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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공통 동의어사전
사용자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저
장해두는 개인 사전 기능

O 28

공통 유사검색식
사용했던 검색식 중 찾고자 하는 검색식을 포함하고
있는 검색식

O 28

공통 내검색식
최근 이용검색식 또는 사용자가 저장한 검색식
을 조회하는 기능

O 28

공통 의견수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중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에 대해 질문 및 의견제시

O 33

공통 마이폴더
검색 결과를 저장하여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는
기능

O 30

공통
온라인
다운로드

검색 결과에 대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
능

O 30

공통 나의관심특허
관심있는 권리의 검색식을 미리 저장하고 매일
또는 매주 검색식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는 기능

O 55

공통 검색식 저장 검색 후 해당 검색식 저장 O 30

공통
찾아가는
특허서비스

기관 또는 업체 홈페이지에 특허검색창을 제공
하여 해당페이지에서검색및조회기능

O 50

공통 일반검색 간단한 단어나 번호, 검색식을 이용한 검색 X 10

공통 스마트검색
명칭, 번호정보, 일자정보, 인명정보 등 검색항
목을 이용한 검색

X 22

공통 검색히스토리 권리별 최대 10개의 최근 검색어 저장 X 32

공통 상세보기
특허정보의 서지, 공보, 등록정보 등 자세한 정보 열
람 제공

X 15

공통 정렬기능
검색결과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오름/내
림차순 정렬

X 26

공통 보기방식 검색 결과에 대한 열람 방식 선택 X 11

ⅠⅠ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주요 제공기능

□ SEARCH

o 공통기능

일부 기능 중 개인화 기능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로그인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검색 및 열람, 저장, 인쇄는 로그인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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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공통 선택보기 검색결과에대해특정건만 모아서보는기능 X 14

공통 환경설정 각 권리별 추가 항목에 대한 설정 X 14

공통 엑셀저장 검색 결과화면을 엑셀 파일로 저장 X 14

공통
실시간
인기검색어

하루동안 검색이 많이 된 단어목록 제공 X 36

공통 최근 본 OOO 검색결과에서 상세보기를 한 항목 제공 X 36

공통 한글-영어
한글 또는 영어 검색어에 대해 동일한 뜻의 영
어 또는 한글 검색어를 함께 검색하는 기능

X 28

공통 검색도움말 권리별 검색방법 도움말 X 33

공통 특허용어사전
지재권용어에 대한 풀이 및 기술용어에 대한 영
문 표기 제공

X 33

공통 통계현황 권리별 자료축적현황 및 각 일자별 통계 제공 X 33

공통 정보화사업소개 특허청이 운영하는 정보화 사업 소개 X -

공통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내외 특허 검색사이트 및 각국 특허청과 유관기관
링크

X 56

o 특허·실용신안

조건별 통계정보 및 구글 연계 검색, 기계번역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합니다.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특실 분류통계
검색결과에 대해 조건별로 분류된 통계정보 제
공

X 26

특실 구글특허
단어 검색어에 대해 구글 특허에 연계한 미국특
허 제공

X 36

특실 IPC 조회 국제분류특허(IPC) 코드, 내용 검색 X 25

특실
실시간
자동번역

한영 실시간 기계 번역 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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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자인

상세보기 시 출원인이 제출한 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일괄보기 

기능 등 제공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디자인
디자인분류코드

조회
디자인분류코드, 물품명 검색 X 37

디자인
형태분류코드

조회
디자인 형태분류코드, 물품명칭 검색 X 37

디자인
물품별 부분명칭

조회
물품별 부분명칭 조회 X 38

o 상표

소리·냄새상표 및 각 표장에 대한 검색 지원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상표
상표완전일치

검색
검색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표만 검색 X 41

상표 상품분류조회 국제분류, 지정상품 검색 X 40

상표 유사군코드조회 명칭, 류구분, 유사군 검색 X 40

상표
도형(비엔나)
코드조회

도형설명에 따른 코드 검색 X 40

o 해외특허

해외 국가별 특허검색가이드 및 기계번역 제공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해외
특허

해외특허
검색가이드

해외 국가별 검색사이트 검색 방법 안내 X 43

해외
특허

국가별분류
코드조회

CPC, UPC, EPC, FI, F-Term 검색 X 42

해외
특허

실시간
자동번역

영한, 일한 실시간 기계 번역 X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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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검색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통합
검색

추가제공정보

특허 및 디자인, 상표 정보 외에 표준기술문헌
(모바일광대역통신표준기술(3GPP), 인터넷표준
기술(IETF)), NDSL(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IP-NAVI(지재권분쟁정보포
털사이트)의 추가정보 제공

