 취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국제출원 등 취하서 - 제출구분

1) 국제출원등 취하서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취하
■ 제출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사건의 표시 : 특허청참조번호 / 국제등록번호
■ 취하 대상의 표시 : 서류명 / 접수번호 / 제출일자 / 취하요지
■ 첨부서류
2) 국제출원등 취하서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취하
3) 국제출원등 취하서 - 국제출원취하
4) 국제출원등 취하서 – 사후지정신청취하

분석

국제출원등 취하서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취하,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취하, 국제출원취하,
사후지정신청취하로 구분되어 있음.

(67)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국제상표서식>
의의 :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 제출인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사건과의 관계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의 국문표기 / 명칭의 영문표기 / 국적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주소 / 사건과의 관계 / 송달장의 우편번호 / 송달장소의 주소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국제등록사항 : 국제등록번호
□ 국제등록명의인 : 성명(명칭) / 주소(영업소의 소재지)
■ 관련 국내등록사항 : 국내등록상표번호
□ 중복되는 지정상품 : 상품류 / 지정 상품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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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서식들에 대한 분석
(1)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의의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 표시를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따라 변경(경정)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 신청인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대위신청인 : 성명(명칭) / 주소
□ 대위원인 : 대위원인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신청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첨부서류
※ 주의사항 : 등록원인서류(계약서류 등)의 양도인, 양수인 정보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등록원부의 정보가 불
일치하면 신청서가 불수리 됨.

(2)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대상권리 및 신청구분

1) 근질권
1.1) 일부이전
의의 : 근질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1) 등록(특·실·디) 절차
1.1.2) 등록(상표) 절차
1.1.3)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받을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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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이전받을 지분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 성명(명칭) / 주소
□ 대위원인 : 대위원인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특약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전부이전
의의 : 근질권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2.1) 등록(특·실·디) 절차
1.2.2) 등록(상표) 절차
1.2.3) 마드리드·등록 절차
1.3) 지분일부이전
의의 : 근질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3.1) 등록(특·실·디) 절차
1.3.2) 등록(상표) 절차
1.3.3) 마드리드·등록 절차
1.4) 지분일부이전
의의 : 근질권자가 가진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4.1) 등록(특·실·디) 절차
1.4.2) 등록(상표) 절차
1.4.3) 마드리드·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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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실시(사용)권
2.1) 일부이전
의의 : 전용실시권의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를 여전히 가진채 그 권리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1.1) 등록(특·실·디) 절차
2.1.2) 등록(상표) 절차
2.1.3) 마드리드·등록 절차
2.2) 전부이전
의의 : 전용실시권의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 전부를 계약, 상속, 회사합병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2.1) 등록(특·실·디) 절차
2.2.2) 등록(상표) 절차
2.2.3) 마드리드·등록 절차
2.3) 지분일부이전
의의 : 전용실시권의 공유권리자의 일부가 자기소유지분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3.1) 등록(특·실·디) 절차
2.3.2) 등록(상표) 절차
2.3.3) 마드리드·등록 절차
2.4) 지분전부이전
의의 : 전용실시권의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를 여전히 가진채 그 권리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4.1) 등록(특·실·디) 절차
2.4.2) 등록(상표) 절차
2.4.3) 마드리드·등록 절차

3) 질권
3.1) 일부이전
의의 : 질권의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를 여전히 가진채 그 권리의 일부를 계약 등
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1) 등록(특·실·디) 절차
3.1.2) 등록(상표) 절차
3.1.3) 마드리드·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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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부이전
의의 : 질권의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 전부를 계약, 상속, 회사합병 등으로 제3자
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2.1) 등록(특·실·디) 절차
3.2.2) 등록(상표) 절차
3.2.3) 마드리드·등록 절차
3.3) 지분일부이전
의의 : 질권의 공유권리자의 일부가 자기소유지분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3.1) 등록(특·실·디) 절차
3.3.2) 등록(상표) 절차
3.3.3) 마드리드·등록 절차
3.4) 지분전부이전
의의 : 질권의 공유권리자의 일부가 자기소유지분 전부를 계약, 상속, 회사합병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4.1) 등록(특·실·디) 절차
3.4.2) 등록(상표) 절차
3.4.3) 마드리드·등록 절차

4) 통상실시(사용)권
4.1) 일부이전
의의 : 통상실시권의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를 여전히 가진채 그 권리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1.1) 등록(특·실·디) 절차
4.1.2) 등록(상표) 절차
4.1.3) 마드리드·등록 절차
4.2) 전부이전
의의 : 통상실시권의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 전부를 계약, 상속, 회사합병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2.1) 등록(특·실·디) 절차
4.2.2) 등록(상표) 절차
4.2.3) 마드리드·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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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분일부이전
의의 : 통상실시권의 공유권리자의 일부가 자기소유지분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3.1) 등록(특·실·디) 절차
4.3.2) 등록(상표) 절차
4.3.3) 마드리드·등록 절차
4.4) 지분전부이전
의의 : 통상실시권의 공유권리자의 일부가 자기소유지분 전부를 계약, 상속, 회사합병 등으로 제3자에게 이
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4.1) 등록(특·실·디) 절차
4.4.2) 등록(상표) 절차
4.4.3) 마드리드·등록 절차

5) 특허(등록)권
5.1) 분할
의의 : 상표권 등의 지정상품이 2이상이거나 그 상품류가 2이상인 경우에 그 지정상품별로 또는 류별로 분
할하여 별도의 등록권리로 관리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서식
5.2) 분할이전
5.2.1) 등록(디자인) 절차
의의 : 디자인등록의 경우에 디자인의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2.2) 등록(상표) 절차
의의 : 상표권 등의 지정상품이 2이상이거나 그 상품류가 2이상인 경우에 그 지정상품별로 또는 류별로 분
할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3) 일부이전
5.3.1) 등록(특·실·디) 절차
의의 :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를 여전히 가진채 그 권리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3.2) 등록(상표) 절차
의의 : 상표 등에 관한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를 여전히 가진채 그 권리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4) 전부이전
5.4.1) 등록(특·실·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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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그 소유권리 전부를 계약, 상속, 회사합병 등으로 제3자에게 이
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4.2) 등록(상표) 절차
의의 : 단독권리자 또는 공유권리자 전원이 상표권(서비스표권 등 포함)에 관한 소유권리 전부를 계약, 상속,
회사합병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5) 지분일부이전
5.5.1) 등록(특·실·디) 절차
의의 : 공유권리자의 일부가 자기소유지분 일부를 계약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5.2) 등록(상표) 절차
의의 : 상표 등에 관한 공유권리자 일부가 자기 소유권리의 일부를 계약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6) 지분전부이전
5.6.1) 등록(특·실·디) 절차
5.6.2) 등록(상표) 절차
의의 : 공유권리자 일부가 자기소유지분 전부를 계약, 상속, 회사합병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
용하는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는 대상권리와 관련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신청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구분과 관련 권리의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로 구분되어 있음.
분석

나아가, 신청구분에서 다시 등록(특.실.디) 절차와 등록(상표) 절차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상당히
번잡한 분류라고 생각됨.
신청구분과 관련 권리의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로 서식을
구분하고, 대상권리와 절차는 등록대상의 표시에서 선택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의사항 : [‘등록권리자’는 ‘양수인’, ‘등록의무자’는 ‘양도인’]
등록원인서류(계약서류 등)의 양도인, 양수인 정보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등록원부의 정보가 불일치하면 신청서가
불수리 됨.

(3)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 – 대상권리

1) 근질권
의의 : 2인 이상의 공동 권리자로 등록은 되어 있음에도 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에 공동 권리자들의
지분을 확인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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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특·실·디) 절차
1.2) 등록(상표) 절차
1.3)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대위신청인 : 성명(명칭) / 주소 / 생년월일
□ 대위원인 : 대위원인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첨부서류

2) 전용실시(사용)권
의의 : 2인 이상의 공동 권리자로 등록은 되어 있음에도 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에 공동 권리자들의
지분을 확인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2.1) 등록(특·실·디) 절차
2.2) 등록(상표) 절차
2.3) 마드리드·등록 절차

3) 질권
의의 : 2인 이상의 공동 권리자로 등록은 되어 있음에도 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에 공동 권리자들
의 지분을 확인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3.1) 등록(특·실·디) 절차
3.2) 등록(상표) 절차
3.3) 마드리드·등록 절차

4) 통상실시(사용)권
의의 : 2인 이상의 공동 권리자로 등록은 되어 있음에도 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에 공동 권리자들의
지분을 확인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4.1) 등록(특·실·디) 절차
4.2) 등록(상표) 절차
4.3) 마드리드·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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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등록)권
의의 : 2인 이상의 공동 권리자로 등록은 되어 있음에도 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에 공동 권리자들의
지분을 확인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분석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는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에 관한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로 구성되어 있음.

(4)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 신청구분

1) 전용사용
의의 : 제3자가 어떤 상표권 등에 대해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지정상품 등)안에서 그 지정상품
등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1.1) 등록(상표) 절차
1.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등록의무자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등록원인
□ 특약
□ 가등록신청
■ 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 기간 / 지역 / 대가금액 / 대가의 지급시기 / 대가의 지급방법 / 기타
□ 실시대상상표 : 상품(서비스업)류 /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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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실시권
의의 : 제3자가 어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내용 등)
안에서 법으로서 그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관리를 갖고자 할때
이용하는 서식
■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 기간 / 지역 / 내용 / 대가금액 / 대가의 지급시기 / 대가의 지급방법 / 기타

3) 통상사용권
의의 : 제3자가 어떤 상표권 등에 대해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지정상품 등)안에서 그 지정상품
등을 독점, 배타성없이(채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3.1) 등록(상표) 절차
3.2) 마드리드·등록 절차

4) 통상실시권
의의 : 제3자가 어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내용 등)
안에서 법으로서 그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을 독점, 배타성이 없이(채권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분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는 전용실시권(사용권),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신청이 구분됨.

※ 주의사항 : [‘등록권리자’는 ‘사용(실시)권자’, ‘등록의무자’는 ‘등록권자’]
등록원인서류(계약서류 등)의 특허권자, 사용(실시)권자 정보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등록원부의 정보가 불일치
하면 신청서가 불수리 됨.

(5)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 질권의 대상 및 질권의 종류
※ 주의사항 : [‘등록권리자’는 ‘질권자’, ‘등록의무자’는 ‘질권설정자’.]
등록원인서류(계약서류 등)의 질권설정자(채무자), 질권자(채권자) 정보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등록원부의 정보
가 불일치하면 신청서가 불수리 됨.

1) 전용실시(사용)권
1.1) 근질권
의의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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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1.1) 등록(특·실·디)절차
1.1.2) 등록(상표)절차
1.1.3) 마드리드·등록 절차
입력항목 :
■ 등록권리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설정받을 지분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설정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설정할 지분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질권설정의 내용 : 채권최고액 / 존속기간 / 변제기 / 이자의 약정 / 위약금의 약정 / 특약
□ 채무자의 표시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질권
의의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1.2.1) 등록(특·실·디)절차
1.2.2) 등록(상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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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마드리드·등록 절차
■ 질권설정의 내용 : 채권액 / 존속기간 / 변제기 / 이자의 약정 / 위약금의 약정 / 특약

2) 통상실시(사용)권
2.1) 근질권
의의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2.1.1) 등록(특·실·디)절차
2.1.2) 등록(상표)절차
2.1.3) 마드리드·등록 절차
2.2) 질권
의의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2.2.1) 등록(특·실·디)절차
2.2.2) 등록(상표)절차
2.2.3)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설정받을 지분
■ 등록의무자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질권설정의 내용 : 채권액 / 존속기간 / 변제기 / 이자의 약정 / 위약금의 약정 / 특약
□ 채무자의 표시 (상동)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3) 특허(등록)권
3.1) 근질권
의의 :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3.1.1) 등록(특·실·디·상)절차
3.1.2) 마드리드·등록 절차
Ⅱ.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 · 분석∙153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등록권리자 (상동)
□ 설정받을 지분
■ 등록의무자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질권설정의 내용 : 채권최고액 / 존속기간 / 변제기 / 이자의 약정 / 위약금의 약정 / 특약
□ 채무자의 표시 (상동)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3.2) 질권
의의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3.2.1) 등록(특·실·디·상)절차
3.2.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설정받을 지분
■ 등록의무자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질권설정의 내용 : 채권액 / 존속기간 / 변제기 / 이자의 약정 / 위약금의 약정 / 특약
□ 채무자의 표시 (상동)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는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질권 설정등록
분석

신청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권의 종류에 따라 질권, 근질권으로 구분됨. 앞서 본 다른 서식들과 마찬
가지로 절차에 관한 구분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식의 구분이 아닌 등록대상의
표시에서 선택항목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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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변경등록신청서 – 신청구분

1) 근질권변경
의의 : 기등록한 근질권의 내용(채권액, 존속기간 등)을 변경, 계약 등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 등록(특·실·디)절차
1.2) 등록(상표)절차
1.3)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등록의무자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변경사항 : 채권액 / 존속기간 / 변제기간 / 특약사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2) 전용사용권 변경
의의 : 기등록한 전용사용권의 범위(기간, 지역, 내용 등)를 변경, 계약 등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1) 등록(상표)절차
2.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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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의무자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변경사항 : 기간 / 지역 / 대가의 금액 / 대가의 지급시기 / 대가의 지급방법 / 기타
□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3) 전용실시권 변경
의의 : 기등록한 전용실시권의 범위(기간, 지역, 내용 등)를 변경, 계약 등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용하는 서식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4) 질권 변경
의의 : 기등록한 질권의 내용(채권액, 존속기간 등)을 변경, 계약 등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1) 등록(특·실·디)절차
4.2) 등록(상표)절차
4.3) 마드리드·등록 절차

5) 통상사용권 변경
의의 : 기등록한 통상사용권의 범위(기간, 지역, 내용 등)를 변경, 계약 등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1) 등록(상표)절차
5.2) 마드리드·등록 절차

6) 통상실시권 변경
의의 : 기등록한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지역, 내용 등)를 변경, 계약 등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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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변경사항 : 기간 / 지역 / 내용 / 대가의 금액 / 대가의 지급시기 / 대가의 지급방법 / 기타
□ 실시대상디자인 : 디자인일련번호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7) 특약변경
7.1) 등록 절차
의의 : ｢특허등록령｣ 제29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디자인등록령｣ 제30조에 의거 특약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7.2) 마드리드·등록 절차
의의 : ｢상표등록령｣ 제30조에 의거 특약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변경사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 등록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주의사항 : 계약내용에 따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바뀔 수 있음.(예:통상실시권의 범위가 줄어들 경우 손해 보는 등록
의무자는 ‘통상실시권자’, 등록원리자는 ‘원부상 권리자’)
등록원인서류(계약서류 등)의 사용(실시)권자, 원부상 권리자 정보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등록원부의 정보가
불일치하면 신청서가 불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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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변경등록 신청서는 전용실시권(사용권)변경, 통상실시권(사용권)변경, 신탁변경, 질권변경, 근질권 변
경, 특약변경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서로 구성됨.

(7) 말소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말소등록신청서 – 신청구분

1) 권리 일부말소
1.1) 지정상품(서비스, 업무) 절차
의의 : 지정상품(서비스,업무) 일부말소등록신청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등록권리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대위신청인 : 성명(명칭) / 주소
□ 대위원인 : 대위원인
□ 법정대리인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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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록(특·실) 절차
의의 : 2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일부말소대상 – 말소할 항수 / 말소할 항
1.3) 등록(디자인) 절차
의의 : 복수디자인물품의 일부말소등록신청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일부말소대상 : 디자인일련번호 / 디자인대상 물품

2) 권리 전부말소
2.1) 등록(특·실·디·상) 절차
의의 :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3) 근질권말소
의의 :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1) 등록(특·실·디·상) 절차
■ 등록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3.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4) 근질권자 말소
의의 :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1) 등록(특·실·디·상)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말소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말소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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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4.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5) 등록권리 말소
의의 :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1) 등록(특·실·디·상)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5.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6) 신탁권 말소
의의 : 기등록된 신탁등록의 순위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6.1) 등록(특·실·디·상) 절차(신탁권)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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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6.2) 마드리드·등록 절차(신탁권)
■ 등록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7) 신탁권자 말소
의의 :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7.1) 등록(특·실·디·상) 절차
7.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말소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말소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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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의의 :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8.1) 등록(특·실·디) 절차
8.2) 등록(상표) 절차
8.3)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9)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의의 :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9.1) 등록(특·실·디) 절차
9.2) 등록(상표) 절차
9.3)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말소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말소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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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0) 지분 말소
10.1) 등록(특·실·디·상) 절차
의의 :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의 지분의 전부 및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말소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말소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1) 질권 말소
의의 :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1.1) 등록(특·실·디·상) 절차
11.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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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질권자 말소
의의 :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2.1) 등록(특·실·디·상) 절차
12.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13)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의의 : 기등록된 통상사용권의 순위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3.1) 등록(특·실·디) 절차
13.2) 등록(상표) 절차
13.3)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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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4)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의의 : 통상실시권등록의 일부말소등록신청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4.1) 등록(특·실·디) 절차
14.2) 등록(상표) 절차
14.3)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말소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말소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5) 특약 말소
의의 :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의 특약의 전부 및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15.1) 등록(특·실·디·상) 절차
15.2) 마드리드·등록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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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 주의사항 : [포기에 의한 신청인 경우 등록의무자는 ‘사용(실시)권자, 질권자’, 등록권리자는 ‘등록권자, 질권설정자’]
질권의 경우등록원인서류(포기서 등)의 질권자, 질권설정자 등의 정보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등록원부의 정보가
불일치하면 신청서가 불수리됨.

말소등록 신청서는 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지분 말소, 특약 말소, 전용실시(사용)
분석

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질권 말소,
질권자 말소, 근질권 말소, 근질권자 말소, 신탁권 말소, 신탁권자 말소로 그 신청이 구분됨.

(8) 신탁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의의 :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에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식

신탁등록신청서 – 신탁의 형태

신탁등록 신청서는 신탁의 형태에 따라 특허권등의 전부이전, 특허권등의 일부이전, 특허권등의 지분
분석

전부이전, 특허권등의 지분일부이전,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전용실시(사용)권
이전, 통상실시(사용)권 이전, 질권 설정, 질권 이전, 근질권 설정, 근질권 이전으로 구분됨.

1) 근질권 설정
1.1) 등록 절차
1.2)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받을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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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이전받을 지분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 성명(명칭) / 주소
□ 대위원인 : 대위원인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질권설정의 내용 : 채권최고액 / 존속기간 / 변제기 / 이자의 약정 / 위약금의 약정 /특약
□ 채무자의 표시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위탁자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수탁자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수익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신탁관리인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신탁내용 : 신탁의 목적 / 신탁종료의 사유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방법 /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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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질권 이전
2.1) 등록 절차
2.2)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질권설정의 내용 (상동)
□ 채무자의 표시 (상동)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3)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3.1) 등록(특·실·디) 절차
3.2) 등록(상표) 절차
3.3)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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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 기간 / 지역 / 대상상표 / 대가의 금액 / 대가의 지급시기 / 대가의 지급방법 / 기타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4) 전용실시(사용)권 이전
4.1) 등록(특·실·디) 절차
4.2) 등록(상표) 절차
4.3)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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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5) 질권 설정
5.1) 등록 절차
5.2)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질권설정의 내용 : 채원액 / 존속기간 / 변제기 / 이자의 약정 / 위약금의 약정 / 특약
□ 채무자의 표시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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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6) 질권 이전
6.1) 등록 절차
6.2)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7)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7.1) 등록(특·실·디) 절차
Ⅱ.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 · 분석∙17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7.2) 등록(상표) 절차
7.3)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 기간 / 지역 / 내용 / 대가금액 / 대가의 지급시기 / 대가의 지급방법 / 기타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8) 통상실시(사용)권 이전
8.1) 등록(특·실·디) 절차
8.2) 등록(상표) 절차
8.3)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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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사항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9) 특허권등의 일부이전
9.1) 등록 절차
9.2)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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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0) 특허권등의 전부이전
10.1) 등록 절차
10.2)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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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권등의 지분일부이전
의의 : 신탁목적으로 특허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동시에 제출하는 서식
11.1) 등록 절차
11.2)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2) 특허권등의 지분전부이전
의의 : 신탁목적으로 특허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동시에 제출하는 서식
12.1) 등록 절차
12.2) 마드리드 절차
■ 등록권리자 (상동)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이전할 지분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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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이전할 지분
□ 대위신청인 (상동)
□ 대위원인 (상동)
□ 법정대리인 (상동)
□ 대리인 (상동)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등록원인
□ 가등록신청
■ 위탁자 (상동)
■ 수탁자 (상동)
□ 수익자 (상동)
□ 신탁관리인 (상동)
■ 신탁내용 (상동)
■ 신탁유형
■ 그 밖의 신탁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 주의사항 : [‘등록권리자’는 ‘수탁자’, ‘등록의무자’는 ‘위탁자, 원부상 권리자’]
등록원인서류(계약서류 등)의 위탁자(원부상 권리자), 수탁자 정보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등록원부의 정보가
불일치하면 신청서가 불수리 됨.

(9) 회복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의의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식 (회복등록신청서는 등록료 불납으로 소
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는 서식이 아니며,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납부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 회복신청을 해야 함)
구분항목 :
1) 등록 절차
2) 마드리드 절차
입력항목 :
■ 등록권리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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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대위신청인 : 성명(명칭) / 주소
□ 대위원인 : 대위원인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국제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 해당란 / 순위번호
■ 등록원인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0) 등록보정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의의 : 등록관련 신청서에 대한 보정안내서를 통지받고서 그 흠결을 보정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구분항목:
1) 등록 절차
2) 마드리드 절차
입력항목:
■ 제출인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제출종류
■ 등록보정 대상 : 접수번호 / 서류명
■ 보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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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주의사항 : 보정 사항이 ‘대상권리’인 경우 보정할 사항의 구분항목에서 ‘대상권리’에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해야 함.

(11) 등록신청반려요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의의 :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내용이 등록되기 전에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를 원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구분항목:
1) 등록 절차
2) 마드리드 절차
입력항목:
■ 등록권리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제출종류
■ 등록신청반려 대상 : 접수번호 / 서류명
■ 첨부서류

(12)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1) 등록료 보전
의의 :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전명령을 받고서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입력항목:
■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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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납부대상의 표시 : 출원번호 / 특허(등록)번호
■ 특허(등록)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2) 설정 등록료
2.1) 등록(특·실) 절차
의의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추가납부시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이내 2배의 금액) 최초 3년분 또는 그 이상 연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2) 등록(디자인) 절차
의의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추가납부시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이내 2배의 금액) 최초 3년분 또는 그 이상 연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2.3) 등록(상표) 절차
의의 : 상표권(서비스표권 등 포함)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3) 연차 등록료
의의 : 신규설정등록 후 제4년분부터(신규설정시 3년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그 이후 연도분) 그 특허(등록)
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4) 존속기간 갱신 등록료
의의 : 신규설정등록 후 제4년분부터(신규설정시 3년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그 이후 연도분) 그 특허(등록)
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5) 존속기간 갱신 등록료(2010년 7월 27일 이전갱신출원건)
의의 : 상표권(서비스표권 등 포함)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존속기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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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상품·업무 추가 등록료
의의 : 상표권(서비스표권 등 포함)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존속기간결정서를 받은 날로
부터 2개월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6.1) 등록(상표) 절차(지정상품)
6.2) 등록(상표) 절차(지정업무)
입력항목:
■ 등록권리자 : 특허고객번호 / 성명 / 지분
■ 납부자 (상동)
■ 납부대상의 표시 : 출원번호 / 총 청구항수 / 기본료 / 일부 청구항 포기 / 납부연차 /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료
□ 감면(면제)대상
□ 특약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회복신청
■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 특허(등록)증 수령인
□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 첨부서류

(1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의의 : ｢상표법｣ 제43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식
입력항목:
■ 등록권리자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위신청인 : 성명(명칭) / 주소
□ 대위원인 : 대위원인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번호
□ 갱신등록제외대상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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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 첨부서류

(14) 서류제출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의의 : 신청인의 구체적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된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식
구분항목 :
1) 등록(특·실·디) 절차
2) 등록(상표) 절차
3) 마드리드 절차
입력항목 :
■ 제출인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이전받을 지분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첨부서류

(15) 소명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의의 : 등록관련 신청서 또는 납부서를 불수리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구분항목 :
1) 등록 절차
2) 마드리드 절차
입력항목 :
■ 제출인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Ⅱ.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 · 분석∙18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이전받을 지분
□ 법정대리인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국제등록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소명내용
■ 첨부서류

(16) 서류반환요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의의 : 등록관련 신청서 또는 납부서에 대한 반려 통지를 받거나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서류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 이용하는 서식
구분항목 :
1) 등록 절차
2) 마드리드 절차
입력항목 :
■ 등록권리자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등록의무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우편번호
□ 대위신청인 : 성명(명칭) / 주소
□ 대위원인 : 대위원인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182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반환받고자 하는 대상 : 접수번호 /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명
■ 첨부서류

(17) 직권말소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2 서식)
의의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등록권리자의 사망 또는 법인 청산으로 소멸한 경우,
등록원부상 말소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입력항목 :
■ 신청인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말소대상 등록권자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등록대상의 표시 : 특허(등록)번호
■ 권리소멸사유
■ 첨부서류

(18)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의의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등록권리자의 사망 또는 법인 청산으로 소멸한 경우,
등록원부상 말소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입력항목 :
■ 신청인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법정대리인 :
가. 코드입력 : 특허고객번호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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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정보 : 명칭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관계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번호 / 성명 / 특기사항 / 포괄위임번호
■ 연장대상의 표시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연장할 등록료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19) 등록세 첨부서류 제출서
의의 : 등록세 첨부서류 제출하는 서식
입력항목:
■ 제출일자
■ 제출인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 명칭
□ 상세주소입력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제출인 구분 / 명칭 / 명칭의 영문표기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국적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건의 표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첨부서류

3. 심판 서식
심판서식은 결정계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당사자계 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특허취소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음(특허심판원 특허심판편람).

