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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PRIS 개요
1. KIPRIS 소개
KIPRIS(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특허검색서비스입니다.

2. KIPRIS 제공데이터현황
KIPRIS에서는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보 및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국제특허정보에 대한 검색·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해
외

수록기간

비고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1948~현재

서지, 특허영문초록(KPA), 대표도면

1979~현재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1948~현재

디자인

서지, 6면도, 전문

1950~현재

상표

서지, 대표도면, 전문

1950~현재

심판

서지, 심결문

1956~현재

미국특허

서지, 초록, 전문

1976~현재

영문

일본특허

서지, 초록, 전문

1976~현재

영문

유럽특허

서지, 초록, 전문

1978~현재

영문

중국특허

서지, 초록

1985~현재

영문

영국특허

서지, 초록, 전문

1893~현재

독일특허

서지, 초록, 전문

1920~현재

프랑스특허

서지, 초록, 전문

1920~현재

국제특허(PCT)

서지, 초록, 전문

1978~현재

미국상표

서지, 대표도면

1970~현재

일본상표

서지, 대표도면

2000~현재

호주상표

서지, 대표도면

1906~현재

캐나다상표

서지, 대표도면

1865~현재

특허
국
내

제공범위

실용신안

영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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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PRIS 이용절차
KIPRIS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특허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KIPRIS 접속
(www.kipris.or.kr)

관련프로그램설치

(TIFF, Acrobat)

검색대상 권리 선택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등)

검색조건 입력
(키워드, 번호 등)

결과조회, 열람, 출력

•

KIPRIS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정보 검색 및 열
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다운로드 등과 같은 일부 부가
기능은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AlternaTIFF

Plug-in : 과거 책자공보 및 해외공보
(TIFF이미지형식)
• Acrobat Reader :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각종 공보
전문(PDF형식)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KPA, 해외특허,
해외상표

•

키워드, 번호(출원, 공개, 등록, 공고), 코드(IPC분류,
디자인분류, 상품분류), 인명(출원인, 발명인, 대리인,
권리자) 등

•

결과자료는 엑셀파일, 온라인 다운로드, 마이폴더 등의
부가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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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1. 회원가입
KIPRIS에서는 검색한 결과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가기능을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하여야 하므로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절차의 초기화면으로 실명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창이 열리게 됩니다. 하단의 본인확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2

회원가입 페이지 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다음단계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 입력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필수입력사항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7

KIPRIS

2. 회원정보
가.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코너를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아이디를 분실한 경우에는 화면 상단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한 후, 좌측
아이디 찾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 현재 KIPRIS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 분실의 경우에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코너 우측의 비밀번호 찾기란에 자신의
아이디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 비밀번호
변경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거나, 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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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변경
KIPRIS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이메일 뉴스레터 수신여부 등의 개인정보 조회 및
변경은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마이페이지 코너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마이페이지 화면의 개인정보변경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수정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KIPRIS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 또한 마이페이지 코너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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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이페이지화면 좌측메뉴 중 비밀번호변경을 클릭하여 먼저 현재 사용 중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3. 회원가입 혜택
가. 온라인 다운로드
KIPRIS에서는 회원가입시 추가적으로 ‘부가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능이 바로 온라인 다운로드 입니다.
온라인다운로드는 검색결과에 대한 서지 전체항목 뿐만 아니라, 심판 및 등록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 엑셀파일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나. 검색식 저장
회원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 중 검색식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식저장이란 검색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식을 저장하여 추후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동일한 검색식을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기능 입니다.

11

KIPRIS

다. 마이폴더 저장
회원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 중 마이폴더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폴더저장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 목록에서 선택한 건을 저장하여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검색결과 분석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유용한 기능 입니다.

☞ 유사한 기능으로 마이폴더 전체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라. 온라인 문의
KIPRIS에 가입된 회원은 고객센터 ‘Q&A’ 및 ‘신고/제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IPRIS 사용시 문의사항이나 불편한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상으로 접수하고 답변결과를
온라인 및 이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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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색서비스 이용안내
1. 관련프로그램설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공개 및 공고전문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관련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과거 책자공보 및 해외공보(TIFF이미지형식)의 열람을 위한 Alterna
TIFF Plug-in 프로그램과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각종 공보 전문(PDF형식)을 열람하기 위한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AlternaTIFF Plug-in Program
① KIPRIS 홈페이지 화면 좌측의 ‘부가서비스’ 메뉴의 관련프로그램설치를 클릭합니다.

② 프로그램설치 안내 페이지 내 이용시 설치 필수 프로그램 중 우측에 있는 Tiff Plug-in
Program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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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ww.alternatiff.com 창이 열리면 상단의 ActiveX 컨트롤 설치 문구를 클릭합니다.

④ ActiveX 컨트롤 설치(C)를 클릭합니다.

⑤ 소프트웨어 설치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설치(I)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화면 좌측 상단의 이미지가 검게 나타날 경우 그 부분을 클릭합니다.

14

⑦ AlternaTIFF plug-in registration 창이 열리면 ‘Automatic Registration’에
체크 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AlternaTIFF plug-in automatic registration 창에 Name, Company, Email address 입력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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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Send Registr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⑩ ‘AlternaTIFF registration successful!’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⑪ AlternaTIFF Plug-in Program 설치가 완료되면 검은 이미지 부분에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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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robat Reader Program
① KIPRIS 홈페이지 화면 좌측의 ‘부가서비스’ 메뉴의 관련프로그램설치를 클릭합니다.

② 프로그램 설치안내 페이지 내 프로그램 중 좌측에 있는 Acrobat Reader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Adobe Reader 다운로드 화면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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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dobe Reader 다운로드 창 상단의 ActiveX 컨트롤 설치 문구를 클릭합니다.

⑤ ActiveX 컨트롤 설치(C)를 클릭합니다.

⑥ 소프트웨어 설치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설치(I)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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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동으로 Adobe Reader 다운로드가 시작되면 잠시 기다립니다.

