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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 정 보 검 색  

( 특 허 / 실 용 )  

강의내용  

특허 제도 및 절차 

특허 정보검색 개요 

특허 정보검색 방법 

KIPRIS를 활용한 특허 정보검색 

검색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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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및 절차 

Chapter. 1 

Step 1. ADD TITLE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노하우) 등 

도메인 네임 

데이터베이스(D/B) 

인공지능, 생명공학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1. 특허 제도 및 절차 

지식재산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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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존속기간 : 20년  존속기간 : 10년 

 존속기간 : 20년  존속기간 : 10년 

산업재산권 종류 및 개념도 

 1. 특허 제도 및 절차 

Step 1. ADD TITLE  

특허제도 목적 

 1. 특허 제도 및 절차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 

                    →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특허법 제1조) 

 

                  발명이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중 고도한 것 

                        (발명 아닌것 – 자연법칙 자체, 정보의 단순제시,  

                       컴퓨터프로그램자체,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는 기량, 미완성 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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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신규성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한 기술이어야 할 것 

    특허 출원전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등은 신규성을 상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예로서,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사용하는 것과 자족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발명 등 

◈ 진보성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의미 

특허등록요건 

 1. 특허 제도 및 절차 

Step 1. ADD TITLE  

“ 특허출원은 반드시 학회발표나 논문제출 前에 ” 

A씨의  
학회지 발표 

12월 이내 

A씨의  
특허출원 

B씨의  
특허출원 

◈ 공지예외규정(특30조) 

   * 간행물, 학술단체 발표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간동안에 제3자가 동일발명을 먼저 출원하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1. 특허 제도 및 절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출원일 2015년 7월 29일자 부터 적용) 

    특허출원시에만 공지예외주장 가능했던 것이 특허 등록전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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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의료관련 발명 특허 

   * 의료기기 장치 및 의약품 [특허등록 가능] 

   * 치료방법 발명 [수술, 치료, 진단방법]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독점권 불인정 

◈ 특허제도 특징 

   * 선출원 주의 -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함 

   * 1국 1특허의 원칙 – 속지주의 

   * 심사주의 – 실질적인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해 심사가 행해진 후,  

                     특허부여 여부가 결정 

알아두면 유익한 특허제도 

 1. 특허 제도 및 절차 

Step 1. ADD TITLE  

◈ 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것에 한해 심사 함 

   누구든지 5년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하며 5년 이내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조기공개신청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 공개 진행되나 보상금청구권 주장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우선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 

심사청구 및 관련 제도 

 1. 특허 제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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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조약우선권 제도(특허법 제54조) 

   * 파리조약 동맹국 중 1국 또는 여러 국가에 출원한 내용에 대하여 

      A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B국가에 출원할 경우 

       →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게 되면, 

           A국가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소급 적용해 주는 제도 
 

◈ 국내우선권 제도(특허법 제55조) 

   * 국내건의 선출원 발명에 대하여 개량발명 등을 포함한 후출원 시,  

     선출원의 출원일을 후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적용해 주는 제도 

    (국내우선권 주장시 선출원 특허는 15개월 경과한 때 취하 간주) 

우선권주장 제도 

 1. 특허 제도 및 절차 

◈ 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디자인/상표는 6개월 이내) 

Step 1. ADD TITLE  

 1. 특허 제도 및 절차 – 특허(실용)출원 및 심사절차  

심사 청구 

특허결정 

의견제출통지 

보정서/의견서제출 

실체 심사 

출원 공개 

거절이유 
유무 

있음 

없음 

해소 

특허거절결정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1회에 한하여 

거절결정의 확정 

해소 못함 

특허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특허출원 출원시 또는 출원후 5년 이내 
(실용 3년 이내) 

출원후 18개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 

설정등록료납부 

특허 등록 

거절이유 
해소 

재심사청구 및 보정 

공개공보 

등록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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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국가별 주요 특허제도 

 1. 특허 제도 및 절차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법적용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2013.3월 이전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특허종류 특허, 실용 특허, 실용 
특허 

(실용, 디자인, 
식물, 재발행 등) 

특허, 실용 
(실용→독일 등) 

전리 
(발명, 실용신형, 

외관설계) 

심사청구 
5년이내 

(실용:3년이내) 
3년이내 없음 * 3년이내 

공개제도 18개월 18개월 18개월 18개월 18개월 

권리존속 
발명 : 20년 
실용 : 10년 

발명 : 20년 
실용 : 10년 

특허 : 20년 
(디자인:14년) 