(1) 특허취소신청 및 서식작성(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 서식)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때
이용하는 서식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취소신청인, 권리자, 사건의 표시[특허(등록)번호, 등록공고일, 대상청구항], 신청의 이유, 증거방법,
수수료,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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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적으로 특허심판과 달리 전자소송의 경우 당사자 작성인지, 대리인 작성인지를 최초부터 확인
할 수 있음. 서식작성기에서도 당사자/대리인 여부를 추가할 것인지 말지를 밑의 창에서 결정하
는 것보다는 최초 6개월 기간을 알리는 주의사항이 뜨는 창에서부터 당사자의 신청인지, 대리인
의 신청인지를 구분하여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다음과 같은 예시 설명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기재사항의 다음 란에 법정대리인란을 생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기존 도움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분석

- 법정대리인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임.
- ①과 같이 대리인인지, 법정대리인인지 등을 최초 클릭을 통하여 확인하게 해서 그에 따른 양식
을 정하게 해주면 이와 같은 불분명한 부분은 사라질 것으로 보임.

③ 이 부분의 예시 설명에서도 역시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의 취지에 따라서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서명)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법문에 더욱 충실한 것으로 보임.

(기존도움말) 2) 취소신청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
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취소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취소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취소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인의 수대로 【취소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취소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적색부분 수정)날인하여야 하며,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2) 심판청구서
1)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법 제132조의17)
1.1) 국내출원(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증거방법,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청구인, 사건의 표시(심판의 종류,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별지와 같음
or 추후제출), 증거방법, 수수료, 첨부서류
- 첨부서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를 원용하는 경우 표시하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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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첨부서류 입력화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위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음.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
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석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
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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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
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12., 2017. 7. 26.>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2) 국제상표
- 청구인, 사건의 표시(심판의 종류, 국제등록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수수료,
첨부서류
- 출원번호만 국제등록번호로 변경

2)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증거방법,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청구인, 사건의 표시(심판의 종류,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수수료,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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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별지 제31호 서식)
-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증거방법,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청구인, 사건의 표시(심판의 종류-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수수료, 첨부서류
- 국내 및 국제의 차이는 출원번호인지, 국제등록번호인지

4) 취소결정불복심판(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증거방법,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청구인, 사건의 표시(심판의 종류, 등록번호, 특허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수수료, 첨부서류

5) 무효/취소심판(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청구시 이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증거방법,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국내 및 국제의 차이는 출원번호인지, 국제등록번호인지
- 청구인, 피청구인(당사자계), 사건의 표시[심판의 종류(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특허(등록)번호 혹은 국제등록번호), 수수료,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수수료, 첨부서류
- 무효, 권리범위확인, 취소, 정정, 정정무효,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총 6종
- 무효 : 특허법 제133조의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 : 특허법 제135조(자신의 보호범위 확인)
*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7조에 따라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특허 무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 권리
범위 확인, 정정무효) 구체적인 대비표를 포함한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오로지 권리범위 확인의 경우), 대리
인이 있는 경우 대리권 증명 서류

- 정정 : 특허법 제136조(감축, 정정, 명확하게 하려고)
* 법 제136조에 따라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정정)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별지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용실시권자 또는 질권자·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항)

- 정정의 무효 : 특허법 제137조
■ 국제상표의 경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만 가능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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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상실시권허락심판(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특허법 제138조)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거나
타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증거방법,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청구인, 피청구인(당사자계), 사건의 표시(심판의 종류, 청구인의 특허번호, 피청구인의 특허번호, 통상
실시간의 범위 및 대가 등),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별지와 같음 or 추후제출), 수수료, 첨부서류

7) 재심청구(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특허법 제178조제1항)
-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증거방법,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청구인, 사건의 표시(심판의 종류, 재심의 종류, 심판(취소신청)번호, 재심사유를 안 날),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수수료, 첨부서류
- 국내, 국제 동일

특허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은 7종의 심판청구서를 모두 시행규칙 제31조 심판청구서의 형식
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며, 심판청구서 가운데 심판의 종류만 달리해서 기재할 수 있게 함.
분석

서식작성기는 위 심판청구서 하나의 양식을 각각의 제목에 맞추어 모두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해 놓았
음.(세부 항목으로) 이 경우 세세하게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형식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음.

(3) 우선심판청구서(민원서식)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별지 제4호)
-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사건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심리진행을 요청할때 이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심판(취소신청)번호, 제출인, 신청사유(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증거방법, 취지(위와 같이 우선심
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사유
1)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사건
2)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3)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4)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5)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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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4) 신속심판청구서(민원서식) - 위 훈령 제31조의2(별지 제24호)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건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심리진행을 요청할때 이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심판(취소신청)번호, 제출인, 신청사유(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증거방법, 취지(위와 같이 우선심
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사유
1) 법원에 계류중 또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사건 관련 심판
2) 양 당사자 신속처리 합의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심판
4)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최초 정정심판
5)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

- 현재 특허청은 훈령(심판사무취급규정)으로 우선심판제도, 신속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서
식 또한 위 훈령에서 지정해 놓았음.

- 위 우선심판신청서 및 신속심판신청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요건도 다르며, 통상적으로 신속심판신
청이 받아들여지면 우선심판보다 우선적으로 진행.
분석

또한 위 훈령은 우선심판신청서는 신청사유 및 증거방법을 별지로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신속심판신청서는 신청사유를 주어진 사항에 체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증거방
법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전자서식작성기의 경우는 우선심판신청서도 신속심판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신청사유로 지정된 6가
지 요건에 클릭을 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일일이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보다
보다 명료하게 우선심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5) 기술그룹 설명서 (위 훈령 별지 제26호 서식)
- 특허·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심판청구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식(2013.11.01.시행)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심판(취소신청)번호, 제출인, 기술그룹(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에 체크 표시, 건설부터 화학, 환경
까지 20종),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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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업무에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표시에 대한 결과는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로 갈음

서식작성기는 우선심판청구서/신속심판청구서의 경우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민원서식으로 기재하였는데, 기술그룹 설명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이라고만 기재해둠.(위 심
판사무취급규정 제26호 서식임)

(6) 기술설명회 개최 신청서
의의 :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특허심판원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권리구분(특허, 실용신안),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심판사건의 표시(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취지(위와 같이 기술설명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분석

이는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특허심판원훈령 제93호) 별지 제2호 서식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음.

(7) 상표 및 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
의의 :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특허심판원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 권리구분(디자인, 상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심판사건의 표시(심판종류, 심판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청이유, 취지(위와 같이 상표 및 디자인 설명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특허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은 7종의 심판청구서를 모두 시행규칙 제31조 심판청구서의 형식
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며, 심판청구서 가운데 심판의 종류만 달리해서 기재할 수 있게 함.
분석

서식작성기는 위 심판청구서 하나의 양식을 각각의 제목에 맞추어 모두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해 놓았
음.(세부 항목으로) 이 경우 세세하게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형식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음.

(8) 면담신청서
의의 :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특허심판원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1) 심판(민원)절차 국내/국외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권리구분(특허),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심판사건의 표시(심판종류, 출원번호, 발명의

Ⅱ.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 · 분석∙19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명칭), 면담신청 이유, 면담희망일시, 취지(위와 같이 면담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국내와 국제의 차이
: 출원번호인지+발명의 명칭(국내) / 국제등록번호+상품(서비스업)류(국제)

분석

이는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특허심판원훈령 제93호) 별지 제3호 서식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음. 위 별지 제3호 서식은 면담신청서(서식작성기 상)가 아닌 면담요청서로 되어 있음.

(9) 심판(취소신청)사건 신청서

이하 서식은 모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음.
즉 ‘심판사건 신청서’라는 하나의 서식을 신청구분에 따라 모두 분리시켜 놓은 것.

분석

위 심판사건 신청서는 모두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로 최초 심판을 개시시키는
서면(무효심판, 특허취소신청 등)과는 구별되는데, 이는 장래 인터페이스 변경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됨.

1) 구술심리(별지 제33호 서식) - 심판/국제상표 동일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신청구분(구술심리),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신청이유, 첨부서류

2) 심리재개(별지 제33호 서식)
-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심리재개를 신청할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신청구분(심리재개),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신청이유, 첨부서류

3) 심판관기피(별지 제33호 서식)
- 특허법 제148호의 제척의 원인이 있거나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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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자동납부번호
- 신청구분(심판관기피),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대상심판관, 신청이유, 소명방법, 수수료(온라인,
서면 - 1,000원), 첨부서류

4) 심판관제척(별지 제33호 서식)
- 특허법 제148호의 제척의 원인이 있거나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할 수 있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자동납부번호
- 신청구분(심판관제척),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대상심판관, 신청이유, 소명방법, 수수료(온라인,
서면 - 1,000원), 첨부서류

5) 심판참가(별지 제33호 서식)
- 당사자에게 심판에서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자동납부번호
- 신청구분(심판감가),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참가의 종류(당사자참가, 보조참가), 신청이유, 수수료
(온라인, 서면 - 142,000원), 첨부서류

6) 증거보전(조사)(별지 제33호 서식)
6.1) 심판(보전)·국제디자인 절차 및 국제상표·심판(보전) 절차
- 심판청구전 또는 심판청구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증거보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심판(보전)·국제디자인 절차
신청구분[증거보전(조사)], 심판청구서 제출여부(제출 및 제출전, 제출전일 경우 특허등록번호 등 기재),
제출인, 특허(등록)번호, 증거,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 국제상표·심판(보전) 절차
신청구분[증거보전(조사)],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증거,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6.2) 심판(조사)·국제디자인 절차 및 국제상표·심판(조사)절차
- 심판청구전 또는 심판청구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증거조사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심판(보전)·국제디자인 절차
신청구분[증거보전(조사)], 심판청구서 제출여부(제출 및 제출전, 제출전일 경우 특허등록번호 등 기재),
제출인, 특허(등록)번호, 증거,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 국제상표·심판(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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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증거보전(조사)],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증거,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7) 증인(별지 제33호 서식) - 심판 및 국제상표심판 절차
- 증인심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신청구분(증인), 제출인, 증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신청이유, 첨부서류

8) 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민원서식)
-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입니다.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신청구분(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신청이유, 첨부서류

9) 취소신청참가(별지 제33호 서식)
-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입니다.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자동납부번호
- 신청구분(취소신청참가),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참가의 종류(권리자측 보조참가), 신청이유, 수수료,
첨부서류

10) 현장검증(별지 제33호 서식)
- 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신청구분(현장검증),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검증할 장소,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10) 심판(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별지 제33호의2 서식)
1) 심판 절차
- 특허법시행규칙 제67조의2, 상표법시행규칙[별지 제33호의2 서식] 진행 중인 심판 건에 대한 중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제출인, 심판(취소신청)번호, 신청이유, 첨부서류(위임장, 인감증명)

2) 국제상표·심판 절차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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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술심리진술요지서(민원서식)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구술심리 개시전까지 심판장에게 진술할 사항의 요지를 기재할 때 이
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첨부물건의 목록
- 권리구분(특허), 수신처(특허심판원장or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심판사건의 표시(심판종류, 심판(취소
신청)번호, 발명의 명칭), 진술내용, 취지(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국제상표·심판(민원)절차의 경우 발명의 명칭만 상품(서비스업)류로 변경됨.

(12) 기일변경신청서 -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 구술심리 기일, 기술설명회 기일, 상표/디자인 설명회 기일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심판(취소신청)번호, 제출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신청사유(양 당사자 합의, 현저한 사유),
희망기간, 취지(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동의서 또는 소명서, 대리권
증명서류)

분석

이는 심판사무취급규정 (특허청훈령 제907호) 별지 제25호 서식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음.

(13) 증거물반환신청서 -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 증거물 반환 신청서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첨부서류
- 권리구분(특허), 수신처(특허심판원장or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심판사건의 표시(심판종류, 심판
(취소신청)번호,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반환청구물건, 수령방법(방문수령or우편수령), 취지(위와 같이
증거물반환을 신청합니다.)
- 국제상표·심판(민원)절차의 경우 심판사건의 표시에서 출원번호가 국제등록번호로, 발명의 명칭이
상품(서비스업)류로 변경됨.

분석

이는 심판사무취급규정 (특허청훈령 제907호) 별지 제29호 서식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음.

(14) 절차속행신청서(민원서식)
- 소송에서의 변론재개 신청서와 유사한 서류로 보임.
- 중지·중단된 심판사건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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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권리구분(특허), 수신처(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심판사건의 표시[심판종류, 심판(취소신청)번호, 발
명의 명칭 등(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신청이유, 취지(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국제상표·심판(민원)절차의 경우 심판사건의 표시에서 출원번호가 국제등록번호로, 발명의 명칭이
상품(서비스업)류로 변경됨.

(15) 정정이의신청서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권리구분(특허),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이의신청인, 사건의 표시[심판(취소신청)번호, 심판
청구일자, 발명의 명칭 등(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이의신청사항,
이의신청의 취지, 신청이유(별지), 증거방법, 취지(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수수료, 요약서 도면 등,
첨부서류
- 취지가 중복.

(16) 심판서류 열람, 복사 제한 신청서(민원서식)
-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 심판서류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한하려고 할때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 심판(취소신청)번호, 제출인, 신청사유, 첨부서류

분석

이는 심판사무취급규정 (특허청훈령 제907호) 별지 제30호 서식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음.

(17) 부가기간지정신청서(민원서식)
: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81호) 별지 제1호 서식
- 특허법원에 소제기시 부가기간을 신청하고자할때 사용
- 제출인, 심판사건의 표시, 신청기간, 신청이유, 취지, 첨부서류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분석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
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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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
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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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심판비용액 결정 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당사자계 심판에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청구인, 비용청구금액, 심결확정일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별지와 같음or직접
입력), 수수료, 요약서 및 명세서(도면)또는 별지, 첨부서류
- 심판절차 및 국제상표·심판절차 동일

(19) 집행문 부여등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강제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
■ 입력항목 :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심판(취소신청)번호, 제출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수수료, 첨부서류
- 심판절차 및 국제상표·심판절차 동일

3.1 심판원 서식들에 대한 분석자료
(1) 심판서식들의 통합 등에 대한 검토
1) 사용빈도에 따른 구분
[표 2] 심판서식별 사용빈도
순번

서류명

1

특허취소신청서

2

심판청구서

2,1

특허거절결정에대한심판청구

2,2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2,3

2014

2015

2016

2017

총합

114

114

3,604

3,580

5,948

4,392

4,202

21,726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17

11

13

11

2

54

2,4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5

5

4

2

2,5

무효/취소 심판
무효(심판)예고등록

1281

1355

2604

1297

1172

7709

권리범위(심판)예고등록

646

635

910

869

947

4007

취소(심판)예고등록

1584

1397

1887

2087

2015

8970

정정(심판)예고등록

134

138

139

149

138

698

3

2

5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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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서류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

2,6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

1,824

1,627

2,046

2,142

2,314

9,953

2,7

재심청구서

12

2

3

3

우선심사신청서

33,235

35,478

37,773

37,651

38,960

183,097

우선심판신청서

177

217

354

278

283

1,309

4

신속심판신청서

43

40

68

213

223

587

5

기술그룹 설명서

6

8

4

1

19

6

기술설명회 개최 신청서

67

81

61

101

84

394

7

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

13

3

12

6

3

37

8

면담신청서

9

4

7

14

16

50

9,1

구술심리신청서

46

64

94

110

88

402

9,2

심리재개신청서

28

15

18

18

27

106

9,3

심판관기피신청서

2

2

2

6

9,4

심판관제척신청서

4

1

7

12

9,5

심판참가신청서

31

55

18

21

158

9,6

증거보전신청서

1

1

2

4

9,7

증인신청서

31

23

16

23

58

151

9,8

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9,9

심판참가신청서

31

55

18

33

21

158

9,10

현장검증신청서

12

9

7

4

4

36

10

심판절차중지신청서

4

83

87

11

구술심리진술요지서

1,766

1,359

1,436

1,350

1,414

7,325

12

기일변경신청서

93

57

58

81

91

380

13

증거물건 반환신청서

12

12

12

24

34

94

14

절차속행신청서

2

6

2

7

6

23

15

정정이의신청서

1

3

16

열람복사제한신청서

17

부가기간지정신청서

921

18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182

19

집행문부여등 신청서

20

3

33

4

31

13

46

90

886

823

900

874

4,404

100

173

156

233

844

6

3

2

38

49

- 2,1, 2,2 ... 등은 2번의 심판청구서의 하위 목차를 나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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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표시는 5년 동안 총 30회 미만 사용된 서류를 표시한 것.
- 2017년에 한번도 접수되지 않은 서식은 정정이의신청서, 취소신청절차의 심리개시, 재심청구서 등임.

2) 생략해도 되는 서식에 관한 판단
2.1) 절차속행신청서
- 절차속행신청서는 민사 재판 등에서 ‘변론재개신청서’라는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서류로서, 중단되었던
절차를 재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임.
- 민사소송에서 변론재개신청서는 사건명, 원고, 피고 및 변론을 재개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론재개신청서는 결국 특정한 사유의 발생(새로운 증거, 추가입증이 필요한 경우 등)
등으로 인해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서면과 같이 사용자가 폭넓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서면
양식(예컨대, 의견서와 같은 형태)이 존재한다면 절차속행신청서라는 양식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짐.
2.2) 우선심판신청서, 신속심판신청서
- 우선심사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로서,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순위와 무관
하게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이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1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음.
-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은 심판에 있어서는 우선심판청구와 신속심판청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별지 제4호), 동 훈령 제31조의2(별지 제24호)]

[표 3] 우선심판청구와 신속심판청구의 비교
우선심판청구

신속심판청구

1)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사건
2)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3)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4)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5)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6)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
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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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계류중 또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사건 관련
심판
2) 양 당사자 신속처리 합의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심판
4)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최초 정정심판
5)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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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판청구

신속심판청구

(별지제4호)신청사유 및 증거방법을 별지로 사용하여

(별지제24호)서식 자체가 신청사유를 주어진 사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따로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존재

체크만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체크할 수 있는

하지 않음)

빈칸이 주어짐)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에서는 위 별지 서식과 별도로 두 서식 모두 신청사유로 지정된 사항에 클릭만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음.
- 우선심판청구와 신속심판 청구는 각각의 규정한 사유는 다르나, 그 취지는 우선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공익보호나 출원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따라서 우선심
사청구와 같이 하나의 ‘우선심사청구’로 통합하되, 각 사유를 별개의 항이나 호로 분류하여 순서를 표
시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일반 당사자에게 우선과 신속의 차이는 일반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두 신청은 결국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심판사무취급규정은 각 신청의 경우 다른 서식, 작성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서식작성기 프로
그램은 단지 해당 사유에 클릭만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선심판신청서, 신속심판신청서는 하나의 서식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특히 여러 목적으로 인해 일반 심판보다 우선하여 진행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우선심판신청서’라는 항목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심판관기피신청서, 제척신청서
- 현행 민사소송법과 특허법은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별도의 요건으로 구분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제척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제척이유 이외에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기피 결정에 의하여 법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뜻함.
- 현행 민사소송법은 구체적인 제척의 사유를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유가 존재하면 법관은 ‘당연히’
배제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조에 따른 당사자의 제척 재판 신청은 확인재판의 성질을 가짐. 그리고
제척재판절차는 기피재판절차에 준함.
- 이처럼 기피신청과 제척신청은 완전히 동일한 항목이 기재된 서류에(신청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제척 및
기피이유로 나뉘어 있지 않음),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니 만큼 ‘제척 및 기피신청서’라는 양식으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4) 기술설명회 개최 신청서, 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
- 위 두 설명회 개최 신청서는 모두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특허심판원 훈령)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라는 통합 서식에 따라서 작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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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각 서식도 2개로 나누기 보다는 기술, 상표, 디자인을 모두 하나로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2절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으로 인한 불편사례 조사
□ 이용자 상담내역에 기초한 문제점 분석
❍ 1년('16.8~'17.9)간 콜센터의 상담내용(53,019건)의 분석에 따르면, 전자출원SW이 23.506건(44%),
특허로가 7,242건(14%), 증명서발급이 6,679건(13%), 사용자등록·변경이 5,059건(9%), 수수료관리가
2,409건(5%), 모바일웹상담이 2,407건(4%)으로 나타나 전체 상담의 거의 절반이 전자출원SW에 관한
내용이 차지
❍ 그 외 소수상담내역으로 국제출원이 1,570건(3%), 웹출원의 Easy출원이 363건(1%)으로 나타남.
❍ 민원상담 유형별 주요내용은
- 전자출원SW : 출원신청 및 SW설치 전반, N-KEAPS, P-KEAPS, Expert System, NK- Editor 등
- 특허로 : 민원서식, 분류코드 등 특허정보검색, JAVA,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등
- 특허로 환경설정 등
- 증명서 발급 : 비회원등록원부, 발급신청, 신청결과조회, 증명서수신함 등
- 사용자 등록·변경 : 출원인 정보, 인증서, 특허고객번호결과 조회 및 부여 등
- 수수료 관리 : 수수료납부, 수수료반환, 자동납부 등
- 모바일 웹상담 : 통합명세서작성기 실행오류, 서식작성기 전환 및 온라인 제출
- 문제, 첨부서류 오류, 통지서열람기 설치 및 뷰어 오류 등
- 국제출원 : SW(MM작성기)의 작성방법, PCT-SAFE의 온라인제출 오류, SAFE 작성, 위임장 생성,
제출완료단계 이동, 팩시밀리서명
- Easy출원 : 상표등록 이미지, 자바, 미리보기, 저장, 첨부서류 등 오류
- 기타 : 서열목록기, 파일변환, 입력기사용 등 방법에 관한 첨부서류입력기, 열람기 설치, 의견제출, 수산,
확인 등 방법에 관한 통지서 열람기, 심사처리상황·특허보관함·통지서수신함·대리정보조회
등 특허관리
❍ 전자출원SW 상담 중 서식작성기(NK)가 11,165건(48%), 서식작성기(PK)가 7,380건(31%), 통합명세
서작성기(NK-E)가 3,006건(13%)로 나타나 서식작성기에 대한 상담내용이 79%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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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관리대장에 기초한 문제점 분석
❍ 2년('15.4~'17.6)간의 상담사 간담회, 특허행정모니터단, 특허법인 간담회, 전자출원체험단, 국민신민고,
정보고객정책과 접수민원 등의 운영에 따른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자출원SW이 525건(53%),
특허로가 143건(14%), 특허고객등록인증이 123건(12%), 제증명이 109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이상이 전자출원 SW가 차지
❍ 전자출원SW의 서식작성기 중 서식작성기(N-KEAPS, P-KEAPS)의 주요 오류내용은
∙ SW 자동업데이트의 잦은 오류
∙ 서식작성기 이용시 키보드 보안모듈과의 충돌현상
∙ 통합서식작성기 실행시 특정 백신프로그램과 충돌
∙ 통합서식작성기 설치시 특정 백신이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오류
∙ 서식작성기 내 발명자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오류
∙ 특정 기호(특히 &)의 입력이 안 되는 문제
- 주요 기능 및 UI/UX 개선요청 내용은
∙ SW오류 및 강제종료시 기존 작성문서의 임시저장기능 추가
∙ 서식작성기 출원관련 정보 자동입력(특허고객번호, 출원번호, 접수번호 등)
∙ 서식작성기 상표출원시 다양한 파일 지원 요구(BMP, TIFF, PDF 등)
∙ PKEAPS가 NKEAPS보다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사소한 많은 오류 발생
∙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자 안내 및 검색기능 추가
∙ 복수건 일괄제출이 제한된 부분 해제 요구
- 주요 UI/UX 내용은
∙ SW 내 수수료 관련 정보의 고지를 명확하게 요구
∙ 서식작성기 내 출원인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항목별로 작성예제를 보다 자세히 제시
∙ 기재해야 할 항목들의 번역문을 화면에 함께 표시
∙ 출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기본 서식으로 설정
∙ 첨부서류 입력창의 UI 개선 및 입력방법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 제공 요구
❍ 서류제출 서식 수가 매우 많은데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특정 서식에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법정서식의 수가 많고 기재방법이 복잡해서 서식 간소화가 필요함.

