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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다른 발명의 진행을 위해 분할 출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된 발명에 대해 출원된 분할 출원에 있어서는 조사 수수료가 환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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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을 보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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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I 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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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예 

출원인이 분할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유럽 특허청 조사 

보고서를 받기 원하는가？ 

발명 I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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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들 I 과 II 중 어느 것을 기존 출원에 유지할 것인가？ 

발명 II 에 대해서만 

청구항 보정할 것

발명 II 에 대한 조사 결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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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것 

발명 II 가 중요함 추가 조사 수수료를 

지금 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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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I 이 중요한가？ Is invention I important?

아니오 

아니오 

발명들 I 과 II 모두 중요한가 

보충적 조사 단계에서 유럽 특허청이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대한 거절이유를 제기한 경우, 출원인은 하나 

이상의 조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유럽 지역 단계 진입시 어떤 발명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의 부분 보충적 조사 보고서는 “발명들” (청구항 그룹들) I 과 II 를 정의합니다.

발명 I 만 조사됩니다.

유럽 특허청 이외의 기관이 국제 조사를 수행하여 유럽 특허청에서 지역 단계에 진입하는 국제(PCT) 출원에 대해서 유럽 

특허청은 각 출원에 대해 보충적 조사를 수행합니다. 유럽 특허청은 국제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발명의 단일성 결여를 발견할 

수 있고 청구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발명을 조사할 것이며, 청구된 다른 발명에 대한 추가 조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발명 I 이 해당출원 

에서 조사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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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 단계 특허 출원: 유럽 특허청 이외의 기관이 ISA 역할을 할 때의 
초기 단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