X 45

□ TODAY KIPRIS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공통
실시간

인기검색어
권리별 10위까지의 인기검색어 제공 X 59

공통
KIPRIS 데이터
제공현황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해외특허, 해외
상표, 해외디자인의 데이터 제공현황

X 59

공통
권리별 검색
이용건수

당일 실시간 권리별 검색 이용 건 수 X 60

공통
슈퍼 인용 문헌

검색
기간 내 심사관이 심사 시 많이 인용한 특허정보
제공

X 60

공통
IPC 섹션별
다출원

기간 내 IPC별 5위까지의 다출원자 조회 X 60

공통 이슈특허
매월 이슈되는 내용의 특허, 디자인에 대해 소개 및
검색식 제공

X 60

공통
오늘의
관심특허

당일 많이 열람한 특허 X 60

공통
KIPRIS
방문자수

당일 KIPRIS 방문자 수 X 60

□ PR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공통 홍보동영상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된 KIPRIS 홍
보 동영상 시청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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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E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공통 초보자검색 단계별 검색 및 번호, 인명, 명칭 검색 X 62

공통
쉽게 배우는
특허

통합검색,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해외
특허, 해외상표의 동영상 매뉴얼

X 68

공통 KIPRIS 서비스
나의관심특허, 번역서비스, 특허용어사전, 특허
분석도구, 자료제공, 관련프로그램설치 안내

X 69

공통 고객센터
FAQ, 의견수렴, 검색개선사항, 검색교육신청, 찾
아가는 특허서비스, 검색팁&노하우, 설문조사
제공

X -

□ KIPRIS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관련
페이지

공통 KIPRIS 소개 키프리스 및 특징 소개 X -

공통 KIPRIS 연혁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연혁 소개 X -

공통 오시는 길 특허청 위치 및 교통편 안내 X -

공통 공지사항 시스템 개선, 중단 등 전체 공지사항 열람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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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용매뉴얼

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접속

가. 키프리스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kipris.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키프리스, 특허정보넷, 특허검색, 특허정보, 상표검색 등을 

입력하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권리 내용 예

특허 원천·핵심기술
ABS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또는 저연비 엔진
기술 등

실용신안 Life-cycle이 짧은 개량 기술
사이드미러 관련 기술 또는 자동차 문 관련
기술 등

디자인 물품의 외관 차체형상 또는 전방 램프 형상 등

상표 상품의 명칭 자동차 또는 제작사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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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프로그램 설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한 검색 및 결과 열람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 

사양과 응용프로그램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 화면해상도 1,280 x 1,024 이상

- Internet Explorer 9.x이상 또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오페라 등

공보 및 이미지 열람을 위해서는 PDF와 Tiff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관련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색 후 상세보기 시에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PDF 뷰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PDF공보)

Tiff 뷰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책자공보, 일부 권리의 이미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관련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①의 버튼을 눌러 Adobe에서 제공하는 Acrobat Reader 설치페이지로 

이동하여 선택 옵션 확인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 일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후에도 

PDF 공보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충돌에 의한 것으로 보이

며 이런 경우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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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버튼을 눌러 AlternaTIFF 제공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용 중인 브라우저에 Tiff 파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와 같은 문구가

보입니다. 사용 중인 브라우저가 32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이면 ④의 

허용을 눌러 파일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완료하면 Ⓐ 부분은 다음 그림의 Ⓑ와 같이 변경되어 나타나며

상세보기에서 책자공보나 일부 권리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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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32비트가 아닌 64비트이거나 

다른 브라우저(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오페라 등)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③을 눌러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64비트를 위한 ActiveX를 설치합니다. 그 외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경우 Ⓓ에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브라우저 plug-in을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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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실용신안 검색

가. 특허실용 검색이동 및 검색어 입력하기

핸드폰에 대한 특허를 알아보고 싶으세요?

아래 그림의 화면 상단에서 SEARCH의 특허·실용신안을 클릭(①)하여 

검색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홈페이지 중앙 검색창에서 권리를 특허·실용

신안으로 변경(②)하고 『핸드폰』을 입력(③)하여 검색하세요.

①을 통해 이동한 경우 이동한 페이지의 상단에 키워드 검색으로 

『핸드폰』을 검색해 보세요.