□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에 대한 사용현황 분석
❍ 특허청 접수현황에 따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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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에서는 국내 특허청 서식들에 대한 최근 5년간 접수된 건수를 나타내고 있음.
2013

2014

2015

2016

2017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등

12,921

13,432

13,357

14,861

17,774

72,345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등

15,692

908

870

950

870

19,290

전자문서첨부서류

1,727

1,443

821

479

312

4,782

408

419

388

446

548

2,209

9,733

9,200

9,837

10,098

10,486

49,354

보정서 등

236,479

242,003

241,584

258,009

248,767

1,226,842

기간 연장(기간단축,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

90,313

92,175

96,199

104,631

100,570

483,888

지정기간연장신청서

80,170

80,878

82,717

88,319

83,303

415,387

7

9

6

7

3

32

이의신청서(상표)

2,350

1,949

2,236

1,999

1,771

10,305

서류 제출서

19,295

18,632

17,936

16,559

15,176

87,598

출원서

241,217

266,592

265,525

250,109

238,423

1,261,866

명세서

200,779

205,393

195,389

221,411

216,462

1,039,434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144

169

222

106

220

861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82,125

85,601

92,158

90,314

94,669

444,867

정보제출서

2,350

2,463

2,466

2,226

2,345

11,850

216,487

216,575

210,743

236,254

229,925

1,109,984

조기공개신청서

448

392

396

276

273

1,785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74

92

128

100

72

466

심판청구서

12,820

11,775

13,826

11,794

10,364

60,579

국제출원서(PCT용)

13,059

13,854

15,596

16,558

16,865

75,932

권리의 말소(이전)등록

13,307

13,977

16,434

17,315

17,858

78,891

취하(포기)서

18,575

20,011

23,359

21,512

19,789

103,246

실시권 설정등록

2,323

2,015

2,587

2,540

2,730

12,195

직권말소등록

20

144

60

165

208

597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

32

15

5

2

0

54

1,395

1,010

351

239

169

3,164

압류등록

758

435

229

260

277

1,959

디자인 심사등록 변경 출원서

10

37

17

1

1

66

디자인무심사등록변경출원서

8

4

1

0

0

13

비밀디자인청구서

62

164

132

636

182

1,176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출원인변경신고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상표)

의견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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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 보정서, 의견서, 심판청구서 등 빈번하게 이용되는 서식의 경우, 접수건수가 10000건(2017년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 디자인 심사/무심사등록 변경 출원서 등의 경우,
접수건수가 3건(2017년 기준)이하 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나아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 포괄위임등록신청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 포괄위임변경신청서,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말소등록,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취하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서
제출서, 근질권지분의 일부이전등록, 근질권지분의 전부이전등록, 대리인 위임사항변경 신고서, 특약의
말소등록, 특약의 변경등록, 통상실시권의 전부/일부이전등록, 통상실시권의 말소등록,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 등도 1년에 접수되는 건수가 1년 이하로 나타났음.
❍ 통계에 따른 간소화가능성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구 상품분류로 등록되어 분류전환등
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표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실용신안기술평가는 구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음.
- 디자인 등록 변경 출원서는 2017년 변경 출원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활용되지 않음.
- 1년에 1건도 활용되지 않는 서식들, 예를 들어 통상사용권의 전부이전등록, 통상사용권자의 말소등록,
통상실시권 지분의 전부이전등록,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 통상실시권의 일부이전등록 등
도 존재하나, 제도 자체의 필요로 인하여 서식의 제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제3절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에 대한 분석결과
□ 서식 전수조사에 기초한 현행 서식의 문제점 분석
❍ 서식 제목만으로 원하는 서식을 찾기 어려움.
- 특허, 상표, 디자인의 구분이 제목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국내서식과 국제서식이 제목에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임,
- 여러 개의 서식이 하나의 서식에 담겨 있음. 2006년 서식 통폐합으로 인한 서식 제목의 통합 서식의
통합으로 인해, 원하는 서식이 어떤 통합된 서식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의견서‘나 ’보정서‘로 검색했을 경우 검색결과는 0건이 나오며, ’의견‘으로 검색했
을 경우 ’의견(답변, 소명)서’가 4건이 검색됨. 이때 4건은 각각 특허용, 상표용, 디자인용, 국제출원
용으로 용도가 다르나, 제목에서는 구별할 방법이 없음.

Ⅱ. 현행 특허청 법정 서식의 심층 진단 · 분석∙205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따라서 서식의 제목에 서식의 용도를 표기하고, 괄호의 사용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괄호 때문에 제목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특히 하나의 단어 내에서 괄호로 구분되는 경우는 검색이 어려우
므로 지양해야 함(아래는 해당 서식들임)
- 의견(답변, 소명)서, 보정(보완)서, 취하(포기)서
-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 철회)서
-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신청서
-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 무효처분)신청서
- 결정 보류(심사유예)신청서
-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 여러 개의 서식이 하나의 서식에 담겨 있어서, 도움말에서 너무 많은 상황이 한꺼번에 설명되므로 원하는
설명을 찾기 어려움.
- 예를 들어, 대리인(대표자) 선임에 관한 신고서의 도움말은 12개의 신고구분과 6개의 절차구분으로 인
해 10페이지가 넘어, 원하는 신고와 원하는 절차에 대해 찾기 어려움.
❍ 서식 내 구분항목의 과다로, 원하는 서식을 찾기 곤란함.
- 현행 서식에서는 목적에 따른 서식으로 한번 구분되고, 다시 절차에 따른 서식으로 구분됨.
- 이 중 절차구분에 대해서는 서식의 구분항목에 넣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표시 부분에 선택항목으로 넘
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2]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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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는 대리인사임, 대리인선임, 대리인위임사항변경 등으로 목적에
의해서 한번 구분되고, 이 중 대리인사임은 다시 절차에 따라서, 심판 절차, 이의신청 절차 등으로 구분됨.

[그림 3] 구분항목의 목적에 따른 분류 및 절차에 따른 분류

- 이러한 점은 하나의 서식이 수십 개의 경우의 수로 나뉘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그림 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서 구분항목의 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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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분항목 중에서 목적에 관한 부분은 유지하고, 절차에 관한 부분은 삭
제하는 것이 필요함. 절차에 관한 구분항목은 결국 사건의 표시에서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기 위한 것이
므로, 사건의 표시에서 선택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대체가능함. 이런 방식으로 세부서식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출원료 감면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의 애로사항
- 중소기업의 출원료 등 감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여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발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움. 감면서류가 공공기관 등간의 서류 교환에 의해 해
결될 수 있다면 출원인에게 상당히 편리할 수 있음.
❍ 기타
- 가장 많이 쓰는 서식인 의견서, 보정서 제출시 동일한 항목을 2번 작성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의견서
/보정서를 한번에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서식 작성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음.
□ 불필요하거나 제거가능한 서식들
앞선 전수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서식작성기에서 불필요하거나 제거가능한 서식들은
다음과 같음.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 실용신안등록이 구법과 달리 심사청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서식과 차이를 둘 필요
가 없을 것으로 파악됨.
- 예로서,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는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를 하나의 서식에서 구분 항목
없이 처리하고 있음.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구분류에 따라 등록한 상표이나, 이제 그 대상이 없어짐.
❍ 디자인등록 변경 출원서 [별지 제4호서식의4서식]
- 디자인 등록 변경출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가능성 없어졌으며, 보정서로 대체가능하여 필요시 보정
서로 제출되고 있음을 확인함.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
- 99.7.1. 이전출원에 적용되므로, 사용가능성 없어짐
- 별지 서식에서 제외되었으나 서식 작성기에는 아직 존재함
❍ 특허/실용신안 -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특허/실용신안의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서식 작성기에는 아직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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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하거나 제거가능한 서식 항목들
❍ 출원(실용신안) 절차
-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간에 절차상의 구분을 둘 필요 없으므로, 출원(특허)절차와 출원(실용신안)절차의
구분항목을 제거 가능
- 적용가능한 서식 : 보정서(특허), 취하(포기)서, 서류제출서,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심사청구(우선
심사신청)서, 정보제출서, 의견(답변, 소명)서, 조기공개신청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 정정청구서
- 정정청구서 내에서 ‘기술평가절차’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구분 항목은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존재이유가 사라졌으므로, 구분에서 삭제가능.

□ 통폐합 등으로 간소화 가능한 서식/항목들
❍ 의견서의 통합
- 적용가능한 서식 : 의견서(특허), 의견서(상표), 의견서(디자인)
- 확대적용가능한 서식 :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등에 대해 명칭을 의견서로서 통일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4장 2절 법적검토에서 추가로 확인함.
□ 이상과 같이 통폐합 가능한 서식들을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서식 개수를 현저하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됨.
- 현재도 서식들이 상당히 통합된 상태이고 하나의 서식 안에 여러서식들이 존재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
하고 있음.
- 추가적인 통합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한 사용자 편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임.
- 이하 다른 기관 및 외국 특허청의 사례에서 도입 가능한 방법들을 추가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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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 행정기관 및 주요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조사

제1절 유사 행정기관의 사례 분석
□ 전자소송 사이트 사례 분석
❍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의 운영
-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 송달문서 확인, 사건 열람, 소송 비용납부, 증명서류 발급 등
다양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전자소송의 경우 최초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
는 사건의 기록(서면, 증거)들을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 탭을 클릭함으로써 소송서류
제출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림 5] 전자소송 시스템 상의 소송서류 클릭화면
- 위 소송서류제출을 할 경우 어떤 서류를 클릭하는 경우에도 위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당사자, 사
건명, 법원)가 자동으로 작성됨.
- 이는 특허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서 제출 등으로 이에 대한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제출되는 신청서,
예컨대 심판관 기피[제척]신청서나 증거보전신청서, 증인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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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자소송 시스템 상의 소송서류 작성화면
- 입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법원, 재판부, 원고, 사건번호 등이 연결됨
□ 전자소송시스템 개관(특허소송을 중심으로)

[그림 7] 전자소송 동의

❍ 소장 작성
- 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 내용 게시 및 열람 후 동의버튼 클릭으로 간략하게 이루어짐.(전자소송과 비
전자소송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
- 전자소송의 경우 특허심판절차와 달리 최초 작성시부터 당사자와 대리인 작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의사항 등으로 중요사항을 알리고 있음. 특허심판절차는 일단 서식작성기에 해당 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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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한 뒤 서식 작성버튼을 누르면 양식이 뜨는데, 그 때 대리인 유무를 선택할 수 있음.
- 변리사/변호사의 경우 변리사/변호사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작성 버튼만 활성화 됨.

[그림 8] 사건 기본정보 입력
- 사건기본정보 입력
∙ 법원, 사건명, 소가(특허법원 사건의 소가는 1억으로 정해져 있음), 특허등록번호, 특허심판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음. 사건명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양식을 쉽게 변경할 수 있음.

[그림 9] 당사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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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
∙ 청구취지(1,000자, 2000Bytes 이내 입력가능) 및 청구원인(2,000자, 4,000Bytes 이내 입력가능)
을 입력할 수 있음. 청구취지의 경우 청구취지별지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별지를 첨부할 수 있
으나, 실제 후술하는 첨부서류 추가에서 별지를 추가하여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10] 청구취지 입력

❍ 청구취지 입력의 경우
- 청구원인의 경우 직접 입력을 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할 수 있음. 형식은 Hwp, Pdf, Png
등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쓰일 수 있는 형식임.
- 당사자/청구취지는 전자소송 포맷에 당사자가 입력을 하면 그 내용대로 법원이 변형하여 기록에 포함되고,
청구원인을 당사자가 2천자 이내로 직접 입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력됨.
- 통상적으로 청구원인은 대부분 4천자를 넘기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는 청구원인만 따로 Hwp,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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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자동으로 문서 생성 후의 미리보기 화면1

❍ 청구취지의 경우 법원이 입력한 서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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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자동으로 문서 생성 후의 미리보기 화면2

❍ 청구원인의 경우 4천자를 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이 직접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며, 그대로 사건 기록에
포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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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청구원인 작성예시

❍ 청구원인 작성예시를 첨부하여 청구취지에 맞게 기본 양식을 확인 가능
- 입증/첨부서류 입력
∙ 일첨부에 입증할 서류를 첨부한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입증서류 목록에 자동으로 업로드 됨. 가지번
호(갑제1호증의 2 등), 서류명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음.
∙ 첨부서류는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입증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류가 첨
부서류로 들어감. 예컨대 소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청구취지란에서
별지를 나타내는 문서를 추가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서도 추가할 수 있음.
∙ 첨부서류까지 추가할 경우 최종 확인을 제외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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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입증서류 제출화면

[그림 15] 첨부서류 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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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문서확인, 소송비용 납부 및 서류 제출
∙ 작성문서를 확인한 후 소송비용 납부 절차를 거치게 됨.

[그림 16] 제출 전 미리보기 화면

∙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후 제출.
❍ 준비서면 작성
- 준비서면의 경우 양측이 각자 주장 및 반박하는 사실을 기재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서류로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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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의 제출 역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여 업로드 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는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에(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이 들어간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전자소송이 있기 전부터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내용을 기재 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한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음.
-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다는 사실 외 나머지 입증방법, 첨부서류 제출은 동일함.
- 비용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음.

[그림 17] 준비서면 작성화면

❍ 법관, 직원에 대한 제척신청서 및 기피신청서
- 실제 사건이 진행중이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어서 추후 추가.
❍ 공동소송참가
- (특허가 진행중인 사건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사진을 대체)
- 신소제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됨.
❍ 증거보전신청
-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사건 기본정보(법원, 사건명), 당사자, 신청내용, 증명
사실, 증거의 표시, 증거보전의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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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사건 기본정보 입력화면

[그림 19] 민사서류(증거보전신청서) 입력화면

Ⅲ. 타행정기관 및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조사∙223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그림 20] 신청내용 입력화면

❍ 증인신청서
-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이용하는 서식으로, 전자소송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특정 사건으로 들어가서 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기타 서류 제출의 항목으로
들어가서 [증인신청서] 라는 제목의 서류로 제출하여도 법원은 받아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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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증인신청서 작성화면 1

[그림 22] 증인신청서 작성화면 2

[그림 23] 증인신청서 작성화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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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신청서
- 현장, 물건 등 증거 보전을 위하여 검증을 신청할 경우 작성하는 서식으로, 검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항
목을 작성하여 제출.

[그림 24] 검증신청서 작성화면

❍ 기일변경신청서
- 기일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
- 아래와 같이 E-Form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1), 위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각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면을 스캔한 뒤 그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음(2). 이 경우 하단에 파일첨부방식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상대방 당사자와 기일변경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파일첨부방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음. 그 외에 상대가 동의하였다는 자료는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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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기일변경신청서 입력화면

❍ E-Form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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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파일첨부방식에 따라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실 작성 서류를 스캔한 경우

❍ 변론재개신청서
- 중단된 소송에 대해서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서, 마찬가지로 파일첨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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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변론재개신청서 입력화면

□ 전자문서의 제출과 관련한 분석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칙 중 특허심판 절차와 비교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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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
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
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
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
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4. 3.>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
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2014. 4. 3.>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
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
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9.>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
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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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공인전자서
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에 해당하는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1. 제7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④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
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⑥ 제4조제1항제2호 법인회원(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 포함)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
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7.>
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전산양식 A6105)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7.>
③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18-6호)

1.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 구성 방식 및 용량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파일의 형식
(1) 문서 : HWP, DOC, DOCX, PDF,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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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 XLSX는 첨부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다)
(2)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나. 구성 방식
(1)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2)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
(3)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위 (1)항 내지 (2)항의 기준에 준한다.
(4)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 소송의 경우 특정한 기관에 특정한 내용(취지)의 심판(판결)을 받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특허심판과 유사
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전자소송도 특허심판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하며, 빈칸채
우기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을 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 전자소송의 경우 형식을 지정하기 어려운 서류의 경우 ‘기타 서류 접수’에 의하여 일반 문서를 전자문서
화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전자소송의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바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
식작성기 작성 후 온라인 제출을 하는 특허심판에 비해 편리함이 있음.
- 전자소송은 서식작성기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터넷상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쓰이는 정보(당사자 등)은 인터랙션이 용이함. 특허심판과 같이 입력버튼을 클릭한 후 사용자 DB
정보에서 불러오는 과정이 없음.
- 전자소송은 ‘소송’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음.(사건 기록 열람등도 마찬가지의 목적)
□ 민원24의 경우
❍ 민원24는 각종 민원신청(2,978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음. 당초 정부24와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존속해 있는 민원포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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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민원24 민원신청 화면

[그림 29]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민원24는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함. 동법은 제42조에서 사전동의를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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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
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29., 2014. 1. 28.>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이 경우 어떤 구비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민원인이 사전동의를 할지는 클릭으로 손쉽게 고를 수 있으며,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하면 그 자체로 제출
이 완료됨.
-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많은 서류가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바로 신청과
발급이 완료되는 서류임. 민원24는 특허심판 및 민사소송과 같이 특정한 내용의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으나 일부 서류는 관련법에 따라서 원인사실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실을 요구
하고 있음.(아래 예시는 외국신문지사(지국) 설치등록신청서로서 신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하단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할 경우 법정 서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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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민원24 온라인 서식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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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민원24 외국신문 지사 설치 등록신청서 작성화면

❍ 온라인 민원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법정서식에 맞게 서류의 형식이 전자문서 전용 뷰어
(viewer)에 뜨고, 이용자는 서류 중 색이 다른 부분에 자신의 정보 및 이유를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신문법 시행령에 별지 제10호로 규정된 위 문서의 서식은 아래와 같은데, 두 서류를 비교할 경우
민원24는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식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배치하였으며, 특히 이용자가 실제로
입력하여야 하는 부분에 색깔을 달리하거나 번호를 넣는 방식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이려고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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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신문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 민원24에서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클릭하고 전
자서명을 하면 서류 발급을 할 수 있음.
❍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전용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상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음.
❍ 민원24의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는 단지 특정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정보를 채운 후 서명하는 것이며,
민사소송 및 특허심판과 같이 특정한 내용의 심판(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민원 24에서는 서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관계 법령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서식을 기재하나, 그 서식의
형태나 모양에 염두를 두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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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신문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 신문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민원24에서도 위 서식의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림 34] 민원24상의 외국신문 지사 설치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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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상의 외국신문 지사 설치 등록 신청서. 서식 내용의 배치, 색, 번호 표시 등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의견)
- 민원24는 기존 관계 법령의 서식의 내용은 모두 유지한 채,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인터페이스를 개발함.
-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전용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상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음.
- 민원24의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는 단지 특정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정보를 채운 후 서명하는 것이며,
민사소송 및 특허심판과 같이 특정한 내용의 심판(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서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관계 법령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서식을 기재하나, 그 서식의 형태나 모양에
염두를 두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참고자료) 2010. 3. 22. 민원서식변경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조

1. 서식 설계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예쁘고 아름다운 형태로 서식의 틀을 바꾸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민원인이 기입해야 하는 정보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영으로
구분하여 한다.
3. 다른 요소의 간섭을 줄이고 의도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항목의 성격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여
표로 구분하고 선의 굵기에 차이를 둔다.
4.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항목은 굵은 글씨로 하고, 민원인이 기입하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한다.
5. 문자 위주로 열거된 선택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배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서식의 지면을 깔끔하게
구성한다.
6. 정보시스템에서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컴퓨터 화면상의 서식에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정항목을
선택할 경우 관련 항목만 작성할 수 있게 나타내는 등 정보시스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서식을
재가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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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외국 특허청의 사례 분석결과
1. 미국특허청(USPTO)
□ 미국의 전자출원시스템
❍ 미국의 전자출원시스템 개요
- 미국의 경우 2000년부터 전자출원을 개시하여 '15년 기준 전자출원율이 93% 수준
- 미국의 온라인 전자출원 절차
∙ 기본정보 및 출원종류 입력 → 출원서 작성 → 내용검토 및 제출 → 제출전 최종확인 → 최종제출 → 확
인서 발급 및 출원 확인
∙ 서식작성: EFS-Web을 통한 웹방식 혹은 Editabe PDF
∙ 명세서 작성: MS워드를 통해 작성 후 첨부

[그림 35] 미국의 온라인 출원 절차

❍ 미국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은 TEAS 시스템에서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특허출원은 EFS-Web에서
PKI 인증서를 통해 가능함. 특허에 대해서는 상표보다 강화된 인증을 사용하고 있음.
❍ 미국특허청은 출원서 서식작성시 웹상에서 직접입력과 Editable PDF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식작
성은 별도 전용SW 없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가능하고 작성 완료된 서식을 저장할 때 TIFF 형태의 이미
지파일로 저장
❍ 웹기반 작성이 아닌 Editable PDF 형식을 선택할 경우 ADS(Application Data Sheet) 파일이 PDF형태로
열리고 빈칸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원서식을 작성함. 명세서는 MS워드로 작성 후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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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미국의 편집 가능한 PDF 형식의 출원서 샘플
□ 미국 특허청(USPTO) 서식 검토
❍ USPTO에서는 대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서식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국내
특허청 서식 (통합서식작성기 기준)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참고로, 아래의 서식들은 특허, 디자인 관련
서식에 해당함.

