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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PO (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 기구)  

            회원국 (18개 맴버 회원국)

  OAPI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회원국

            (17개 맴버 회원국)

특허권 아프리카 지역

 ADAMS & ADAMS' 오피스: 

  프리토리아 | 요하네스버그  |  케이프타운  | 더반

 협력 사무소: 

 앙골라 | 보츠나와 | 브룬디 | 카레룬 (OAPI) | 카보 베르데 

 이집트 | 에티오피아 | 가나 | 케냐 | 레소토 | 라이베리아 | 리비아

 모잠비크 (ARIPO)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시에라 리온 

 상투메 프린시페 | 스와질란드 | 탄자니아 (잔지바르 포함)

 감비아 |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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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S IN AFRICA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

기니

시에라리온 

토고

베냉

라이베리아 

적도기니

상투메프린시페

르완다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셰이셸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짐바브웨

말라위

우간다

말리 니제르

잠비아

에티오피아

차드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튀니지

서사하라

코트디부아르

카보베르데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지부티
감비아

반줄

프리 타운

몬로 비아

기니비사우

에리트레아

트리폴리

아크라

아부자

야운데

부줌부라

마푸투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더반

마세루

음바바네

빈트후크

카보로네

다르에스 살람

루안다

잔지바르

나이로비

카이로

리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앙골라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카메룬

케냐

브룬디

모잠비크

가나 

이집트

하라레

아디스 아바바



아프리카 내 특허권

자주 묻는 질문: 청구 처리 방법 특허권 기간 연장 
가능성 실질 검사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가능성 추가 납입금 언어

ARIPO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영어

알제리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없음 있음 프랑스어/아랍어 

앙골라 허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포르투갈어

베냉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보츠와나*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영어 

부르키나파소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부룬디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있음 있음 프랑스어

카메룬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카보베르데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포르투갈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차드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코모로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콩고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콩고민주공화국 허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프랑스어

지부티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프랑스어

이집트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아랍어

적도기니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에리트레아 현재 사용 가능한 특허 보호 기능 없음

에티오피아 허용 안 됨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영어/암하라어

가봉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감비아 공화국 허용 안 됨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영어

가나*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영어

기니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기니비사우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아이보리코스트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케냐*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영어

레소토* 허용 안 됨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영어

라이베리아*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영어

리비아 허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아랍어

마다가스카르 허용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프랑스어/
말라가시어

말라위* 허용 있음 있지만 실행 사례 
없음 있음 없음 영어 

자주 묻는 질문: 청구 처리 방법 특허권 기간 연장 
가능성 실질 검사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가능성 추가 납입금 언어

말리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모리타니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모리셔스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영어

모로코 허용 안 됨 있지만 의약 
특허만 적용 있음 있음 있음 프랑스어/아랍어 

모잠비크*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포르투갈어

나미비아*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영어 

니제르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나이지리아 허용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영어 

OAPI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영어/프랑스어

르완다* 의약품 특허 불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프랑스어

상투메 섬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포르투갈어

세네갈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세이셸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영어

시에라리온*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영어

소말리아 현재 사용 가능한 특허 보호 기능 없음

남아프리카공화국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영어

남수단 현재 사용 가능한 특허 보호 기능 없음

세인트 헬레나 영국 특허권 등록 허용

수단* 허용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영어

스와질란드*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권 등록 허용/영국 특허권 자동 연장

탄자니아 (탕가니카)* 허용 안 됨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영어

토고 OAPI OAPI OAPI OAPI OAPI OAPI

튀니지 허용 안 됨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영어

우간다* 의약품 특허 불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영어

잠비아* 허용 안 됨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영어

잔지바르* 허용 안 됨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영어

짐바브웨* 허용 안 됨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영어

* ARIPO 회원국을 뜻함, 특허권 보호는 ARIPO 혹은 국가 제소를 통해 획득 가능
* 일부 국가의 특허법은 실질 검사 조항의 근거가 되며, 상기 답변은 실제 실행 중인 위치를 나타냄
* OAPI 회원국 - OAPI 하단 답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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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토리아 사무국

Lynnwood Bridge, 4 Daventry Street,  
Lynnwood Manor, Pretoria, South Africa

사서함 1014, Pretoria 0001, South Africa

전화번호  +27 12 432 6000 
팩스  +27 12 432 6599 
이메일 mail@adams.africa

요하네스버그 사무국

2nd Floor, 34 Fredman Drive 
(Cnr. 5th Street), Sandton, South Africa

사서함 10155, Johannesburg 2000, South Africa

전화번호 +27 11 895 1000 
팩스  +27 11 784 2888 (CPL) 
 +27 11 784 2872 (Patents) 
 +27 11 784 2889 (Trade Marks) 
이메일 jhb@adams.africa

케이프 타운 사무국

22nd Floor, 2 Long Street, Cnr. Long Street and  
Hans Strijdom Avenue, Cape Town, South Africa

사서함 1513, Cape Town 8000, South Africa

전화번호  +27 21 402 5000  
팩스  +27 21 418 9216 (Patents) 
 +27 21 419 5729 (Trade Marks) 
이메일 cpt@adams.africa

더반 사무국

Suite 2, Level 3, Ridgeside Office Park,  
21 Richefond Circle, Umhlanga Ridge,  
Durban, South Africa

사서함 237, Umhlanga Rocks 4320, South Africa

전화번호  +27 31 536 3740 
팩스  +27 31 536 8254 
이메일 dbn@adams.africa

협력 사무소 : 
앙골라 

angola@adams.africa

보츠와나 
botswana@adams.africa

브룬디 
burundi@adams.africa

카보베르데 
capeverde@adams.africa

카메룬 (OAPI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 

cameroon@adams.africa 
oapi@adams.africa

이집트 
egypt@adams.africa

에티오피아 
ethiopia@adams.africa

가나 
ghana@adams.africa

케냐 
kenya@adams.africa

레소토 
lesotho@adams.africa

라이베리아 
liberia@adams.africa 

리비아 
libya@adams.africa

모잠비스 (ARIPO- 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 기구 ) 
aripo@adams.africa 

maputo@adams.africa

나미비아 
namibia@adams.africa

나이지리아 
nigeria@adams.africa

시에라리온 
sierraleone@adams.africa

상투메프린시페 
saotome@adams.africa

스와질란드 
swaziland@adams.africa

탄자니아 ( 잔지바르 포함 ) 
tanzania@adams.africa

감비아 
thegambia@adams.africa

짐바브웨 
zimbabwe@adams.afr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