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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서에 대해
UPOV PRISMA 사용자를 위해 아래 3가지에 대해 안내함
파트 1 - WIPO 온라인 사용자 계정 생성과 관리
파트 2 - UPOV PRISMA 접근 권한 승인(역할 지정)과 관리
파트 3 - UPOV PRISMA의 특징 및 기능 알기

2 약어
IRN

국제조회번호(International Reference Number)

CPVO

유럽연합품종보호기관(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BR

품종보호권(Plant Breeders’ Rights)

PVP

식물신품종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

참고로, 이 설명서에서 ‘품종보호권 심사기관(PBR authority)’은 ‘품종보호
심사국(PVP Office)’을 포함하는 개념임

3 개요
UPOV PRISMA는 품종보호권을 육성자들의 자료를 UPOV의 회원국 중 선택한
품종보호기관에 품종보호 출원서를 전송하는 기능을 함
참여국가 및 작물‧종은 다음의 링크로 볼 수 있음
http://www.upov.int/upovprisma/en/index.html
페이지 하단에서 [Search by Crop/Species]나 [Search by UPOV member]를
클릭하여 확인
제공 언어는 오른쪽 상단에서 선택 가능함:

WIPO 계정과 UPOV PRISMA는 아래의 브라우저를 지원함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



크롬(Google Chrome)

프리즈마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해야할 것
1. WIPO 계정 생성
2. 권한 승인 요청

프리즈마 웹 출원 사용 역할은 육성자를 통해 4가지 역할로 지정됨
출원서 생성, 보기, 수정, 삭제, 서명, 제출, 출원서 복사
육성자 관리자
(Breeder Administrator)

<프리즈마로 부터 권한 승인을 받은 후>
작성자(Drafter), 서명인(authorized signatory), 공동
육성자 관리자(Co-breeder administrator) 역할 생성 및 승인
출원서 생성, 보기, 수정, 삭제, 서명, 제출, 출원서 복사

공동 육성자 관리자
(Co-breeder Administrator)

작성자
(Drafter)

승인된 서명인
(Authorized Signatory)

작성자(Drafter), 서명인(authorized signatory), 공동
육성자 관리자(Co-breeder administrator) 역할 생성 및 승인
출원서 생성, 보기, 수정, 삭제, 출원서 복사
출원서 보기, 서명, 제출, 수수료 결제

사용기능

생성

수정

복사

삭제

보기

서명

제출

승인가능 역할

육성자 관리자

○

○

○

○

○

○

○

작성자, 서명인,
공동육성자관리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

○

○

○

○

○

○

○

작성자, 서명인

작성자

○

○

○

○

○
○

○

역할

서명인

○

출원서 처리를 위해 다음 3가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출원 자료의 수정을 하려면 다른 작성자(Drafter)나 육성자
관리자(Breeder admin), 공동 육성자 관리자(Co-breeder admin)에게
권한을 받아야 함



출원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작성자, 육성자 관리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 출원 자료 보유자가 설정하며 출원
데이터를 생성한 사용자가 출원 관리자(Owner)임



다른 작성자(자료 보유자)로부터 출원 자료에 대한
서명 권한을 부여 받음



작성자가 이 권한을 이미 승인된 서명인(이미 육성자
관리자 또는 공동 육성자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목록에서 이 권한을 승인할 수 있음



출원 관리자로부터 출원 자료에 대한 수정, 서명 권한을 받음



경우에 따라 출원 관리자가 승인된 대리인의 목록에서
이 권한을 승인할 수 있음

공동 작성자
(Co-Drafter)

출원 서명인
(Application data signatory)

출원 대리인
(Application data agent)

사용기능
역할
공동 작성자

생성

수정
○

출원서 서명인

대리인

◒

복사

삭제

보기

서명

제출

○

○

○

○

○

◒

◒

권한 승인
출원자료 보유자:
육성자 관리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 작성자
출원자료 보유자:
육성자 관리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 작성자
육성자 관리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 작성자

◒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3. 사용자 정보입력
4.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서 역할에 따라(위의 표 참고) 사용자는 아래의 흐름과 같이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음

대리인의 경우
프리즈마 웹 출원 사용 권한은 대리인을 통해 4가지 역할로 지정됨
출원서 생성, 출원서 복사, 보기, 수정, 삭제, 서명, 제출
대리인
(Agent)

<프리즈마 관리자로부터 권한 승인을 받은 후>
작성자(Drafter), 서명인(authorized signatory), 공동 대리인(Co-agent)의
역할 생성 및 승인

공동 대리인

출원서 생성, 출원서 복사, 보기, 수정, 삭제, 서명, 제출

(Co-agent)

작성자(Drafter), 서명인(authorized signatory)의 역할 생성 및 승인

작성자

출원서 생성, 보기, 수정, 삭제, 출원서 복사

(Drafter)

승인된 서명인
(Authorized Signatory)