[표 4] USTPTO 서식 분류 및 국내 특허청 서식과 분류 비교
USPTO 서식

국내 특허청 서식

Notice of Appeal
Request for Oral Hearing Before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Appeal

Pre-Appeal Brief Request for Review (more
information)

심판청구서,
구술심리진술요지서 등

Certification and Transmittal of Appeal
Forwarding Fee (more information)
Petition to Make Special – 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Application Data
Sheet

Application Data Sheet (37 CFR 1.76)

Certificate Action
Form

Certificate Action Form

Certificate of
Certificate of Mailing or Transmission under 37
Mailing/Transmissio
CFR 1.8
n

발명, 발명자 정보 등이
포함된 출원서와 대응
대응되는 서식 없음

제증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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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Customer Number Data Change

특허고객번호

Customer Number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Request for Customer Number
For Design Applications Only: Continued
Prosecution Application (CPA) Request
Transmittal
Design

For Design Applications Only: Receipt For
Facsimile Transmitted CPA

디자인등록(분할)출원서,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다만, 계속출원은 없음

Request for Expedited Examination of a Design
Application (37 CFR 1.155)
Express Abandonment Under 37 CFR 1.138
Express
Abandonment

Petition for Express Abandonment to Avoid
Publication under 37 CFR 1.138(c)

디자인등록출원서-디자인비

Petition for Express Abandonment to Obtain a
Refund

비밀 디자인청구서

밀보장청구,

Patent Application Fee Determination Record
Multiple Dependent Claim Fee Calculation Sheet
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Status - Gross
Income Basis (Gross Income Limit) (Who may
sign the SB/15A and SB/15B?)
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Status -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Basis (Who may sign the
SB/15A and SB/15B?)
Fee Transmittal
Processing Fee Under 37 CFR 1.17(i)
Transmittal
Fees

Petition Fee Under 37 CFR 1.17(f), (g) & (h)
Transmittal
Maintenance Fee Transmittal
"Fee Address" Indication Form
Reissue Application Fee Transmittal
Fee Transmittal (Part B) of the Notice of
Allowance and Fee(s) Due Form
Deposit Account Order Form
Certification and Request to Treat an Application
Filed During a Designated Significant Unplanned
Electronic Business System Outage as an
Application Filed by the USPTO’s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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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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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 서식

Filing System [more information]
Credit Card Payment Form and Instructions
Request for Refund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by Applicant EFS-Web auto-load version This EFS-Web
version of the SB/08 is the RECOMMENDED
version
Instructions [DOC]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by Applicant
[page 1]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by Applicant
[page 2]
Certification and Request for Consideration of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iled After
Payment of the Issue Fee Under the QPIDS Pilot
Program
More information

한국에는 IDS 제도가
없으므로, 대응되는 서식
없음

Patent Term Adjustment Statement Under 37
CFR 1.704(d)
Declaration (37 CFR 1.63) For Utility Or Design
Application Us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37
CFR 1.76)
Download AIA/01 INSTRUCTIONS. [PDF]
Non-English language Translations of
Declaration (37 CFR 1.63) For Utility Or Design
Application Us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37
CFR 1.76)
Download AIA/01 INSTRUCTIONS. [PDF]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Quick
Reference Guide)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n Oath Or
Declaration For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 (35 U.S.C. 115(d) And 37 CFR
1.64)
Download AIA/02 INSTRUCTIONS.
Non-English language Translations of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n Oath Or Declaration For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 (35 U.S.C.
115(d) And 37 CFR 1.64)
Download AIA/02 INSTRUCTIONS. [PDF]

한국에는 발명자
선언서(Inventor's Oath)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명확하게
대응되는 서식은 없으나,
발명자와 발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등이 있음.

Declaration (37 CFR 1.63) For Plant Application
Using An Application Data Sheet (37 CFR 1.76)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n Oath Or
Declaration For Plant Patent Application (35
U.S.C. 115(d) And 37 CFR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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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 서식

Reissue Application Declaration By The Inventor
Reissue Application Declaration By The
Assignee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n Oath Or
Declaration For Reissue Patent Application (35
U.S.C. 115(d) And 37 CFR 1.64)
Declaration For Utility Or Design Patent
Application (37 CFR 1.63)
Download AIA/08 INSTRUCTIONS. [PDF]

Plant Patent Application (35 U.S.C. 161)
Declaration (37 CFR 1.162)

Supplemental Sheet For Declaration
Download AIA/10 INSTRUCTIONS. [PDF]
Substitute Statement Supplemental Sheet
Download AIA/11
INSTRUCTIONS. [PDF]

Nonpublication
Request

Nonpublication Request under 35 U.S.C.
122(b)(2)(B)(i) Note: This form must be
signed in compliance with 37 CFR 1.33(b) and
submitted with the application upon filing.
Rescission of Previous Nonpublication Request
(35 U.S.C. 122(b)(2)(B)(ii)) and, if applicable,
Notice of Foreign Filing (35 U.S.C.
122(b)(2)(B)(iii))

한국에는 비공개 청구가
없으므로, 대응되는 서식
없음

Petition for Revival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Patent Designating the U.S.
Abandoned Unintentionally Under 37 CFR
1.137(a)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Transmittal Letter to the U.S.
Designated/Elected Office (DO/EO/US)
Concerning a Submission under 35 U.S.C. 371
(for PCT filing dates on or after March 16,
2013)

PCT서식 의견(소명)제출서
등

Transmittal Letter to the U.S. Receiving Office
(RO/US)
Certification and Petition to Make Special under
the Cancer Immunotherapy Pilot Program
Petitions

Petition for Extension of Time Under 37 CFR
1.136(a)
Petition for Extension of Time Under 37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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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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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서식

국내 특허청 서식

1.136(b)
Petition for Revival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Abandoned Unintentionally under 37 CFR
1.137(a) Note: A Petition for Revival to accept
the late payment of issue fee may alternatively
be filed as a Web-based ePetition.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etition for Revival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Abandoned for Failure to Notify the Office of a
Foreign or International Filing (37 CFR
1.137(f)) Note: A Petition for Revival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Abandoned for Failure to
Notify the Office of a Foreign or International
Filing may alternatively be filed as a Web-based
ePetition.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Petition to Accept an Unintentionally Delayed
Claim Under 35 U.S.C. 119(e) for the Benefit of
a Prior-Filed Provisional Application (37 CFR
1.78(c))
Petition to Accept Unintentionally Delayed
Payment of Maintenance Fee in an Expired
Patent (37 CFR 1.378(b)). Note: Effective Feb
1, 2018, this PDF-based EFS-Web
Auto-Process option has been retired. Please
use the Web-based ePetition option to secure
filing with Auto-Processing. Alternatively, the
standard SB/66 PDF (available directly below)
may be used, but it will be processed by the
Office of Petitions (no Auto-Processing).
Petition to Accept Unintentionally Delayed
Payment of Maintenance Fee in an Expired
Patent (37 CFR 1.378(b)). Use of this form is
for processing by the Office of Petitions.
Petition to Make Special Based on Age
Recommended: Web-based ePetition (available
for both Registered and Unregistered eFilers)
Alternative: Fillable PDF
Petition to Make Special Under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This form must be filed
via EFS-Web.
Petition to Make Special Under the Expanded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Request for Withdrawal as Attorney or Agent
and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Note: A
Request for Withdrawal As Attorney o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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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 서식

may alternatively be filed as a Web-based
ePetition. Click herefor more information.
Certification and Petition to Make Special under
the Cancer Immunotherapy Pilot Program
Certification and Request for Consideration of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iled After
Payment of the Issue Fee Under the QPIDS Pilot
Program (more information)
Pilot Programs

Certification and Request for Consideration
under the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Program 2.0

대응되는 서식 없음

Certification and Request for Extended Missing
Parts Pilot Program
Petition to Make Special Under the Expanded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Request for First Action Interview (Full Pilot
Program)
Power Of Attorney To Prosecute Applications
Before The USPTO
Guidance for form
AIA/80
Download AIA/80 INSTRUCTIONS. [PDF]
Power Of Attorney To One Or More Of The
Joint Inventors And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Guidance for form AIA/81
Download AIA/81 INSTRUCTIONS. [PDF]

Power of Attorney
and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Patent – Power of Attorney or Revocation of
Power of Attorney With a New Power of
Attorney and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Reexamination or Supplemental Examination Patent Owner Power of Attorney or Revocation
of Power of Attorney With a New Power Of
Attorney and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for Reexamination or Supplemental Examination
and Patent
Reexamination - Third Party Requester Power
of Attorney of Revocation of Power of Attorney
With a New Power of Attorney and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Transmittal For Power of Attorney To One Or
More Registered Practitioners/Power Of
Attorney By Applicant
Guidance for form AIA/82
Download AIA/82 INSTRUCTIONS.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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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 철회)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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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서식

국내 특허청 서식

Non-English language Translations of
Transmittal For Power of Attorney To One Or
More Registered Practitioners/Power Of
Attorney By Applicant
Guidance for form AIA/82
Download AIA/82 INSTRUCTIONS. [PDF]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Application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Patent
Prioritized
Examination

Priority Document
Exchange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Certification and Request for Prioritized
Examination Under 37 CFR 1.102(e)

등

Request to Retrieve Electronic Priority
Application(s)
Authorization or Rescission of Authorization to
Permit Access to Application-As-Filed by
Participating Offices

제증명서식 등

Provisional Application for Patent Cover Sheet EFS-Web auto-load version (instructions
[DOC])
Provisional Application for Patent Filing
Guide
The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What You
Need to Know

별도의 Provisional Patent

Reexamination

Request for Ex Parte Reexamination Transmittal
Form

Reissue Application
(Reissue Application
Filing Guide)

Reissue Application: Consent of Assignee;
Statement of Non-Assignment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Transmittal (Submitted Only via EFS-Web)
EFS-WEB SB30 instructions [DOC] This
EFS-Web version of the SB/30 is the
RECOMMENDED version

Application(가출원제도)
서식은 없지만,
특허청구범위를 출원이후에
제출 가능하므로 가출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대응되는 서식 없음

Reissue Application 서식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정정)심판청구와 대응됨.

별도의 재심사청구 서식은
없으나, 보정서를 통해
재심사청구 가능함.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Transmittal
Request for Correction in a Patent Application
Relating to Inventorship or an Inventor Name, or
Order of Names, Other than in a Reissue
Requests Related to
Application (37 CFR 1.48)
Inventorship and
Applicant
Request to Correct or Update the Name of the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등

Applicant Under 37 CFR 1.46(c)(1), or Change
the Applicant Under 37 CFR 1.46(c)(2)
Statement Under 37

Statement Under 37 CFR 3.73(c)

대응되는 서식 없음

Ⅲ. 타행정기관 및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조사∙247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USPTO 서식

국내 특허청 서식

Request For Supplemental Examination
Transmittal Form

대응되는 서식 없음

CFR 3.73(c)
Supplemental
Examination

For filing in a patent application:
Terminal Disclaimer to Obviate a Provisional
Double Patenting Rejection Over a Pending
"Reference" Application
Terminal Disclaimer to Obviate a Double
Patenting Rejection Over a "Prior" Patent
Terminal Disclaimer

Terminal Disclaimer to Accompany Petition
under 37 CFR 1.137 in a Design Application
Filed on or after September 16, 2012

대응되는 서식 없음

For filing in an issued patent:
Terminal Disclaimer in a Patent or Proceeding in
view of an Application
Terminal Disclaimer in a Patent or Proceeding in
view of Another Patent
Third-Party
Submissions

Third-Party Submission Under 37 CFR 1.290
(instructions)

대응되는 서식 없음

Utility Patent Application Transmittal
Provisional Application for Patent Cover Sheet EFS-Web auto-load version (instructions
[DOC]) This EFS-Web version of the SB/16 is
the RECOMMENDED version
Provisional Application for Patent Cover Sheet
Transmittals and
Cover Sheets

Design Patent Application Transmittal
Plant Patent Application Transmittal
Transmittal Form

각종 cover sheets를
의미하며, 출원서 등과
대응될 수 있음.

For Design Applications Only: Continued
Prosecution Application (CPA) Request
Transmittal
Reissue Patent Application Transmittal
Recordation Form Cover Sheet - Patents Only
Certificate of Correction
Power to Inspect/Copy - For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September 16, 2012
Miscellaneous
Forms

Request for Access to an Abandoned Application
Under 37 CFR 1.14
Authorization or Rescission of Authorization to
Permit Access to Search Results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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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신청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식과 대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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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 서식

European Patent Office (EPO)
Request for a Transfer of a Computer Readable
Form
Request for Recalculation of Patent Term
Adjustment in view of Safe Harbor Statement
Under 37 CFR 1.704(d)
Applicant Initiated Interview Request Form
Authorization for Internet Communications in a
Patent Application or Request to Withdraw
Authorization for Internet Communications
Certification of Pro Bono Representation
Recordation Form Cover Sheet (for Trademarks
ONLY)
Complaint Regarding Invention Promoter
[표 5] USPTO 상표서식
USPTO 서식

국내 특허청 서식

TEAS Plus Application
TEAS RF Application [< This is a direct link to
the combined TEAS RF/TEAS Regular electronic
form. The TEAS RF filing option will be
pre-selected in wizard question 1.]

Initial Application
Form

TEAS Regular Application [< This is a direct
link to the combined TEAS RF/TEAS Regular
electronic form. To file a TEAS Regular form,
you must select the TEAS Regular filing option
in wizard question 1.]

상표출원서식 등과 대응.
다만, 보조/주등록과
대응되는 서식은 없음.

Trademark/Servicemark Application,
Supplemental Register
Certification Mark Application, Principal Register
Collective Membership Mark Application,
Principal Register
Collective Trademark/Servicemark Application,
Principal Register
Response to Office Action Form

Response Forms

Request for Reconsideration after Final Office
Action Form
Response to Suspension Inquiry or Letter of
Suspension

의견서, 절차계속 신청서
등과 대응됨
다만, 재심신청,
상표/서비스표 견본 변경
등에 대응되는 서식은 없음.

Substitute Trademark/Servicemark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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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 서식

Principal Register
Substitute Certification Mark, Principal Register
Substitute Collective Membership Mark,
Principal Register
Substitute Collective Trademark/Servicemark,
Principal Register
Response to Intent-to-Use (ITU) Office action
Response to Post-Registration Office action
Response to Petition to Revive Deficiency Letter
Response to Petition to Director Inquiry Letter
Statement of Use/Amendment to Allege Use for
Intent-to-Use Application
Intent-to-Use
(ITU) Forms

Request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a
Statement of Use

대응되는 서식 없음

Respond to an Intent-to-Use Unit Office action
Post-Approval/Publi
cation/Post-Notice
of Allowance (NOA)
Amendment Forms

Post-Approval/Publication/Post-Notice of
Allowance (NOA) Amendment Form
Request to Delete Section 1(b) Basis,
Intent-to-Use

대응되는 서식 없음

Change of Correspondence Address Form
Change of Owner's Address Form
Change of Domestic Representative's Address

특허고객번호
Withdrawal of Attorney
정보변경(결정), 정정신고서,
Correspondence and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Attorney/Domestic Replacement of Attorney of Record with Another
신고서-대리인 사임,
Already-Appointed Attorney
Representative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Forms
Revocation of Attorney/Domestic Representative
신고서-대리인 위임사항
and/or Appointment of Attorney/Domestic
변경 등에 대응함.
Representative

Request to Withdraw as Domestic
Representative
Petition to Revive Abandoned Application Failure to Respond Timely to Office Action

Petition Forms

Petition to Revive Abandoned Application Failure to File Timely Statement of Use or
Extension Request
2.146 Petition to the Director
Petition to make Special
Request to Restore Filing Date
Request to Make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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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이의신청서, 출원서
등과 대응됨.
다만, 공고이후 출원서 등에
대응되는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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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 서식

Request for Reinstatement
Petition to Change the Filing Basis After
Publication
Letter of Protest
Response to Petition to Revive Deficiency Letter
Response to Petition to Director Inquiry Letter
Petition to Revive with Request to Delete
Section 1(b) Basis or to Delete ITU
Goods/Services after NOA
Petition to Director to Review Denial of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Voluntary Amendment Not in Response to
USPTO Office Action/Letter
Miscellaneous
Forms

Request for Express Abandonment (Withdrawal)
of Application

자진보정, 취하(포기)서,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등에
대응됨.

Request to Divide Application
Combined declaration of use & incontestability
under Sections 8 & 15
Declaration of Use and/or Excusable Nonuse of a
Mark under Section 8
Combined Declaration of Use and/or Excusable
Nonuse/Application for Renewal under Sections
8 & 9
Declaration of Incontestability of a Mark under
Section 15
Registration
Section 7 Request for Amendment or Correction
Maintenance/Renewa
of Registration Certificate
l Forms
Surrender of 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일부가 특허(등록)증
정정발급, 취소신청 취하
등에 대응됨.

Request to Divide Registration
Section 12(c) Affidavit
Declaration of Use and Excusable Nonuse under
Section 71
Combined declaration of use & incontestability
under Sections 71 &15
Response to a Post Registration Division Office
action
Assignments
Assignment Forms

Change of name

양도증, 등록서식에 대응됨

Other conveyances of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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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Forms
(Notice of
Opposition; Petition
for Cancellation;
Appeal of Refusal to
Register)

국내 특허청 서식

심판(취소신청)서식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Subsequent Designation
Response to a Notice of Irregularity
Replacement Request
Madrid Protocol
Forms

Transformation Request
Declaration of Use and Excusable Nonuse under
Section 71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사후지정신청 절차,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
소명서 등에 대응됨.

Combined Declaration of Use & Incontestability
under Sections 71 & 15
Petition to Director to Review Denial of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 위와 같이, USPTO 서식들을 살펴본 결과, 미국에만 있는 제도(ex IDS, Pilot Program 등)관련 서식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나, USPTO의 다른 대다수의 서식에 대해서는 통합서식작성
기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결국, 대다수의 USPTO 서식들이 국내 서식들과 대응되므로, 미국 특허청에서는 국내 특허청과 유사한
서식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USPTO 사이트 내에서 상표출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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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USPTO 사이트에서 상표출원 시 처음 화면

- 위 페이지에서는 전자 출원에 관한 절차에 관해 step별로 설명하고 있음. 그 후, 대리인으로서 출원하는
것인지 묻고 있음.
- 참고로, 주의사항으로 상기 전자 출원은 60분(연장 가능)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60분을 넘
기는 경우에는 해당 form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함.
- 자세한 설명 및 도움을 주기 위해 “clickhere”과 같은 하이퍼링크가 설정된 문구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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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출원인 정보를 요구하는 화면

- 처음 페이지에서 continue를 클릭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위와 같은 출원인 정보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남.
- 위 화면에서 요구하는 필수정보로 출원인의 이름, type(ex 개인/회사 여부), 국적, 주소(ex 국가, 도시
등), Zip/Postal Code, E-mail address 등이 있음.
- 또한, 하단 부분에는 “Add Owner” 버튼으로 출원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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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필수정보를 누락 시 피드백 화면
- 위 페이지에서는 필수 정보임에도 누락된 정보(ex 상기 화면에서는 e-mail address를 누락한 경우)를
다시 입력할 것을 요구함.
- 아래의 다른 내용은 이전 화면(출원인 정보를 요구하는 화면)과 동일 함.

[그림 40] 출원 상표를 입력하는 화면
Ⅲ. 타행정기관 및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조사∙255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위 페이지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ex “happy”)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상표 유형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상기 유형으로i) 표준 문자, ii) 특수 양식(도안화 또는 디자인
된), iii) 소리 상표 등이 있음.
- 참고로, 상기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41] 이전에 입력한 정보들을 확인가능한 페이지 화면

- 출원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종료된 후, 위 페이지에서는 입력한 출원인 정보, 상표, 상품/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출원 정보를 입력 완료한 현재의 날짜/시간 정보도 페이지 상단에 함께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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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출원을 완료하기 전 주의사항을 표시한 화면
- 한번 제출하면, 상기 제출을 취소하거나 제출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 참고로, 지금 바로 출원하지 않고, “SaveForm”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추후
다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음.

[그림 43] 결제해야 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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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페이지에서는 결제 금액을 나타내며, 결제를 위한 카드 정보의 입력을 요구함.

[그림 44] USPTO 상표 관련 서식 찾기의 기본 화면 1

[그림 45] USPTO 상표 관련 서식 찾기의 기본 화면 2
- 위 페이지에서는 각 스텝마다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고 있음(ex 출원 단계, 심사 단계, 등록 단계 등).
- 각 스텝 별로 구별하여 사용자가 해당 스텝에서 필요로 하는 form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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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OA 통지서의 처음 화면
- 위 화면 상단에서는 OA의 발행날짜, OA의 수신처, 첨부서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 OA의발행날짜는빨간색표시를하여강조하고있고, 상기 발행날짜로부터 6개월 내 OA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47] 출원 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확대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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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화면에서 출원번호가 강조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출원될 상표, 대리인 주소 등이 기재
되어 있음.
- 상기화면에 포함된OA 대응 링크를 클릭하면 USPTO 사이트에서의 OA 대응 페이지로 이동함.

[그림 48] OA 통지서의 후반 파트의 일부를 나타낸 화면
- OA 대응시의 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USPTO의 OA 대응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다시 기재되어 있음.
□ USPTO 에 관한 분석
- 한국과 비교해서 서식의 수가 적은 편은 아님
- 다만, KIPO와 비교하여 편리해 보이는 것은 웹방식의 서식 작성화면이 잘 구현된 이유로 보임
- 웹방식에서 출원서 등의 입력방식 및 통지서의 인터랙션 등은 참고할 만한 사항임
- 상표의 출원시 인증절차를 이메일만으로 간소화한 것은 참고할 만함 사항임

260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2. 유럽특허청(EPO)/상표청(EUIPO)
□ 유럽의 전자출원시스템
❍ 유럽의 전자출원시스템 개요
- 유럽은 2000년부터 전자출원 개시하여 '15년 기준 전자출원율이 92% 수준
- 유럽의 온라인 상표출원 절차(EUIPO)
∙ 이메일 인증 → 서지작성(CMS 온라인 출원이용) → 출원(파일 전송)
- 유럽의 온라인 특허출원 절차(EPO)
∙ 스마트카드 신청 → 명세서 작성(PatXML, PDF작성) → 서지작성(CMS 온라인 출원이용) → 출원
(파일 전송)
∙ 서식작성 : 웹방식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직접입력
∙ 명세서 작성 : MS워드의 애드온SW(PatXML)를 통해 필요한 명세서 양식을 MS워드로 호출하여
작성 후 첨부
❍ EPO / EUIPO 서식 검토
- EPO 서식 개괄(특허 서식)
- 유럽 특허 서식과 관련하여, EPO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서식들이 존재함. 참고로, 상기 서식들은 크게
EPC proceedings / Receiving section / Search procedure / Examination procedure / Opposition
procedure / Other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분됨.

