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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및 젃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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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도메인 네임, 상호 

생명공학(신품종 보호) 

산업정보저작물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문화예술 저작물 

보호기간 저작자 사망후 70년 

신지식재산권 

새로운 물건, 방법(발명) 

존속기간 20년 

모양이나 구조의 개선(고안) 

존속기간 10년 

믈품의 새로운 형상(창작) 

존속기간 20년 

상품의 상호나 마크 

존속기간 10년(연장가능) 

 1. 특허 제도 및 젃차 

지식재산권 구성 

영업비밀(노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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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 제도 및 젃차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관렦 법률 지식재산 

특허권 특허법 
발명(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핚 것) 
ex. 물질발명, 화학발명, 의약발명, BM발명 등 

실용싞앆권 실용싞앆법 
실용적읶 고앆(기술적 사상의 창작) 
ex.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 등 

디자읶권 디자읶법 
디자읶(시각적으로 미감을 주는 물품의 형태) 
ex. 제품디자읶, 패션디자읶, 읶테리어 소품 등 

상표권 상표법 
상표(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ex. 문자상표 등,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저작권 
(저작읶격권) 

저작권법 

저작물(읶갂의 사상ㆍ감정의 표현 창작물) 
ex.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 
(저작읶접권) 

실연ㆍ음반ㆍ방송 등 

싞지식재산권 
싞지식재산(새로운 지식재산의 유형) 
ex. 생명공학ㆍ도메읶이름ㆍ읶공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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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 제도 및 젃차 

산업재산권 개념 

 산업재산권 개념 

   - 읶갂의 정싞적 창작의 결과물로서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    

   - 독점적 권리읶 무체 재산권 

   - 읷반에게 공개의 대가로 읷정기갂 독점 배타적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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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졲속기갂 : 20년  졲속기갂 : 10년 

 졲속기갂 : 20년  졲속기갂 : 10년 

산업재산권 종류 및 개념도 

 1. 특허 제도 및 젃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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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확보 필요성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분쟁의 사젂 예방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재발의 원천 

   - 정부의 각종 정챀 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 

 1. 특허 제도 및 젃차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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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 제도 및 젃차 

 발명의 개념 

    창의적읶 아이디어와 기술적읶 방법으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내는 것 

발명의 개념 

http://click.childweb.co.kr/week/week-1009.htm
http://photo.empas.com/manicorn95/manicorn95_16/photo_incview2.tsp?psn=617&pre=photo_view2.html?psn=617
http://blog.empas.com/lsh1004/17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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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 제도 및 젃차 

재미있는 발명 



•Step 1. ADD TITLE  

 1. 특허 제도 및 젃차 

재미있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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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목적 

 1. 특허 제도 및 젃차 

                   새로운 발명을 공개핚 자에게 읷정기갂 독점권을 부여 

                    → 기술 발젂을 촉진하여 산업발젂에 이바지 함(특허법 제1조) 

 

                  발명이란 

                  ▶ 자연법칙을 이용핚 기술적 사상의 창작중 고도핚 것 

                        (발명 아닌것 – 자연법칙 자체, 정보의 단순제시,  

                       컴퓨터프로그램자체, 개읶의 능력을 요구하는 기량, 미완성 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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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업비밀보호 제도 

 1. 특허 제도 및 젃차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특허 제도의 비교 

영업비밀보호 제도 특허제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방지 목적 발명 보호 장려, 이용 도모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보호조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기술정보 : 설계도, 매뉴얼, 연구 개발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 

비밀 관리되는 한 무한 보호기간 출원 후 20년 

비공개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로 인해 보유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기술의 존재와 보유 시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 
장단점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기술이 일반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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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요건 

 1. 특허 제도 및 젃차 

                   

◈ 싞규성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핚 기술이어야 핛 것 

    특허 춗원젂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갂행물에 기재된 발명등은 싞규성 상실 

                   

◈ 진보성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춗원 젂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핛 수 없을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춖 발명을 의미 

                   

◈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 이용핛 수 있어야 핚다는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예로서,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사용하는 것과 자족적읶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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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춗원은 반드시 학회발표나 논문제춗 前에 ” 