⑧ 설치가 완료되면 ‘Download Manager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Adobe Reader에서는 사용자 PC의 운영체제 별 최신버전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PC환경에 따라서 설치 과정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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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권장환경
KIPRIS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PC에 Windows 98이상(Windows XP
권장)의 운영체제와 Internet Explorer 6.X 이상(7.0 이상 권장)의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화면 해상도는 1024×768 이상을 권장하며, 검색 시 필요한 Tiff Plug-in 및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IP 공유기 사용 시 정상적인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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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허정보검색
1. 통합검색
KIPRIS 통합검색은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에 대하여
권리구분 없이 전 권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으로, 특허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이용자를 위한 자유검색 기능입니다. 통합검색은 검색결과 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검색결과에 대한 권리별 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 검색실행
통합검색은 검색할 대상의 정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간단한 단어, 인명,
번호 등으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 권리에 대하여 ‘핸드폰’ 또는 ‘휴대폰’ 이라는 단어와 ‘발광’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찾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통합검색 창에 “(핸드폰+휴대폰)*발광”을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검색입력화면]

단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하는 경우 연산자와 절단자를 사용하여 검색하면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KIPRIS에서는 +, *, !, ^ 등의 연산자를 사용하고 절단자로 ?를 사용하며,
절단자의 경우 별도로 입력하기 않아도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어 검색할 단어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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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호

입력예제

AND연산

*

자동차*엔진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OR연산

+

자동차+엔진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NOT연산

!

자동차*!엔진

연산자 뒤에 있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괄호

( )

자동차
*(엔진+모터)

복수연산 시 괄호로 묶여진 검색식을 우선적으로 검색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2엔진

첫번째 검색어와 두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1 단어(^1),
2 단어(^2), 3 단어(^3) 떨어진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NEAR연산

^

설 명

[연산자]

나. 검색결과 조회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간략한 초록정보와 함께 해당 결과에 대한 상세정보 및 전문 열람이
가능하고, 화면 상단의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명 또는 국가명을 클릭하면 해당
분류에 대한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결과화면 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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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화면 내 전문보기]

예를 들어 “(핸드폰+휴대폰)*발광” 검색결과 디자인에 해당하는 결과만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검색결과 화면 상단의 권리별 항목 중 디자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검색결과화면]
[디자인 검색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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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선택
특허정보를 상세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KIPRIS 검색시스템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권리(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를 선택해야 합니다.

[KIPRIS 검색시스템 초기화면]

특허·실용신안

발명의 특허와 실용신안 검색

디자인

물품의 디자인 검색

상 표

상품의 브랜드명·로고 및 서비스표 검색

심 판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사항 검색

KPA

국내 특허의 영문초록 검색

해외특허

미국, 유럽, PCT,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특허 검색

해외상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상표 검색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특허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을 말하며,
물건에 대한 간단한 고안(소발명)이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은 실용신안에 해당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도록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상표는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고,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24

3. 특허실용검색
가. 검색실행
특허실용검색은 ‘일반검색’ 과 ‘항목별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일반검색 선택화면]
[항목별검색 선택화면]

1) 일반검색
일반검색은 간단한 단어, 인명, 문헌번호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며,
‘단어검색’ 과 ‘번호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단어검색
단어검색은 기술용어, 출원인 명칭 등 간단한 단어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한 없이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효과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특허와 실용신안 중
검색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분 선택 기능과 검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검색범위 선택
기능이 제공됩니다.
검색어는 간단한 명사형 단어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만 입력이 가능하며, 지정된 연산자 이외의
기호는 무시됩니다. 구문입력의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 초록(요약), 청구범위에 한해서만 검색이
가능하고, 반드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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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핸드폰’ 또는 ‘휴대폰’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최근 2년 치에 해당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검색화면]

[단어검색 예제화면]

② 번호검색
번호검색은 특허관련 문헌번호(출원,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기능으로는
선택하는 기능과, 문헌번호에 포함된
특허문헌 일련번호의 자릿수와 관계없이

공개, 공고, 등록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의 각종 문헌번호 중에서 검색대상을
해당 년도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번호입력은
입력이 가능하고, 절단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허관련 문헌번호는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원, 공개, 공고 및 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번호체계는 권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숫자(2자리)와 연도(4자리), 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와 일련번호(7자리), 자릿값(4자리=0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권리번호

내 용

특허

10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실용신안

20

이미 발명된 것을 바꾸어서 보다 편리하고 쓸모 있게 만든 것

디자인

30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모양을 만드는 것

상표

40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고,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
[권리번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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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권리번호

연도

일련번호

자릿값

출원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공개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공고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등록번호

2자리

-

7자리

0000

[문헌번호형식]

번호검색은 문헌번호의 일부 즉 일련번호만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권리종류와 연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45번에 해당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검색화면]

[번호검색 예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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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검색
항목별검색은 전문에 수록된 내용을 다양한 항목들로 나누어서 검색하는 기능으로, 검색항목간
연산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조합검색의 한 예로, ‘핸드폰’ 이나 ‘휴대폰’을 포함하고, 국제특허분류(IPC)가 “배터리”에
해당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찾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ㅋ

[항목별검색화면]

이 때, 찾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분류(IPC)를 모르는 경우에는 IPC분류 항목 우측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IPC 세부조회 창을 이용하면 IPC분류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IPC 세부조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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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제특허분류(IPC)란 특허문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를 하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술분류체계입니다. IPC의 구조는 기술전체를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알파벳 A￣H로 표시하며, 각각의 섹션에 대하여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의 계층적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합니다.

[IPC 세부조회화면]
[IPC 세부조회 결과화면]

이외에도 돋보기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 및 선택 가능한 항목은 문헌번호, 일자, 출원인,
대리인 코드번호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 검색에서는 검색항목 외에도 권리구분 선택 기능과 거절 및 등록상태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행정처분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에 등록된 특허를 찾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권리 및 상태를 설정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항목별검색 예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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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검색의 각 검색항목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검색항목 중
자주 사용하는 항목만을 나타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화면 좌측 상단의 검색항목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항목을 선택 또는 해제하면 변경된 설정 값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검색항목 설정화면]

나. 검색결과 조회
검색실행 후 검색결과는 검색결과리스트에 해당하는 ‘간략정보’(또는
‘대표도면’)와 각각의 ‘상세정보’ 및 ‘전문보기’ 순으로 조회합니다.