EPC proceedings - 출원서 등 출원과 관련된 서식들을 포함함.
Request for grant of a European patent v. 11.18
Notes on the request for grant of a European patent v. 11.18
Designation of inventor
Authorisation
General authorisation
PACE request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Request for participation in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 v. 5.16
Notes on participation in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me v. 5.16
Declaration for SMEs, natural persons, non-profit organisation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organisations for the purpose of fee reductions under Rule 6 EPC
Declaration for SMEs, natural persons, non-profit organisations,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organis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reduction of the fee for appeal under Article 2(1), item 11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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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relating to Fees and Rule 6(4) and (5) EPC
Enquiry as to the processing of the file
Request for retrieval of a certified copy of a previous application (priority document) via the WIPO
Digital Access Service (DAS)
Payment form only for applications filed with national patent offices v. 3.18
Confirmation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by fax v. 3.11
Important deadlines when filing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v. 7.17
Acknowledgement of receipt by the EPO of subsequently filed items relating to patent
applications/patents
Letter accompanying subsequently filed items
Request for the issue of a sample of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Notes concerning the forms for the issue of a sample of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v. 10.17
Request for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to be made available by issuing a sample to an expert v.
10.17
Declaration by the nominated expert under Rule 32 EPC v. 10.17
Notes concerning the request for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to be made available by issuing a
sample to an expert v. 10.17
Entry into the European phase (EPO as designated or elected Office) v. 11.18
Notes on Form 1200, for entry into the European phase v. 11.18
Notice of opposition to a European Patent v. 12.17
Notes to the notice of opposition v. 12.17

Receiving section - 수수료 등 방식심사와 관련된 서식들을 포함함.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5 EPC pdf 1042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5 EPC pdf 1042A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43A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5 EPC pdf 1047A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1050A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1050AB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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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pdf 1050AC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1050B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1050BC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1050C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63(4) EPC - Examination as to formal requirements pdf 1050P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priority document pdf 1064A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priority document pdf 1064B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priority document pdf 1064C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70P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2(1) EPC and Article 7 of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PO
dated 12.07.2007 on the use of facsimile for filing patent applications and other documents pdf 1072A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2(1) EPC and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PO dated
12.07.2007 (Special edition No. 3, OJ EPO 2007, 7) pdf 1074A
Decision to refus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ursuant to Article 90(5) EPC pdf 1088A
Decision to refus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ursuant to Rule 163(6) EPC pdf 1088P
Decision to refus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ursuant to Article 90(5) EPC and Rule 30(3) EPC,
163(3) EPC pdf 1088S
Decision to refus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ursuant to Article 90(5) EPC or Rule 163(6) EPC pdf
1095N
Reminder pdf 1095R
Invitation to correct deficiencies (R. 135(1) EPC)) pdf 1103A
Communication under Article 113(1) EPC pdf 1103B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6(2),(3) or (5) EPC (Missing parts of the description and/or
missing drawings) pdf 1107N
Decision pursuant to Rule 56(4)-(6) EPC - Missing parts of the description and/or missing drawings
pdf 1108N
Communication persuant to Rule 56(1)EPC pdf 1114A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6(1) EPC. Missing parts of the description or missing drawings pdf
1114N
Acknowledgment of receipt of observations by third parties (Art. 115 EPC) pdf 1139A
no title (copy of a request for furnishing of sample of the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pdf 11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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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quest dated ... for the furnishing of samples of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pursuant to Rule
33(1) EPC pdf 1143B
Invitation to pay missing amount pdf 1166C
Invitation to pay missing amount pdf 1166I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205A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205N
Reference is made to: EPO Form 1205A of... pdf 1205X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216A
Communication persuant to Rules 161(1) and 162EPC pdf 1226AA
Communication persuant to Rules 161(1) and 162EPC pdf 1226BB
Communication persuant to Rules 161(1) and 162EPC pdf 1226CC
Confirmation of effect of restor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by receiving Office (R. 49ter.1 PCT) pdf
1227A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40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43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44
Communication pursuant to Article 90(3) and Rule 60 EPC - Deficiencies concerning designation of
inventor pdf 1045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5 EPC pdf 1047
Designation as inventor - communication under Rule 19(3) EPC pdf 1048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1050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2 EPC pdf 1051
Acknowledgement of receipt of the documents required under Rule 25 EPC pdf 1052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31(2) EPC pdf 1054
Signing of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Rule 50(3) EPC pdf 1055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pursuant to Rule 58 EPC pdf 1059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60
Examination as to formal requirements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R. 58 EPC) pdf 1061
Prohibited matter -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48(2) and (3) EPC, Guidelines for examination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Part A, Chapter III, 8.1 and 8.2 pdf 1062
Non-acceptance of amendments pursuant to Rule 58 and 137(1) EPC and 161(2) EPC pdf 1063

264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1064
Rejection of request for extension of the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 EPC pdf 1065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66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A-III, 6.4 pdf 1067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45 EPC pdf 1068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70
Notification of termination of representative's authorisation Request to notify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pdf 1075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78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69 EPC - reminder of payment of the designation fees (Art. 79(2)
EPC) and of the examination fee (Art. 94(1) EPC pdf 1081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70(2) and reference to Rule 39(1) EPC pdf 1082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69 EPC - Reminder of time limit for payment of designation fees (R.
39(1) EPC) pdf 1083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87
Decision to refus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ursuant to Article 90(5) EPC pdf 1088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90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91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92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submit translation of application pdf 1093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96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97
Notification of termination of representative's authorisation Request to notify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pdf 1098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099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2(1) EPC pdf 1105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69(1) EPC pdf 1108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9 and Rule 163(2) EPC pdf 1111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112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43(1) EPC. Missing drawings pdf 1114
Request to file authorisation (R. 152(1) to (3) EPC) pdf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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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referring to the designation/extension of states pdf 1116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9(1) EPC pdf 1117
no title (... the applicant has appointed you as representative ...) pdf 1118
no title (Documents submitted not in agreement) pdf 1120
Examination as to form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90(3) and Rule 57(h) EPC - Request to file
authorisation (R. 58, R. 152(1) to (3) and R. 163(5) EPC pdf 1121
Examination as to form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90(3) and Rule 57(h) EPC - Request to notify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pursuant to Rule 58 or Rule 163(5) EPC pdf 1122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pursuant to Rule 30(3) EPC / Rule 163(3) EPC pdf 1128
Notification of European publication number and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67(3) EPC
pdf 1133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payment of extension or validation fees pdf 1138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14(2) EPC pdf 1139
no title (copy of a request for furnishing of sample of the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 reference
to Budapest Treaty pdf 1143
Decision on the request for further processing under Rule 135(3) EPC pdf 1144
Decision to allow the request for re-establishment of rights (R. 136(4) EPC) pdf 1145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0(3) EPC pdf 1146
After despatch of the European search report, the search Division has discovered the following
document(s) pdf 1148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1150
Confirmation of withdrawal of application pdf 1152
no title (Receipt of your letter (payment)...) pdf 1153
no title (Your request for inspection of/information from/copies from the file...) pdf 1159
Notice drawing attention to Article 86(1) EPC and Rule 51(3) EPC pdf 1160
no title (Request pursuant to R. 139 allowed) pdf 1164
no title (invitation to pay fees for add. copy) pdf 1169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your enquiry received on pdf 1170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your request for accelerated search received on pdf 1170A
Your letter (request) of ... pdf 1172
Notice drawing attention to Articles 76(1) EPC, 86(1) EPC and Rule 51(3) EPC pdf 1176
no title (a decision will be taken during examiniation proceedings) pdf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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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cation of the automatic debit order pdf 1179
Request for rectification of the designation of inventor (R. 21 EPC) pdf 1180
Automatic debit order pdf 1181
Refund of fees pdf 1185
Refund of fees pdf 1186
Revised Request for Grant form (EPO Form 1001) pdf 1187
Correction to the published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 / publication no. ... pdf 1191
Cancellation of the mention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of the publication of the European search
report pdf 1192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44(d) EPC pdf 1193
Communication pursuant to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dated 25 June
2007 on the filing of priority documents (OJ EPO 8-9/2007) pdf 1195
Communication relating the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me pdf 1196
Communication relating to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pilot programme pdf 1197
Entry into European phase before the European Patent Office pdf 1201
no title (ISR has been published under no. ...) pdf 1202
Notification of European publication number and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67(3) EPC
pdf 1203
Notification of the data mentioned in Rule 19(3) EPC pdf 1204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59(1)(a) EPC and Rule 49.5 PCT pdf 1206
Communication referring to the designation/extension of states pdf 1207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s 112(1) and 160(1) EPC pdf 1208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63(1) EPC - Deficiencies concerning designation of inventor pdf
1212
Communication of European publication number and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67(3)
EPC pdf 1219
Revised Form 1200 pdf 1221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13bis.4 PCT and Rule 31(2) EPC pdf 1222
Proceeding further with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ursuant to Rule 70(2) EPC pdf 1224
Notice drawing attention to Article 86(1) EPC and Rule 51(2) EPC and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pdf 1225
Invitation to file observations pursuant to Rule 49ter.1(d)PCT or 49ter.2(e) PCT pdf 1227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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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229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iling of a voluntary divisional application pdf 1230
Information regarding early processing before the EPO pdf 1231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1100
Reference is made to: EPO Form 1090 pdf 1090X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59 and Rule 58 EPC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Aufforderung zur Beseitigung von Mängeln in den Anmeldungsunterlagen pdf
1050T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70(2) EPC pdf 1082A
Invitation to pay missing amount pdf 1166A
Invitation to pay missing amount pdf 1166B
Invitation to pay missing amount pdf 1166G
Invitation to pay missing amount pdf 1166H
Invitation to pay missing amount pdf 1166I
Your letter (request) of ... pdf 1172C
Cancellation of communication under Rule 112(1) EPC pdf 2111
Decision to allow a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R. 49ter.2 PCT) pdf 1145P
Decision pursuant to Rule 56(4)-(6) EPC (divisional applications) Missings parts of the description
and/or missing drawings pdf 1108A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6(3) or (5) EPC (divisional applications) Mising parts of the
description and/or missing drawings pdf 1107A
Communication under Article 23(2) / 40(2) PCT and Rule 159(1) EPC pdf 1232
Cancellation of communication under Rule 112(1) EPC pdf 2111

Search procedure - Search report 내지 Supplementary search와 관련된 서식들을 포함함.
Communication (european search report) pdf 1507.0
Communication (european search report) pdf 1507.1
Communication (partial search report) pdf 1507.2
Communication (partial search report) pdf 1507.3
Communication (supplementary search report) pdf 1507.4
Communication (transmission European search report) pdf 1507N

268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Communication (supplementary search report) pdf 1507S
Communication (partial search report) pdf 1507U
Communication (search report or supplementary search report) pdf 1507W
Invitation pursuant to Rule 62a(1) EPC pdf 1056A
Invitation pursuant to Rule 63(1) EPC pdf 1056B
Invitation pursuant to Rule 62a(1) EPC and to Rule 63(1) EPC pdf 1056C
no title (application and invention seem to meet requirements of the EPC) pdf 1703
Search started pdf 1704
F1507USE pdf 1507US
1507.2S pdf 1507.2S
Communication under Rule 164(1) EPC pdf 1507.3S

Examination procedure - 심사과정과 관련된 서식들을 포함함.
Decision to grant a European patent pursuant to Article 97(1) EPC pdf 2006A
Summons to attend oral proceedings pursuant to Rule 115(1) EPC pdf 2008
Minutes of the oral proceedings before the examining division pdf 2009
Decision on the request for further processing under Rule 135(3) EPC pdf 2010
Reminder (the mention of the grant cannot yet be published...) pdf 2012
Decision to allow the request for re-establishment of rights (R. 136(4) EPC) pdf 2014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15C
Rejection of request for extension of time limit issued pursuant to Rule 132 EPC pdf 2018
Article 106 - Decisions subject to appeal pdf 2019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A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B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C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G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H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I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J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14(2) EPC pd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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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ment of receipt of observations by third parties (Art. 115 EPC) pdf 2026
Compensation of costs for witness/expert pdf 2029
Cancellation of the mention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of the publication of the European search
report pdf 2039
Preparation for oral proceedings - Instructions to Support Service pdf 2040
Provision of a copy of the minutes in accordance with Rule 124(4) EPC pdf 2042
Provision of a copy of the minutes in accordance with Rule 124(4) EPC pdf 2042
Provision of a copy of the minutes in accordance with Rule 124 EPC pdf 2042L
Request for oral proceedings pursuant to Article 116 EPC pdf 2045
Transmission of the certificate for a European patent pursuant to Rule 74 EPC pdf 2047
Result of consultation pdf 2049A
Invitation pursuant to Article 94(3) and Rule 71(1) EPC pdf 2049B
Result of consultation pdf 2049L
Refusal of request for correction after grant pdf 2050
Communication concerning request for amendment/correction of application documents pdf 2050A
Communication concerning request for amendment/correction of application documents after grant pdf
2050B
Correction of a decision under Rule 140 EPC pdf 2052
Communication concerning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Rule 140 EPC pdf 2053A
Decision refusing a request for corrections of errors (R. 140 EPC) pdf 2053B
Correction of errors in the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pdf 2054
Communication concerning request for correction of printing errors in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pdf 2054A
Communication concerning correction of printing errors pdf 2054B
Annex to EPO Form 2004,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71(3) EPC pdf 2056
Annex to EPO Form 2004,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71(3) EPC pdf 2056
Communication regarding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within which notice of opposition may be filed
pdf 2057
Decision to refuse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rt. 97(2) EPC) pdf 2061
Decision to refuse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rt. 97(2) EPC) pdf 2061
Alteration/ Correction of the bibliographic data of the decision to grant and/or of the patent
specification pdf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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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 Search examiner pdf 2063
Acknowledgement of withdrawal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df 2077
Surrender of the European patent pdf 2079
Staying of examination / opposition proceedings pdf 2081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to amend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2085
After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IGRA), despatched before 01.04.2012 and not set aside,
but before decision to grant pdf 2092A
After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IGRA) but before decision to grant (Form 2006A) pdf
2092B
Invitation under Article 94(3) EPC to file observations pdf 2093
Invitation to file translations of the claims as communicated under Rule 71(3) EPC pdf 2093A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to correct or amend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2094
Communication - Request for inspection of / information from / copies from the file dated ... pdf 2096
Brief communication - Request for amendment of application document dated ... pdf 2098
Amendment or correction of the text intended for grant pdf 2098A
Non-treatment of request for a copy of the new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to be delivered with
the new European patent certificate pdf 2100
Signing of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Rule 50(3) EPC pdf 2501
Invitation to give notice of appointment of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pdf 2502A
Indication of deficiencies in a request under Rule 22 EPC and invitation to correct them pdf 2503
Indication of deficiencies in a request for entry of a change in personal particulars and invitation to
correct them pdf 2504
Notification of termination of representative's authorisation pdf 2505A
Notification of termination of representative's authorisation pdf 2505B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iles pursuant to Rule 146 EPC pdf 2521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 pdf 2522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 pdf 2522A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524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 pdf 2525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4)(a) EPC - Payment of the renewal fee after the decision

Ⅲ. 타행정기관 및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조사∙27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re-establishing the applicant's rights pdf 2525A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s 51(4)(a),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the decision re-establishing the applicant's rights
pdf 2525B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4)(b)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the decision re-establishing the applicant's rights pdf
2525C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5)(b) EPC. Payment of the renewal fee after the decision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s re-opening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of Appeal pdf 2525G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s 51(5)(a),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the decision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s
re-opening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of Appeal pdf 2525H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5)(b)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the decision of the Enlarged Boards of Appeal re-opening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of Appeal pdf 2525I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2) EPC and Article 2, item 5 R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resumption of the proceedings (R. 142(4) EPC) pdf 2525S
Communic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R. 53(3) EPC) pdf 2531G
Communic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R. 53(3) EPC) pdf 2531H
Communic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R. 53(3) EPC) pdf 2532G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561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your enquiry received on pdf 2568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your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received on pdf 2568A
Communication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PO dated 12.07.2007
concerning the filing of authorisations (Special edition No. 3, OJ EPO 2007, L.1.) pdf 2572
Invitation to file an authorisation (R. 152(2) EPC) pdf 2573
Invitation to file an authorisation (R. 152 (2) EPC) pdf 2573
Communication of amended entries in the Register of European Patents pdf 2575
Request for change of client data cannot be registered anymore pdf 2576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593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594
Communication of corrected entries under Rule 139 EPC pdf 2598
Processing of an appeal pdf 2701
Rectification (Art. 109(1) EPC) pdf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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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to EPO Form 2385,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95(3) EPC pdf 2856
Closure of the limitation / revocation procedure pdf 2858
Free text letter pdf 2901
Free text letter pdf 2901AK
Brief Communication pdf 2901B
Free text letter pdf 2901N
Consideration of the "completely contained" criterion regarding missing parts of description and/or
missing drawings subsequently filed pursuant to Rule 56(3) EPC pdf 2902a
Consideration of the "completely contained" criterion regarding missing parts of description, drawings
or claims and/or missing elements subsequently filed pursuant to Rule 20(6) PCT (Rule 82ter.1 PCT)
pdf 2902b
Decision concerning date of filing pdf 2903
Invit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prior art pursuant to Article 124 and Rule 141 EPC pdf 2904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0(1) EPC pdf 2905
Refund of fees pdf 2907
Refund of fees pdf 2907B
Revocation of the automatic debit order pdf 2908
Invitation pursuant to Rule 137(4) EPC pdf 2909
Brief Communication pdf 2911
Brief Communication pdf 2911A
Brief Communication pdf 2911G
Brief Communication pdf 2912
Invitation to file a copy of search results or a statement of non-availability pursuant to Rule
70b(1)EPC pdf 2913
Debiting of fees pdf 2935
Missing advice of delivery pdf 2937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A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B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I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L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P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Q

Ⅲ. 타행정기관 및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조사∙273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Communication pursuant to Article 94(3) EPC pdf 2001
Communication pursuant to Article 105b(1) and Rule 95(2) EPC pdf 2001L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pdf 2004
Decision to refuse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df 2007
Personal consultation with the applicant /representative pdf 2036
Communic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previous application (R. 53(3) EPC) pdf 2531B
Reminder pdf 2903R
Brief communication (Oral proceedings) pdf 2008A
Invitation to correct deficiencies (R. 135(1) EPC) pdf 2017A
Communication under Article 113(1) EPC pdf 2017B
Parts of the file excluded from file inspection under Rule 144(d) EPC pdf 2556
Communication confirming withdrawal from representation pdf 2597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pdf 2004CB
Documents for grant of a patent/Intention to grant (signatures) pdf 2035.3-4
Decision to refuse the application (Examining Division) pdf 2048-2
Rectification to the designation of the Inventor under Rule 21 EPC pdf 2062C
Brief Communication pdf 2912C
Brief Communication pdf 2911C
Signing of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Rule 50(3) EPC pdf 2501C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amendments pdf 2544
Invit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a previous application (Rule 53(3) EPC) pdf 2531C
Examination started pdf 2095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A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C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H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L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N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pdf 2004C
Deficiencies concerning the request for accelerated prosecution (PACE) of the application pdf 2569
Change to bibliographic data after the decision to grant / after the decision to maintain the patent in
amended form pdf 206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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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 of publication errors in the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pdf 2062P
Communication under Rule 164(2)(a) EPC pdf 2002
Scheduled date of oral proceedings in PFEE period pdf 2584
Enquiry about the application pdf 2569A
Information under Rule 71(3) EPC pdf 2004W
Acknowledgement of withdrawal of the European patent appliation pdf 2077N
Intention to stay proceedings due to a 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s of Appeal pdf 2112
Stay of proceedings due to a 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pdf 2113
Intention to stay proceedings due to a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 pdf 2312
Internal - Confirmation of stay of the proceedings pdf 2917
Vorraussichtlicher Beginn der Sachprüfung pdf 2919
Expected start of examination pdf 2919
Summons to attend oral proceedings pursuant to Rule 115(1) EPC and communication from the
Examining Division pdf 2008EC
invitation to give notice of appointment of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pdf 2502B
Deficient grant fee - DOCX fee reduction not applicable pdf 2005C
Request for oral proceedings as a video-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116 EPC pdf 2045V
Communication of amended entries in the Register of European Patents pdf 2575
Change to bibliographic data after the decision to grant / after the decision to maintain the patent in
amended form pdf 2062B
Correction of publication errors in the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pdf 2062P
Intention to stay proceedings due to a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 pdf 2312
Internal - Confirmation of stay of the proceedings pdf 2917

Opposition procedure - 심판 등과 관련된 서식들을 포함함.
Decision to grant a European patent pursuant to Article 97(1) EPC pdf 2006A
Summons to attend oral proceedings pursuant to Rule 115(1) EPC pdf 2008
Minutes of the oral proceedings before the examining division pdf 2009
Decision on the request for further processing under Rule 135(3) EPC pdf 2010
Reminder (the mention of the grant cannot yet be published...) pd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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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o allow the request for re-establishment of rights (R. 136(4) EPC) pdf 2014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15C
Rejection of request for extension of time limit issued pursuant to Rule 132 EPC pdf 2018
Article 106 - Decisions subject to appeal pdf 2019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A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B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C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G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H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I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021J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114(2) EPC pdf 2022
Acknowledgment of receipt of observations by third parties (Art. 115 EPC) pdf 2026
Compensation of costs for witness/expert pdf 2029
Cancellation of the mention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of the publication of the European search
report pdf 2039
Preparation for oral proceedings - Instructions to Support Service pdf 2040
Provision of a copy of the minutes in accordance with Rule 124(4) EPC pdf 2042
Provision of a copy of the minutes in accordance with Rule 124(4) EPC pdf 2042
Provision of a copy of the minutes in accordance with Rule 124 EPC pdf 2042L
Request for oral proceedings pursuant to Article 116 EPC pdf 2045
Transmission of the certificate for a European patent pursuant to Rule 74 EPC pdf 2047
Result of consultation pdf 2049A
Invitation pursuant to Article 94(3) and Rule 71(1) EPC pdf 2049B
Result of consultation pdf 2049L
Refusal of request for correction after grant pdf 2050
Communication concerning request for amendment/correction of application documents pdf 2050A
Communication concerning request for amendment/correction of application documents after grant pdf
2050B
Correction of a decision under Rule 140 EPC pdf 2052
Communication concerning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Rule 140 EPC pdf 2053A
Decision refusing a request for corrections of errors (R. 140 EPC) pdf 205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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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 of errors in the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pdf 2054
Communication concerning request for correction of printing errors in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pdf 2054A
Communication concerning correction of printing errors pdf 2054B
Annex to EPO Form 2004,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71(3) EPC pdf 2056
Annex to EPO Form 2004,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71(3) EPC pdf 2056
Communication regarding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within which notice of opposition may be filed
pdf 2057
Decision to refuse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rt. 97(2) EPC) pdf 2061
Decision to refuse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rt. 97(2) EPC) pdf 2061
Alteration/ Correction of the bibliographic data of the decision to grant and/or of the patent
specification pdf 2062
Feedback - Search examiner pdf 2063
Acknowledgement of withdrawal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df 2077
Surrender of the European patent pdf 2079
Staying of examination / opposition proceedings pdf 2081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to amend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2085
After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IGRA), despatched before 01.04.2012 and not set aside,
but before decision to grant pdf 2092A
After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IGRA) but before decision to grant (Form 2006A) pdf
2092B
Invitation under Article 94(3) EPC to file observations pdf 2093
Invitation to file translations of the claims as communicated under Rule 71(3) EPC pdf 2093A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to correct or amend the application documents pdf 2094
Communication - Request for inspection of / information from / copies from the file dated ... pdf 2096
Brief communication - Request for amendment of application document dated ... pdf 2098
Amendment or correction of the text intended for grant pdf 2098A
Non-treatment of request for a copy of the new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to be delivered with
the new European patent certificate pdf 2100
Signing of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Rule 50(3) EPC pdf 2501
Invitation to give notice of appointment of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pdf 2502A
Indication of deficiencies in a request under Rule 22 EPC and invitation to correct them pdf 2503
Indication of deficiencies in a request for entry of a change in personal particulars and invit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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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them pdf 2504
Notification of termination of representative's authorisation pdf 2505A
Notification of termination of representative's authorisation pdf 2505B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iles pursuant to Rule 146 EPC pdf 2521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 pdf 2522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 pdf 2522A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524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 pdf 2525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4)(a) EPC - Payment of the renewal fee after the decision
re-establishing the applicant's rights pdf 2525A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s 51(4)(a),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the decision re-establishing the applicant's rights
pdf 2525B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4)(b)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the decision re-establishing the applicant's rights pdf
2525C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5)(b) EPC. Payment of the renewal fee after the decision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s re-opening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of Appeal pdf 2525G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s 51(5)(a), 51(2)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the decision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s
re-opening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of Appeal pdf 2525H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5)(b) EPC, Article 2 No. 5 of the Rules relating to Fees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the decision of the Enlarged Boards of Appeal re-opening
proceedings before the Board of Appeal pdf 2525I
Notice drawing attention to Rule 51(2) EPC and Article 2, item 5 RFees - Payment of the renewal
fee plus additional fee after resumption of the proceedings (R. 142(4) EPC) pdf 2525S
Communic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R. 53(3) EPC) pdf 2531G
Communic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R. 53(3) EPC) pdf 2531H
Communic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R. 53(3) EPC) pdf 2532G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561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your enquiry received on pdf 2568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your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received on pdf 256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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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PO dated 12.07.2007
concerning the filing of authorisations (Special edition No. 3, OJ EPO 2007, L.1.) pdf 2572
Invitation to file an authorisation (R. 152(2) EPC) pdf 2573
Invitation to file an authorisation (R. 152 (2) EPC) pdf 2573
Communication of amended entries in the Register of European Patents pdf 2575
Request for change of client data cannot be registered anymore pdf 2576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593
Noting of loss of rights pursuant to Rule 112(1) EPC pdf 2594
Communication of corrected entries under Rule 139 EPC pdf 2598
Processing of an appeal pdf 2701
Rectification (Art. 109(1) EPC) pdf 2710
Annex to EPO Form 2385,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95(3) EPC pdf 2856
Closure of the limitation / revocation procedure pdf 2858
Free text letter pdf 2901
Free text letter pdf 2901AK
Brief Communication pdf 2901B
Free text letter pdf 2901N
Consideration of the "completely contained" criterion regarding missing parts of description and/or
missing drawings subsequently filed pursuant to Rule 56(3) EPC pdf 2902a
Consideration of the "completely contained" criterion regarding missing parts of description, drawings
or claims and/or missing elements subsequently filed pursuant to Rule 20(6) PCT (Rule 82ter.1 PCT)
pdf 2902b
Decision concerning date of filing pdf 2903
Invit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prior art pursuant to Article 124 and Rule 141 EPC pdf 2904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 50(1) EPC pdf 2905
Refund of fees pdf 2907
Refund of fees pdf 2907B
Revocation of the automatic debit order pdf 2908
Invitation pursuant to Rule 137(4) EPC pdf 2909
Brief Communication pdf 2911
Brief Communication pdf 2911A
Brief Communication pdf 2911G