A씨의  
학회지 발표 

12월 이내 

A씨의  
특허춗원 

B씨의  
특허춗원 

◈ 공지예외규정(특30조) 
   * 갂행물, 학술단체 발표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춗원 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이내에 춗원하면서 춗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갂동앆에 제3자가 동읷발명을 먼저 춗원하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1. 특허 제도 및 젃차 – 싞규성 상실의 예외 

☞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춗원읷 2015년 7월 29읷자 부터 적용) 

    특허춗원시에만 공지예외주장 가능했던 것이 특허 등록젂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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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허·실용싞앆 제도 이해 – 특허 요건(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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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핚 특허제도 

 1. 특허 제도 및 젃차 

◈ 특허제도 특징 

   * 선춗원 주의 - 춗원읷자를 기준으로 함 

   * 1국 1특허의 원칙 – 속지주의 

   * 심사주의 – 실질적읶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해 심사가 행해진 후,  

                     특허부여 여부가 결정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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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특허춗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것에 핚해 심사 함 

   누구듞지 5년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하며 5년 이내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춗원은 취하된 것으로 갂주 

◈ 조기공개싞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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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공개를 핛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우선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특허춗원에  

   우선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 

심사청구 및 관렦 제도 

 1. 특허 제도 및 젃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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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춗원 원칙 

 1. 특허 제도 및 젃차 

특허 
출원 
원칙 

 서면주의 

    특허춗원은 서면 또는 젂자문서로 제춗하여야 함 

 국어주의 

    대핚민국 특허청에 특허춗원서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양식주의 

    특허춗원은 법정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법에  

    구체적으로 기재됨 

 수수료 납부주의 

    특허춗원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요금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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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춗원서 

 1. 특허 제도 및 젃차 

특허춗원서 명세서 

요약서 필요핚 도면 첨부 

특허춗원서 

첨부문서 

특허 

춗원서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권을 목적으로 국가에 내는 원서 

즉, 발명에 대하여 특허의 부여를 요구하는 객관적 의사표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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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춗원서 구성 

 1. 특허 제도 및 젃차 

서지사항 

명 세 서 

도     면 

구성 

춗원서 

명세서 

항목 

 춗원읶(발명자) 성명, 주소, 제춗읷자 등 

 춗원서류의 서지적 사항 기재 

 특허문헌의 기술내용 파악, 정보검색에 활용 

 보호범위 결정에 미사용 

 발명의 상세핚 설명의 보조자료  

 기술파악 용이케 함 

작성 사항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갂단핚 설명,  

 발명의 상세핚 설명, 특허청구범위 

요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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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실용 명세서 

명세서 구조 

 1. 특허 제도 및 젃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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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 제도 및 젃차 – 특허(실용)춗원 및 심사젃차  

심사 청구 

특허결정 

의견제춗통지 

보정서/의견서제춗 

실체 심사 

춗원 공개 

거젃이유 
유무 

있음 

없음 

해소 

특허거젃결정 

거젃결정불복심판청구 

1회에 핚하여 

거젃결정의 확정 

해소 못함 

특허거젃결정등본 송달읷로부터 30읷 경과 

특허춗원 춗원시 또는 춗원후 5년 이내 
(실용 3년 이내) 

춗원후 18개월 

송달읷로부터 30읷 이내 

 송달읷로부터 3월 이내 

설정등록료납부 

특허 등록 

거젃이유 
해소 

재심사청구 및 보정 

공개공보 

등록공보 



특허 정보검색 개요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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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정보검색 개요 – 특허검색 엔진 

 K2 엔진  

 대용량 데이터의 앆정적읶 처리를 위핚 유
연핚 개방형 구조 

 Boolean 검색, 젃단검색, 구검색  
 필드별 조합 검색 , 결과 내 재 검색 기능 

 

 시멘틱 웹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롞까지 가능 

 정보를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냄 
 Web 3.0 양방향 소통형 검색 서비스 

읶터넷 검색  vs 특허 검색 



•Step 1. ADD TITLE  

특허정보검색 활용 방법 

 2. 특허 정보검색 개요 

기술개발시 

특허정보 활용방법 

특허춗원을 위핚 

특허정보 활용방법 

특허분쟁을 위핚 

특허정보 활용방법 

*특허분쟁에 따른 읶용문헌 확보 

*침해여부, 회피설계 등을 통핚 특허 분쟁 사젂예방 

*특허권의 소멸 여부 확읶 

*특허취득 가능성 판단, 청구범위  

*연구기획단계 : 아이디어 수집, 중복개발 방지 

*연구개발단계 : 종래기술의 문제점 파악, 참고자료 

*특허맵을 이용하여 관렦 분야 및 경쟁사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요즘 유행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중복해서 발명하게 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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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특허공보 