‘초록정보’

및

1) 간략·초록정보 및 대표도면 보기
검색된 결과리스트를 보여주는 결과 화면은 ‘간략정보’ 와 ‘초록정보’, ‘대표도면’이 있습니다.
간략정보 화면은 전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과 대표도면, 출원번호, 행정처리상태,
발명의 명칭 등의 주요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당 표시건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렬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각 결과항목에 대한 정렬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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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당표시건수 설정화면]

[검색결과정렬 설정화면]

화면 상단에는 간략정보 화면에 표시된 결과항목을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결과화면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때, 결과항목은 선택 후 반드시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변경된 설정 값이 적용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결과화면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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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단의 초록정보를 클릭하면 결과 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 리스트에 대한 요약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간략정보 화면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렬 및 조회항목 설정이 가능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초록정보 보기화면]

또한 대표도면을 클릭하면 결과 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 리스트에 대한 대표도면만을 조회할
수 있는데, 간략정보 또는 초록정보 화면에서 제공하는 결과화면설정 기능은 지원되지 않으나,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출원번호, IPC, 행정처분상태 항목에 대한 정렬이 가능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대표도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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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보기
상세정보 화면에서는 서지, 초록, 대표도면, 행정처리현황 등 세부정보에 해당하는
‘상세정보’와 ‘전문’ 및 ‘등록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검색결과화면에서
‘출원번호’ 또는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 보기화면]

화면 좌측의 출원번호 클릭시 검색결과리스트를 기준으로 ‘다음’ 및 ‘이전’ 출원건에 대한
상세정보 보기가 가능하며,

[간략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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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에 대하여 국제출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공개번호/일자를 클릭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한 해외특허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해외특허정보 보기화면]

또한 화면 상단의 등록사항 을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등록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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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보기
전문은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보, 즉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를 말하며, 간략정보 및
상세정보 화면 내 전문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략정보화면 우측에 있는 KOR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출원건에 대한 최종공보가 열리는
되는데,

[간략정보 보기화면]

[전문보기화면]

현재 출원진행상태가 공개인 경우에는 ‘공개전문’이, 등록인 경우에는 ‘공고전문’이 열리므로,
최종공보 이외의 전문 확인은 상세정보화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공고) 보기화면]
[전문(공개)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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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IPRIS에서는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전문에 대하여 한→영 번역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간략정보화면 우측 또는 상세정보화면 내 우측 상단에 있는 K2E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출원건에 대한 번역문(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K2E 번역서비스 상세정보화면]

[K2E 번역서비스 번역문(전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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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검색
가. 검색실행
디자인검색은 ‘일반검색’ 과 ‘항목별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일반검색 선택화면]

[항목별검색 선택화면]

1) 일반검색
일반검색은 물품의 명칭이나, 인명, 문헌번호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며,
‘단어검색’ 과 ‘번호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단어검색
단어검색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나, 출원인 및 창작자 등 간단한 단어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한 없이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검색
기능으로는 검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검색범위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어는 간단한 문자(한글 또는 영문자)와 숫자 입력이 가능하며, 연산자 이외의 기호는
무시됩니다. 절단검색은 자동으로 지원되지만, 구문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동안 출원된 등산화의 디자인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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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화면]

[단어검색 예제화면]

만약 물품명칭이 ‘등산화’인 디자인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어검색 입력창 상단의 물품
명칭 한정을 체크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물품명칭한정검색 예제화면]

[물품명칭한정검색 결과화면]

② 번호검색
번호검색은 디자인관련 문헌번호(출원, 공개, 공고, 등록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번호입력은 특허문헌 일련번호의 자릿수와 관계없이 입력이 가능하고,
절단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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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문헌번호는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원, 공개, 공고 및 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번호체계는 권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숫자(2자리)와 연도(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와 일련번호(7자리), 자릿값
(4자리=0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권리번호

내 용

특허

10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실용신안

20

이미 발명된 것을 바꾸어서 보다 편리하고 쓸모 있게 만든 것

디자인

30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모양을 만드는 것

상표

40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고,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
[권리번호형식]

번호

권리번호

연도

일련번호

자릿값

출원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공개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공고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등록번호

2자리

-

7자리

0000

[문헌번호형식]

번호검색은 문헌번호의 일부 즉 일련번호만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종류와
연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45번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번호검색 예제화면]
[일반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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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검색
항목별검색은 전문에 수록된 내용을 다양한 항목들로 나누어서 검색하는 기능으로,
검색항목간의 연산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항목 외에도 행정처분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행정처분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2006년에 출원된 “등산화” 와 관련된 디자인 중 등록된 건만을 찾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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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는 각 물품을 디자인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분해 두었는데 항목별
검색에서는 이러한 디자인분류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디자인분류코드조회창]

예를 들어 ‘등산화’에 대한 디자인 전체를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이 디자인분류 항목 우측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디자인분류코드 조회창을 이용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분류코드 조회화면]

[디자인분류코드 조회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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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류 이외에도 형태분류코드조회창을 이용하면 형태분류에 따른 디자인검색이 가능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형태분류코드조회창]

예를 들어 ‘손거울’ 형태에 대한 디자인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형태코드를 조회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형태분류코드조회창]

[간략정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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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돋보기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 및 선택 가능한 항목은 문헌번호, 일자, 창작자,
출원인 코드번호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 검색의 각 검색항목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검색화면 좌측 상단의
검색항목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검색항목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검색화면에 자주 이용하는
항목만을 나타내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검색항목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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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조회
검색실행 후 검색결과는 검색결과리스트에 해당하는 ‘간략정보’ (또는 ‘견본보기’
및 ‘육면도보기’)와 각각의 ‘상세정보’ 및 ‘전문보기’ 순으로 조회합니다.
1) 간략정보 및 견본보기
검색된 결과리스트를 보여주는 결과화면은 ‘간략정보’, ‘견본보기’ 및 ‘육면도보기’ 가
있습니다. 간략정보보기 화면은 견본이미지를 포함하여 출원번호, 등록일자, 출원인, 명칭 등
모든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페이지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당 표시건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단의 정렬 버튼을 통하여 각 결과항목에 대한 다단계(2차) 정렬이 가능합니다.