Ⅲ. 타행정기관 및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조사∙279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Brief Communication pdf 2912
Invitation to file a copy of search results or a statement of non-availability pursuant to Rule
70b(1)EPC pdf 2913
Debiting of fees pdf 2935
Missing advice of delivery pdf 2937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A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B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I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L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P
Extension of time limit pursuant to Rule 132(2) EPC pdf 2944Q
Communication pursuant to Article 94(3) EPC pdf 2001
Communication pursuant to Article 105b(1) and Rule 95(2) EPC pdf 2001L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pdf 2004
Decision to refuse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df 2007
Personal consultation with the applicant /representative pdf 2036
Communic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the previous application (R. 53(3) EPC) pdf 2531B
Reminder pdf 2903R
Brief communication (Oral proceedings) pdf 2008A
Invitation to correct deficiencies (R. 135(1) EPC) pdf 2017A
Communication under Article 113(1) EPC pdf 2017B
Parts of the file excluded from file inspection under Rule 144(d) EPC pdf 2556
Communication confirming withdrawal from representation pdf 2597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pdf 2004CB
Documents for grant of a patent/Intention to grant (signatures) pdf 2035.3-4
Decision to refuse the application (Examining Division) pdf 2048-2
Rectification to the designation of the Inventor under Rule 21 EPC pdf 2062C
Brief Communication pdf 2912C
Brief Communication pdf 2911C
Signing of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Rule 50(3) EPC pdf 2501C
Communic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amendments pdf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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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to file a translation of a previous application (Rule 53(3) EPC) pdf 2531C
Examination started pdf 2095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A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C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H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L
Client Database System (CDS) - clean up pdf 2596N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pdf 2004C
Deficiencies concerning the request for accelerated prosecution (PACE) of the application pdf 2569
Change to bibliographic data after the decision to grant / after the decision to maintain the patent in
amended form pdf 2062B
Correction of publication errors in the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pdf 2062P
Communication under Rule 164(2)(a) EPC pdf 2002
Scheduled date of oral proceedings in PFEE period pdf 2584
Enquiry about the application pdf 2569A
Information under Rule 71(3) EPC pdf 2004W
Acknowledgement of withdrawal of the European patent appliation pdf 2077N
Intention to stay proceedings due to a 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s of Appeal pdf 2112
Stay of proceedings due to a 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pdf 2113
Intention to stay proceedings due to a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 pdf 2312
Internal - Confirmation of stay of the proceedings pdf 2917
Vorraussichtlicher Beginn der Sachprüfung pdf 2919
Expected start of examination pdf 2919
Summons to attend oral proceedings pursuant to Rule 115(1) EPC and communication from the
Examining Division pdf 2008EC
invitation to give notice of appointment of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pdf 2502B
Deficient grant fee - DOCX fee reduction not applicable pdf 2005C
Request for oral proceedings as a video-conference pursuant to Article 116 EPC pdf 2045V
Communication of amended entries in the Register of European Patents pdf 2575
Change to bibliographic data after the decision to grant / after the decision to maintain the patent in
amended form pdf 2062B
Correction of publication errors in the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pdf 20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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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to stay proceedings due to a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 pdf 2312
Internal - Confirmation of stay of the proceedings pdf 2917

Other - 기타 서식들이 포함됨
Communication regarding Rule 22 and 85 EPC or Rule 143(1)(f) EPC pdf 2544S
Communication of amended entries concerning the representative (R. 143(1)(h) EPC pdf 2548
Mitteilung der Eintragung von geänderten Angaben über den Vertreter (R. 143 (1) h) EPÜ) pdf 2548
Communication of amended entries concerning the representative (R. 143(1)(h) EPC) pdf 2548S
Invitation to give notice of appointment of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pdf 2502A
Invitation to give notice of appointment of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pdf 2502B
Intention to stay proceedings due to a 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pdf 2812
Stay of proceedings due to a referral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pdf 2813
Request for the issue of a sample of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1140.1) + Certificatation (1140.2)
pdf 1140
Certiﬁ cation (Rule 33(4) EPC) pdf 1140.2
Declaration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sample of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Rule 33 EPC) pdf
1141
Request for deposited biological material to be made available by issuing a sample to an expert (Rule
32 EPC) pdf 1142
Important Information: new filing formats for debit orders pdf 1015
Notification of WIPO DAS access code pdf 1194

❍ EUIPO 서식 검토 - 유럽 상표/디자인 서식
- 유럽 상표/디자인 서식과 관련하여, EUIPO에는 다음과 같은 서식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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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O 제출용 서식
File an EU trade mark
File an EU trade mark - Advanced form
File a Community design
File a Community design - Advanced form
Renew an EU trade mark
Renew a Community design
File an Opposition
File an application for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an EUTM / IR
File an application for Revocation of an EUTM / IR
File an application for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an RCD / DM
Recordal application
Inspection request EU trade mark
Inspection request Community design
Request change of representative
Conversion request EU trade mark
Conversion request International registration
File an appeal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 서식의 수가 총 18종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며, 서식에 없는 모든 절차는 written submission을 통해
온라인(약 70%)이나 팩스(약 30%)를 통해 진행됨.
- 참고로, 유럽 상표/디자인 출원은 상기 EUIPO 웹사이트 상에서 출원이 진행되며, 출원 방식으로 fast
track, Advanced form 방법 등이 존재함.
- fast track을 초심자들을 위한 출원방식으로서, 여러 화면에서 단계별로 출원서식을 기입하며,
advanced form은 전문가들을 위한 출원방식으로서, 하나의 화면에서 항목들을 모두 기입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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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IPO 사이트내에서 상표출원 과정

[그림 49] fast track 방법을 통해 상표출원 시작 화면
- 위 화면에서는 5 step을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선택하기 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참고로, 주의사항으로 출원 프로세스가 10분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프로세스 중간에 그전
까지의 입력 과정을 저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유럽 연합내 여러 언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출원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50] Advanced form 방법을 통해 상표출원 시작 화면

- Start application 버튼과 함께, Advanced form 방법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나타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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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화면에서, 고유의상품/서비스 리스트를 제출하는 경우, 단체 표장을 제출하는 경우, 국제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복수의 언어를 이용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Advanced form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그림 51] Fast track에서의 4번째 단계를 나타낸 화면
- 출원할 상표와 상품/서비스를 입력한 이후, EUIPO 사이트에서의 이메일을 통한 계정을 만들 것을 요구함.
- 다만, 계정이 이미 있다면 바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음.

[그림 52] Fast track에서의 4번째 단계를 나타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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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페이지에서는 출원인정보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출원인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함.
- 위 페이지의 오른쪽 파트에는 지불해야할 비용이 기재되어 있음.
- 출원 대표자로서 유럽 내 거주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

[그림 53] Advanced form 방법을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화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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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form 방법은 fast track보다 복잡한 출원의 경우 이용되는 것이며, 위 화면에서는 우선권 주
장(선출원이 출원중인 경우, 등록된 경우), 공지 예외 주장(박람회) 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음.
- fast track과 마찬가지로 출원인 정보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54] Advanced form 방법을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화면(2)
- 상기 화면은 위에서 서술한 Advanced form(1)과 동일 페이지의 하단부를 나타낸 것으로, 언어, 상표
유형, 상품/서비스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fast track에서 기재된 내용과 유사함.
- 다만, fast track과 달리, 기존의 상품/서비스가 아닌 고유의 상품/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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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전자출원 시스템에 관한 분석
❍ 특허에 관하여 EPO로서, 상표에 관하여 EUIPO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허에 관한 서식은 한국과 비교해서 서식의 수가 적은 편은 아님.
❍ 상표에 관한 서식은 한국과 비교해서 서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필요한 사항들만 적혀 있다면 자유롭게
편지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KIPO와 비교하여 편리해 보이는 것은 웹방식의 서식 작성화면이 잘 구현된 이유로 보임.
❍ 웹방식에서 출원서 등의 입력방식과 관련 2가지 유형(fast track, advanced track)을 두고 있는 것은 참
고할 만함.
❍ 상표의 출원시 인증절차를 이메일만으로 간소화한 것은 참고할 만함 사항임.

3. ePCT - WIPO

□ WIPO의 전자출원시스템 개요
❍ WIPO은 2005년부터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시함.
❍ WIPO는 전용SW(PCT-SAFE)를 통한 출원과 웹방식(ePCT) 출원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서식작성
의 경우 전용SW를 활용하거나 웹방식을 통해 출원서식을 작성/제출함.
❍ 명세서는 MS워드 형태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MS워드로 작성 후 XML 변환기를 통해 제출하며, 국내에
서 PCT 명세서는 hlt작성기를 이용하여 XML로 변환하는 경우가 많음.
❍ PCT 온라인 출원서비스(ePCT) 기능을 추가함
- ePCT의 새로운 버전(3.2)은 지난 '15. 12. 17일 배포됨.
- 전용SW(PCT-SAFE)는 웹방식(ePCT) 출원의 도입에 따라 2018년에 폐지된다고 안내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사용이 유지되고 있음.
- PCT 온라인 출원서비스 신규 기능
∙ 신규 국제출원서를 생성할 경우 기본적인 접근권한 생성
∙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작성된 출원서의 사본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내려 받은 파일은 ZIP파일
형식으로 PDF, XML을 포함함.
∙ 국제출원 시 수리관청의 통화가 국제사무국의 통화와 다를 경우, 복수 통화로 화면에 보여질 수 있
도록 개선됨.
❍ ePCT 전자출원서비스 이용 대상국 확대('16. 6월)
- USPTO는 WIPO의 ePCT를 활용하여 작성된 출원서를 자국내 전자출원 시스템(EFS-Web)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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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접수기능 제공('16. 6. 1)함.
- ePCT를 사용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압축파일(zip파일) 형태로 파일을 내려받아, 수리관청인 KIPO
등의 전자출원 시스템에 해당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국제 출원서 접수 가능함.
❍ ePCT 전자출원의 로그인(인증) 방법

[그림 55] ePCT 로그인 화면
- 1차로서 이메일인증을, 2차인증으로서 문자/앱/전자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음.
- 2차 인증까지 통과해야 신규출원을 하거나, 기존 출원내역에 접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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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CT 시스템에서의 서식 작성 화면

[그림 56] ePCT 서식 작성 화면(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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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ePCT 서식 작성 화면(하단)

- 웹상에서의 서식 작성으로 인해서 작성이 간편하며 직관적임. 특정항목이 누락된 경우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작성해야 할 항목들이 하이라이트 되면서, 하나씩 항목들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위에서 작성된 제출은 ePCT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제출용 파일을 ePCT사이트에서 생성
후 각국 특허청에서 별도로 제출해야함.
- 비용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계좌 등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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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특허청

□ 일본의 전자출원시스템 개요
❍ 일본은 세계최초로 1990년부터 전자출원 개시하여 '15년 기준 전자출원율이 98.3% 수준
❍ 일본의 온라인 전자출원 절차
- 출원준비 → 출원서 작성 → 출원서류 제출
- 서식작성 : HTML양식을 다운받아 MS워드를 활용하여 작성함
- 명세서 작성 : MS워드 상의 도면, 이미지 등을 첨부 후 XML 변환함

[그림 58] 일본의 온라인 출원 절차

❍ 일본은 JPO에서 제공하는 서식(HTML형태)을 다운로드하여 MS워드로 출원서식을 작성하며, 명세서의
경우 MS워드로 작성시 도면, 이미지파일, 서열목록 등을 첨부 가능함. 서식과 명세서 작성 이후 XML 변
환기를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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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 출원의 사전 절차 서식
구분

서식 명

1

식별 번호 부여 청구서 서식

2

성명 (명칭) 변경 신고 서식

3

주소 (거소) 변경 신고 서식

4

인감 변경 신고서 서식

5

식별 라벨 교부 청구서 서식

6

포괄 위임장 제출서 서식

7

포괄 위임장 취하서 서식

8

예납 신고서 서식

9

예납서 서식

10

예납의 지위 승계 신고 서식

11

대리인 신고서 서식

12

예납된 예상액의 잔여 금액의 반환 청구서 서식

13

예납 신고 취하서 서식

14

현금납부에 관한 식별번호 부여 청구서 서식

15

납부서 교부 청구서 서식

-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원 전 서식을 구분하고 있으며, 출원 사전 절차 서식으로서 식별 번호
신청서, 대리인 신고서 등을 두고 있음.
□ 각종 신청 서류 목록
❍ 일본은 서면과 온라인방식으로 모두 출원 서식 등의 제출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분류로서 서식들을
제공하고 있음.
크게는 출원, 신청인 등록에 관한 변경, 중간 서류, 이전/양도, 심판 등으로 분류하여 서식을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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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본 통상 출원 서식
구분

출원

대분류

세분류

특허
실용

1

일반적 출원

상표
상표(표준문자)
의장
신규성 상실 예외 30조 2항
특허

국내 우선권 주장
분할 출원

2

특수 출원
신규성 상실 예외 4조 2항
의장

부분 의장
관련 의장

[표 8] 일본 신청인 등록에 관한 변경 서식
구분

서식명

등록 변경 사유
주소
성명(명칭)

1

신청인 등록에 관한 변경 서식
인감
배송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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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본 중간 서류의 서식
구분

서식명

대분류

세분류
특허

1

의견서

의장
상표
특허

2

실용

절차 보정서

의장
상표
특허
전부 양도

실용
의장
상표
특허

일부 양도

3

실용
의장
상표

명의 변경 신고

특허
지분 양도

실용
의장
상표
특허

합병 또는 상속

실용
의장
상표
특허

4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

의장
상표
출원 심사 청구서
실용 신안 기술 평가 청구서
절차 보완서(의사 확인)
절차 보완서(증빙서류)

5

기타

모형 또는 견본 보충 설명서(디자인)
출원(조기) 공개 청구서
간행물 등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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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명

대분류

세분류

출원 취하서(공통)
물건 제출서(공통)
상신서(공통)
신규성 상실 예외 인증서
제출서(특허법 제30조)
특허
설정납부서

의장
상표
특허

신규성 상실 예외 인증서
제출서(의장법 제4조)

실용
연차료 납부서

의장
상표(분할 납부
후기)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신청서

[표 9] 일본 특허청 이전 관련 서식
구분

서식명

대분류

세분류
특허

주소(거소)

실용
의장
상표
특허

1

표시 변경 등록 신청서

성명(명칭)

실용
의장
상표
특허

주소(거소) 및 성명(명칭)

실용
의장
상표
특허

전부양도

2

이전 등록 신청서

의장
상표

일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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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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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명

대분류

세분류
실용
의장
상표
특허

지분양도

실용
의장
상표
특허

합병 또는 상속

실용
의장
상표
특허

회사 분할

실용
의장
상표
특허

지분 포기

실용
의장
상표
특허

3

실용

전용 실시(사용)권 설정
등록 신청서

의장
상표

4

일반적으로 실시(사용)권
설정 등록 신청서

상표
임시 전용 실시권 설정 등록 신청서

5

임시 전용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표시 변경 등록
신청
특허
실용

6

실시(사용) 권한 변경 등록
신청서

의장
상표
국제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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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심판 관계 등 서식
구분

서식명

대분류

세분류
특허

1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서

의장
상표
특허

2

실용

무효 심판 청구서

의장
상표
특허

3

실용

판정 청구서

의장
상표

4

특허

이의 신청서

상표
등록 상표 취소 심판 청구서

5

기타

실용 신안법 제14조의2 제1항의 정정에 따른
정정 설명서
실용신안법 제14조의 2 제7항의 정정에 따른
정정 설명서

[표 11] 일본 수속 서류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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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명칭

특허

실
용
신
안

의
장

상
표

OL
신
청

OL
열
람

1

절차 보정서(방식)

○

○

◎

◎

○

○

2

절차 보정서

△

△

－

－

－

○

3

특허 협력 조약 제34조 보정의 번역문제출서(직권)

○

○

－

－

－

○

4

특허 협력 조약 제34조 보정 사본 제출서

○

○

－

－

○

○

5

특허 협력 조약 제34조 보정 사본 제출서 (직권)

○

○

－

－

－

○

6

절차 보정서

△

△

－

－

－

○

7

절차 보정서

○

○

◎

◎

○

○

8

오역 정정서

○

－

－

○

○

9

특허 협력 조약 제19조 보정의 번역문 제출서

○

○

－

－

○

○

10

특허 협력 조약 제 19조 보저의 번역문 제출서(직권)

○

○

－

－

－

○

11

특허 협력 조약 제19조 보정 사본 제출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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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 명칭

특허

실
용
신
안

의
장

상
표

OL
신
청

OL
열
람

12

특허 협력조약 제19조 보정 사본 제출서(직권)

○

○

－

－

－

○

13

특허 협력 조약 제34조 보정의 번역문 제출서

○

○

－

－

○

○

14

의견서

○

○

◎

◎

○

○

15

수계 신청서

○

○

◎

◎

－

○

16

변명서

○

○

◎

◎

○

○

17

기간연장청구서

○

○

◎

◎

○

○

18

출원 심사청구서

○

○

－

－

○

○

19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

○

－

－

○

○

20

출원 심사청구서(남)

○

－

－

○

○

21

국내처리청구서

○

－

－

○

○

21-1

출원 공개청구서

○

－

－

－

○

○

22

특허출원

○

－

－

－

○

○

23

실용신안등록출원

－

○

－

－

○

○

24

의장등록출원

－

－

◎

－

○

○

25

상표등록출원

－

－

－

◎

○

○

26

유사의장등록출원

－

－

◎

○

○

27

단체표장등록출원

－

－

－

◎

○

○

28

번역문제출서

○

－

－

－

○

○

29

방호표장등록출원

－

－

－

◎

○

○

30

국내서면

○

○

－

－

○

○

31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

－

◎

○

○

32

도면의 제출서

－

○

－

－

○

○

33

명세서

○

○

－

－

○

○

34

도면

○

○

－

－

○

○

35

요약서

○

○

－

－

○

○

36

전환 등록 신청서

－

－

－

◎

○

○

37

국제 출원 번역문 제출서

○

○

－

－

○

○

38

외국어 명세서

○

－

－

－

○

○

39

외국어 도면

○

－

－

－

○

○

40

외국어 요약서

○

－

－

－

○

○

41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전환 등록 신청서

－

－

－

◎

○

○

42

국제 출원 번역문 제출서(직권)

○

○

－

－

－

○

중복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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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
용
신
안

의
장

상
표

OL
신
청

OL
열
람

지역단체 상표등록 출원

－

－

－

◎

○

○

43

수탁 번호변경 신고

○

－

－

－

－

○

44

대표자 선정 신고

○

○

◎

◎

－

○

45

기타 서류

○

○

◎

◎

－

○

46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

○

○

◎

◎

○

○

47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일반승계)

○

○

◎

◎

○

○

48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특례상표등록출원)

－

－

－

◎

○

○

49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특례상표등록출원)(일반승계)

－

－

－

◎

○

○

50

전환등록신청자 명의변경신고

－

－

－

◎

○

○

51

대리인 변경신고

○

○

◎

◎

○

○

52

대리인 수임신고

○

○

◎

◎

○

○

53

대리인 선임신고서

○

○

◎

◎

○

○

54

대리인 사임신고서

○

○

◎

◎

○

○

55

대리인 해임신고

○

○

◎

◎

○

○

56

대리권 변경신고

○

○

◎

◎

○

○

57

대리권 소멸신고

○

○

◎

◎

○

○

58

포괄 위임장 원용 제한 신고서

○

○

◎

◎

○

○

59

복대리인 변경 신고

○

○

◎

◎

○

○

60

복대리인 수임 신고

○

○

◎

◎

○

○

61

복대리인 선임 신고

○

○

◎

◎

○

○

62

복대리인 사임 신고

○

○

◎

◎

○

○

63

복대리인 해임 신고

○

○

◎

◎

○

○

64

복대리권 변경 신고

○

○

◎

◎

○

○

65

복대리권 소멸 신고

○

○

◎

◎

○

○

66

출원 취하서

○

○

◎

◎

○

○

67

출원 포기 설명서

○

○

◎

◎

○

○

68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 취하서

○

○

－

－

○

○

69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포기 설명서

○

○

◎

◎

－

○

70

전환등록 신청 취하서

－

－

－

◎

○

○

71

사용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대한 주장 취하서

－

－

－

◎

－

○

72

출원 변경 신고(독립→유사)

－

－

◎

－

－

○

73

출원 변경 신고(유사→독립)

－

－

◎

－

－

○

74

상신서

○

○

◎

◎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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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 명칭

특허

실
용
신
안

의
장

상
표

OL
신
청

OL
열
람

75

우선권 증명서 제출서

○

○

◎

◎

－

○

76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증서 제출서

○

○

◎

－

－

○

77

출원시의 특례 인증서 제출서

－

－

－

◎

－

○

78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신청서

○

○

－

－

○

○

79

출원일 인증서 제출서

○

○

◎

◎

－

○

80

물건 제출서

○

○

◎

◎

－

○

81

절차 보완서

○

○

◎

◎

○

○

82

증명 서류 제출서

○

○

◎

◎

－

○

83

모형 또는 견본 보충설명서

－

－

◎

－

－

○

84

특징 기재서

－

－

◎

－

○

○

85

협의 결과 신고

－

－

◎

－

－

○

86

간행물 등 제출서

○

○

－

◎※

○

87

우선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

○

○

－

－

○

○

88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

○

○

◎

◎

○

○

89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 보충설명서

○

○

◎

◎

○

○

90

협의 결과 신고

－

－

－

◎

－

○

91

비밀의장기간변경청구서

－

－

◎

－

○

○

92

특허료납부서

○

－

－

－

○

×

93

실용신안등록료납부서

－

○

－

－

○

×

94

의장 등록료 납부서

－

－

○

－

○

×

95

상표 등록료 납부서

－

－

－

○

○

×

96

추가특허의 특허료 납부서

○

－

－

－

○

×

97

유사의장 등록료 납부서

－

－

○

－

○

×

98

방호표장 등록 수수료 납부서

－

－

－

○

○

×

99

상표갱신 등록료 납부서

－

－

－

○

○

×

100

방호표장 갱신 등록료 납부서

－

－

－

○

○

×

101

특허료 납부서(설정보충)

○

－

－

－

○

×

102

실용신안 등록료 납부서(설정보충)

－

○

－

－

○

×

103

의장 등록료 납부서(설정보충)

－

－

○

－

○

×

104

상표 등록료 납부서(설정 보충)

－

－

－

○

○

×

105

추가 특허의 특허료 납부서(설정 보충)

○

－

－

－

○

×

106

유사의장 등록료 납부서(설정보충)

－

－

○

－

○

×

107

방호표장 등록 수수료 납부서(설정보충)

－

－

－

○

○

×

Ⅲ. 타행정기관 및 외국 특허청(IP5)의 사례조사∙30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구분

특허

의
장

상
표

OL
신
청

OL
열
람

108

상표갱신 등록료 납부서(설정보충)

－

－

－

○

○

×

109

방호표장 갱신 등록료납부서(설정보충)

－

－

－

○

○

×

110

특허료 납부서

○

－

－

－

○

×

111

실용 신안 등록료 납부서

－

○

－

－

○

×

112

의장 등록료 납부서

－

－

○

－

○

×

113

상표 등록료 납부서

－

－

－

○

○

×

114

특허료 납부서(보충)

○

－

－

－

○

×

115

실용 신안 등록료 납부서(보충)

－

○

－

－

○

×

116

의장 등록료 납부서(보충)

－

－

○

－

○

×

117

상표 등록료 납부서(분납 보충)

－

－

－

○

○

×

118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신청서

－

－

－

○

○

×

119

상표권 존석 기간 갱신 등록 신청서(보충)

－

－

－

○

○

×

절차 보충 설명서

－

－

－

○

○

×

120

회답서

◎

◎

◎

◎

○

○

121

심판청구서

◎

◎

◎

◎

○

○

122

청구취하서

◎

◎

◎

◎

○

○

123

심리 재개 신청서

◎

◎

◎

◎

○

○

124

서면 심리 신청서

◎

◎

◎

◎

○

○

125

구술 심리 신청서

◎

◎

◎

◎

○

○

126

구술 심리 진술 요령서

◎

◎

◎

◎

○

○

127

증거 신청서

◎

◎

◎

◎

○

○

128

증거 설명서

◎

◎

◎

◎

○

○

129

녹음테이프 등의 내용 설명서

◎

◎

◎

◎

○

○

130

증거조사 신청서

◎

◎

◎

◎

○

○

131

심문 사항 설명서

◎

◎

◎

◎

○

○

132

증인 심문 신청서

◎

◎

◎

◎

○

○

133

답변 희망 사항 기재 서면

◎

◎

◎

◎

○

○

심문 갈음 서면 제출서

◎

◎

◎

◎

－

○

134

서증의 신청서

◎

◎

◎

◎

○

○

136

문서 특정 신청서

◎

◎

◎

◎

○

○

137

검증 신청서

◎

◎

◎

◎

○

○

138

감정 신청서

◎

◎

◎

◎

○

○

139

감정 사항 설명서

◎

◎

◎

◎

○

○

119-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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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명칭