사용기능

출원서 보기, 서명, 출원서 제출, 수수료 결제

생성

수정

복사

삭제

보기

서명

제출

승인할 수 있는 역할

대리인

○

○

○

○

○

○

○

작성자, 서명인,
공동 대리인

공동 대리인

○

○

○

○

○

○

○

작성자, 서명인

작성자

○

○

○

○

○
○

○

역할

승인된 서명인

○

출원서 처리를 위해 2가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출원 자료의 수정을 하려면 다른 작성자(Drafters)나 대리인
(Agents), 공동 육성자 관리자(Co-agents)에게 권한을 받아야 함



대리인이 작성권한(draft permission)을 받은 경우에
출원서 작성 대리인(Application data agent)에게
승인받을 수 있음



공동 작성자의 권한은 각각의 출원서별로 출원 관리자
(Owner)에게 부여받으며 출원서를 생성한 사용자가 출원
관리자 (Owner)임



다른 출원 관리자(owners)로부터 출원서에 대한 서명
권한을 부여 받음



작성자가 이 권한을 이미 승인된 서명인(이미 대리인에게
승인받은) 목록에서 이 권한을 승인할 수 있음



출원서 작성 대리인(Application data agent)이 서명,
결제, 제출 권한을 받은 경우에도 승인 가능

공동 작성자
(Co-Drafter)

출원 서명인
(Application data signatory)

사용기능
역할

공동 작성자

출원서 서명인

생성

수정

○

복사

삭제

보기

서명

제출

○

○

○

○

승인을 받을 사용자
• 출원 관리자:
대리인, 공동 대리인,
작성자
• 작성권한을 받은 출원서
작성 대리인
• 출원 관리자:
대리인, 공동 대리인,
작성자
• 서명, 결제, 제출 권한을
가진 출원서 작성 대리인

4 WIPO 계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UPOV를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함(확인 UPOV/INF/8)
WIPO계정 포털은 UPOV PRISMA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WIPO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음
<주 의>
동일한 이메일 주소는 한 사용자의 계정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4.1 계정생성
사용자 계정 생성하기:
1.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의 주소로 접속: https://www3.wipo.int/upovprisma

2. “계정 만들기(Create account)”를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남
<참 고>
‘*’표시가 있는 모든 란은 모두 필수 입력 사항임. UPOV PRISMA의 용도와 동료와의
협조를 위해 (법인 같은 - 회사, 공공기관) 회사, 기관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3. 사용자명을 입력. 사용자명은 최소 네 문자를 포함해야 함.
<주 의>
입력한 사용자명을 이미 다른 WIPO 계정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Username
is already in use(이미 사용 중인 사용자명임)’라는 메시지가 나타남.
시스템에 아직 사용등록이 안 된 다른 사용자명을 사용해야 함.
<주 의>
주소란은 필수 입력이 아니지만, 미입력 시 UPOV PRISMA 출원서 작성 시 다시
주소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이 좋음

4. UPOV PRISMA 알림을 받으려는 이메일 주소를 ‘E-mail’란에 입력하고
‘Confirm e-mail’란에 다시 한 번 입력
<참 고>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함. 사용자 계정 생성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noreply@wipo.int’로 클릭하여 검증하는 웹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냄.
사용자는 해당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입력한 이메일함의 스팸/광고함을 체크하기 바람

5. ‘Password’란에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Confirm Password’란에 한 번 더 입력
<참 고>
비밀번호는 8문자 이상, 1개 이상의 숫자를 포함해야 함. 비밀번호 선택 시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란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람

6. 아래 문자 입력란에 텍스트 박스에 나타나는 확인 문자 입력
7. 모든 입력란을 채우면 ‘Create account’를 클릭
8. Validate user account(사용자 계정 유효성 검증)’ 문구가 화면에 나타남

9. 사용자 계정 생성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noreply@wipo.int’로부터 웹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 즉시 발송됨. 이 이메일은 계정생성 시 입력했던 이메일로 보내지므로,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함. 웹링크(URL)을 클릭하면 해당 계정이 검증됨

10.

사용자 계정 생성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

11. 사용자 계정이 활성화됨
12.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 다음 화면에서 해당 사용자가 인증되었지만
UPOV PRISMA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이 나타남.

13.

UPOV PRISMA에 접속할 권한을 받기위해, 사용자는 해당 사용자명을 아래 중
해당자에게 연락해 알려주어야 함



(사용자의 회사기관에
‧
육성자 관리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가 있는 경우) 소속 회사‧
기관 육성자 관리자(Breeder Admin) 또는 공동 육성자 관리자(Co-breeder Admin)



UPOV PRISMA Admin: 육성자 관리자(Breeder Admin)로 접속 요청을 하려면
접근권한요청서를 완료해야 함. 해당 회사‧기관 소속에서 인정한 서명된
문서를 첨부해야 함.

14. UPOV PRISMA에서 확인 메시지를 받으면 다시 PRISMA로 접속. 홈페이지가
나타남

4.2 사용자명(User name)을 잊었을 때
본인의 사용자명을 잊었다면:
1. ‘사용자 ID찾기’링크를 클릭

2. ‘사용자 ID찾기’화면으로 전환됨

3.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해당란에 씀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
4. 문자 아래 보이는 텍스트 박스에 ‘Verification(인증)’문자를 입력
5. ‘Resend Username’을 클릭. 이메일로 본인의 사용자명이 전송됨

4.3 비밀번호 분실 복구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Forgotten password?’을 클릭하여 복구할 수 있음

1. 사용자ID(Username), 이메일 주소와 인증 문자를 해당란에 입력

2. ‘비밀번호 재설정’을 클릭

3.