※ Ⓐ의 펼치기를 통해 복잡한 연산식이나 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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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보기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① 검색결과를 보는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기종류 서지정보 초록정보 도면정보

기본보기 O X 대표도면

초록함께보기 O O 대표도면

대표도면보기 X X 대표도면

도면일괄보기 X X 모든 도면

※ 도면일괄보기는 현재 Internet Explorer에서만 지원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Tiff 뷰어를 필요로 합니다. 뷰어의 설치는 [GUIDE] - [KIPRIS 서비스]메뉴의

관련프로그램설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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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기

초록함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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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보기

도면일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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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색결과에 대해 검색편의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명칭 내용 사용법

선택보기
검색 결과 중 몇 개 항목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기능

검색 결과에서 발명의 명칭 앞에 위
치한 체크박스를 체크 후 선택보기
버튼 클릭

엑셀저장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엑셀저장 버튼 클릭 후 저장위치 지
정

인쇄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현재 페이지를
인쇄하는 기능

프린터 연결 및 온라인 상채 확인 후
인쇄버튼 클릭

환경설정
검색결과에 선택정보를 추가하여 함께
보는 기능

추가할 항목 선택 및 저장 후 재검색
후 검색 결과에서 열기 버튼 클릭

③ 한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양이 너무 적으신가요? 페이지당 보여

지는 검색 건 수를 30건, 60건, 90건으로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④ 검색된 특허의 건수를 나타냅니다. 내용에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특허가 30,173건 검색이 되었네요. 검색 건 수가

너무 많지요? ⑤의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하고 다시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어 검색하면 이전 검색 결과에 추가된 검색어를 포함한 

검색식을 만들어 원하시는 검색결과를 찾기가 더 수월합니다.

‘케이스’란 단어로 검색 시 ‘(핸드폰)*케이스’라는 검색식이 만들어져

검색 결과 3,879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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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정보 보기

검색결과 목록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의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상세정보, 공개(공고)전문,

등록사항, 통합행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정보

인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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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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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국

선행기술조사문헌

패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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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전문

공고전문



- 19 -

정정공고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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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항

통합행정정보

※ 전문 및 정보 제공 범위는 각 건별로 상이하며, 책자공보는 1999년 이후

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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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계번역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전문에 대하여 한→영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개·공고 전문 화면 내 우측 상단에 있는 한영기계번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출원 건에 대한 번역문(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역문은 원문+번역문 동시보기, 번역문보기, PDF 번역보기, 구글번역

으로 보실 수 있으며 실시간 번역됨으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번역된 문서는 PDF저장이 가능합니다.

※ 기계번역 서비스는 특허 및 과학기술문헌 전용의 첨단 자동번역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되었음으로 부분적인 오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전문번역가에 

의한 번역물을 대신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오역과 누락 부분, 데이터의 불일치 등에 대하여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전 동의 없이 권한이 없는 일반 대중을 위해 DB 및 시스템에 

저장되어 재생, 복사,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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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마트검색

여전히 검색 결과가 많으신 가요?

검색창 하단의 ‘스마트검색’을 이용해 보세요. 상세한 검색을 할 수 

있는 항목별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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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구분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권리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합니다.

② 행정처분 : 거절, 등록, 소멸 등 현재 찾고자 하는 출원/등록상태를

설정합니다.

전체 모든 범위에서 검색

거절
출원 후 특허 심사과정에서 실체적인 특허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이 취하는 행정처분

등록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소멸 특허등록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한 상태

무효
출원 또는 등록된 상태에 대하여 특정 사유로 인해 그 권리나 행위가 무효화
된 상태

취하 출원한 특허가 등록되기전 여러 사유로 인하여 출원이 취소된 상태

포기 출원인의 포기서 제출, 등록료 불납 등으로 등록결정이나 권리를 포기한 상태

공개
출원이나 등록사실이 일반 공중에게 공표된 상태로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건,
조기공개신청건, 등록된 건이 공개가 됨

③ 자유검색(전문) : 화면 상단에 위치한 검색창과 같은 기능을 하는 

창으로 연산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확장 : 자유검색에 한 단어의 검색어 입력 시 사용가능하며

동의어, 관련어, 번역어의 시소러스 DB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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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PC :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으며 코드를 모를 경우에는 도우미 버튼을 눌러 

IPC 코드 및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⑤ 번호정보 :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 검색하고자 하는 건의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컬럼에 직접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공고번호, 공개번호는 권리(2자리)-출원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됩니다.

[검색 예]
출원번호가 10-1999-0001234(특허 제1999-1234호)를 찾고자 하는 경우

10-1999-0001234 ?-1999-0001234 10-?-0001234

?-?-0001234 1019990001234

위와 같은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하며 공고번호, 공개번호도 같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됩니다.