[페이지당표시건수 설정화면]

상단에 나타나있는 ‘(1 - 55 of 57)’는 검색결과가 총 55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측의
‘전체 : 626,549’은 현재 디자인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총 건수가 610,675건 임을
의미합니다.

44

[검색결과정렬 설정화면]

[검색결과정렬 결과화면]

간략정보화면에 나타나있는 결과항목은 화면 상단의 결과화면설정 버튼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
합니다. 결과화면설정은 ‘출원번호’ 와 ‘견본이미지’를 제외한 다양한 결과항목을 간략정보
화면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선택코너로, 결과항목 선택 후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설정 값이 적용됩니다.

[검색결과정렬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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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정렬 결과화면]

간략정보 화면상단의 견본보기를 클릭하면 결과 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리스트에 대한
견본이미지를 페이지당 150개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간략정보 화면에서 제공하는 결과화면설정은
지원되지 않으나, 결과항목에 대한 정렬 기능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견본보기화면]

또한 육면도보기를 클릭하면 결과 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리스트에 대한 육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육면도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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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정보 보기
상세정보 화면에서는 도면, 서지, 창작의 내용, 행정처리현황 등 세부정보에 해당하는
‘상세정보’와 ‘공고전문’ 및 ‘등록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출원번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는 화면 우측 상단의 프린트 아이콘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며, 세부항목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필요한 세부항목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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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면 좌측에 나타나 있는 출원번호를 클릭하면, 검색결과리스트를 기준으로 ‘다음’ 및
‘이전’ 출원건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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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보기
전문은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보, 즉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를 말하며, 간략정보 및
상세정보화면 내 전문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전문보기화면]

[상세정보 보기화면]
[전문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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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번호 및 등록사항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등록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 보기화면]
[등록정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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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검색
가. 검색실행
상표검색은 ‘일반검색’과 ‘항목별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이 미 지 변 경 #

[일반검색 선택화면]

[항목별검색 선택화면]

1) 일반검색
일반검색은 상표의 명칭이나, 인명, 문헌번호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며, ‘단어검색’ 과 ‘번호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단어검색
단어검색은 상표명칭, 지정상품, 출원인 등 간단한 단어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한
없이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검색 기능으로는 검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검색범위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어는 간단한 문자(한글 또는 영문자)와 숫자 입력이 가능하며, 연산자 이외의 기호는
무시됩니다. 절단검색은 자동으로 지원되지만, 구문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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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출원한 상표를 모두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검색화면]

[단어검색 예제화면]

만약 상표명칭이 ‘한국특허정보원’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어검색
입력창 상단의 상표명칭 한정을 체크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물품명칭한정검색 예제화면]

[물품명칭한정검색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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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호검색
번호검색은 상표관련 문헌번호(출원, 공고, 등록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번호입력은 특허문헌 일련번호의 자릿수와 관계없이 입력 가능하고, 절단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허관련 문헌번호는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원, 공개, 공고 및 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번호체계는 권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숫자(2자리)와 연도(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와 일련번호(7자리), 자릿값
(4자리=0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번호
10
20
30

상표

40

내용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이미 발명된 것을 바꾸어서 보다 편리하고 쓸모 있게 만든 것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모양을 만드는 것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고,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
[권리번호형식]

번호

권리번호

연도

일련번호

자릿값

출원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공개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공고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등록번호

2자리

-

7자리

0000

[문헌번호형식]

번호검색은 문헌번호의 일부 즉 일련번호만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종류와
연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출원한 12345번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번호검색 예제화면]
[일반검색화면]

53

KIPRIS

2) 항목별검색
항목별검색은 전문(공보)에 수록된 내용을 다양한 항목들로 나누어서 검색하는 기능으로,
검색항목간의 연산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항목 외에도 상표의 유형, 출원종류, 행정처분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출원한 “도형상표”를 찾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상표보호법에서는 국가 간의 상품분류 차이로 인한 절차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상표 및
디자인부문의 출원을 용이하게 할 필요에 의하여 상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화 시켰습니다.
상품분류는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98년부터
NICE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NICE분류는 모두 45개
상품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상품, 제35류부터 제42류까지는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항목별검색의 상품분류(TC) 항목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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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검색화면]

[상품분류조회창]

예를 들어, ‘음식업’에 해당하는 상품분류코드는, 다음과 같이 상품분류 항목 우측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품분류 조회창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품분류 조회화면]

[상품분류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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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분류 조회창에서는 지정상품조회 입력란을 통하여 특정 지정상품에 대한 상품분류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치약’에 대한 상품분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검색화면]

[지정상품 조회화면]

[지정상품조회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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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목별 검색에서는 상표에 포함된 각각의 도형요소를 일관되게 구분할 목적으로 만든
도형상표 분류기준인 도형(비엔나)코드 검색 역시 가능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도형코드조회창]

예를 들어 ‘일본어’로 표기된 상표 전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도형코드 항목
우측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도형코드 조회창을 이용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도형상품코드 조회화면]

[도형상표코드 조회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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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돋보기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 및 선택 가능한 항목은 문헌번호, 일자, 유사군,
지정상품, 출원인 코드번호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 검색의 각 검색항목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검색화면 우측 상단의
검색항목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검색항목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검색화면에 자주 이용하는
항목만을 나타내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검색항목 설정화면]

58

나. 검색결과 조회
검색실행 후 검색결과는 검색결과리스트에 해당하는 ‘간략정보’ 와 각각의 ‘상세정보’ 및
‘전문보기’ 순으로 조회합니다.

1) 간략정보 및 견본보기
검색된 결과리스트를 보여주는 결과화면은 ‘간략정보’ 와 ‘견본보기’가 있습니다.
간략정보보기 화면은 견본이미지를 포함하여 출원번호, 공고일자, 상품분류, 명칭 등 모든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페이지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당 표시건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단의 정렬 버튼을 통하여 각 결과항목에 대한 다단계(2차) 정렬이 가능합니다.