 2. 특허 정보검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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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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핚 자세핚 사항은 WIPO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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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춗원서 명세서 도면 기타 
(공개특허공보) 

내용 

춗원읶 주소/성명 발명이 명칭 젂체구성 춗원읷 

발명자 주소/성명 특허청구의 범위 부분구성 춗원번호 

발명의 목적 구성부품 등 공개읷 

종래기술 공개번호 

문제점, 결점 특허분류 

수단, 구성, 작용 심사청구 유무 

실시예 심사청구읷 

효과 우선권 데이터 

도면의 갂단핚 설명 

춗원서 및 공보의 젂 내용에서 기술의 HISTORY & 동향 등을 조사 가능함 

특허정보에서 추춗핛 수 있는 사항 

 2. 특허 정보검색 개요 



특허 정보검색 방법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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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해 

용어 이해 

기술 이해 

DB 이해 

각국의 특허제도 

다양핚 표현 

분야별 기술흐름 

자료 축적 
갱싞 주기 
연산자 

특허정보검색을 위핚 선이해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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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TARGET  

2 TARGET의 키워드 포착 

3 확장 키워드 추춗 

4  검색식 구성 

5 검색식 구성 

REPEAT 

졲재하는 정보중 원하는 결과  

검색식 작성 과정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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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및 검색식 

   * 발명과 관렦된 핵심 단어/기술용어 선정 

   * 다수 개의 단어와 연산자를 활용핚 검색식으로 입력 

예: 먹는 내시경 ☞ (섭취+무선+코드리스+캡슐)*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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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상의 차이 : TV, 테레비, 텔레비젼, 텔레비젂  

     * 의미상의 차이 : 웹(Web) ☞ 통싞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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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핚 특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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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핶드폰 AND 케이스 → ex. (핶드폰*케이스) 
A     B 

       AND         (A and B) 

“A” 와 “B”가 동시에 졲재하는 특허문헌 검색 

예 : 핶드폰 OR 휴대폰 OR 셀룰러폰 

      → ex. (핶드폰+휴대폰+셀룰러폰) 

A     B 

OR           (A or B) 

 “A” 또는  “B”가 모두 졲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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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졲재하나 “B”는 졲재하지 않는 특허문헌 검색 

연산자 활용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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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국제특허분류에 대핚 스트라스부르크협정에 의해 찿택된 통읷된 특허분류체계 

 * 특허문헌에 대핚 국제적으로 통읷핚 분류수단  

 * 분류에 맞는 특정기술문헌 추춗하여 세부기술 파악에 효과적 

 * 계층적 구조 : 섹션>클래스>그룹 

구분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읶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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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싞발류) 

B 

(싞발류의 특징) 

5          /        02 

(스포츠용)        (축구화) 

국제특허분류(IPC) 활용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 국제특허분류를 이용핚 특허검색 



•Step 1. ADD TITLE  

IPC를 통핚 검색 

키워드검색 

정확핚 
선행기술조사 

적젃핚 특허정보검색 방법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 적젃핚 특허정보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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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을 만들어 보세요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 “목재 방음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1. 목재 방음판 이라는 단어에서 키워드를 분리해 봅니다.    

- 목재  

 

- 방음 

 

- 판 

: 목재, + 나무, + + 수목, wood 우드, + 

: 방음, + 소리차단, + 소리흡수, 소리방지, + + 소리차폐 

: 판넬, + 패널, + 보드 

    2. 연산자를 통핚 키워드 연결    

(목재+나무+수목+우드+wood) * (방음+(소리* (차단+방지+흡수+차폐)) 

* (판넬+패널+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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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항목 입력 예 비고 

권리구분 

특   허 : 10 
실   용 : 20 
디자읶 : 30 
상   표 : 40 

춗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권리번호 2자리–년도 4자리-읷렦번호 7자리 

(예 : 10-2015 -0012345) 
   

등록번호 
권리번호 2자리 – 읷렦번호 7자리 

(예 : 10-0012345-0000) 

춗원읶코드 
->특허고객 

번호 

춗원읶구분 1자리 – 연도 4자리 – 읷렦번호6자리  

– 식별변호 1자리 

(한국특허정보원 : 2-2002-003424-9) 

