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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없는 본 투자자에 대한 청원이 접수됨
A petition has been filed for this unsigned inventor

해당되는 경우 추가 공동 투자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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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없는 본 투자자에 대한 청원이 접수됨
A petition has been filed for this unsigned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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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없는 본 투자자에 대한 청원이 접수됨
A petition has been filed for this unsigned inventor

해당되는 경우 추가 공동 투자자의 성명:
Name of Additional Joint Inventor,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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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S.C. 115 및 37 CFR 1.63에 따라 이 정보의 수집이 요구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는 시민 및 신청을 처리하는 USPTO가 혜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밀 보호는 35 U.S.C. 122 및 37 CFR 1.11과 1.14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수집은 수집, 준비 및 USPTO로 작성된 신청 양식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성하는데 21분 정도가 걸립니다. 개인의 경우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다를 것입니다. 이 양식 작성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코멘트
및/또는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Chief Information Officer(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또는 작성된 양식은 이 주소로 보내지 마시고, Commissioner for Patents,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으로 보내주십시오.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required by 35 U.S.C. 115 and 37 CFR 1.63. The information is required to obtain or retain a benefit by the public which is to file (and by the USPTO to process) an application. Confidentiality is
governed by 35 U.S.C. 122 and 37 CFR 1.11 and 1.14. This collection is estimated to take 21 minutes to complete, including gathering, preparing, and submitting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the USPTO. Time will vary
depending upon the individual case. Any comments on the amount of time you require to complete this form and/or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should be sent to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DO NOT SEND FEES OR COMPLETED FORMS TO THIS ADDRESS. SEND TO: Commissioner for Patents,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1-800-PTO-9199(1-800-786-9199)로 전화하시고 2 번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If you need assistance in completing the form, call 1-800-PTO-9199 (1-800-786-9199) and select op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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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문서 감축법에 따라, 유효한 OBM 제어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 수집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no persons are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contains a valid OMB control number.

신고 – 추가 선취권 데이터 시트
DECLARATION – Supplemental Priority Data Sheet
해외 신청:
Foreign applications:
이전 해외 신청 번호(들)
Prior Foreign Application Number(s)

국가
Country

해외 접수일
Foreign Filing Date
(월/일/년)
(MM/DD/YYYY)

신고하지 않은 선취권
Priority Not Claimed

인증 사본 첨부?
Certified Copy Attached?
예
아니오
YES
NO

35 U.S.C. 115 및 37 CFR 1.63에 따라 이 정보의 수집이 요구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는 시민 및 신청을 처리하는 USPTO가 혜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밀 보호는 35 U.S.C. 122 및 37 CFR 1.11과 1.14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수집은 수집, 준비 및 USPTO로 작성된 신청 양식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성하는데 21분 정도가 걸립니다. 개인의 경우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다를 것입니다. 이 양식 작성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코멘트
및/또는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Chief Information Officer(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또는 작성된 양식은 이 주소로 보내지 마시고, Commissioner for Patents,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으로 보내십시오.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required by 35 U.S.C. 115 and 37 CFR 1.63. The information is required to obtain or retain a benefit by the public which is to file (and by the USPTO to process) an application. Confidentiality is
governed by 35 U.S.C. 122 and 37 CFR 1.11 and 1.14. This collection is estimated to take 21 minutes to complete, including gathering, preparing, and submitting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the USPTO. Time will vary
depending upon the individual case. Any comments on the amount of time you require to complete this form and/or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should be sent to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DO NOT SEND FEES OR COMPLETED FORMS TO THIS ADDRESS. SEND TO: Commissioner for Patents,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1-800-PTO-9199(1-800-786-9199)로 전화하시고 2 번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If you need assistance in completing the form, call 1-800-PTO-9199 (1-800-786-9199) and select option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