[페이자당표시건수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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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나타나있는 ‘(1-50 of 144)’는 검색결과가 총 144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측의
‘전체 : 2,189,604’는 현재 상표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총 건수가 2,189,604건 임을
의미합니다.

[검색결과정렬 설정화면]

[검색결과정렬 결과화면]

간략정보화면에 나타나있는 결과항목은 화면 상단의 결과화면설정 버튼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과화면설정은 ‘출원번호’ 와 ‘견본이미지’를 제외한 다양한 결과항목을 간략정보
화면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선택코너로, 결과항목 선택 후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설정 값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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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정보 보기화면]

[결과항목 설정화면]

간략정보 화면상단의 견본보기를 클릭하면 결과 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리스트에 대한
견본이미지를 페이지당 150개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간략정보에서 제공하는 결과화면설정은
지원되지 않으나, 결과항목에 대한 정렬 기능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견본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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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정보 보기
서지상세보기 화면에서는 도면, 서지, 지정상품, 행정처리현황 등 세부정보에 해당하는
‘상세정보’ 와 ‘최종공보’ 및 ‘등록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검색결과리스트에서 ‘출원번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는 우측 상단의 프린트 아이콘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며, 세부항목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필요한 세부항목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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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면 좌측에 나타나 있는 출원번호를 클릭하면, 검색결과리스트를 기준으로 ‘다음’ 및
‘이전’ 출원건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3) 전문보기
전문은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보, 즉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를 말하며, 간략정보 및
상세정보화면 내 전문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문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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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 보기화면]
[전문보기화면]

또한 등록번호 및 등록사항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등록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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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보기화면]

[등록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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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판검색
가. 검색실행
심판검색은 ‘일반검색’ 과 ‘항목별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일반검색 선택화면]

[항목별검색 선택화면]

1) 일반검색
일반검색은 단어나 인명, 문헌번호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며,
‘단어검색’ 과 ‘번호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단어검색
단어검색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명칭, 상표명칭, 출원인, 청구인 등 간단한 단어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한 없이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검색
기능으로는 검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검색범위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어는 간단한 문자(한글 또는 영문자) 또는 숫자 입력이 가능하며, 연산자 이외의 기호는
무시됩니다. 절단검색은 자동으로 지원되지만, 구문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교육과 관련된 심판을 찾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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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화면]

[단어검색 예제화면]

② 번호검색
번호검색은 심판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번호입력은 심판번호만
입력이 가능하며, 절단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번호검색은 심판번호의 일부 즉 일련번호만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심판의 종류와
연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번호 체계는 연도(4자리)와 심판의 분류를 의미하는 숫자(3자리) 또는 문자(당, 원, 보, 취
등), 일련번호(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당12345번에 해당하는 심판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검색화면]

[번호검색 예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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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검색
항목별검색은 심(판)결문에 수록된 내용을 다양한 항목들로 나누어서 검색하는 기능으로,
검색항목간의 연산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항목 외에도 권리 및 심급구분, 당사자 구분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1분기동안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실용신안 관련 심판 건을 모두 찾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특허심판의 종류는 심판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심판의 상대방이 특허청장인 심판과 제3자인
심판으로 구별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심판으로는 거절사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및 정정심판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심판으로는 특허무효심판, 정정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항목별검색에서는 이러한 심판종류별 검색이 가능하며, 심판종류 항목 우측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심판종류 검색창을 이용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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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검색화면]

[심판종류검색창]

이외에도 돋보기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 및 선택 가능한 항목은 심판 및 문헌번호, 일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 검색의 각 검색항목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검색화면 우측 상단의
검색항목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검색항목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검색화면에 자주 이용하는
항목만을 나타내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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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검색화면]

나. 검색결과 조회
검색실행 후 검색결과는 검색결과리스트에 해당하는 ‘간략정보’ 와 각각의 ‘상세정보’ 및
‘심(판)결문보기’ 순으로 조회합니다.

1) 간략정보보기
간략정보보기 화면은 심(판)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과 심판번호, 심급구분,
심판종류 등 모든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페이지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당 표시건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단의 정렬 버튼을 통하여 각 결과항목에 대한 다단계(2차) 정렬이 가능합니다.

[페이지당표시건수 설정화면]

상단에 나타나있는 ‘(1-50 of 163)’은 검색결과가 총 163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측의
‘전체 : 204,501’은 현재 심판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총 건수가 204,501건 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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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정렬 설정화면]

[검색결과정렬 결과화면]

간략정보화면에 나타나 있는 결과항목은 화면 상단의 결과화면설정 버튼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
합니다. 결과화면설정은 ‘심판번호’를 제외한 다양한 결과항목을 간략정보 화면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선택코너로, 결과항목 선택 후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설정 값이
적용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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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항목 설정화면]

2) 상세정보 보기
상세정보 화면에서는 서지사항, 청구인, 심판처리사항 등 세부정보에 해당하는 ‘상세정보’ 와
‘심(판)결문’ 및 ‘등록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검색결과리스트에서
‘심판번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는 화면 우측 상단의 프린트 아이콘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며, 세부항목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필요한 세부항목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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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면 좌측에 나타나 있는 출원번호를 클릭하면, 검색결과리스트를 기준으로 ‘다음’ 및
‘이전’ 출원건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보기화면]

3) 심(판)결문보기
심(판)결문은 심판 결정문 전체를 말하며, 간략정보 및 상세정보 보기화면 내 심(판)결문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심(판)결문 보기화면]

[간략정보 보기화면]

73

KIPRIS

[상세정보 보기화면]
[심(판)결문 보기화면]

또한 간략정보 또는 상세정보 화면에서 출원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간략정보 보기화면]

[상세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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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상세정보 보기화면]

[특허·실용신안 상세정보화면]

간략정보 또는 상세정보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특허·실용신안 등록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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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상세정보 보기화면]

[특허•실용신안 등록정보화면]