본인의 계정 프로필에 입력된 이메일주소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웹링크가 포함된 자동발송 이메일(‘noreply@wipo.int’)이 즉시 발송됨.

4.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비밀번호 재설정 화면으로 이동

5. 새로운 비밀번호를 넣고 ‘Reset password’를 클릭

6. 비밀번호 재설정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남

5 UPOV PRISMA에서 역할 지정과 관리
사용자가 육성자 관리자 또는 공동 육성자 관리인인 경우, 역할 지정이 가능함.
역할을 승인하려면, ‘사용자 역할 관리’ 버튼을 클릭.

5.1 사용자 추가
1. 새로운 사용자를 시스템에 추가하려면 ‘사용자 추가’버튼 클릭

2. 사용자명을 넣고

아이콘을 클릭

3. 검색된 사용자가 나타나면 역할을 지정하여 사용자를 추가: 공동 육성자
관리인(육성자 관리인만 승인 가능), 작성자, 서명인 중 선택

5.2 사용자 역할 변경
사용자의 역할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역할 업데이트’ 링크를 클릭

사용자 정보가 나타나면 지정하고자 하는 역할을 선택. 승인자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 다름

5.3 비활성 사용자
더 이상 시스템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사용자는 승인권자가 비활성화 할 수 있음.
1. ‘사용자 역할 업데이트’ 링크 클릭
2. 역할을 ‘비활성화’로 선택 후 저장버튼 클릭

5.4 ‘공동 작성자’ 승인
1. 공동 작성자를 승인하려면 목록에서 ‘공동 작성자 관리’링크를 클릭
<주의>
공동 작성자의 역할은 출원 건별로 승인되며 출원 건이 작성 중(처리중인) 상태에서만
역할 부여가 가능

2. 목록에 나타나는 시스템에서 이미 역할을 받은 작성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
육성자 관리자 중에서 선택.

3. ‘공동 작성자로 추가’ 버튼을 클릭

4. 공동 작성자의 목록이 변경됨. ‘저장’ 버튼 클릭

5.5 ‘출원서 서명인’ 승인
1. ‘출원서 서명인’을 승인하려면 목록에서 ‘서명인 승인’링크를 클릭
<참 고>
‘출원서 서명인’의 역할은 출원 건별로 승인되며, 출원 건이 작성 중일 때만 승인이 가능

2. 시스템 상 이미 ‘서명인’으로 역할을 받은 이의 목록에서 나타나는 이 중 선택함

3. ‘서명인 추가’버튼을 클릭

4. ‘서명인’의 목록에 추가되면 ‘저장’버튼 클릭

5.6 ‘대리인’ 승인
1. ‘대리인’을 승인하려면 목록에서 ‘대리인 승인’ 링크를 클릭
<참 고>
‘대리인’의 역할은 출원 건별로 승인되며, 출원 건이 작성 중 일 때만 승인이 가능

2. 시스템 상 이미 ‘대리인’으로 역할을 받은 이의 목록에서 나타나는 이 중 선택함

3. 위임하고 자 하는 권한(수정, 서명, 지불 및 제출)을 선택하고‘저장’ 버튼 클릭

4. 해당 대리인을 출원 건의 대리인으로 승인을 확인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정하려면‘OK’버튼 클릭

6 UPOV PRISMA-특징과 기능 개요
WIPO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자가 역할에 맞는 권한을 승인했다면 UPOV PRISMA에 접속 가능

6.1 사용자 정보
1. UPOV PRISMA에 처음 접속한 사용자는 본인의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할 정보가
있으면 추가해야 함. 일부 정보는 WIPO 계정 생성 시 입력한 정보가 인용되어 있음

2.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함

3. 사용자의 역할에 따른 홈페이지 화면이 나타남

4.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려면, ‘사용자 정보 수정’을 클릭

5. 필요한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을 클릭함

6. CPVO(유럽연합 품종보호관리기관)로 출원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UPOV PRISMA를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사용자의 WIPO 계정을 해당 사용자의 CPVO계정과 연동
시켜야 하며, 연동을 위해서는 ‘Link your WIPO account with your CPVO
account’를 클릭

7. CPVO 사용자명(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uthenticate and Link’를 클릭

8. 해당 사용자의 WIPO 계정과 CPVO 계정이 성공적으로 연결됨을 알리는
팝업창이 나타남

9. 육성자 관리인의 경우, 우선권과 신규성 미리 알림을 설정할 수 있음
설정하려면 “우선권/신규성 알림 관리(Priority/Novelty notifications
management)”를 클릭

10. 팝업 창이 나타남. 알림을 해제하려면 “×”를 클릭

11. 새로운 알림을 추가하려면, 숫자를 입력하고 선택 박스에서 일, 개월,
년을 선택하고 “＋”를 클릭. 다음 3가지의 알림이 가능


우선권



최초 상업화 지역에서의 신규성



최초 상업화 지역 외에서의 신규성
[주 의]
“Year(년)” 은 최초 상업화 지역 외에서의 신규성 알림 설정만 가능함

12. “Save(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 설정 완료

6.2 홈페이지
6.2.1 상단
상단의 기능
1.
2.
3.

