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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식물 육종가의 권리 출원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Watermark
이 호주에서 품종 보호권의 서면출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부)에서 출원인은 새 식물 품종이식물
육종가의 권리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며
널리 알려진 다른 품종들과 뚜렷이
구별된다는 ‘일응 유리한 사건’임을
설정해야 합니다. 1부 출원이 인정되면,
그 품종은 호주 내에서 임시 보호 대상이
됩니다.
1부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2
부 출원 (해당 품종에 대한 상세한 서면
설명)에서는 새 품종이식물 육종가의
권리로 보호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 두번째 부분은 대개
호주 내의 인가/공인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준비 및 확인됩니다.
호주에서 품종보호권을 부여받으려면
이 제2부 신청이 반드시 출원, 승인 및
공개되어야 합니다.
호주에서의 품종보호권 출원(1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a출
 원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b육
 종가의 이름 및 주소 명세; 그리고
c새
 품종이 널리 알려진 다른 품종들과
뚜렷이 구별되어 일응 유리한 사건
성립에 충분하다는 간략한 설명 (사진
포함); 그리고
d새
 품종의 이름 및 그 품종에 대해
제안하는 유사이름; 그리고

e품
 종이 육종된 장소의 이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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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다
 음을 포함하는, 육종 프로그램에
사용된 각 친품종에 대한 명세;
(i) 호
 주 내에서 그 친품종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며 판매되고 있는지,
이름에 대한 세부사항; 및
(ii) 호
 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 부여된
품종보호권이 있을 경우 그
세부사항; 및
(iii) 품
 종이 육종된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g다
 른 국가에서 해당 품종의 종류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출원되거나
부여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h다
 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할 인가/공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명:
(i) 출
 원서의 세부사항 확인; 그리고
(ii) 필
 요할 경우 해당 품종의 시험 재배
또는 추가 시험 재배 감독; 그리고
(iii) 품
 종의 자세한 설명 검증.
i  호주 내의 유전자원센터(Genetics
Resource Centre, GRC) 지명
j서
 명한 대리인 허가서
* 정부에 출원료 지불 가능

09/11/2017

호주에서의 품종보호권 출원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