현재 심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조회는 특허路의 나의출원등록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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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PA 검색
가. 검색실행
KPA검색은 ‘General Search’ 와 ‘Advanced Search’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영문 또는 숫자로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KPA는 한국특허영문초록(Korean Patent Abstracts) 데이터로서, 영문 서지사항과
영문초록 및 대표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eneral Search 화면]

[Advanced Search 화면]

1) General Search
General Search는 간단한 단어, 인명, 문헌번호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며,
Any
Search(자유검색),
Number
Search(번호검색),
Name
Search(인명검색), Keyword Search(단어검색)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Any Search(자유검색)
Any Search(자유검색)은 일반검색의 단어검색과 동일한 기능으로서 기술용어, 인명, 분류,
번호 등 각종 검색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한 없이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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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는 간단한 명사형 단어를 대소문자의 구분 없이 영문으로만 입력이 가능하며, 연산자
이외의 기호는 무시됩니다. 구문검색의 경우 발명의 명칭, 초록(요약), 청구범위에 한해서만
검색이 가능하며, 반드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에 대한 특허영문초록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General Search 화면]

[General Search 예제화면]

② Number Search(번호검색)
Number Search(번호검색)는 일반검색의 번호검색과 동일한 기능으로 출원, 공개번호를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번호는 반드시 13자리로 입력하여야만 검색이 가능하고, 절단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번호 10-2006-115560에 대한 특허영문초록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Number Search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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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Search 예제화면]

③ Name Search(인명검색)
Name Search(인명검색)은 출원인(자연인, 법인), 발명자, 대리인을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절단검색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키워드가 법인명인 경우 ‘Co’, ‘Ltd’ 등의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단어는 생략하여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Name Search 화면]

[Name Search 예제화면]

④ Keyword Search(단어검색)
Keyword Search(단어검색)는 발명의 명칭 또는 영문요약문을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Keyword Search 화면]

[Keyword Search 예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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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vanced Search
Advanced Search는 전문에 수록된 내용을 다양한 항목들로 나누어서 검색하는 기능으로,
출원번호, 출원인, 국제특허분류(IPC) 등을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Advanced Search에서는 검색대상을 전체(ALL) 뿐만 아니라, 공개특허(A) 또는
등록특허(B1)로 범위지정이 가능하며, 검색항목간의 연산은 AND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단의 Condition Status 기능을 이용하여 각 항목간의 검색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특허 중 samsung에서 출원한 ‘mobile’ 기술에 대한 영문초록을 찾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Advanced Search 화면]

나. 검색결과 조회
검색실행 후 검색결과는 검색결과리스트에 해당하는 ‘Result Search’ (Simple 또는
Abstract)와 각각의 ‘영문초록정보’ 및 ‘전문보기’ 순으로 조회합니다.

1) 간략정보 및 초록정보 보기
검색된 결과리스트를 보여주는 결과화면은 ‘Simple(간략정보)’ 와 ‘Abstract(초록정보)’가
있습니다. Simple(간략정보) 화면은 “Korean FullDoc(국내전문)” 또는 “English
Fulltext(영문번역전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과 출원번호, 문헌종류, 발명의 명칭
등의 주요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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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페이지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당 표시건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결과항목의 명칭을 클릭함으로써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더블클릭)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페이지당표시건수 설정화면]

상단에 나타나있는 ‘(1-50 of 1115)’는 검색결과가 총 1,115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검색결과가 5,000건 이상일 경우에는 페이지당 표시건수 설정 및 검색결과 정렬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검색결과정렬 결과화면-오름차순]

[검색결과정렬 결과화면-내림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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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간략정보) 화면 상단의 Abstract(초록정보)을 클릭하면 결과 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리스트에 대한 요약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imple(간략정보) 보기화면]

[Abstract(초록정보) 보기화면]

2) 영문초록전문(KPA) 보기
영문초록전문(KPA)에서는 서지, 영문초록, 대표도면, 행정처리현황(Legal Status)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결과화면에서 ‘PubNo(등록번호)’ 또는 ‘Title(발명의
명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mple(간략정보)보기화면]

[영문초록전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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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전문 화면에서는 상단의 페이지 이동버튼을 통하여 검색결과리스트를 기준으로 ‘다음’
및 ‘이전’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영문초록전문화면]

상단의 Korean FullDoc 또는 English Fulltext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국문
또는 영문(K2E 번역서비스)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초록전문화면]
[전문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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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전문화면]

[K2E 번역서비스 상세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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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특허검색
가. 검색실행
해외특허검색은 ‘일반검색’ 과 ‘항목별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일반검색 선택화면]

[항목별검색 선택화면]

1) 일반검색
일반검색은 일반검색은 간단한 단어, 인명, 문헌번호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며, ‘단어검색’ 과 ‘번호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단어검색
단어검색은 기술용어, 출원인, 발명의 명칭 등을 간단한 영문자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한 없이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화면 상단에는 미국(공개 및
등록), 유럽, PCT(WO), 일본, 중국(공개 및 공고), 영국, 독일, 프랑스 중 검색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선택란이 있으며, 선택된 대상에 한하여 검색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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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영문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연산자 이외의 기호는 무시됩니다.
구문입력의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 초록(요약), 인명, 미국인용문헌에 한해서만 검색이 가능하며,
반드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키보드에 대한 미국 등록특허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검색 선택화면]

[단어검색 예제화면]

② 번호검색
번호검색은 공보(공개 및 등록), 출원, 우선권번호를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국가별로
문헌번호가 상이한 까닭에 반드시 KIPRIS에서 규정한 형식에 맞게 번호를 입력해야만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번호 입력형식에 대한 도움말은 우측의 돋보기 아이콘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US2007-12345A(미국공개번호)에 해당하는 특허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검색 선택화면]
[번호검색 예제화면]

86

1) 항목별검색
항목별검색은 전문에 수록된 내용을 다양한 항목들로 나누어서 검색하는 기능으로,
검색항목간의 연산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m사에서 출원한 테이프에 대한 일본 공개특허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항목별검색 선택화면]

항목별 검색의 각 검색항목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검색화면 우측 상단의
‘검색항목설정’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검색항목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검색화면에 자주
이용하는 항목만을 나타내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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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조회
검색실행 후 검색결과는 검색결과리스트에 해당하는 ‘간략정보’와 각각의 ‘서지상세정보’
및 ‘전문보기’ 순으로 조회합니다.