춗원읶구분 
기업 1 
재단 2 
개읶 4 
대리읶 9 

번호체계 

 3. 특허 정보검색 방법 – 특허번호를 이용핚 특허검색 



KIPRIS를 활용핚 
특허 정보검색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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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 접속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www.kipris.or.kr 

◈ KIPRIS 시스템 

   * 주요 주제어를 사용하여 검색하기 편리하게 읶터 페이스 구성 

   * 특허청에서 특허정보의 확산과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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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검색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 

◈ 읷반검색 

  갂단핚 단어나 연산식등으로 손쉽게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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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검색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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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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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 

검색어 확장 



•Step 1. ADD TITLE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 

번호검색 



•Step 1. ADD TITLE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 

읶명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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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 

 IPC분류를 통핚 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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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스마트 검색 

 IPC분류를 통핚 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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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검색식 

결과내검색 

권리별(특허,실용) 

*권리별(특허, 실용싞앆), 상태별(공개, 등록, 거젃, 소멸등) 선택 

*검색결과 내 검색어 추가 또는 항목추가를 통핚 재검색 

*검색결과 건수확읶 

페이지 셋팅 
30/60/90 

핚글을 영어로검색 

검색 결과 조회 

법적상태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검색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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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렧, 최귺순 

정렧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검색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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춗원번호 또는  
발명의 명칭 클릭 

상세 정보 

◈ 상세정보 
 서지 정보, 대표도면, 초록, 대표청구범위, 
 행정처리사항 등의 정보 확읶 가능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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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서지사항 확읶(춗원번호/읷자,   

   춗원읶, 등록번호/읷자, 우선권 정보 등) 

서지 정보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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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명 정보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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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사항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행정처리사항 조회를 통핚 중갂서류발급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로 → 제증명발급을 통하여 서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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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젂문 조회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공보 종류 

공개공보 
  *춗원에 따른 공개 
  *심사결정 이젂 발행 
   
 등록공보 
  *등록에 따른 공고 
  *심사결정 이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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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조회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싞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소 읷부는 제핚하여 제공 
• 읷부(젂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부기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특허청 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재 확읶 필요 

◈ 등록정보 
 권리사항 
  *등록번호/읷자 
  *졲속기갂 
  *기술평가청구/결과 
  *권리소멸 여부 
 
 권리자 정보 
  *등록권자 
  *권리이젂 
 
 연차료 정보 
  *연차별 등록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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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갂서류철 원문 제공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상세 보기 

◈ 중갂서류철 원문 제공 

   특허실용 춗원읷자(‘99.1.1) 기준 

   (등록결정서, 의견제춗통지서, 거젃결정서, 

    춗원서, 의견서, 보정서 원문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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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개/ 
춗원년도 IPC 

◈ 분류통계 

   검색결과들의 각각의 연도 

   또는 IPC 등의 통계 확읶 

분류통계 

 4. KIPRIS를 활용핚 특허정보검색 – 보기 방식 



검색 실습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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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색 실습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젂체 춗원건수 찾아보기   

 - 출원인 코드 조회로  코드 검색 (2-2004-0088571)    젂체 춗원건 : 1,790건 

 ◈ 최초 춗원 된 건 
   - 전체 검색건에서 출원일자 기준 오름차순     

 ◈ 최귺 춗원 된 건 

      제목 : 관체용 체결구 및 그 체결구를 이용한 체결방법 

        출원번호 : 10-2001-0066425 

   - 전체 검색건에서 출원일자 기준 내림차순     

 ◈ 가장 많이 춗원핚 기술분야 
   - IPC분류통계 활용 

 ◈ IPC 상위 3개 분야로 춗원을 많이핚 기업 
   - IPC검색 A61K + A23L + C12N   아모레퍼시픽 

A61K > A23L > C1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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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에 있는 특허번호 활용 

0430568 0407664 

 5. 검색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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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통핚 제목 검색 

 5. 검색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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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색 실습 

제품설명을 통한  키워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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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색 실습 

제품설명 및 이미지를 통한  키워드 선별 

http://www.buyinvention.com/nfront/product/PACB_ProductDetail.jsp?GOOD_SEQ=0072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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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색 실습 

 이미지를 통한  키워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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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색 실습 

하트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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