실
용
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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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 명칭

특허

실
용
신
안

의
장

상
표

OL
신
청

OL
열
람

139-1

감정서

◎

◎

◎

◎

－

○

139-2

기일 변경 청구서

◎

◎

◎

◎

○

○

139-3

증거 조사 신청 취하서

◎

◎

◎

◎

○

○

139-4

불출두 신고서

◎

◎

◎

◎

○

○

140

우선 심리에 관한 사정 설명서

◎

◎

－

－

○

○

141

조기 심리에 관한 사정 설명서

◎

◎

◎

◎

○

○

142

조기 심리에 관한 사정 설명 보충 설명서

◎

◎

◎

◎

○

○

143

국제 출원의 사본

○

○

－

－

－

○

144

국제 출원의 출원서 사본

○

○

－

－

－

○

145

국제 조사 보고서

○

○

－

－

－

○

146

국제 조사 보고서(일본어)

○

○

－

－

－

○

147

우선권 주장 서류 제출에 관한 통지

○

○

－

－

－

○

148

선출원 번호의 늦은 제출 통지

○

○

－

－

－

○

149

기록의 변경 통지

○

○

－

－

－

○

150

국제 출원 또는 지정의 철회의 통지

○

○

－

－

－

○

151

송달 서류에 관한 통지(기타 잡 통지 등)

○

○

－

－

－

○

152

우선권에 관한 취하 통지

○

○

－

－

－

○

153

우선권 서류

○

○

－

－

－

○

154

조약 19조 보정

○

○

－

－

－

○

155

조약 19조 보정(직권)

○

○

－

－

－

○

156

조약 34조 보정

○

○

－

－

－

○

157

조약 34조 보정(직권)

○

○

－

－

－

○

158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일본어/영어 이외의 언어)

○

○

－

－

－

○

159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일본어)

○

○

－

－

－

○

160

지정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취지의 통지

○

○

－

－

－

○

161

국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통지

○

○

－

－

－

○

162

선택의 통지

○

○

－

－

－

○

163

추후에 할 선택의 제출 또는 선택없음으로 보는 통지

○

○

－

－

－

○

164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영문)

○

○

－

－

－

○

165

예비 심사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통지

○

○

－

－

－

○

166

다른 사용해야 할 양식이 없는 경우 통지

○

○

－

－

－

○

167

국제 공개

○

○

－

－

－

○

168

일본어 국제 공개(직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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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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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명칭

특허

실
용
신
안

의
장

상
표

OL
신
청

OL
열
람

169

외국어 국제 공개 도면(직권)

○

○

－

－

－

○

170

외국어 국제 공개 서열 목록(직권)

○

○

－

－

－

○

171

예비 심사 청구서의 제출 또는 선택없음으로 보는 통지

○

○

－

－

－

○

172

IB회답서

○

○

－

－

－

○

173

정정 /국제 출원의 사본

○

○

－

－

－

○

174

정정 /국제 조사 보고서

○

○

－

－

－

○

175

정정 / 국제 조사 보고서(일본어)

○

○

－

－

－

○

176

정정 /우선권 주장 서류 제출에 고나한 통지

○

○

－

－

－

○

177

정정 / 선출원 번호의 늦은 제출 통지

○

○

－

－

－

○

178

정정 / 기록의 변경 통지

○

○

－

－

－

○

179

정정 / 국제 출원 또는 지정의 철회의 통지

○

○

－

－

－

○

180

정정 / 송달 서류에 관한 통지 (기타 잡 통지 등)

○

○

－

－

－

○

181

정정 / 우선권에 관한 취하 통지

○

○

－

－

－

○

182

정정 / 조약 19조 보정

○

○

－

－

－

○

183

정정 / 조약 34조 보정

○

○

－

－

－

○

184

정정/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일본어 / 영어 이외의 언
어)

○

○

－

－

－

○

185

정정 /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일본어)

○

○

－

－

－

○

186

수정 / 지정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취지의 통지

○

○

－

－

－

○

187

정정/ 국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통지

○

○

－

－

－

○

188

정정 / 선택의 통지

○

○

－

－

－

○

189

정정/후에 하는 선택의 신고가 제출·선택없음으로 간
주하는 통지

○

○

－

－

－

○

190

정정 /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영문)

○

○

－

－

－

○

191

정정 / 예비 심사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통지

○

○

－

－

－

○

192

정정 / 기타 사용해야 할 양식이 없는 경우 통지

○

○

－

－

－

○

193

정정 / 국제 공개

○

○

－

－

－

○

194

정정/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 또는 선택없음으로 보는
통지

○

○

－

－

－

○

195

이의 신청서

＊

＊

－

＊

－

△

196

특허 청구의 범위

●

－

－

－

○

○

197

실용 신안 등록 청구의 범위

－

●

－

－

○

○

198

외국어 특허 청구의 범위

●

－

－

－

○

○

199

출원 심사 청구 수수료 반환 청구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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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
용
신
안

의
장

상
표

OL
신
청

OL
열
람

200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반환 청구서

●

－

◎

◎

○

○

201

이미 납부한 수수료(등록 수수료) 반환 청구서

－

●

－

－

○

○

202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서(남)

－

●

－

○

○

203

우선권 주장에 관한 통지

●

●

－

－

－

○

204

지정 또는 선택 취소 통지

●

●

－

－

－

○

205

청구범위의 보정서의 제출 통지

●

●

－

－

－

○

206

일본어 국제 공개 요약도(직권)

●

●

－

－

－

○

207

외국어 국제 공개 요약(직권)

●

●

－

－

－

○

208

예비 심사 청구가 되지 않았다 취지의 통지

●

●

－

－

－

○

209

특허성에 관한 국제 예비 보고서(제Ⅰ장)

●

●

－

－

－

○

210

비공식 코멘트

●

●

－

－

－

○

211

국제 조사 기관의 견해 번역의 사본을 송부 통지

●

●

－

－

－

○

212

국제 출원 경과 정보 양식

●

●

－

－

－

○

213

세계 지식 재산권기구에의 액세스 코드 부여 청구서

●

●

－

－

○

○

214

보충 국제 조사 보고서

●

●

－

－

－

○

215

보충 국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

●

●

－

－

－

○

216

기간 연장 청구서

●

●

－

◎

○

○

217

회복 이유서

●

●

－

－

○

○

- 각각의 란의 ｢◎｣은 SGML 포맷 전자화 대상, ｢○｣는 X 형식 또는 XML 형식, ｢●｣은 XML 형식에만,
｢△｣는 과거의 X 형식에만, ｢*｣는 비전자화 서류임.
- OL열람 란의 ｢○｣는 서류 열람 가능, ｢-｣는 출원 관련 정보만 표시, ｢△｣는 서류 목록에만 표시, ｢×｣는
모두 숨김.
□ 일본 특허청 시스템에 관한 분석
- 한국과 서식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나, 서식의 분류가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서식을 찾기 쉬운 편임.
- 다만 서식 자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흰배경에 검은 글자를 가지는 평이한 서식 형태로 구성됨.
- 서식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서는 SW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웹 방식의 출원을 지향하려는 특허로의
벤치마킹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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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도출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

Ⅳ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도출

제1절 도입 가능한 서식 간소화 방안 제시
1. 서식자체의 간소화
가. 서식 작성을 간단하게
■ 간단한 것은 서식 없이 신청으로 대체
❍ 기간 연장 신청서
- 현재는 아래와 같은 기간연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림 59] 기간연장신청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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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연장서를 제출하는 대신, 기간연장신청버튼을 누르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출원인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됨.
❍ 심사청구서
- 현재는 아래와 같은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림 60]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현행)
-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대신 심사청구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 출원인이 간편하게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됨.

■ 심판에서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에서 기본 형식을 제공
- 무효심판 청구의 취지 란에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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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결정을 취소한다. 특허출원 10-0000-0000000호는 특허결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 위의 예시에서 출원번호나 특허번호만 기재하면, 청구취지가 기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서식의 통합
❍ 보정서에 의견서 추가 항목 도입(효과: 보정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필요 없음)
- 특허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제출하는 서식 중 하나인 보정서와 의견서를 각각 별개로 작성해야 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정서에 의견서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을 둠.
- 이에 대해서는 보정서와 의견서 중 하나가 반려되는 경우 함께 반려되어 출원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의견서나 보정서에서 작성된 항목들을 다른 하나로 가져오는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임.

■ 서식 항목의 간소화(필요 없는 항목의 제거)
❍ 출원(특허), 출원(실용신안등록)의 구분의 폐지에 대한 검토
- 서식의 구분항목에서 출원(특허)와 출원(실용신안등록)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서식의 항목과, 이에 관련된 도움말의 기재를 줄일 수 있음.
- 현행법상 실용신안등록에서 심사청구가 폐지되었고,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차이는 ‘발명’과 ‘고안’,
‘발명자’와 ‘고안자’인 점을 감안할 때,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새로 도입된 취소신청제도와 관련된 서식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아래와 같이 하나로서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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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 사건과의 관계에서 – 제3자 / 기타 제거
- 사건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제3자 및 기타 항목을 제거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 적용가능한 서식은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기간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신청서, 절차수계(수계신청명령, 무효처분)신청서, 취하(포기)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보정서,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의견(답변)서, 심사청구(우선
심사신청)서,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국제출원 취하서, 국제출원서 등 제출
서임.

■ 서식의 통합으로 인한 서식 개수 줄이기
❍ 의견서의 통합
- 의견서와 관련하여 현재 특허/상표/디자인/국제서식 별 각각의 의견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답변서, 소명
서로 구분된 항목이 모두 의견서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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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랙션 강화(웹을 통한)
■ 필수입력항목에 색상표시 및 입력에 따른 색상변화
- 필수입력항목은 USPTO와 마찬가지로 빨간색 *이 표시되게 함
- 필수입력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 그 항목이 다른 색으로 표시되며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함. 필수항목이
누락된 경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예시 이미지로 구현되었음.

■ 작성 인터페이스 도입(자동으로 채워지는 항목들)
❍ 출원인으로 로그인 시 출원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함
- 현재는 출원인 정보를 매번 기입하거나, DB에 저장된 경우에 한하여 불러올 수 있음.
- 미성년자의 로그인 시 법정대리인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기재되게 함.
❍ 대리인으로 로그인 시 대리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함
- 현재는 대리인 정보를 매번 기입하거나, DB에 저장된 경우에 한하여 불러올 수 있음.
- 또한 현재는 대리인 항목을 매번 추가하거나, 매번 삭제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는데, 로그인된 계정이
출원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대리인 항목의 기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예시 이미지로 구현되었음.

■ 당연한 첨부서류는 번호만 기재하도록 함.
- 심판에서 갑 제1호증 등록공보 등

■ 필수첨부서류는 목록화하여 첨부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함
- 필수 첨부서류와 임의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필수 첨부서류는 제목과 함께 특별한 표시가 마킹되게 함.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함.
-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예시 이미지로 구현되었음.

■ 의견서와 보정서와 관련한 중복 서식 작성 배제
- 보정서의 제출시에, “본 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대답이 “예”인 경우 보정서에서 작성된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함.

■ 보정서 발행시에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보정하도록 설계
- 일부분에만 문제가 있어 보정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른 부분을 수정하여 추가로 통지서가 발행되는 점이
있으므로, 보정서 작성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정만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인터랙션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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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전 미리보기 기능 도입
❍ 전자소송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제출 전에 미리보기를 통해 완성된 서식을 확인 후 제출하게 함. 서식에서
누락이나 미비한 항목을 한번 더 체크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출원인의 정보에 따라 납부서에서 면제감면대상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함
❍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감면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음.

■ 온라인방식이면 링크로 작성페이지 연결
- 미국상표출원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통지서 pdf에서 링크를 걸어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서식의
작성화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함.
-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예시 이미지로 구현되었음.
- 이를 위해서 서식 작성 후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구현이 필요함.

■ 특허보관함에서 링크로 작성페이지 연결
- 현재는 특허보관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그림 62] 특허보관함 이력정보 화면
-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온 사실을 조회할 수는 잇으나,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웹상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하고 해당 통지를 선택한 후, 대응서식을 클릭하면 대응가능한 서식들이 보
기로 도출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예시 이미지로 구현되었음.

■ 납부서에서 면제감면대상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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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감면 항목을 수동으로 선택하는 경우, 면제감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이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음.
❍ 면제감면과 관련된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많음
❍ 정부24에서 행정시스템 통합에 따른, 중소기업 증명서 등의 제출을 공공기관들 간에 연동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비용납부를 문서의 제출보다 먼저 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
❍ 현재는 비용납부 이전에도 출원서 등 제출이 가능하며, 출원서가 제출된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등이 확인
가능함.
❍ 다만,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 등 의한 절차상의 비용이 발생
❍ 다른 기관들의 사례처럼 서식 제출 전 비용을 먼저 납부하게 하여 미납에 따른 보정서 통지, 선 배정된
출원번호 소멸 등의 심사 상의 문제사항을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3. 서식의 분류에 대한 개선
■ 서식에 코드를 부여
❍ 통지서 등에 서식 코드를 표기하고, 서식검색에서 서식 코드를 이용하게 함
- 현재 통지서 상에서 서식을 지칭할 때에는 의견서(ㅇㅇ법 시행규칙 별지 ㅇㅇㅇ서식) 또는 보정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등으로 ○○법 시행규칙 별지 ○호라는 기재를 쓰고 있으나, 너무 길고 사용
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차라리 3자리수의 코드로서 표기하여, 서식코드를 통해 다른 서식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예시 : 본 통지서에 대응하기 위한 서식으로는 의견서(abx123), 보정서(abx124) 등이 있습니다.

■ 서식의 분류구조 개선
❍ 서식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출원전서식, 특허서식, 상표서식, 디자인서식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 후에
출원, 중간절차, 등록절차, 심판절차 등 목적에 따른 구분항목을 선택하게 함.
- 예를 들어, 특허를 선택하면, 특허 서식에 해당하는 서식들만 나열되고, 이들은 목적별로 구분됨. 목적은
출원, 중간사건, 등록, 심판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출원을 선택하면 특허출원, 분할출원, 등
으로 구분됨.
-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제3절에서 예시 이미지로 구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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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식 간소화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1. 간소화에 관한 논문자료
■ 강민호, ｢민사 전자소송 시행과 관련한 실무적 검토｣,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6월 정기세미나 , 한국
정보법학회, 2011.
: 전자소송이 도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논문으로, 전자소송으로 인한 변화 및 이에 따른 따른 당사
자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기재한 논문.
-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3p)
- 당사자들의 전자적 제출은 당사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면도 있지만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송에 관한 정보들에 대한 입력을 당사자들이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원이 별도의 수고 없이 이용
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전자적제출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항으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접수된 전자소송의 제출 오류를 살펴
보면 ① 당사자명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 ②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거를 독립된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하는데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반복해서 업로드한 경우, ③ 서증명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④ 서면 증거 첨부서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혼합해서 업로드한 경우 등이 있었다.(4p)
- 기타 내용은 ‘소송’에서 고유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관련된 부분임.

■ 김도훈, ｢전자소송상 전자문서의 제출 형식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8권 3호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대법원은 2017. 6.경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전자문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는 위와 같은 개정에
따른 전망에 대한 논문으로,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한 제출방식의 변화 등을 분석한 데 그 의의가 있음.
- 전자소송의 모법에 해당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
법’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문서제출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소
전자문서규칙 제8조 제1항은 전자소송상 전자문서 제출 형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조는
다시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재판예규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민소전자문서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제3조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여 정하고 있다.(273p)
- 현행 민소전자문서규칙 제11조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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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실무상 일부 소송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서류는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다. 또
한 민소전자문서규칙 제15조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라도 전자문서 변환의 기술적 어려움, 영업
비밀 등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
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81p)

- 기타 ‘문서의 제출’ 및 ‘서식 간소화’와 관련된 논문은 나타난 바 없으나, 행정자치부가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 등에서 유의미한 보고서등의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파악됨(정보
공개 등 신청)

2. 현존 서식을 클릭 등의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자료 – 기간연장서를 제출하는
대신, 기간연장신청버튼을 누르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등
가.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 등에 필요한 서류를 ① 전자문서화하고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서류의 종류, 필요한 기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함.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특허법 시행규칙이 제정, 개정되어 왔음.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6. 11.]

동법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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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전문개정 2014. 6. 11.]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위 시행규칙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
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16. 10. 4.>
위 시행규칙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 2015. 7. 29.>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2. 28.]

위 시행규칙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위 시행규칙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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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5. 2. 11., 2012. 6. 28., 2017.
9. 22.>

■ 위 내용을 요약하면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전자화해서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② 이 경우 미리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을 반드시 거쳐야 함. ③ ①의 전자화 방식으로는
국제사무국이 정하는 소포트웨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는 것임.

나. 현재 서식작성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는 특허심판서류는 그 형식과 내용이 담긴 ‘별지 서식’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특허법 시행규칙 각 별지 서식, 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907호),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93호),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 지정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81호)]
■ 위 각 근거규정들은 모두 특정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별지의 서식’을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해당 규칙 등의 개정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존재하는 별지 서식을 두고 작성 내용 자체를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국 관계 규정의 개정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내용은 기존 별지 서식 그대로 작성하되, 작성하는 방식을
간편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시)
• 특허법 시행규칙 제62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① 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6조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참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 별지
제33호 서식을 요구함.

•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 제5조(신청)
① 면담은 대리인등의 신청 또는 심판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담을 하고자 하는 대리인등은 심판관에게 전화, 팩시밀리 등 유·무선 통신수단으로 면
담을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면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직권 또는 대리인등의 신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명회의 개최를 신청하는 대리인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을 요구함.
■ (의견) 한편 각종 제출 서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서식규정을 제외하고 제출에 관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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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규정(예컨대, 반드시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혹은 몇 글자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은 없는 것에 비
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의 취지는 시행규칙, 예규, 훈령 등으로 규정한 각종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제
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세부적인 기입 방법에 있어서는 일점범위에서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원인과 달리 청구취지는 특허의 무효라면 해당 특허의
무효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만큼 그 범위는 좁음.)
■ 따라서 특허법에 따른 입력시스템으로 작성한 서식이 각 서류가 요구하는 형식과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
두 갖추게 될 경우 그 자체로 완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클릭 등의 방법으로 중복되는 문구를
입력할 수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에서 하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신청취지의 경우 ‘원결정을 취소한다, 특허출원(

)는 특허결정한다.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등의 내용은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나서 이용자가 괄호 내에 자신이 특허결정을 받고 싶은 내용을 지칭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하여도 실제 문서를 출력하였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되었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단, 모든 형태의 특허심판서류가 이런 식으로 작성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특허 청구범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작성은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 형태로
부동문자, 그 외에 추가로 작성하기 위한 기존과 같은 방식을 유지시킴으로서 신청취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보다 쉬운 방법으로 서류를 입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의견) 전자 서식작성기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와 관련하여 신청취지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모색할 수
있음.(청구취지의 대부분을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특허 등록 번호 등을 빈칸에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신청원인은 구체적인 사안이 각각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동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
로는 불가능함.
■ 서식의 명료화를 중심으로 한 신청원인의 기재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음. 특허법
인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출하는 방식과 특허심판절차에서 전혀 문외한인
작성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됨.
■ 즉, 서식작성기를 활용하여 서면을 작성할 당사자가 직접 신청원인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 항목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컨대 기존에 신청원인란이 하나의 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작성자가 어떤 목차로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목차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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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사건 특허개발의 경위, 이 사건 특허가 무효인 이유,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 등’으로
칸을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축이 된다면 청구원인의 미비로 인한 보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3. 특허심판 서식에 신청(청구)취지를 직접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 특허심판관련 규정들은 시행규칙, 예규, 훈령 등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각종 서류들의 양식 수십여종을
각 별지로 정해 놓았음. 그런데 위 별지 서식들은 서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공란으로 하거나,
임의로 기재할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 외에는(예컨대 신청취지가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그것
을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음.
❍ 아래에서는 현행 특허관련 법령에서의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규정, 서식작성기의 신청취지의 작성 유형,
전자소송 및 민원24등과의 비교 검토 후 부동문자로 기재된 청구취지 등을 클릭하거나 빈칸을 채움으로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음.

나. 현행 특허법의 전자문서 규정
❍ 특허법은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심판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서류의 종류, 필요한 기타 사항을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특허법 시행규칙이 제정, 개정되어 왔음.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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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6. 11.]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위 시행규칙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
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16. 10. 4.>

위 시행규칙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 2015. 7. 29.>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
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 2. 28.]

위 시행규칙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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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
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위 시행규칙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5. 2. 11., 2012. 6. 28., 2017.
9. 22.>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
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2006. 12. 29.>

❍ 위와 같은 관련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전자화해서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미리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①의 전자화 방식으로는 국제사무국이 정하는 소포트웨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서류를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 서식작성기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신청쥐지 작성
❍ 현재 서면작성기(KEAPS)로 작성할 수 있는 특허심판관련서류들은 ① 신청취지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면들, ② 신청취지를 서식작성기를 통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 ③ 신청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아래의 분류는 특허 서식작성기를
비롯하여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 심판사건 설명회 등 운영규정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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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신청취지의 기재로 분류한 특허심판서면
분류

서류명

내용(부동문자의 경우)

특허취소신청서
기술그룹설명서
신청취지가
나타나지 않음

심판사건신청서
심판절차중지신청서
심판서류 열람・복사제한 신청서
집행문 부여 등 신청서

신청취지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음

신청취지가
서식작성기에

각종 심판청구서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정정이의신청서 중 이의신청취지
우선심판신청서

위와 같이 우선심판을 신청합니다.

신속심판신청서

위와 같이 신속심판을 신청합니다.

기술설명회개최

위와 같이 기술설명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

위와 같이 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면담신청서

위와 같이 면담을 신청합니다.

구술심리진술요지서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증거물반환신청서

위와 같이 증거물 반환을 신청합니다.

절차속행신청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위와 같이 부가기간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동문자로
기재되었음

❍ 우선 신청취지가 나타나지 않은 서류는 그 서류명 자체로 신청을 하려는 목적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그 중 심판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는 위 하나의 서식으로 심판관 제척,
심판관 기피, 심판참가, 증거보전(조사), 구술심리, 증인, 현장검증, 심리재개, 취소신청참가 버튼을 클릭한
뒤 신청이유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신청취지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서류는 각종 심판청구서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건의 경위나 기타 사실관계, 관련 법리를 자세히 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음.
❍ 신청취기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서류들은 서식작성기에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서류로서
대부분 ‘위와 같이 ~을 ~에게 제출합니다.’로 형식적으로 기재되어있음. 한편 기일변경신청서(심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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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규정 별지제25호 서식)는 서식상으로는 ‘위와 같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식작성기에는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관)에게 제출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서식 작성 과정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아닌 이상은 심판원에서도 이를 대체로 용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라. 민사소송 등의 서식작성 관련 사항
❍ 민사소송의 청구취지는 특허심판의 신청취지 혹은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원고가 소장에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소송의 결론인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임.(민사실무Ⅰ, 사법연수원)
❍ 민사소송은 특허심판에 비해서 사실관계 등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 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직접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허심판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있음.(예컨대, 같은 금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산정이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금원 중 일부와 나머지 일부 사이의 이자가 다를 수 있음.)
❍ 한편 민사소송법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음.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 민사소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소장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명문 규정으로 만들었을 뿐 그
규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는 수십년동안 기재해온
방식에 따라서 변호사 등은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음.1)
❍ 그렇기 때문에 청구취지 자체를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관적인 규칙이 나타난다고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기재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클릭 등의
1)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명료하게 기재한다. (민사실무Ⅰ, 사법연수원),
법원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등으로 판결문의 양식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
하는 청구취지에 대해서는 예규 등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양식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수정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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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칙 중 특허심판 절차와 비교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
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
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
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4. 3.>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2014. 4. 3.>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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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9.>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국가, 지
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규정)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공인전자서
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에 해당하는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1. 제7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④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⑥ 제4조제1항제2호 법인회원(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 포함)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
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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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전산양식 A6105)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7.>
③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18-6호)
1.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 구성 방식 및 용량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파일의 형식
(1) 문서 : HWP, DOC, DOCX, PDF,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단,
XLS, XLSX는 첨부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다)
(2)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나. 구성 방식
(1)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2)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
(3)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위 (1)항 내지 (2)항의 기준에 준한다.
(4)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① 등록사용자로서 동의를 한 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특허심판과 달리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③ 전자문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경우 그 파일의 형식이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문자 정보가 추출되어야 한다. ④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빈칸을 채우고,
나머지는 직접 채우거나(청구원인 등),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야 한다. 등이 있음.
❍ 민사소송은 소장의 경우 소가, 당사자, 관할 등은 직접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하게 하며, 청구취지
역시 전자소송에 직접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청구원인은 사실관게를 내포하고 있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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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외부 문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파일 양식에 따라 업로드 하여야 함.
❍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전자서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한 현행 특허
심판에선 불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됨.