1) 간략정보 및 초록정보보기
검색된 결과리스트를 보여주는 결과화면은 ‘간략정보’ 와 ‘초록정보’가 있습니다.
간략정보보기 화면은 공보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등 주요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페이지이동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당 표시건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렬’ 아이콘 및 각 조회항목의 명칭을 클릭함으로써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더블클릭)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페이지당 표시건수
설정화면]

[검색결과 정렬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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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정보화면에 나타나 있는 결과항목은 화면 우측 상단의 ‘결과화면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과화면은 ‘공보번호’를 제외한 다양한 결과항목을 간략정보화면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선택코너입니다.

[결과항목 설정화면]

간략정보화면 상단의 ‚초록정보‛ 탭을 클릭하면 간략정보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 순으로
발명에 대한 요약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간략정보화면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렬 및 조회항목
설정이 가능합니다.
[간략정보화면]

[간략정보화면]
[초록정보화면]
[초록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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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정보 보기
서지상세보기 화면에서는 서지, 대표도, 국가별 특허문헌코드, 요약 등 세부정보에 해당하는
상세정보와 공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검색결과리스트에서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정보화면]

[서지상세보기화면]

서지상세보기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며, ‘세부항목 숨기기’를 통해서
세부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지상세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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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측의 검색결과리스트를 통하여 결과리스트 순서를 기준으로 ‘다음’ 및 ‘이전’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 이는 키보드 방향키 중 ↑ 또는 ↓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지상세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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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지상세 보기화면 내 국가별 특허 문헌코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문헌코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DOCDB 패밀리정보내 DOCDB 패밀리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특허에
대한 패밀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지상세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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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화면 상단의 실시간 번역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일→한 번역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지상세정보화면]

[일→한 실시간 번역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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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보보기
공보는 검색결과 간략정보 및 서지상세보기화면 내 전문 및 최종공보 아이콘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략정보 보기화면]

[공보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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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상표검색
가. 검색실행
해외상표검색은 ‘일반검색’ 과 ‘항목별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에 한해 검색 가능 합니다.

[일반검색 선택화면]

[항목별검색 선택화면]

1) 일반검색
일반검색은 상표의 명칭이나, 인명, 문헌번호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며,
‘단어검색’ 과 ‘번호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단어검색
단어검색은 상표명칭, 지정상품, 출원인 등 간단한 단어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한
없이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검색 기능으로는 검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검색범위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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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는 간단한 문자(영문자 또는 일본어)와 숫자 입력이 가능하며, 연산자 이외의 기호는
무시됩니다. 절단검색은 자동으로 지원되지만, 구문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ASIANA’에서 출원한 상표를 모두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검색화면]

[단어검색 예제화면]

만약 상표명칭이 ‘ASIANA’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어검색
입력창 상단의 상표명칭 한정을 체크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물품명칭한정검색 예제화면]

[물품명칭한정검색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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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호검색
번호검색은 해외상표관련 문헌번호(출원, 등록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번호입력은 특허문헌 일련번호의 자릿수와 관계없이 입력 가능하고, 절단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표관련 문헌번호는 해당국가별로 형식이 다르므로 국가별 형식에 맟추어 입력해야 합니다.
예)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국가
종류선택
미국(US)

번호입력
12345678(미국 상표 출원번호 형식)

일본(JP)

전체

호주(AU)
캐나다(CA)

2005-12345(일본 상표출원번호는 중간에 ‘-’가 들어감)
1234567(호주 상표 출원번호 형식)
1234567(캐나다 상표 출원번호 형식)

예)상표종류와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국가
종류선택
미국(US)

TradeMark(상표)

일본(JP)

Word(문자)

호주(AU)

Device(도안)

번호입력
12345678
2005-12345
1234567

번호검색은 문헌번호의 일부 즉 일련번호만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상표종류와 연도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출원한 25961번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검색화면]
[번호검색 예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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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검색
항목별검색은 전문(공보)에 수록된 내용을 다양한 항목들로 나누어서 검색하는 기능으로,
검색항목간의 연산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문 이외에 ‘일본어입력기’를 이용한 일본어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틀어 totoro라는 상표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하면 됩니다.

[히라가나 입력화면]

98

[가타가나 입력화면]

나. 검색결과 조회
검색실행 후 검색결과는 검색결과리스트에 해당하는 ‘간략정보’ 와 각각의 ‘상세
정보’ 및 ‘전문보기’ 순으로 조회합니다.
1) 간략정보 보기
간략정보보기화면은 견본이미지를 포함하여 출원번호(출원일자),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표종류,
NICE코드, 상표명칭 등 모든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정보화면]

99

KIPRIS

2) 상세정보 보기
서지상세보기 화면에서는 도면, 서지, 지정상품 등 세부정보에 해당하는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검색결과리스트에서 ‘출원번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정보화면]

[서지상세보기화면]

현재(2010년 5월) 해외상표검색서비스는 시범서비스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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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산자
1. 연산자
연산자란 ‘검색어’와 ‘검색어’ 또는 ‘검색어’와 ‘검색항목’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며,
다수의 검색어를 조합함으로써 정확한 검색을 가능케 합니다.