: 현재 로그인되어있는 사용자를 확인 가능
: 지원되는 언어 선택이 가능
: UPOV PRISMA의 모든 화면에서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

6.2.2 목록
작성자, 서명인, 공동육성자 관리인, 육성자 관리인은 작성중이거나 제출된
출원서를 볼 수 있음(공동작성자나 출원서 서명인도 가능)
아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아래 정보는 수정이 불가함
1. 국제참조번호(IRN): UPOV PRISMA로부터 WIPO ST.13 기준에 따라 출원고유
번호를 부여 받음. 품종을 식별하여 동일한 품종을 다른 심사국에 제출하
면 모든 해당 출원서가 같은 IRN에 할당됨. 각 IRN은 품종보호심사국별
고유한 것으로 동일한 품종보호권을 둘 이상의 출원서로 작성할 수 없음.
2. 생성: 출원서 생성일
3. 수정: 출원서 수정일
4. 제출일: 출원서가 제출된 날
5. 작물명: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
6. 출원 품종명: 제출자가 제출한 출원 품종명
7. 육성 계통명: 품종보호심사국(PBR authority)에서 제출자에 요청한 경우
계통명을 제공하고 출원서에 포함하여 품종보호심사국에 전달되어 제출자
고유번호와 매치됨
8. 제출자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품종보호심사국에 전달되지 않는 제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UPOV

PRISMA에서 품종의 식별과 고유한 국제참조번호

(IRN)을 부여받는 데 이용됨
9. 품종보호심사국: 출원서가 제출되는 품종보호심사국
10. 상태: 출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상태로 분류됨
a) 작성 중(Pending): 출원서가 생성‧저장되어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상태
b) 작성 중 출원서 복사(Pending Copy): 같은 품종 출원서를 다른 품종보
호심사국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 작성 된 출원서를 복사 후 제출하지 않고
작성 중인 상태
c) 제출완료(Submitted): 품종보호심사국에 출원서가 전송된 상태

11. 출원 수수료 결제 상태
a) 없음(NA): 출원서 제출 전
b) 결제 전(Pending Applicant’s Payment): 출원서는 제출되었으나 수수료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c) 결제 확인 중(Pending Payment Confirmation): 출원서를 제출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결제 정보가 품종보호심사국에 전송 완료되지 않은 상태
d) 결제 확인(Received): 품종보호심사국에서 결제 정보를 받은 상태
12. 조치(Action): 사용자별 역할에 따라 가능한 조치는 아래의 표에 요약
되어 있음
수정

결제

삭제

보기

서명

육성자 관리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

◯

◯

◯

◯

◯

작성자

◯

◯

◯

공동 작성자

◯

서명인

공동 작성자 출원 서명인
관리
승인

대리인
승인

◯

◯

◯

◯

◯

◯

◯
◯

◯

◯

6.2.2.1 검색(Search)
국제참조번호(IRN), 출원 품종명(Proposed Variety Denomination), 육성 계통명
(Breeder’s Variety reference), 제출자 고유번호(Submitter’s Own Variety
Reference)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검색가능
1. 메뉴 상단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
2. 검색 결과가 나옴

6.2.2.2 필터(Filter)
작물명, 품종보호심사국, 출원상태, 수수료 결제 상태에 따라 지정한 조건만 볼 수 있음
1. 출원 목록의 각 항목 위에 드롭다운 방식으로 나타남
작물명(Crop)

[ 참 고]
상단의 예는 제출자가 타 작물 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장미
등 출원서 작성 작물만 나옴

품종보호심사국(PBR Authority)

상 태(Status)

출원 수수료 결제 상태

2. 한 가지나 여러 가지 값을 지정
3. 결과가 나타남

6.2.2.3 정렬(Sort)
출원 목록에서 조치(Action)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을 정렬 가능함
1. 구분 항목명 클릭
2. 출원목록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됨

3. 구분 항목명을 다시 클릭 시, 출원목록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됨

6.2.3 작성자 화면(Drafter Screen)
사용자가 작성자인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할 수 있음
1.
2.

: 신규 출원서를 생성
: 기존 출원서를 활용(복사)하여 출원서 생성

3.

