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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특허,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 등록
출원안내
I.

출원의 수속

1. 필요서류
특허, 실용신안 등록
( 1 )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및 도면 (명세서의 언어와 관련, 대만사용
중국어외 언어의 경우, 다음 외국어로 된 명세서만을 인정합니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아라비아어 및 중국어(간체자).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하는
경우, 그 중국어 번역문을 출원일로부터 최장 6 개월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 2 ) 우선권증명서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3 ) 위임장 (출원일로부터 최장 6 개월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의장등록
( 1）6 도면（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평면도, 저면도）및 사시도
( 2）우선권증명서 (우선일로부터 10 개월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3 ) 위임장 (출원일로부터 최장 6 개월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 부분의장 출원은 가능합니다.
2. 필요정보
( 1 ) 출원인의 성명, 주소의 영어표기
( 2 ) 출원인의 대표자 성명의 영어표기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3 ) 발명자 성명의 영어표기
( 4 ) 출원인 및 발명자의 국적(출원후 보완은 가능합니다)
( 5 )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을 알려주는 출원 번호, 출원일, 출원국
3. 출원수속의 수순
( 1 ) 상기 서류 및 해당 자료를 희망하는 출원기한 3 주간전까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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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송부하여 주십시오.
( 2 ) 외국어 명세서로 지정한 기한까지 출원하여, 출원일 및 우선일을
확보합니다. 출원수속을 행한 날에 출원완료를 의뢰인에게
보고드립니다.
( 3 ) 출원일로부터 4 개월, 필요에 따라 다시 2 개월 연장하여 출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합니다.
( 4 ) 출원에 관한 비용 청구：
중국어 번역문의 제출일에 출원비와 번역비를 아울러 청구합니다.
그리고 비용청구의 시간과 관련하여 희망하시는 한도가 있는 경우,
가급적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 1 )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우선권 주장을 동반하는 출원의 기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가장 앞선 우선일로부터 1 년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의장등록 출원：가장 앞선 우선일로부터 6 개월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 2 )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은 가능
・대만은 PCT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PCT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만에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기간: PCT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 년 이내.
( 3 ) 우선권 증명서 제출기한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6 개월 이내
a）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이 일본 출원인 경우, 인쇄화된 우선권
증명서를 대신하여 접근코드(Access Code)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이 한국출원인 경우, 우선권
증명서 또는 접근코드(Access Code)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b）PCT 출원을 우선권 기초로 하는 경우, Access Code 제출은
불가합니다.
・의장등록 출원: 우선하는 우선일로부터 10 개월 이내.
( 4 ) 위임장 제출기한
위임장의 제출기한은 출원일로부터 4 개월내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
청구에 의해 2 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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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
・적용가능한 상황
a）출원인의 행위로 기인하여 공개된 것.
b）출원인의 의도에 반하여 공개된 것.
・적용에 필요한 조건
a）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 공개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b）의장등록출원: 공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 6 ) 생물재료 기탁
생물재료를 기탁해야하는 출원에 관해서 다음 규정에 따라 수속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만에서 출원하기 전에 대만국내의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합니다.
b）대만출원 전에 대만 특허청이 허가한 외국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상기 a)뿐만이 아니라, 대만출원후, 대만 국내 기탁기관에 기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기탁 증명서를 출원일로부터 4 개월(우선권 주장을 동반하는 출원인
경우,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II.

특허평가후 수속

1. 특허료의 납부
( 1 ) 달리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이 특허평가서를 발행하고, 특허평가서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3 개월내에 증명서요금 및 제 1 차년도 연차료를
납부한 후 특허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특허권은 이 공고일로부터
발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 특허료를 납부해야하는 기한내에 등록료 및 제 1 차연도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특허 평가후 분할
( 1 ) 특허출원: 분할 가능
초기 심사 단계에서 특허 평가를 받은 경우, 특허평가서의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분할 출원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 단계에 있어서 특허 평가를 받은 경우의 분할 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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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 2）실용신안, 의장출원: 분할 불가
특허평가후 분할 출원은 특허출원에 한하여 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東京연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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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335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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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심사 및
행정구제에 관한 흐름도
출원
c

방식심사

최고행정재판소

지재재판소

경제산업성
주2

공개전
심사

첫심사 단계 거절사정
2 개월
실체심사

재심사 단계 거절사정
실체심사
30 일

상소

거절심결
2 개월

행정소송
제1심

기각
20 일

행정소송
상소심

공개안하는처분 30 일
불복심판, 30 일

출원무효처분、30 일
특허사정서 등본송달일
3 개월 이내
특허사정서 등본송달일
3 개월 이내

주1

공개

등록료납부

미납부

특허공보발행
및특허증
발행

무효심판청구

무효심판심사

특허권
존재안함

주 1：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특허법에 위반된 것이 없고, 공개못할 사유가 없는 경우, 출원일 (우선권을 동반하는 출원의
경우는, 일차심사의 우선일 다음날)로부터 18 개월을 경과한 후, 공개됩니다.
주 2：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3 년 이내, 누구라도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의거하여 심사가 시작됩니다.

Resource: 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t: http://www.tipo.gov.tw/public/Data/4910820171.pdf
※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or need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ontact with us via email at: tiplo@tiplo.com.tw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및
행정구제에 관한 흐름도
출원

경제산업성
방식심사

형식심사

거절사정
30 일

상소

행정소송
제1심

거절심결
2 개월

등록사정서 등본 송달일
부터 3 개월 이내

미납부

행정소송
상고심

기각
20 일

불복심판, 30 일

출원무효처분, 30 일

등록료 납부

최고행정재판소

지재재판소

실용신안 등록출원
기술평가서

등록공고발행
및 등록증
발행

무효심판청구

주1

무효심판심사

등록권
존재 안함.

주 1：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등록공고된 다음, 누구라도 기술평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t: http://www.tipo.gov.tw/public/Data/4910820171.pdf
※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or need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ontact with us via email at: tiplo@tiplo.com.tw

의장출원 심사 및
행정구제에 관한 흐름도
출원

경제산업성

방식심사

초심의
실체심사

거절사정
2 개월

재심의
실체심사

거절사정
30 일

상소

지재재판소
거절심결
2 개월

행정소송의
제1심

최고행정재판소
기각
20 일

행정소송
상고심

s
출원을 수리안함처분, 30 일
불복심판, 30 일

등록사정서 등본
송달일부터 3 개월이내
등록사정서 송달일부터
3 개월 이내

등록료 납부

미납부

Resource: 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t:

등록공보발행
및 등록증
발행

무효심판청구

무효심판심사

의장권
존재안함

http://www.tipo.gov.tw/public/Data/4910820171.pdf

※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or need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ontact with us via email at: tiplo@tiplo.com.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