마. 소결론
❍ 현행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서명 및 사용자등록, 특허청이 지정한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함.
또한 현행법은 특허심판절차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과 그 내용을 별지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병렬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서식작성기는 이를 모두 서식작성기를 통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이는 과거 194개 서식에서 59개 서식으로 통폐합되었음.)
❍ 한편 각종 제출 서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서식규정을 제외하고 제출에 관한 방식을 정의한 규정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의 취지는 시행규칙, 예규, 훈령 등으로 규정한 각종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세부적인 기입 방법에 있어서는 일점범위에서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원인과 달리 청구취지는 특허의
무효라면 해당 특허의 무효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만큼 그 범위는 좁음.)
❍ 따라서 특허법에 따른 입력시스템으로 인하여 작성한 서식이 각 서류가 요구하는 형식과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갖추게 될 경우 그 자체로 완성된 문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클릭 등의 방법으로
중복되는 문구를 입력할 수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에서 하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신청취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서식에 따라서 자주 사용되는 양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부동문자로 서식
작성기에 입력된 상태에서 문제가 된 특허나, 디자인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청원인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이 각각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동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함.
❍ 그러나 신청취지의 경우 ‘원결정을 취소한다, 특허출원(

)는 특허결정한다.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등의 내용은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나서 이용자가 괄호 내에 자신이 특허결정을 받고 싶은 내용을 지칭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하여도 실제 문서를 출력하였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당사자
❍ 단, 모든 형태의 특허심판서류가 이런 식으로 작성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특허 청구범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작성은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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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부동문자, 그 외에 추가로 작성하기 위한 기존과 같은 방식을 유지시킴으로서 신청취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보다 쉬운 방법으로 서류를 입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4. 특허심판 서식에 신청(청구)원인 작성과 관련하여
가. 특허관계법령에 따른 내용
❍ 신청원인은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심판취지 기재와 같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함.(민사실무Ⅰ, 사법연수원)
❍ 문제점은 신청취지 부분에서 작성한 내용과 같음. 단, 현행 관련 규정에서 신청원인을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유형은 아래와 같음.

[표 13] 신청원인의 기재에 따른 구분
분류

서류명
기술그룹설명서
구술심리진술요지서

신청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증거물반환신청서
집행문 부여등 신청서
특허취소 신청서
각종 심판청구서
기술설명회 개최신청서
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신청서
면담신청서
신청원인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음

각종 심판사건 신청서
심판절차중지 신청서
절차속행신청서
심판서류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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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신청원인이 서식작성기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경우

서류명

내용

우선심판신청서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제4호 서식

신속심판신청서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제2호 서식

❍ 신청원인이 서식작성기에 이미 부동문자로 기재된 경우는 심판사무취급규정의 내용이 우선·신속 심판을
신청하는 각 사유를 열거해놓았기 때문. 이용자는 자신이 해당하는 사유를 클릭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원인이 나타나지 않은 서류는 서류의 제목이나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대부분 서류는 신청원인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음.

나. 민사소송의 경우
❍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원인이 기재된 경우는 ‘소장’이나 ‘신청서’가 주가 되며, 기타 준비서면들은
취지나 원인 없이 제출함. 소장의 경우 청구취지, 청구원인 모두 빈칸에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
되었는데, 청구원인의 경우 전자소송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2,0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파일첨부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음.
❍ 한편 청구원인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시행규칙에서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구체적인 진술, 입증이 필요한 증거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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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청구원인 입력화면의 내용파일첨부
다. 소결론
❍ 신청원인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계 법령 및 훈령, 예규 등에서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지 않음. 특히 신청원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양식을 가진 청구취지와 달리
각 사실관계마다 작성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함. 청구원인을 아예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만 청구원인을 기재한 것이 아닌 한 청구원인 자체의 하자로 인한
서류의 문제는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작성하는 각 작성자마다 청구원인을 달리 기재할 수 있으며(논리의 구성,
사실관계 배열 순서 등), 유불리를 검토해서 주장하는 것은 각 당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하기는 불가능함.
❍ 이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규칙도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음.
❍ 서식의 명료화를 중심으로 한 신청원인의 기재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음. 특허
법인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출하는 방식과 특허심판절차에서 전혀 문외
한인 작성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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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서식작성기를 활용하여 서면을 작성할 당사자가 직접 신청원인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 항목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컨대 기존에 신청원인란이 하나의 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작성자가 어떤 목차로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목차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예컨대 ‘이 사건 특허개발의 경위, 이 사건 특허가 무효인 이유,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 등’
으로 칸을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축이 된다면 청구원인의 미비로 인한 보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바. 기타 첨부서류 등
❍ 첨부서류 역시 각 규정들마다 특정 규정은 구체적으로 특정 문서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특허
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등), 이와 무관하게 신청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첨부서류의 경우도 심판절차 파악에 익숙치 않은 당사자들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양식
들을(예컨대 계약서, 설계도, 제품사진 등) 한꺼번에 기재한 뒤, 각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완성하여도 규정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은 반드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서류가 별지 각호 서식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함.

5.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등을 의견서로 통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제 제24호 서식에서, 소명서/의견서/답변서가 이미 하나의 서류로 통합됨.
* 서류구분(총7종)
* 제출인
* 사건의 표시(출원번호, 심판번호 등)
* 의견내용
* 첨부서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일부 불수용)
- 한편 현재 서식작성기에는 답변서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2016. 12. 29. 특허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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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07.7.1.]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2006.12.29., 일부개정]

(2)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명/의견/답변서의 근거 규정
1) 답변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가. 특허심판이 개시된 경우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특허법 제
147조 제1항)

2) 의견서
-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의견서 제출
가. 특허거절결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특허법 제63조 제1항)
- 거절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심사관의 직권보정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특허법 제66조의2 제3항)
- 직권보정사항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특허법 제67조의2 제2항)
-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특허법 제67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미 그 취지를
적은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별지 제9호서식) 따라서 이미 취지,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특허법 제132조의3 제3항) : 정정청
구서에 이미 청구취지, 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청구를 하는데, 심판관이 위 특허 정정청구가 특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고 판단하였을 경우(특허법 제136조 제6항)
- 의견서 제출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특허법 제137조 제4항)
- 무효심판청구서의 경우 마찬가지로 무효심판청구 자체에 그 취지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의견
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가. 심판장이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특허법 제132조의13)
- 취소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심판장은 심판이 개시된 경우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특허법 제1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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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판장은 위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
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특허법 제156조 제2항)
-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라. 심판장이 직권심리에 따라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특허법 제159조 제1항)
-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 특허거절결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특허법 제170조, 특허법 제63조)

3) 소명서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서류등이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 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이를 수령한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위 의견서 마.의 정정청구는 위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서식명을 통일하는 문제
- 현재 특허법 시행규칙은 이미 소명서, 답변서, 의견서를 하나의 별지 서식으로 사용하고 있음.(별지
제24호 서식) 즉, 근거 규정 및 제목(소명, 답변, 의견)만 다르되 같은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
그런데 위와 같은 각 근거규정들은 ‘같은 서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각 근거규정에서 규정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즉 답변서 근거규정은 답변서 제출을, 의견서 근거규정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 서식을 통합할 경우, ‘시행규칙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위 각 소명/답변/의견서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서식들을 개정 시행규칙에서 제외하고,
답변/소명/의견서를 하나의 서류명인 ‘의견서’로 행정규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경우 양식을 쉽게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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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선된 서식 도출
1. 간소화 가능한 서식에 대한 개선안 예시
□ 앞선 개선안 중에서 실무적 법적 검토를 마치고 도입가능한 서식안들을 실제 이미지로서 제시함

□ 참고로 실무적/법적 검토에서 제외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음
❍ 보정서와 의견서의 동시제출
- 보정서와 의견서를 하나의 서식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1개가 반려되는 경우 2개가 함께 반려될 수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보정서 제출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인터랙션에 따라 사건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결을 제안함.
❍ 기간연장신청서에서 연장이유와 제출할 서류 항목의 삭제에 대한 검토
- 4회까지는 연장이유와 제출할 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나, 4회를 초과한 횟수부터는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의 가부를 판단함.
- 따라서, 4회까지만 간단한 신청으로 가능하게 하고, 5회부터의 연장은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출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서식을 간단한 신청으로 대체
- 법이나 시행규칙 상에 별지 ㅇ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작성된 서식의 제출을 생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시행규칙 등의 개정 전까지는 버튼 클릭에 의해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이 화면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간단한 것은 서식없이 간단한 신청으로 대체
❍ 기간연장서를 제출하는 대신, 기간연장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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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통지서 마감기한 화면에서 기간연장 신청 도입 예시
- 통지서 마감기한은 파란 색으로 표시되며, 마우스가 마감날짜 위로 올라가는 경우 ‘기간연장 신청’ 항목이
표시되도록 설계함.
- 신청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기간연장 신청과 관련한 질의항목(몇달간의 기간연장인지)이 표시되고, 이
선택에 따라 기재항목들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기간연장비용과 함께 사용자에게 표시되고, 사용자가
확인 후 전자서명과 함께 제출함.
❍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대신 심사청구버튼을 눌러 신청함.

[그림 65] 심사청구대상 화면에서 심사청구 신청 도입 예시

- 심사청구 마감기한은 파란 색으로 표시되며, 마우스가 마감날짜 위로 올라가는 경우 ‘심사청구’ 항목이
표시되도록 설계함.
-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상의 기재항목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심사청구비용과 함께 사용자에게
표시되고, 사용자가 확인 후 전자서명과 함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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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심사청구신청 버튼 클릭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된 심사청구서
□ 특허출원서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통합

[그림 67] 특허출원서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예시 화면(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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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특허 출원서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서 서식이 각각이었던 것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서 1개로
통합.
- 기존에는 특허 출원서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서 서식이 각각이었던 것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서 1개로
통합.
- 이에 따라 “발명자” 또는 “고안자” 항목을 “발명자/고안자”로, “발명” 또는 “고안” 항목을 “발명/고안”
으로 변경함.

□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등을 의견서로 통합
❍ 적용가능대상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취소
신청사건의견,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견해서에 대한 의견, 날인(서명)누락의 소명, 요약서에
대한 의견,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그림 68] 통합된 의견서 예시

- 기존에는 서식이 특허용 의견(답변, 소명)서, 상표용 의견(답변, 소명)서, 디자인용 특허용 의견(답변,
소명)서로 구분되었음.
- 각각의 서식들은 다시 서류구분에서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재심사
청구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 반려이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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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른 소명, 취소신청사건의견,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견해서에 대한 의견, 날인
(서명)누락의 소명, 요약서에 대한 의견,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분되었음.
- 이를 전부 하나의 의견서에 구분항목이 없도록 통합함.
- 사건의 표시에서 선택항목을 둠으로써, 출원번호, 심판번호, 이의신청번호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절차에 관한 서식의 구분을 둘 필요가 없게 하였음.
- 예를 들어, 출원절차에 관한 것이면 ‘출원번호’를 선택하고 출원번호를 입력하며,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것이면 ‘이의신청번호’를 선택하고 이의신청번호를 입력하며, 심판 절차에 관한 것이면 ‘심판 번호’를
선택하고 심판 번호를 입력함.

□ 구분항목에서 특허절차와 실용신안절차의 구분을 제거
❍ 적용가능 대상 : 보정서(특허), 취하(포기)서, 서류제출서,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심사청구(우선
심사신청)서, 정보제출서, 의견(답변, 소명)서, 조기공개신청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그림 69] 보정서(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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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보정서(변경)

- 출원(특허) 절차와 출원(실용신안) 절차의 구분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구분항목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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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랙션 강화에 관한 개선안 예시
❍ 서식 상의 필수입력항목에 색상표시

[그림 71] 필수입력항목에 색상표시 및 입력에 따른 색상변화
- 별표와 빨간 색으로 색상으로 입력을 구분하여 필수입력항목의 누락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수정.

❍ 출원인, 대리인, 또는 선택 중인 사건 정보를 반영하여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게 함.

[그림 72] 자동으로 채워지는 항목 예시(출원인 계정 화면)
- 출원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출원인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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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자동으로 채워지는 항목 예시(대리인 계정 화면)

- 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대리인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당해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함.
- 정보 자동입력을 통해 별도로 기재하는 상황을 생략하여 수기 입력에 따른 문제 가능성을 제거함.

❍ 필수첨부서류의 서식상 명확한 표시

[그림 74] 필수첨부서류 화면 예시
-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의 명칭이나 용도를 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함.
- 임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그 아래에서 서류명칭을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첨부하게 함.
- 예를 들어, 특허출원서에서는 요약서, 명세서(도면) 또는 별지 항목이 필수첨부서류로 표시되게 함.
- 예를 들어,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에 위임장이 기본적으로 표시되게 하고, 필요시 생략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

❍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는 항목이 누락될 경우 붉은색 박스로 누락 항목을 표시하고 하단에 미입력된
항목을 표시

Ⅳ.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방안 도출∙343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그림 75] 필수항목 누락시 피드백 화면

❍ 제출전 미리보기 화면의 구현

[그림 76] 제출 전 미리보기 구현 화면
- 서식작성이 끝나면, 미리보기(작성문서확인) 화면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전자서명을 거쳐 서식을 제출
하도록 설계함.
- 1단계 문서작성의 1 사건정보에서, 해당 사건의 정보를 기재하여 서식을 작성하게 하고, 2 작성문서확
인에서 작성된 서식을 확인하여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오류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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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상에서 인터랙션을 통해 서식작성 화면으로 바로 전환

[그림 77]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화면 (클릭시 작성화면 전환 화면생성)

- 의견서/답변서/소명서를 링크로 표시하여 각 각의 항목에 맞는 링크를 설정한 후 각 표시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곧바로 제출이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제안함.

❍ 특허보관함에서 링크로 작성페이지 연결되도록 설계함.

[그림 78] 특허보관함에서 링크로 작성페이지 연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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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로의 특허보관함의 이력정보에서, 특정 통지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통지서에 마우스 커서를
위로 올리면, 제출하고자 하는 대응서식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서식들이 보기로 도출되어, 바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유도함.
- 나아가 전자소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건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서식들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이때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하는 설계가 추가됨이 바람직함.

❍ 자주 찾는 서식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

[그림 79] 자주 찾는 서식에 대한 개선 예시 화면
- 서류제출 화면에서, 대구분 중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주 찾는 서식이 우선적으로
등장하도록 설계함.
- 다수의 이용 빈도수 도출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노출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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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의 분류구조에 대한 개선안 예시
□ 현행 서식은 하나의 서식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서식들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통합된 서식 자체가 아니라,
서식의 목적에 따른 구분항목(사각형표시)에 바로 접근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 작성 목적에 따라 ‘대리인
선임’이나 ‘대리인 해임’ 등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식제목의 변경
- 기존 서식 제목은 서식 제목만 보고 어느 절차에서 사용되는 서식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 특정 절차에서만 사용되는 서식이라면, 그 특정 절차를 서식 제목에 기재하여 필요한 서식을 명확히 구
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식 제목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를 구분하여, 사용자가 해당 서식의 용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나아가 국제출원 서식의 경우 PCT/헤이드/마드리드 등을 기재하여, 서식의 용도가 구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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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법정서식들의 수정된 제목 예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특허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특허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허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특허 의견(답변¸ 소명)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특허 조기공개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특허 정정청구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디자인 의견(답변¸ 소명)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디자인 보정(절차보완)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표 보정(보완)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표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PCT 서류제출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PCT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PCT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PCT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PCT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PCT 수수료납부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PCT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PCT 취하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PCT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PCT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헤이그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헤이그 국제출원 취하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마드리드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마드리드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마드리드 국제출원등 취하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마드리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

- PCT의 경우 하위 서식 상에 PCT 서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으나 PCT를 각 서식제목에 기
재함으로 정확한 서식명칭이 확인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기존에 국제출원으로만 통칭된 서식을 상표와
디자인이 구별될 수 있게 헤이그 및 마드리드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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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전서식, 특허서식, 상표서식, 디자인서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한 후에 목적에 따른 구분항목을 선
택하게 하고, 그 안에서 주로 쓰는 ‘구분항목’을 우선적으로 표시함.

[표 15] 서식 검색 및 분류에 대한 개선예시
서식 분류
출원 전 서식
특허서식
상표서식
디자인서식

- 위 서식 분류에서 출원 전 식을 선택하는 경우 아래의 화면이 표시되며, 목적에 따라 서식의 구분항목들이
분류됨.

출원 전 서식
(-) 위임
위임장
포괄위임등록신청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포괄위임등록 철회
(-) 대리인/대표자 관련 서식
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
대리인사임
복대리인선임
대표자 선임
대표자 해임
(더보기)
(-) 특허고객번호 관련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의 표시 변경(경정)
특허고객번호 정정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신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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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출원 전 서식에 관한 모든 보기)

- 위 서식 분류에서 상표서식을 선택하는 경우 아래의 화면이 표시되며, 목적에 따라 서식의 구분항목들이
분류됨.
상표서식
(-) 출원하기
-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 분할출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통지에 대응하기 위한 서식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대한 의견서
- 반려이유통지에 다른 소명
- 상표 등 절차 취하
- 기간연장신청서
(-) 보정에 관한 서식
- 출원서 등 보정
- 상표견본의 보정
- 시각적 표현의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절차보완
(-) 등록에 관한 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납부서
-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등록보정서
(+) 심판에 관한 서식
(+) 국제출원에 관한 서식
(+) 출원인의 정보의 변경
(상표에 관한 모든 서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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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에 붙는 ‘법 시행규칙 별지 ○ 호 서식’이라는 수식어 대신, 3자리의 서식코드를 기재하여 원하는 서
식을 쉽고 명확하게 찾을 수 있게 안내 가능함.
[표 16] 서식 코드를 이용한 개선 예시
변경전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답변, 소명)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보정・보완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
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변경후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답변, 소명)서(서식코드 a12) 또는 보정・보완서
(서식코드 a13)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4. 개선된 서식을 웹(web)에서 작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 현재의 서식 중 일부를 웹에서 작성하는 것을 가정하고 앞서 언급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설계함.
❍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서 – 출원인 계정 로그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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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웹상에서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서 (출원인 화면)
- 출원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출원인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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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서 – 대리인 계정 로그인시

[그림 81] 웹상에서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서(대리인 화면)
- 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대리인 항목이 디폴트로 보이도록 함.
- 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대리인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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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 출원서 – 출원인 계정 로그인시

[그림 82] 웹상에서의 상표출원서(출원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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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로그인 시에서부터 출원서식 선택까지의 인터페이스

- (첫 번째 화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화면이 특허로 홈페이지 중 일부분
에 도시됨.

[그림 83] 첫 번째 화면 - 로그인

- (두 번째 화면) 공인인증서로서 로그인을 하면 메인 페이지가 나타나며, 메인페이지는 서류제출, 송달
문서 확인, 나의사건이라는 구분을 가짐.

[그림 84] 두 번째 화면 – 로그인후 페이지

- (세 번째 화면) 서류제출에서 1개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그 항목에서 자주찾는 서류의 선택화면이
표시됨. 예를 들어, 상표를 선택하는 경우 자주 찾는 상표서류로서 상표등록출원, 의견서, 보정서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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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세 번째 화면 – 자주 찾는 서식 선택화면

4. 본 제안으로 인한 기대효과
□ 서식 작성의 편의로 인한 사용자들의 서식작성시간 감소
- 자동으로 입력되는 항목들로 인해 서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듬
□ 민원 감소로 인한 특허청의 효율적 행정운용가능
-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인해 사용자의 질의와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통지의 감소
- 출원인 정보 등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경우, 감면항목의 자동입력으로 인해 수수료 반환 사례가 상당히
줄 것임.
□ 서식작성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상황의 축소
- 출원인이나 사건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경우, 분할출원 등 기재미비로 사건이 죽는 경우가 상당히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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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 현행 특허청 법정서식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편이 존재하므로 간소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함
❍ 현행 대민 전자출원 시스템은 '99년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선에도 불구
하고 한계가 있어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조사에 따르면 민원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전자출원에 관한 것이고, 전자출원 중에서도 서식 작성기에
관한 민원의 경우가 가장 많음.
❍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정 서식의 종류가 많고, 세부항목구분이 많이 나누어짐에 따라, 서식의
작성방법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서식 자체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함
❍ 일부 서식의 제거가능성
- 서식작성기에서 실용신안기술평가서, 디자인등록 변경 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제거 가능
(해당 제도 폐지됨).
- 정정청구서에서 기술평가절차와 이의신청절차의 구분항목을 제거 가능(해당 제도 폐지됨).
❍ 서식의 분류에 대한 개선
- 서식의 구분 항목에서 절차에 관한 구분을 두면, 서식의 종류를 과다하게 늘리게 되므로, 이를 사건의
표시에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
- 서식의 분류에서, 서식을 목적별로 분류하여 직관적인 분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서식의 통합.
- 두 절차 상에 큰 차이가 없고, 출원번호의 기재형식도 유사하여, 두 가지 절차의 구별을 둘 필요가 없으
므로 두 서식을 병합 가능.
❍ 서식 제목의 수정
- 서식이 적용되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허, 디자인, 상표, PCT, 마드리드, 헤이그와 같은 서식의
용도를 서식의 제목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재답변서 등의 의견서로의 통합
- 본 서식들의 명칭만 상이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양식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서식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음.

Ⅴ. 결론 및 제언∙359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서식의 단순 통폐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개선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서식의 통폐합을 검토한 결과, 통폐합은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왔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함.
- 여러 서식이 병합되어 매뉴얼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여러 서식이 병합되어 원하는 서식이 어느 서식에 병합되어 있는지 찾기 어려움.
❍ 서식의 통폐합 이외에도 사용자가 서식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
- 인터랙션을 통한 서식의 자동기입 사례
- 인터랙션을 통한 필요 서식의 접근
- 서식의 분류 개편에 따른 서식 검색 편의 증진
- 서식의 분류 개편에 따른 서식의 구분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 다른 기관과 국가에서의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웹 방식을 먼저 도입한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함.
❍ GUI를 도입하여 서식 입력을 편리하게 하는 민원24의 사례 또한 참고할 만함.
❍ 웹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USPTO, EPO, EUIPO, WIPO의 사례가 바람직하며, 웹출원 방식이 현행
서식의 많은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웹출원 방식을 제안함
❍ 현행 시행규칙들에 따른 서식을 유지하면서도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작성 인터페이스를 도입
- 작성 항목마다의 검토기능 도입
- 자동으로 출원인 정보 또는 대리인 정보 등이 기입되도록 함
- 통지서의 인터랙션을 통한 서식작성 화면 연결
- 특허로에서 특정 사건 탐색 중 특정 서식작성을 클릭하는 경우 사건정보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게 함
- 필수항목에 대한 색상표시
- 필수항목 누락시 작성에 관한 안내 및 다음 단계로 진행불가 안내
- 제출 전 작성된 문서의 확인단계 도입
□ 웹출원 방식이 현행 서식의 많은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웹표준(HTML5)에 기반한 홈페이지 UI개선
- 웹방식의 도입과 함께 인터랙션을 이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입함
❍ 인터페이스 변경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
- 특허로 메인에서의 접근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서식에 접근하는 경로에
대한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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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언
□ 추가적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특허료 감면 서류 등을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스캔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과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출원인이 과다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의 및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절차적인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서식의 제출 이전에 비용을 납부하게 할 필요성 검토
- 서식을 제출하고 비용을 누락하여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음.
- 타 기관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비용을 선납하게 하고, 그 후에 서식을 제출하게끔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
므로, 작성된 서식의 제출 전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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