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비용 표 

 

특허 

1. PCT국내단계- 고객이 소기업 등(small entity)임을 가정할 경우 $1,400 (관납료 $8001 - 대

리인수수료 $600), (대기업(large entity)의 경우 관납료가 2배2)이며, 청구항에 따른 추가 비

용은 없음 

 

등록까지의 특허 출원 비용은 특허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3,500~$10,0003의 범위이다. 그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증 준비 및 제출 - $175 (관납료 $40 – 대리인수수료 $135) 

- 정보개시서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IDS) 준비 및 제출 - $180 

- 최초 Office Action(의견 제출 통지서; OA) 검토 및 대응 - $1,500 ~$4,5003 

- 2차 OA 검토 및 대응 - $1,000 ~$3,5003 

- 등록료 납부 준비 및 제출 - $1,640 (관납료 $11904 - 대리인수수료 $450) 

 

만약 해당 건이 특허심판저촉부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에서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판 비용은 약 $6,000~$10,000이다. 심사관과의 직

접 인터뷰가 요구될 경우, 그 비용은 약 $5,000이다. 

 

2. 미국 출원 외의 건을 우선권 주장한 출원 - 고객이 소기업 등 임을 가정할 경우 $1,300 

(관납료 $730 – 대리인수수료 $570), (대기업의 경우 관납료가 2배2)이며, 청구항에 따른 추

가 비용은 없음 

 

등록까지의 특허 출원 비용은 특허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3,500~$10,0003의 범위이다. 그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증 준비 및 제출 -$175 (관납료 $40 – 대리인수수료 $135) 

- IDS 준비 및 제출 - $180 

- 최초 OA 검토 및 대응 - $1,500 ~$4,5003 

- 2차 OA 검토 및 대응 - $1,000 ~$3,5003 

- 등록료 납부 준비 및 제출 - $1,640 (관납료 $11904 - 대리인수수료 $450) 



 

만약 해당 건이 특허심판저촉부(BPAI)에서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판 

비용은 약 $6,000~$10,000이다. 심사관과의 직접 인터뷰가 요구될 경우, 비용은 약 $5,000

이다. 

 

3. 우선권 없이 발명자의 발명 제안(Invention Disclosure)에 기초하여 출원한 경우 - 고객

이 소기업 등 임을 가정할 경우 $6,700~$8,500 (관납료 $730 - 대리인수수료$6,000~$8,000), 

(대기업의 경우 관납료가 2배2)이며, 청구항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음. 특허 출원 비용은 상

기와 같다. 

 

4. 미국 출원 외의 건을 우선권 주장한 디자인(Design Patent) 출원 - 고객이 소기업 등 임

을 가정할 경우 $900 (관납료 $380- 대리인수수료 $520), (대기업의 경우 관납료가 2배2)이

며, 도면은 미국특허상표청 (U.S. PTO)의 규칙에 따른다. 

 

등록까지의 디자인 출원 비용은 특허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500~$2,5003의 범위이다. 그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증 준비 및 제출 -$175 (관납료 $40 – 대리인수수료 $135) 

- IDS 준비 및 제출 - $180 

- 최초 OA 검토 및 대응 - $500 ~$1,5003 

- 2차 OA 검토 및 대응 - $500 ~$1,0003 

- 등록료 납부 준비 및 제출 - $950 (관납료 $5104 - 대리인수수료 $440) 

 

만약 해당 건이 특허심판저촉부 (BPAI)에서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

판 비용은 약 $6,000~$10,000이다. 심사관과의 직접 인터뷰가 요구될 경우, 비용은 약 

$5,000이다. 

 

상표 

1. 어느 기존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우선권 주장 없이 미국에 출원할 경우: 

 - 하나의 국제 분류에 대한 준비 및 출원 - $800 (관납료 $325 – 대리인수수료 

$475) 

 - OA 대응 준비 및 제출 - $300~$1,5003 (OA의 복잡성과 필요한 대응에 따라 다

름) 

 - 하나의 국제 분류에 대한 사용선언서 (Statement of Use) 준비 및 제출 (만일 사

용 예정(intent-to-use)에 근거하여 출원되었을 경우): $500 (관납료 $250 - 대리인수수료

$250) 



 - 공고 통지 및 등록증 검토: $200 

 - 상표 심판부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불복심판 청구 (출원이 최종 

거절을 받았을 때): $2,000~$4,500 

 - 이의 신청(Opposition) 및 출원 또는 등록 취소의 방어: 건에 따라 

$15,000~$75,000 (이의/취소는 심판과 유사함) 

 

2. 미국 외 국가에서의 국내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며 미국에 출원할 경우: 

 - 하나의 국제 분류에 대한 준비 및 출원5 - $800 (관납료 $325 – 대리인수수료 

$475) 

(영어로 되어있지 않다면 원 출원의 증명된 사본 및 그 번역문이 필요함)  

 - OA대응 준비 및 제출 - $300~$1,5003 (OA의 복잡성과 필요한 대응에 따라 다름) 

 - 공고 통지 및 등록증 검토: $200 

 - 상표 심판부(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불복 청구 (출원이 최종 거절을 

받았을 때): $3,000~$4,500 

 - 이의 신청 및 출원 또는 등록 취소의 방어: 건에 따라 $15,000~$75,000 (이의/취

소는 심판과 유사함) 

 

3. 마드리드 조약 등록의 연장 신청: 

 - 하나의 국제 분류에 대한 청구 준비 및 출원6 - $450 (관납료 $100 – 대리인수수

료 $350) 

 - OA대응 준비 및 제출 - $300~$1,5003 (OA의 복잡성과 필요한 대응에 따라 다름) 

 - 공고 통지 및 등록증 검토: $200 

 - 상표 심판부(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불복 청구 (출원이 최종 거절을 

   받았을 때): $3,000~$4,500 

 - 이의 신청 및 출원 또는 등록 취소 심판의 방어: 건에 따라 $15,000~$75,000  

   (이의/취소는 심판과 유사함) 

 

-------------------------------------------------------------------------------------------------------

1 PCT출원에 대해 미국이 국제조사기관(ISA)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일 경우, 관납료는 

$500이다. 

2 소기업 등(small entity)은 비영리기관, 개인, 직원이 500명 이하인 회사를 말하며,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권리를 500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업에게 양도, 허가 또는 양도, 허가할 의무

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이 비용은 귀사에서 당사로 OA대응 초안을 제공할 경우 상당히 줄어든다. 

4 소기업 등(small entity)의 요금 이다. 대기업(Large entity) 요금은 두 배이다. 

5 각각의 추가 류당 비용 $325. 



6 각각의 추가 류당 비용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