특허 : 20년 
발명 : 20년 
실용 : 10년 

기타 영문출원可 
가출원제도, 
계속출원제도 

무심사주의 
(실용, 외관) 

특허 정보검색 개요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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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출원내용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발행 

* 특허공보는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기술문헌 및 권리서의 역할을 함 

*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재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특징과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개별적인 특징을 가짐 

  * 수집의 용이성 : 각국 특허청에서 발간, DB구비가 잘되어 있음,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 

                       논문의 경우 출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수집이 힘듦 

  * 검색의 용이성 : 통일된 분류체계(IPC), 통일된 기재양식(INID) 

                       INID코드(Internationally Atreed Numvers for the Identification or Data) 

                       1972년 10월 WIPO 산하의 파리동맹위원회에서 채택, 1973년 이후 사용 

  * 내용의 구체성 : 실시 가능할 정도로 정확하고 상세한 이론 및 구체적인 실시 예 

  * 기타사항 : 권리화 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출원된 것은 모두 공개(예외. 출원공개 전 취하) 

 특허공보 특징 

특허공보 의의 

 2. 특허 정보검색 개요 

Step 1. ADD TITLE  

 과거 책자로만 발간하던 공보를 1998.5.15부터 CD-ROM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2001년 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  

 특허공개제도로 인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되면 공개특허공보(A)가 발행되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하고 등록 결정되면 등록특허공보(B1)가 발행 

 (종별 식별코드 : 특허 10, 실용신안 20, 디자인 30, 상표 40, 서비스표 41) 

한국의 특허공보 

 2. 특허 정보검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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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구분 출원서 명세서 도면 기타 
(공개특허공보) 

내용 

출원인 주소/성명 발명이 명칭 전체구성 출원일 

발명자 주소/성명 특허청구의 범위 부분구성 출원번호 

발명의 목적 구성부품 등 공개일 

종래기술 공개번호 

문제점, 결점 특허분류 

수단, 구성, 작용 심사청구 유무 

실시예 심사청구일 

효과 우선권 데이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출원서 및 공보의 전 내용에서 기술의 HISTORY & 동향 등을 조사 가능함 

특허정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사항 

 2. 특허 정보검색 개요 

Step 1. ADD TITLE  

공보구성 및 문헌코드 

 2. 특허 정보검색 개요 

 INID 코드(International agreed Numbers for the Indentification of Data)  

* 1972년 10월에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산하에 제정 

* INID코드는 조사된 특허정보의 서지적 사항의 식별기호 임 

* 특허공보 서지사항의 각 항목에 부여된 INID코드를 통해 해당 항목 식별 가능 

* INID코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IPO에서 관리 



10 

특허 정보검색 방법 

Chapter. 3 

Step 1. ADD TITLE  

제도 이해 

용어 이해 

기술 이해 

DB 이해 

각국의 특허제도 

다양한 표현 

분야별 기술흐름 

자료 축적 
갱신 주기 
연산자 

특허정보검색을 위한 선이해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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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키워드 및 검색식 

   * 발명과 관련된 핵심 단어/기술용어 선정 

   * 다수 개의 단어와 연산자를 활용한 검색식으로 입력 

예: 먹는 내시경 ☞ (섭취+무선+코드리스+캡슐)*내시경 

 

◈ 키워드 확장(동의어, 유사어, 외래어, 단·복수형, 변화형 활용) 

     * 표현상의 차이 : TV, 테레비, 텔레비젼, 텔레비전  

     * 의미상의 차이 : 웹(Web) ☞ 통신망(네트워크망), 그물 

     * 비구체적 표현 : 자동차 ☞ “차륜과 차대와 구동기를 갖는 장치” 

     * 의도적 비표준 표현 : 키이보드, 콤퓨타  

키워드 선정시  키워드 표현의 다양성 고려 ! 

키워드 활용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검색 

Step 1. ADD TITLE  

예 : 핸드폰 AND 케이스 → ex. (핸드폰*케이스) 
A     B 

       AND         (A and B) 

“A” 와 “B”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허문헌 검색 

예 : 핸드폰 OR 휴대폰 OR 셀룰러폰 

      → ex. (핸드폰+휴대폰+셀룰러폰) 

A     B 

OR           (A or B) 

 “A” 또는  “B”가 모두 존재하는 특허문헌 검색 

예 : ((자동 OR 오토) AND (문 OR 도어)) NOT 자동차 

        → ex. ((자동+오토)*(문+도어))*!자동차 

A    B 

  NOT          (A not B) 

“A”는 존재하나 “B”는 존재하지 않는 특허문헌 검색 

연산자 활용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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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절단자 활용 
 

* 검색어의 일부 문자열이 일치하는 모든 문헌을 검색 

* 검색DB별 다양한 기호로 표기( 예: *,  ?,  $ ) 

    예 : comp? 