: 사용자 정보 수정

출원 목록에서 할 수 있는 조치
1. 보기: 작성 중 또는 제출 완료된 출원서 보기
2. 수정: 작성 중인 출원서 수정
3. 삭제: 작성 중인 출원서 삭제

4. 공동 작성자 관리: 제출 전(작성 중)인 출원 건별 공동 작성자 승인
5. 서명인 승인: 제출 전(작성 중)인 출원 건별 서명인 승인
6. 대리인 승인: 제출 전(작성 중)인 출원 건별 대리인 승인
[주 의]
작성 중 출원서는 작성자(Drafter)가 생성한 출원서임. 공동 작성자는 출원 관리자가
아니므로 또 다른 공동 작성자를 승인할 수 없음

6.2.4 육성자 관리자(Breeder Admin)/공동 육성자 관리자(Co-breeder Admin) 화면
사용자가 육성자 관리자 또는 공동 육성자 관리인이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할 수 있음
1.

: 신규 출원서를 생성

2.

: 기존 출원서를 활용(복사)하여 출원서 생성

3.

: 소속 기관‧회사의 사용자별 역할 승인

4.

: 사용자 정보 수정

출원 목록에서 할 수 있는 조치
1. 보기: 작성 중 또는 제출 완료된 출원서 보기
2. 수정: 작성 중인 출원서 수정
3. 삭제: 작성 중인 출원서 삭제
4. 공동 작성자 관리: 제출 전(작성 중)인 출원 건별 공동 작성자 승인
5. 서명인 승인: 제출 전(작성 중)인 출원 건별 서명인 승인

6. 대리인 승인: 제출 전(작성 중)인 출원 건별 대리인 승인
7. 결제: 결제 전(Pending Applicat’s Payment)인 출원 건의 수수료 결제

6.2.5 승인된 서명인의 화면(Authorized Signatory Screen)
사용자가 서명인인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할 수 있음


: 사용자 정보 수정

출원 목록에서 할 수 있는 조치
1. 보기: 작성 중 또는 제출 완료된 출원서 보기
2. 서명: 제출 전 출원서에 서명
3. 결제: 결제 전(Pending Applicat’s Payment)인 출원 건의 수수료 결제

6.3 신규 출원서 생성하기
작성자, 육성자 관리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가 새로운 출원을 시작하려면,
1. ‘신규 출원서 생성’(Start a new application)을 클릭

2. 신규 출원서 설정 위한 화면이 나타남

3. 아래의 정보를 입력
a) 작물명, 종명을 선택
i) 돋보기를 클릭
ii) 학명, 작물명, 또는 UPOV 작물코드를 넣고 검색 버튼 클릭

iii) 결과 내역이 보여지고, 설정 언어로 UPOV 작물코드, 학명, 작물명
정보를 각 열에서 볼 수 있으며 검색한 종의 특성 설명 서식이 있는
경우 볼 수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 하나의 UPOV 작물코드 중 하나를 선택

[주 의]
만약 작물의 특성 설명서 양식(TQ Form)이 없는 경우, 특성이나 특정 형질 발현에
대한 기준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양식을 사용

필요 시, 사용자는 GINIE Database에서 작물명이 나타나지 않는 때에는
작물명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가 가능함

b) 품종보호심사국 선택: 작물명을 선택하면 해당 작물을 출원할 수 있는
품종보호심사국이 자동으로 나타나며, 하나의 품종보호심사국을 선택함
c) 제출자 고유번호: 품종보호권 심사국이 육성 계통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은 선택적으로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수로 기재함

d) 작성된 자료 업로드: 만약 출원서를 신규로 생성하려면 이 입력란은
공란으로 둘 것
e) 언어 선택(출원서 서식, 특성 설명서): 품종보호심사국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출원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 선택함. 특성 설명의 각 항목은 제출할
품종보호심사국을 기준으로 나타나며 작성 란에 기재할 언어로 안내됨

4. “출원 시작” 클릭

5.

팝업

창에

다음

메시지가

나옴 (제출자

고유번호를

(lease complete the Submitter’s Own Reference))

6. 제출자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작버튼을 클릭

입력하세요

7. 출원서와 특성 설명 서식이 생성됨

8. 출원 관리자(The application data owner)에게 출원할 품종보호심사국과
작물의 출원 절차 정보가 이메일 알림으로 전송됨

작성자, 육성자 관리자 또는 공동 육성자 관리자가 기존 출원 자료를 활용하여
출원서를 생성하려면,
1. ‘새로운 출원 시작’ 버튼을 클릭

2. 설정 화면이 나타남

3. 아래 정보를 입력
a) 작물명, 종명을 선택
b) 품종보호심사국을 선택: 작물명을 선택하면 해당 작물을 출원할 수 있는
품종보호심사국이 자동으로 나타나며, 하나의 품종보호심사국을 선택함
c) 제출자 고유번호: 품종보호권 심사국이 육성 계통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은 필수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택 기재 사항임

d) 작성된 자료 업로드(ZIP): 한 개 이상의 XML파일(출원서 또는 특성설명)을
포함한 ZIP(압축)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파일 포맷은 PDF, JPEG, PNG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다른 파일 포맷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남. XML데이터는 PVP-XML의 데이터 처리 언어(출원서, 특성 설명)에
맞아야 함.
e) 언어 선택(출원서, 특성 설명): 품종보호심사국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출원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 선택함. 특성 설명의 각 항목은 제출할
품종보호심사국을 기준으로 나타나며 작성 란에 기재할 언어로 안내됨