[검색 예]
등록번호가 10-1999-0001234(등록특허 제1234호)를 찾고자 하는 경우

10-0001234 ?-0001234 1000012340000

위와 같은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번호 / 국제공개번호는 국가코드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검색 예]
국제출원번호가 PCT/US/2002/019728을 찾고자 하는 경우

PCTUS2002019728 PCT/US/2002/019728

국제공개번호가 WO 1999/24495를 찾고자 하는 경우

WO199924495 WO 1999/24495

공백과 특수문자를 제외하고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는 “절단자” 연산자로 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을 경우 나머지 번호에 대해
전체 검색을 합니다.

⑥ 일자정보 : 공고일자, 출원일자 등 검색하고자 하는 건의 일자 정

보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칼럼에 직접 일자를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는 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 예]
일자가 2010년 5월 8일인 경우 : 20100508
일자가 2010년 5월인 경우 : 201005
일자가 2010년인 경우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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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직접입력 : 검색 키워드를 발명(고안)의 명칭, 초록, 청구범위의 해당

범위에서만 검색합니다.

⑧ 이름/코드/주소 :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등록권자명에 대해서만 

검색합니다.

※ 인명검색의 경우 동명이인이 많아 검색이 어려운 경우 코드 검색을 이용하여

검색해보세요. 인명코드를 모르는 경우 입력창 옆의 도우미 버튼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발명자는 별도의 인명코드를 갖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상세 주소를 통한 검색 및 정보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⑨ 초기화 : 현재 스마트 검색 창의 모든 항목을 지웁니다.

⑩ 검색정보입력도우미 : IPC 조회, 번호검색·일자정보 입력 도우미,

이름/코드/주소 조회창을 띄웁니다.

⑪ 검색하기 : 입력한 스마트 검색창의 정보를 가지고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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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색결과 활용

지금까지 검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검색결과를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권리구분 : 권리구분을 선택하여 재검색합니다.

② 정렬 : 검색결과 내에서 원하는 정보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 1차, 2차로 나누어서 교차 정렬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오름 또는 내림차순을

선택하여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정렬값)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IPC,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우선권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자,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③ 행정처분 : 행정처분상태를 선택하여 재검색합니다.

④ 분류통계 : 검색결과를 등록년도, 공개년도, 출원년도, IPC, 출원인의

조건별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각 조건의 상위 20위까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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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통계에서 등록년도를 눌러보니 2012(211), 2013(207), 2006(207),

2005(196),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검색어로는 2012년도에 

211건으로 등록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 2002(146)을 클릭하면 검색결과목록이 분류통계목록으로 변경

되어 146건이 검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류통계는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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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색관련 부가서비스 

검색 중 이용이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① 동의어사전 : 이용자가 만드는 개인 사전입니다. 평소 유사 

단어를 등록하고 필요시 등록된 단어를 특허검색에 활용할 수 있습

니다. 이용자가 등록한 단어는 타인이 볼 수 없으며 이용자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유사검색식 : 이전에 검색했던 검색식 중 찾으시고자 하는 

검색어를 포함한 검색식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③ 내검색식 :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장된 “최근 검색식”과

이용자가 별도로 등록한 검색식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라도 이전 검색식을 찾기 위한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최근 검색식은 로그인 후 검색한 30건까지 저장합니다. 30건이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검색폴더에 저장하셔야만 합니다.

④ 한글-영어 : 통합 검색창에 입력한 한글 키워드를 영단어 키워드로 

변환하여 한글과 영단어 키워드를 함께 검색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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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사전

유사검색식

내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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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색식 저장 : 방금 실행한 검색식을 저장하고 다음 기회에 

①번의 ‘내검색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⑥ 마이폴더 기능은 검색 후 검색 결과를 저장하여 다음 기회에 검색 

없이 검색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하나의 폴더에는 최대 3,000건

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 마이폴더 보기 : 마이폴더 내의 폴더와 각 폴더 내 저장한 문헌을 볼

수 있습니다.

※ 마이폴더 저장 : 검색 결과를 지정하여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 검색 후 마이폴더에 저장하기 원하는 검색 결과의 발명(고안)의 명칭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마이폴더 저장을 눌러 저장할 폴더를 지정

합니다.

※ 마이폴더 전체저장 : 검색 결과 전체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 최대 검색 건수가 3,000건이 넘으면 저장되지 않으며 저장 건수에 따라

저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⑦ 온라인 다운로드 : 검색결과에 대해 저장 항목을 선택하고 

텍스트 또는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파일형식은 워드패드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또는 선택항목이 많을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회 최대 5,000건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09:00∼19:00에는 1회 100건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항목이 많고 다운로드 건 수가 많을 경우

파일 생성이 실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저장항목이나 다운로드 건

수를 조절하셔서 다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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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폴더

온라인 다운로드

※ 저장 항목 : 최종처분내용,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출원인,

IPC, 공고번호, 공고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원출원권리,

원출원번호, 원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심사청구항수, 심사청구여부, 발명자,

대리인, 우선권, 지정국,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등록상태, 관련출원번호, 초록, 청구항, 번역문제출일자(이상 31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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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검색히스토리 : 최대 10건의 최근 검색어를 저장하고 이를 보여

줍니다.