          

 

 구문검색 활용 

*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순서대로 연속해서 존재하는 문헌 검색 

* 보통 인용부호(“ ”)를 이용하여 표기 

* 하나의 검색어로 인식 

   예: “스팀 청소기”, “레이저 프린터” 

computer, composite, compound,……   

절단자 및 구문검색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Step 1. ADD TITLE  

검색 DB별 연산자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검색사이트 
연산자 

비고 
AND OR ANDNOT TRUNCATION 

KIPRIS * + ! 없음 

KISTI & | ! * 

WIPS and or not * 유료 

JPO * +, <space> - ? 

USPTO and or andnot $ 

EPO and or not *, ?, # 

WIPO and or andnot * 

DELPHION and or not ?, *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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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국제특허분류에 대한 스트라스부르크협정에 의해 채택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 

 * 특허문헌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한 분류수단  

 * 분류에 맞는 특정기술문헌 추출하여 세부기술 파악에 효과적 

 * 계층적 구조 : 섹션>클래스>그룹 

구분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표기형태 A~H 2개 숫자 1개 영문자 1~3개 숫자 2개 이상 숫자 

구성갯수 8 120 623 6,923 67,634 

예:축구화 

(A43B5/02) 

A 

(생활필수품) 

43 

(신발류) 

B 

(신발류의 특징) 

5          /        02 

(스포츠용)        (축구화) 

국제특허분류(IPC) 활용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 국제특허분류를 이용한 특허검색 

Step 1. ADD TITLE  

1. Catchword  Index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청에서 IPC 조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 영문키워드를 이용하여 기술용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해 놓은  

      Catchword에서 대응되는 IPC 찾기 
 

2. 특허분류 매뉴얼을 이용하는 방법 

   * IPC 조회 프로그램의 좌측하단 메뉴의 섹션별보기를 클릭하여 단계별로 

      해당 IPC를 사용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법 
 

3. 키워드 검색을 통한 통계적 접근 방법 

   * 키워드를 이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행하고, 검색결과를 추출하여  

     가장 정확하고, 빈번한 IPC코드를 찾아내는 방법 

해당 IPC 조회 방법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국제특허분류를 이용한 특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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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IPC를 통한 검색 

키워드검색 

정확한 
선행기술조사 

적절한 특허정보검색 방법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Step 1. ADD TITLE  

  검색범위 확장 

   *시소러스를 이용한 키워드 확장 

   *검색범위를 확장하는 연산자 활용 :  OR(+), 절단자(?) 

     ☞ 예: 목재 방음판 

– 목재(재료) ☞ 목재+나무+수목+우드+wood 

– 방음(제품기능) ☞ 방음+(소리*(차단+방지+흡수+차폐))                     

– 판(제품) ☞ 판+판넬+패널+보드 

 

  검색범위 한정 

    *검색범위를 한정하는 연산자 활용 : AND(*), NOT(!) 

     *검색항목(Field) 선택 :발명의 명칭, 초록, 청구범위 

     *IPC(국제특허분류) 활용 

 

검색범위 확장 및 한정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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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유사기술 발견시 재검색 

   * 특허분류 재검색 

     유사한 특허건에 부여된 IPC분류로 재검색 

   * 발명자(출원인) 재검색 

     동일 발명자(출원인)에 의한 유사특허 검색 

 

 단계별 검색(Step by Step) 

    * 한번에 원하는 자료를 얻고자 하는 생각은 금물 

    *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의 검색조건으로 검색 

    * 다단계 검색이 필요함 

단계별 검색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KIPRIS를 활용한 
특허 정보검색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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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KIPRIS 접속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www.kipris.or.kr 

◈ KIPRIS 시스템 

   * 주요 주제어를 사용하여 검색하기 편리하게 인터 페이스 구성 

   * 특허청에서 특허정보의 확산과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운영 

Step 1. ADD TITLE  

일반 검색 및 스마트 검색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23개 항목)  
  *해당 검색항목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 