4. 제출자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작버튼을 클릭

5. 데이터 유효성 검증 결과가 나타남
a) “유효한 압축파일(Zip is valid)”은 XML자료가 PVP-XML의 데이터 처리
언어에 맞고, 첨부파일도 XML 처리가 가능함을 의미

b) “처리 불가한 압축파일(Zip is not valid)”은 XML자료가 PVP-XML의
데이터 처리 언어에 맞지 않거나, 첨부파일 중 XML 처리에 맞지 않는
파일이 있음을 의미

자세히 보기(view details) 클릭 시 XML 유효성 검증 상세정보를 볼 수 있음

첨부물이 누락된 경우,

가능한 첨부파일보다 많으면, 확인되지 않은 첨부파일을 계속 추가하거나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음

6. 계속하기 클릭
7. 출원서와 특성설명이 서식에 맞게 생성됨

8. 일부 항목은 업로드된 자료가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미기재 항목은
별도 기재가 필요함
[참 고]
초록색 체크 표시는 필수 기재란이 채워졌음을 나타냄

6.4 서식 완성하기
생성된 출원서식의 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구성:
6.4.1 상단정보(Header)
상단정보는 설정화면에서 입력된 정보임

6.4.2 항목구성
기본 서식의 문항들은 모든 품종보호심사국에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됨
6.4.2.1 필수 기재사항(Mandatory questions)
특정 항목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표시가 각 항목명 뒤에

나타남. 제출자는 항목명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의 기재를 완료하여야 함

6.4.2.2 번역 알림 아이콘
출원서에 변환되어 적용된 언어가 사용자가 선택한 프리즈마 지원 언어와
다른 경우, 항목명 뒤에 기재사항을 육성자가 확인해야하거나 미기재 사항이
있는지를 번역 아이콘

이 알려주는 기능을 함

사용자가 각 항목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번역 확인’ 선택하면
빨간색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함

6.4.3 버튼
활성화되는 버튼은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다름
6.4.3.1 작성자 화면

작성자가 세부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내보내기: 작성 내용을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 가능



저장하기: 작성 내용이 XML로 기록되어 암호화된 형태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됨



취소하기: 작성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돌아감

6.4.3.2 서명인, 공동 육성자 관리자, 육성자 관리자 화면

서명인, 공동 육성자 관리자, 육성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내보내기: 작성 내용을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 가능



저장하기: 작성 내용이 XML로 기록되어 암호화된 형태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됨



취소하기: 작성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돌아감



제출하기: 출원서가 지정된 품종보호심사국으로 전송됨

6.4.4 범례(Legend)

6.4.5 기재란(Questions)
6.4.5.1 출원 서식(Application Form)

출원인 항목에 해당되는 기재란을 채우기 위해 사용자 정보에 입력된 정보를 불러옴
1. 필수기재 사항에 대하여는 작성할 것
[주 의]
필수 기재항목(*)은 빨간색 별표가 있으며, 기재 완료 시 사라짐

2. 특정 기재란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를 클릭

3. 출원인이 2이상인 경우, ‘출원인 추가’를 클릭

4. 추가한 출원인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클릭



대리인

1.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추가’를 클릭

2. 추가한 대표자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클릭



문서 수신 주소

일부 UPOV 회원국은 ‘문서 수신 주소’ 기재 항목이 있음



육성자

일부 품종보호심사국에서는 육성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상응하는 출원인으로
연결이 가능
1. ‘출원인 찾기(Browse applicants)’ 클릭

2. 기존 출원인 목록이 나타남

3. 출원인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

4. 선택한 출원인과 육성자가 연결됨

5. 공동 육성자가 있으면 ‘육성자 추가(Add Breeder)’를 클릭

6. 추가된 육성자를 삭제하고 싶으면 ‘제거’클릭



품종의 명칭

[주 의]
UPOV PRISMA에서 품종은 계통명으로 식별함. 동일 품종은 처음부터 같은 품종명으로
모든 품종보호심사국에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동일 품종의 출원서가 각 품종보
호심사국마다 다른 품종명이 쓰일 수 있음. 같은 품종의 기존 작성한 출원서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불러와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된

출원서(‘combined

application data’)는 육성 계통명에 따라 각 품종을 식별하여 모든 작성된 기재란을
연결함. 따라서 동일 품종의 각 출원서에 동일한 육성 계통명을 기재할 것을 권장함.

1. 동일한 심사국과 작물명을 적용하려면 기존 육성 계통명을 기재

2. ‘저장’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른 육종 계통명을
기재해야 함

육성 계통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품종보호심사국에는 제출자 고유번호를
설정 화면에서 기재함

육성 계통명이 필요한 품종보호심사국에 제출자 고유번호를 기재하면 양식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채워지고 수정이 불가함



다른 국가에서의 출원(Other Applications)

다른 국가에서의 출원을 추가하려면 ‘추가(add)’를 클릭



우선권 주장(PRIORITY CLAIM)

다른 국가에서의 출원(Other Applications) 기재란에 다른 국가에서의 출원 정
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Yes’를 선택할 수 없음



신규성(Novelty)

제출할 품종보호심사국(PBR authority)에 출원할 수 있는 최초 상업화 일자는
제출일 또는 우선권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넘을 수 없음. 이 기준을 넘어선
날짜를 선택 시, 시스템에 경고메시지가 나타남.