※ 검색히스토리의 검색식 저장은 쿠키파일을 이용함으로 브라우저의 쿠키 삭제에

의해 저장된 검색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결과가 0건이거나

검색식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33 -

아. 기타 부가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용 중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① 검색도움말 : 검색 서비스 이용 중 각 권리별 검색 및 항목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② 특허용어사전 : 지재권용어에 대한 풀이 및 기술용어에 대한 영문

표기를 제공합니다.

③ 의견수렴 :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 및 의견제시를 접수합니다.

※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는 바로 질문이나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④ 통계현황 : 권리별 자료축적현황 및 각 일자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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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도움말

특허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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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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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시간인기검색어 : 현재 많이 검색되고 있는 단어를 보여줍니다.

※ 현재시간으로부터 24시간동안 검색된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합니다.

⑥ 구글특허 : 구글특허에서 해당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⑦ 최근 본 특허·실용신안 : 검색 결과 중 클릭을 통해 상세보기 창을

띄워 열람한 최근 10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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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자인 검색

가. 스마트 검색

① 유형 :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를 선택하며 검색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 선택되어야 합니다.

유형 구분 유형 설명

유사디자인
디자인 권자 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
인 등록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
자인 등록을 받는 것

부분디자인

물품(예 : 커피잔)을 구성하는 일부분(예: 커피잔의 손잡이)의 외관에 관
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게하여 부분디자인에 대한 창
작적 가치를 보호하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에 의한 분쟁을 방지

기타 (유사 및
부분 외 디자인)

유사 또는 부분 디자인 외 기타 디자인이며 통상적인 디자인 출원

② 물품명칭 : 검색하고자 하는 디자인의의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항목입니다.

③ 분류정보 : 한국분류, 형태분류, 국제분류의 코드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류정보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도움말 버튼을 눌러 



- 38 -

물품별 부분명칭 사전 검색창 물품에 대한 명칭

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분류 구분 분류 설명

한국분류
2014. 6. 30.까지 디자인 분류로 명명되어 우리나라 공식분류로 사용되
았으나 2014. 7. 1.부터는 선행디자인 심사를 목적으로만 활용

형태분류
디자인 물품의 형태코드를 입력하여 검색
※ 디자인 형태 분류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구축됨

국제분류

2014. 7. 1.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
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0판)을 사용하며 로카르노 분류 10판은
2013년 6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9개군에 7,157개 물품목
록을 포함

한국분류의 13개 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제조식품 및 기호품 H : 전지전자기계기구 및 통시기계기구

B : 의복 및 신변 J : 일반기계기구

C : 침구, 조리용구 등 생활용품 K : 산업용기계기구

D : 주택설비용품 L : 토목건축용품

E :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M : 직물지 등 기타의 기초제품

F :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광고용구 N : 타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물품

G : 운수 또는 운반기계

④ 검색정보입력도우미를 통해 분류, 번호, 일자, 이름 등의 코드 정보와 

함께 물품별 부분명칭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색은 특실의 스마트검색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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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표 검색

가. 스마트 검색

① 권리구분 : 상표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리구분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선택되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권리 구분 권리 설명

상표(40)
상품을 대상으로 타인의 것과 구분 짓는 표장
예) 새우깡, 구구콘, 깐돌이

서비스표(41)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타인의 것과 구분 짓는 표장
예) 헌혈의집, ○○보쌈, ○○왕갈비

업무표장(42)
비영리 단체에서 업무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
예) 한국가수협회, 제주올레걷기대회, 한국스카우트연맹

단체표장(43)
공동 설립 법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
예)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지리적표시단체표장(44)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단체표장
예) 포천막걸리, 영광천일염, 담양 창평 쌀엿

상표/서비스표(45)
상표와 서비스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
예) 한국특허정보원, 에버랜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증명표장(47)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원산지, 생산방법, 특성 등을 증명하는 표장
예) 세계일류상품, 서산뜨레

지리적표시증명표장(48)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증명표장
예) 함평단호박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한 것 중 지정국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것
예) COACH, FILA, GUESS, YVES SAINT LAU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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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형 : 상표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 유형 :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문자, 도형복합, 소리상표, 냄새상표,

색체상표, 입체상표, 색체복합, 홀로그램, 동작상표,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 불가능(이상 13개)