  *각각의 항목은 자동으로 AND 연산 

 ◈ 일반 검색(초보자용) 
     단일의 키워드 입력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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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자동차+자가용+승용차+운송수단) 

엔진+앤진+시동+내연기관 

스마트 검색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23개 항목) 

  *두개이상 검색항목 이용하여 검색 정확도를 

    높일수 있음 

  *해당 검색항목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 

  *항목간 and, or 조합 이용 가능 

Step 1. ADD TITLE  

스마트 검색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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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입력검색식 

결과내검색 

권리별(특허,실용)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상태별(공개, 등록, 거절, 소멸등) 선택 

*검색결과 내 검색어 추가 또는 항목추가를 통한 재검색 

*검색결과 건수확인 

페이지 셋팅 
30/60/90 

한글을 영어로검색 

검색 결과 조회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법적상태 

Step 1. ADD TITLE  

정렬, 최근순 

정렬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검색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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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이미지 보기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보기 방식 

◈ 기본보기 

   결과화면설정을 통해 대표도면,  

   출원번호등의 항목을 간단히 조회 

Step 1. ADD TITLE  

초록 일괄 보기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보기 방식 

◈ 초록 함께보기 

 검색 결과 중 주요 이미지 없이 초록항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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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대표 도면 보기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보기 방식 

◈ 대표도면보기 

  검색결과 중 대표도면을 일괄적으로 조회 

Step 1. ADD TITLE  

일괄 보기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보기 방식 

◈ 일괄보기 

   검색된 건들 중 전체도면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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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등록/공개/ 
출원년도 IPC 

분류 통계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보기 방식 

◈ 분류통계 

   검색결과들의 각각의 연도 

   또는 IPC 등의 통계 확인 

Step 1. ADD TITLE  

출원번호 또는  
발명의 명칭 클릭 

상세 정보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상세정보 
 서지 정보, 대표도면, 초록, 대표청구범위, 
 행정처리사항 등의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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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서지정보 

   서지사항 확인(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우선권 정보 등) 

서지 정보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Step 1. ADD TITLE  

행정처리 사항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행정처리사항 조회를 통한 중간서류발급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로 → 제증명발급을 통하여 서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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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패밀리정보 

   국내 출원외 해외건이 있는 경우  

   관련 출원번호 모두   확인 가능 

패밀리 정보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Step 1. ADD TITLE  

공보전문 조회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공보 종류 

공개공보 
  *출원에 따른 공개 
  *심사결정 이전 발행 
   
 등록공보 
  *등록에 따른 공고 
  *심사결정 이후 발행 
   
 정정공보 
  *정정신청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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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기타공고 조회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특실 존속기간 연장등록 공고 

   기타공고 탭에서 정정공보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공보 조회가능 

Step 1. ADD TITLE  

등록정보 조회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등록정보 
 

 권리사항 
  *등록번호/일자 
  *존속기간 
  *기술평가청구/결과 
  *권리소멸 여부 
 

 권리자 정보 
  *등록권자 
  *권리이전 
 

 연차료 정보 
  *연차별 등록료 납부 

•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소 일부는 제한하여 제공 
• 일부(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부기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특허청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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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통합행정정보 

    특허 출원시 부터 특허등록 후 연차  등록료 

    납부서류까지 모든 행정서류정보 확인 

통합행정 정보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Step 1. ADD TITLE  

중간서류철 원문 제공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중간서류철 원문 제공 

   특허실용 공고일자(‘12.1.1) 기준 

   등록결정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원문 제공 

     

 

  



26 

Step 1. ADD TITLE  

지식재산 공유 확대 URL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URL 개방 및 SNS 연계 서비스 

    상세보기, 전문, 대표도면 등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SNS를 통해 공유 가능 

     

 

  

Step 1. ADD TITLE  

 선택보기 → 책갈피 기능 

 엑셀저장 → 간략정보 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다운로드 

   검색된 건들의 조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KIPRIS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 가능) 

 검색식 저장 → 이용자가 사용한 검색식 저장 후 추후 활용 가능 

                       (KIPRIS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특허용어사전 

  지재권 관련 용어를 검색 할 수 있고, 지재권 사전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부가서비스 

 4.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 유용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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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실습 

Chapter. 5 

한 국 특 허 정 보 원  I P 정 보 확 산 팀  

출원지원교육파트 kpdsedu@kipi.or.kr 

특허교육지원단 블로그 blog.daum.net/kpdsedu 

mailto:kpdsedu@kip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