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의약품, 농약 등의 허가절차로 인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해주는 제도(특허법 제89조)를 두고 있듯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두고
있다. 유럽의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PC), 미국의 Patent Term Extension(PTE)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만료일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순간부터 복제약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의 SPC 또는 PTE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Derwent Innovation® 은 유럽특허의 SPC 또는 미국특허의 PT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존속기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Record View에서 SPC 또는 PTE 정보 확인하기

SPC나 PTE에 관한 정보는 Record View의 INPADOC Legal Status에서 확인가능하다. 보다 상세하게는,
검색결과에서 특정 특허를 선택하여 (A) Record View를 클릭하고, Full View의 section 가운데 (B) Legal
Status를 클릭하여 하기와 같이 유럽 특허의 경우 (C1) SPC, 미국 특허의 경우 (C2) PTE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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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C 또는 PTE를 신청하거나 허여받은 모든 특허 검색하기

SPC나 PTE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이후 허여받은 모든 특허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필드 검색에서 (A)
INPADOC Legal Status 필드를 선택하고, (B) 하기 검색식을 입력한다: (SUPPLEMENT ADJ PROTECTION
ADJ CERTIFICATE) OR (PATENT ADJ TERM ADJ EXTENSION)

3.

특정 제품에 대하여 SPC 또는 PTE를 신청하거나 허여받은 특허 검색하기

특정 제품에 대하여 SPC나 PTE를 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허여받은 특허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검색식에
제품명을 추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SULFAMID에 대하여 SPC 또는 PTE 정보가 존재하는 특허를 검색하고자
할 때, 필드 검색에서 (A) INPADOC Legal Status 필드를 선택하고, (B) 하기 검색식을 입력한다:
(SUPPLEMENT ADJ PROTECTION ADJ CERTIFICATE) OR (PATENT ADJ TERM ADJ EXTENSION)
SAME *SULFAMID*

2

Derwent Innovation

검색된 특허 리스트에서 특허를 선택하여 Record View를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SPC나 PTE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다른 필드를 함께 활용하여 SPC 또는 PTE 정보가 존재하는 특허 검색하기

상기에서 설명한 검색방법 외에 다른 필드와 검색식을 활용하여 SPC 또는 PTE 정보가 존재하는 특허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출원인의 특허 가운데 SPC 또는 PTE 정보가 존재하는 특허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Assignee/Applicant 필드에 출원인 이름을 추가로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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