※ 소리상표, 냄새상표

  한미FTA로 발효에 따라 2011.12.2.부터 소리나 냄새가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시각적인 상표 특성에 따라 상표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내용으로 

상표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상표는 Windows Media Player Plug-in을 설치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③ 분류정보 : 상품분류, 유사군, 지정상품, 도형코드(비엔나)의 코드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류정보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도움말

버튼을 눌러 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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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검색의 스마트 검색에서는 상표명칭 옆 ‘완전일치검색’을 체크하여

검색어와 일치하는 단어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사랑’이라는 명칭에 대해 그냥 검색했을 경우 상표명칭에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7,294건이 검색되었으나 완전일치검색으로 검색한

경우에는 상표명칭이 ‘사랑’인 34건만 검색되는 것을 볼 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색은 특실의 스마트검색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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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특허 검색

가. 스마트 검색

① 코드정보 : IPC 이외에 UPC, EPC, FI, F-Term, CPC에 대한 코드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드정보를 모르시는 경우 각각의 코드

도움말 버튼을 눌러 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우선권주장국가 : 우선권 주장국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 국가 코드(Country codes in ISO 3166)의 

두 자리 코드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코드에 대한 검색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 → US, 일본 → JP, 영국 → GB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색은 특실의 스마트검색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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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부가서비스 

해외특허 검색가이드를 통해 키프리스 해외검색에서 제공하는 국가의 

검색방법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은 PDF파일로 제공되며 PDF-View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PDF-Viewer에 대한 설치는 가이드 메뉴의 관련프로그램 설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검색은 특실의 스마트검색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기계번역서비스

검색 후 검색 건에 대해 상세보기의 전문보기 화면에서 자동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기계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구분 기계번역서비스 제공 내역

미국, 유럽, PCT 영한기계번역서버를 이용한 영한보기, PDF 다운, 구글번역

일본 일한기계번역서버를 이용한 일한보기, PDF 다운, 구글번역

중국 구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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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기계번역서버(미국, 유럽, PCT)

일한기계번역(일본)

구글번역(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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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합검색

가. 추가 제공 정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이 제공하는 추가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키프리스는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정보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에 

발맞춰 비특허 정보 및 지재권 분쟁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외의 추가 제공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명 정보제공내용 정보제공기관

표준기술문헌
•모바일광대역통신표준기술(3GPP)
•인터넷표준기술(IETF)

특허청

NDSL*
•논문
•표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P-NAVI**
•판례
•분쟁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NDSL :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http://www.ndsl.kr
** IP-NAVI : 지재권분쟁정보포털사이트, http://www.ip-navi.or.kr

추가제공정보의 이용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① 권리선택 : 홈페이지에서 권리구분을 ‘전체’로 놓습니다.

②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예시에서 
검색어는 ‘led’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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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후 ③의 통합검색 결과 분류 화면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내·외의 

지식재산권과 함께 표준기술문헌, NDSL, IP-NAVI의 검색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권리의 전체 검색결과는 보고자 하는 권리를 

선택해서 해당 검색 결과 목록으로 이동하거나, 검색 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각 권리별 3건의 목록을 확인하시고 ④의 통합검색 더 보기나

⑤의 각 권리별 더 보기를 통해 검색 결과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통합검색 더 보기와 각 권리별 더 보기 : 통합검색 더보기는 통합검색 내에서

검색목록을 확인하며, 다른 키워드로 검색시에도 전체 권리의 검색 건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권리별 더보기는 각 권리별 화면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NDSL과 IP-NAVI는 정보제공기관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문제로 인해 검색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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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문헌 - 3GPP

표준기술문헌 - I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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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 - 논문

NDSL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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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NAVI - 판례

IP NAVI -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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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가.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기관 또는 기업체 홈페이지에 특허검색창을 개설하고 싶지만 검색은 

어떻게 해야 할지 DB는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고민되시지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가 이런 고민을 날려드립니다. 키프리스에서 제공

하는 전용프로그램을 설치(소스코드 삽입)하여 특허검색창을 생성하고,

이 창을 통해 키프리스 검색결과를 기관 또는 기업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상단에서 [GUIDE] - [고객센터] - [찾아가는 특허서비스]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일반 개인 이용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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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특실, 디자인, 상표) 통합검색

서지/중간처리 및 전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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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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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보

통합검색 결과(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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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서지정보

해외특허 전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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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의관심특허

아직도 오늘 나온 출원 건 중에 관심 있는 특허가 있는지 매번 같은 

검색식으로 검색하고 계신가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관심있는 특허에 대해 매번 검색식을 입력