출원 가능한 출원서를 제출할 품종보호 심사국 외에서의 최초 상업화 일자는 제
출일 또는 우선권 일자에서 4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나무류와 덩굴류(Trees and
Vines)은 제외, Trees and Vines의 경우는 제출일 전 6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각 품종보호 심사국에 어떤 작물이 Trees and Vines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



재배 시험(TECHNICAL EXAMINATION)

1. 재배 시험란을 클릭

2. 교잡종의 모‧부본 계통의 다른 재배 시험을 추가하려면 ‘특성 시험 추가
(Add Technical Examination)’를 클릭

3. 추가한 재배시험을 삭제하려면 ‘제거(Remove)’클릭
6.4.5.2 특성 설명


육성과정 설명



품종의 특성



품종의 구별성(Variety comparison)

1. 특성목록 특성표 중 해당되는 특성을 선택

2.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출원 품종과 가장 유사한 품종)의 특성 설명을 위한
선택 목록이 자동으로 나타남

3.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치(표현형)를 같은 값으로 선택하면 동일
계급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알림 팝업이 나타남

4. 다른 계급치를 선택하고 대조품종의 명칭을 기재함

5. 구별되는 특징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
6. 특성목록 뿐 아니라 구별성에 대한 자유 기술도 가능함



시료 정보



추가 정보



GMO정보

[주 의]
GMO와 관련된 질문의 답변이 ‘예’이면, 추가 항목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를
제출할 것

6.4.5.3 인증과 서명
승인된 서명인, 공동 육성자 관리자, 육성자 관리자만 해당 항목을 처리할 수 있음



첨부문서

1. 필요한 첨부물을 업로드
2. 첨부 파일이 JPG, PNG, PDF 형식이 아닐 경우, 팝업 창이 나타남

[주 의]
사진자료의 경우, JPG, PNG, PDF로 구성된 ZIP(압축)파일 첨부가 허용됨

3. 같은 파일을 중복하여 첨부 시,

4. 올바른 포맷으로 첨부할 것

6.5 내보내기(Export)
정보를 받아 컴퓨터의 드라이브에 저장하려면,
1. ‘내보내기’클릭
2. 다운로드 된 ZIP(압축)파일의 구성


암호화된 XML 출원서 형태



암호화된 XML 품종 특성 설명



첨부한 파일

[참 고]
압축(ZIP)파일과 XML파일에 사용되는 파일명 규칙
1. ZIP파일명: 선택한 품종보호심사국의 코드(예, BO), “_”, 해당 작물의 UPOV코드 첫 4자
2. 출원서식의 파일명: 기재란의 언어코드(예, ES), “-”, ”ApplicationForm”
3. 특성 기술서 파일명: 기재란의 언어코드(예, ES),“-”, ”TQForm”으로 연결

6.6 저장하기(Save)
암호화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면,
1. ‘저장하기’를 클릭
2. 출원품종의 연결된 여러 출원서(복합 출원자료)에 적용할지 선택하는
알림 팝업창이 나옴

3. 출원서가 저장완료 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남

4. 상단의 홈을 클릭
5. 저장된 출원서는 출원목록에서 ‘작성 중(Pending)’상태로 표시됨

6.7 취소하기(Cancel)
기재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확인을 위한 팝업이 나타남

6.8 제출하기(Submit)
필수사항을 모두 기재하면

(초록색 체크)표시가 해당 항목의 뒤에 나타남.

모든 항목에 초록색 체크가 표시될 때 출원서 제출이 가능함

출원서를 제출하려면,
1.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심사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식과 언어로 된
출원서가 제출자의 검토를 위해 보여짐

2. ‘다음(Next)’을 클릭하면 UPOV PRISMA의 면책조항이 나오고, 출원서를
제출하려면 ‘동의’를 클릭

3. 출원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리는 팝업메세지가 나타남

4. ‘OK’를 클릭하면 결제 안내가 나타남
위 사례의 경우 UPOV PRISMA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출원 수수료는 품종
보호심사국에 직접 지불됨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수 있음
UPOV에서는 UPOV PRISMA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코드를 홍보
캠페인 문구에서 제공함. 할인율이 100%라면 WIPO 결제 단계가 진행되지 않음

5. 총 지불금액이 0이 아니면 ‘계속하기’를 클릭

6. 결제 단계가 진행되고 ‘OK’를 클릭

7. 결제 내역을 받아보려면 ‘전송하기(Send)’ 클릭

8.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

수신 이메일에는 송금 정보가 나타난 거래명세서가 첨부됨

9. UPOV 전자출원(Electronic Application Form) 웹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되돌아가기(Go Back)’를 클릭
10. 출원 목록에서 출원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주 의]
제출된 출원서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함