하지 않아도 검색결과를 알 수 있는 관심특허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권리에 따른 공개

일자, 공고일자, 출원일자 등을 선택하여 더 쉽고 빠르게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관심특허는 총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정보에 등록한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관심특허 신청화면 나의관심특허 결과화면

메인화면의 상단에서 [GUIDE] - [KIPRIS 서비스] - [나의관심특허]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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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는 국내외 지재권과 비특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특허청과 국내외 검색사이트, 유관기관의

링크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편리하게 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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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Quick Links : 지식재산권 보급 및 검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URL 서비스 내용

KIPRIS Plus http://plus.kipris.or.kr 특허청DB 이용을 위한 웹서비스

지식재산통합검색서비스 http://www.ipis.or.kr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지식재산 포털

영업비밀보호센터 http://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 보호·관리 활동 통합 지원

표준특허 http://www.epcenter.or.kr 표준특허 창출 사업 추진·관리

e-특허나라 http://www.patentmap.or.kr 특허분석 종합 정보 제공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http://www.ip-navi.or.kr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분쟁의 맞춤형 지원

디자인맵 http://www.designmap.or.kr
특허청 보유의 전세계 디자인에 가공
및 분석

열린심사 http://www.k-cpr.or.kr 심사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 활용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및 DB제공

②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국내외 특허 검색사이트와 각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사이트를 한 눈에 보 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사이트 이동은 모든 검색화면의 왼쪽하단에도 위치하고 

있어 검색 후 쉽게 관련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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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TODAY KIPRIS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항상 이용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권리별 검색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특허를 찾으셨다면, 같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떤 특허에 관심을 두었는지, 어떤 자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각 페이지 상단에 있는 TODAY KIPRIS를 선택하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59 -

① 실시간 인기검색어 : 각 권리별 실시간 인기검색어를 모아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와 시간별 검색어 변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시간으로부터 24시간동안 검색된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합니다.

② KIPRIS 데이터 제공현황 : KIPR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현황

입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의 국내 권리는 매일 

데이터가 입수되어 서비스됩니다. KPA 및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은 월 1∼4회의 입수주기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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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리별 검색 이용건수 : 오늘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한 각 권리별 

이용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④ 슈퍼 인용 문헌 검색 : 심사관이 심사 시 많이 인용한 특허 및 실용

신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⑤ IPC섹션별다출원 : 공개 및 공고일 기준으로 A에서 H까지의 IPC

섹션별 다출원 법인을 공개합니다. 해당 법인명을 선택하시면 

KIPRIS 검색을 통해 출원 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준일은 당일을 포함하여 한 달이내의 공개 및 공고일이며 개인의 다출원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의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⑥ 이슈특허 : 매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관련된 특허를 제공합니다.

⑦ 오늘의 관심특허 : 오늘 이용자가 많이 열람한 특허를 제공합니다.

⑧ KIPRIS 방문자 수 : 오늘 키프리스에 방문한 방문자 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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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GUIDE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검색이 여전히 어렵거나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GUIDE를 이용해 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각 페이지 상단에 있는 GUIDE를 선택하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페이지의 각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명 내 용

초보자 검색가이드 검색마법사를 통한 단계별 검색

쉽게 배우는 특허검색 각 권리별 검색과 주요 기능에 대한 동영상 메뉴얼

KIPRIS 서비스 검색 외 키프리스 제공의 서비스 안내

고객센터 Q&A, FAQ, 교육신청 및 성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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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보자 검색가이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가 제공하는 검색마법사를 통해 단계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선택하여 초보자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마법사는 단계별 검색을 통해 특허 검색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에게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①을 선택하여 검색마법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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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처음으로“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초보자 검색가이드의 첫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위해서 먼저 ③에서 권리를 선택합니다. 현재 단계별 검색 제공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 해외상표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권리에 대한 설명은『Ⅰ.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접속』의『가. 키프리스

홈페이지 접속』에서 권리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실용신안의 예를 들어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④의 검색어 입력에서 찾고 싶은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의 검색

하기 버튼을 눌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확장(ⓑ)을 통해 입력한 

단어의 유사어, 동의어, 번역어를 제공받아 함께 검색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유사검색식이나 내동의어사전(ⓒ)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검색어확장과 ⓒ의 유사검색식, 내동의어사전은 특실의 스마트검색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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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의 검색어 입력은 비교적 간단한 단어 위주의 검색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의어나 유사어는 포함

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제외시키면 조금 더 정확한 검색어를 만들 수 있습

니다.

⑤의 검색식 만들기를 통해 이런 검색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 검색어 입력란에는 반드시 포함 검색에서 포함 할 단어와 그 단어의

동의어, 유사어와 함께 제외할 단어를 입력합니다. ⓔ의 검색식완성 

버튼을 누르면 ⓕ의 검색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후 ⓖ의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핸드폰’과 ‘케이스’를 포함하는 건을 찾기 위해 핸드폰과 동의어인 

‘휴대전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전화’는 검색에서 제외시키면 

아래와 같은 검색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AND) 케이스

동의어, 유사어(OR) 핸드폰 휴대전화

제외(NOT) 집전화

완성된 검색식 (케이스)*(핸드폰+휴대전화)*!(집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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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후 ⑥의 추천 검색기능 사용하기를 통해 IPC검색이나 인명정보

검색을 추가로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검색마법사 이용법 정리

   1) 검색하고자 하는 권리를 선택합니다. 

   2)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검색식을 만들고 1차 검색을 합니다. 

   3) 검색 결과가 많을 경우 IPC정보 또는 인명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고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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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특허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호, 관련인명, 명칭 정보로

한정지어 검색할 수 있어 전체필드를 대상으로 한 검색보다 검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⑦을 선택하여 나만의 특허검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⑧의 “처음으로” 버튼을 통해 어디에서라도 초보자 검색가이

드의 첫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을 위해 ⑨의 권리를 선택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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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 번호정보, 관련인 인명정보, 명칭에 대해 ⓗ 번호정보,

ⓘ 인명정보, ⓙ 명칭정보 중에서 선택합니다.

ⓗ의 번호정보를 이용할 경우 알고있는 번호의 종류(등록, 공고, 공개,

출원)를 선택하고 번호의 연도를 선택합니다. 이후 알고 있는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번호 구성(등록번호 제외)

   권리(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 등록번호 구성

   권리(2자리)-일련번호(7자리)

일련번호 입력은 전체, 부분, 절단자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 체 0001234 일련번호가 0001234인 건 검색

부 분 1234 일련번호가 1234로 끝나는 건 검색

절단자 123? 일련번호가 123으로 시작하는 건 검색

ⓘ의 인명정보는 이름, 코드, 주소를 가지고 검색할 수 있으며, ⓙ의 

명칭정보는 입력된 키워드를 각 권리의 명칭에만 한정지어 검색합니다.

ⓘ의 인명정보 입력창

ⓙ의 명칭정보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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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쉽게 배우는 특허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보면서 따라 배울 수 있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통합검색,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

디자인에 대한 검색 안내가 각 권리별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하고자 

하는 권리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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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PRIS 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는 검색 서비스만이 아닌 검색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 제공 기능

나의관심특허
신규 공개 또는 등록되는 권리에 대해 매 번 검색을 수행하지 않고
검색결과를 볼 수 있는 서비스

번역서비스 한영 자동번역 서비스 및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소개

특허용어사전 지재권용어에 대한 풀이 및 기술용어에 대한 영문 표기 제공

특허분석도구(PIAS)
특허정보에 대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정보의 가치를 분석하는 특허
분석툴의 링크 제공

자료제공 KIPRISPlus, 전자데이터 판매 등의 대량 데이터 구매 안내

관련프로그램설치
공보 및 이미지 열람을 위한 PDF-Viewer 및 Tiff Plug-in Program
설치 페이지 연결

■ 나의관심특허

Ⅶ.홈페이지 부가서비스에서 나. 나의관심특허를 보시기 바랍니다.

■ 번역서비스 

키프리스가 제공하고 있는 유료번역서비스인 한영자동번역서비스

(K2E-PAT, Korean to English – Patent Automatic Translation)와 

한영전문가번역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K2E-PAT은 한 건씩 결재하는 종량제와 일정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상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영전문가번역서비스는 특허청 주관하에 한국영문특허초록(KPA)

작성 및 CD-ROM 발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사업 

수행의 결과로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번역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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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용어사전

지재권용어에 대한 풀이 및 기술용어에 대한 영문 표기를 제공

합니다.

■ 특허분석도구(PIAS)

특허의 침해가능성 판단, 자기 기술의 특허 등록 가능성 진단, 기술

동향 파악 등의 목적으로 특허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무료의 특허분석도구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특허 DB구축 또는 연구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 대용량 데이터의 구매

필요시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KIPRISPlus : Open API를 이용 및 IP정보를 용도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차세대 지식재산권 정보공유서비스

- 전자데이터 판매 : 이용자가 원하는 범위 및 형태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서비스

- KPA CD-ROM 판매 : 발명의 요지를 쉽고 명확하게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요약한 영문요약서

■ 관련프로그램설치

권장사양 안내 및 공보 열람시 필요한 PDF, Tiff 프로그램의 설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