11.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

이메일 알림은 요청시 해당 품종보호심사국으로 전송되며, 요청하지 않으면
‘제출자’에게만 전송됨. 수신한 링크를 통해 해당 품종보호심사국과 각 출원
인은 인증절차를 진행하여 보안 상태에서 제출한 출원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주 의]
‘제출자’는 승인된 서명인공동
‧
육성자 관리자육성자
‧
관리자 중 출원서를 제출한 자임

해당 출원의 품종보호심사국과 작물에 대한 다음 절차를 알려주는 이메일이
출원서의 작성과 관련된 모든 사용자에게 추가로 전송됨

전송된 PDF파일은 육성자가 설정화면에서 설정한 변환 기재 언어로 표현된
항목을 포함함

6.9 출원서 복사하기
출원서 복사는 작성자, 공동 육성자 관리자, 육성자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며,
1. ‘출원서 복사(Copy Application)’를 클릭

2. 새로운 출원서의 기준 설정을 하고,

3. ‘복사가능 출원 보기(See Recommendations)’를 클릭

4. ‘복사’를 클릭
원본 출원서와 새로 복사된 출원서가


같은 품종보호심사국/ 같은 작물인 경우: 사용자에게 원본 출원서와 같
은 육성 계통명을 (원본 출원서에 덮어쓰기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선택
하는 팝업창이 나타남. 원본과 동일한 육성 계통명을 사용하면 원본 출
원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기존과 동일
한 국제참조번호(IRN)이 새로운 출원서에 부여됨



다른 품종보호심사국/ 같은 작물인 경우: 사용자에게 원본 출원서와 같은
육성 계통명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타남(기존과 동일한
국제참조번호(IRN)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육성 계통명을 사용하면 복사
한 새로운 출원서에 원본과 다른 신규 국제참조번호(IRN)가 부여됨



같은 품종보호심사국/ 다른 작물인 경우: 새로운 출원서에 원본과 다른
국제참조번호(IRN)가 부여됨



다른 품종보호심사국/ 다른 작물인 경우: 새로운 출원서는 원본과 다른

국제참조번호(IRN)이 부여됨

5. ‘예’를 클릭하면 원본 출원서를 통해 기재사항이 채워진 출원서식이 생성됨

6. 복사한 출원서는 새로운 출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저장‧수정할 수 있음

6.10 미리보기(View)
PDF 항목들은 제출된 출원서는 심사국에서 요청한 기재 언어로, 작성 중인
출원서는 작성 시 지원 설정 언어로 생성됨

보안상의 이유로 작성중인 출원서는 워터마크(미승인: UNAUTHORIZED)가 표시되어 생성됨

6.11 수정하기(Edit)
출원목록에서 작성중 상태의 출원서는‘수정’처리가 가능한 링크를 볼 수 있음

[주 의]
저장 후, 출원서는 출원목록에서 ‘작성중’인 상태로 나타남. 해당 출원서에 공동 작성자
권한을 할당 받은 사용자의 경우, 출원목록에 본인이 생성한 출원이 아니더라도 나타남

출원서를 계속 작성하려면,
1. ‘수정(Edit)’링크를 클릭
2. 기존 기재 내용을 포함한 서식을 불러옴
3. 해당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이 가능함
a) 사용자가 작성자인 경우, ‘인증과 서명’ 항목은 수정할 수 없음

인증과 서명 항목을 완료하려면,
1. 승인된 서명인 중에서 해당 출원서의 ‘출원서 서명인’의 역할을 배정하거나
2. 육성자 관리자 또는 공동 육성자 관리자를 ‘공동 작성자’로 배정해야 함
b) 사용자가 육성자 관리자나 공동 육성자 관리자인 경우, 모든 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6.12 서명(Sign)
서명은 승인된 서명인이 ‘인증과 서명’ 항목을 완료해야 가능
[주 의]
이 항목은 작성자가 처리할 수 없음

승인된 서명인이‘서명’을 클릭하면 다른 항목의 수정이 불가능함

6.13 결제(Pay)
원칙적으로 결제는 제출 즉시 이루어짐.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목록의 결제(Pay) 링크를 클릭하여 사후에도 가능함
1. ‘결제하기(Pay)’를 클릭

2. 결제금액을 알리는 결제 안내창이 나타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고‘계속’버튼을 클릭

3. WIPO 결제 단계로 진행하는 팝업창이 나타남

4. ‘OK’를 클릭하면 상세 청구서가 나타남

5. 이메일로 청구서(거래내역서)를 받으려면 ‘보내기(Send)’를 클릭

6. UPOV PRISMA의 출원내역으로 돌아가려면 ‘되돌아가기(GO back)’를 클릭. 출원인 결제
상황이 ‘출원서 결제 확인 중(Pending Payment Confimation)’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주 의]
품종보호심사국에 해당 출원 수수료와 관련된 금액의 전송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나
사용자의 결제 완료 시간과 품종보호심사국에 지불이 되는 시간에 며칠이
걸릴 수 있음

6.14 삭제(Delete)
작성중인 출원서를 삭제하려면 ‘삭제하기(Delete)’를 클릭
삭제될 출원서 정보를 표시한 팝업창이 다음과 같이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