2. 연산자의 종류
가. 논리연산자
논리연산자에는 AND(*), OR(+), NOT(!), NEAR(^) 연산자가 있습니다.
AND 연산자(*)는 검색 범위에서 A와 B가 포함되어 있는 건을 검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키워드 및 검색범위 선정에 따라 검색 결과가 상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OR 연산자(+)는 검색 범위에서 A 또는 B가 포함되어 있는 건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며, 유사어 및 유의어의 표현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NOT 연산자(!)는 A는 포함되나 B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즉,
B라는 키워드로 인해 검색결과에 노이즈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산자의 의미상 반드시 AND 연산자(*)와 함께 사용해야 올바른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EAR 연산자(^)는 동일 문장 안에 A와 B가 순서대로 n개 이하의 거리만큼 있는 건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검색 범위에서 단어 간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 절단연산자
절단 연산자(?)는 특정 키워드에 모든 음절표기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단어뿐만
아니라 기술분류코드(IPC) 또는 번호 및 일자 표기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후방절단만 가능하며, 전방 및 중간절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복수연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 )’를 이용하여 연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지만
올바른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검색되는 항목의 특징에 따라 인용부호(‚ ‛),
기간검색(~) 등의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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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산자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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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호

입력예제

AND

*

자동차*엔진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OR

+

자동차+엔진

두 개 이상의 키워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NOT

!

자동차*!엔진

연산자 뒤에 있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검색어와 두 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1단어(^1), 2단어(2^), 3단어(^3) 떨어진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NEAR

^

자동차^2엔진

괄호

( )

자동차*(엔진+모터)

설명

복수연산시 괄호로 묶여진 검색식을 우선적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Ⅵ. 검색항목
1. 검색항목
검색항목은 검색이 이루어지는 유효한 범위를 말하며, 검색의 범위를 제한한 ‘제한검색’ 및
‘항목별검색’을 가능케 합니다.

2. 검색항목 종류 및 코드
검색항목은 권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항목별검색에서 세부항목을 이용하여 검색식을
만들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검색항목별 코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검색항목

코드

검색항목

코드

검색항목

코드

발명의 명칭

TL

심판번호

JG

창작자

IV

초록

AB

IPC분류코드

IPC

대리인

AG

청구범위

CL

디자인분류코드

DC

등록권자

RG

출원번호

AN

형태분류코드

FC

출원일자

OPD

공개번호

OPN

상품분류코드

NC

공개일자

AD

공고번호

PN

유사군코드

SC

공고일자

PD

등록번호

GN

지정상품코드

GD

등록일자

CD

우선권주장번호

RN

도형코드

DR

우선권주장일자

RD

국제출원번호

FN

출원인

AP

국제출원일자

FD

국제공개번호

FON

발명인

IN

국제공개일자

FOD

3. 검색항목별 특성
검색항목은 크게 분류검색, 인명검색, 번호검색, 일자검색, 키워드검색 항목으로 나누어지며,
각 검색항목별 검색어 입력체계를 파악하여야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 키워드검색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검색대상이 되는 발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분류(특허분류, 디자인분류, 상품분류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면 검색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국문과 영문으로 입력하되 국문입력이 바람직합니다.
2) 동의어, 유사어 등 다양한 기술용어의 표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 건조, 드라이, 휴대폰, 핸드폰, 차단,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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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래어 및 외국어의 국문표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 텔레비전, 텔레비젼, TV, 펜스, 휀스, 가부시키, 가부시끼...
4) 영문 입력시 대소문자 구분은 없습니다.
5) 한문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6) 문장검색은 지원되지 않으나 구문검색(‚인용부호‛사용)은 가능합니다.
7) 띄어쓰기는 올바른 입력 방법이 아닙니다.
8) 이용 가능한 연산자 이외의 특수기호 및 부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 , $ ...

나. 분류검색
항목별검색 코너에서 분류검색항목 우측에 있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하면 해당 분류코드의 세부내용을

1) IPC 분류검색(IPC)
국제특허분류(IPC)란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문헌의 분류체계인 ‘국제특허분류코드(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로서 기술 분야별 검색이 가능하며, ‘AND’,
‘OR’ 등 논리 및 절단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G06Q
F04D?, F04D29/?, F04D29/66+F04D1/00

[특허실용 항목별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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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분류 검색화면]

2) 디자인분류(DC)
디자인분류(DC)란 국내 디자인분류코드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AND’, ‘OR’ 등 논리 및 절단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E1310
E131?, M1110A, M1110?+M112?

[디자인 항목별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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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류 검색화면]

3) 형태분류코드(FC)
형태분류(FC)란 국내 디자인 형태분류코드로서 디자인을 형태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연산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B742A, B742B

[디자인 항목별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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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분류 검색화면]

4) 상품분류코드(TC)
상품분류코드(TC)란 국가 간의 상품분류 차이로 인한 절차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출원을
용이하게 할 필요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상품분류코드로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품분류코드는 구분류(한국상품류)와 신분류(NICE분류)로 구분되는데,
구분류는 숫자 3자리, 신분류는 숫자 2자리로 입력하여야 하며, ‘AND’, ‘OR’ 등
논리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상품분류코드(의류) ⇨ 045+25
서비스업분류코드(요식업) ⇨ 112+42+43

[상표 항목별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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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검색화면]

5) 출원인·발명인·대리인검색
출원인, 발명인 등 성명이나 법인명으로 출원된 자료 검색이 가능하며, ‘AND’, ‘OR’
등 논리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색어 입력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성명 ⇨ 홍길동, 장영실
법인 ⇨ 삼성전자, 동화약품

[특허실용 항목별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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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름/코드 검색화면]

6) 번호검색
번호검색의 경우 권리구분코드와 해당년도 및 일련번호를 13자리 숫자로 정확히 입력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① 출원종류별 권리구분코드
코드
구분
코드
구분
10

특허등록출원

53

단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20

실용신안등록출원

55

상표서비스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30

디자인등록출원

60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출원

40

상표등록출원

61

서비스표권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출원

41

서비스표등록출원

62

업무표장권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출원

42

업무표장등록출원

63

단체표장권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출원

43

단체표장등록출원

65

4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70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45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71

지정서비스 추가등록출원

50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72

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출원

51

서비스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74

단체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52

업무표장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75

지장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출원

상표서비스표권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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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출원 및 공개, 공고번호는 ‘권리구분코드(2자리)+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 숫자
13자리’로 입력해야 하며, ‘OR’ 및 절단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특허 출원번호 99-12345 ⇨ 1019990012345 또는 10-1999-12345
상표 출원번호 2007-1234 ⇨ 4020070001234 또는 40-20070001234

[특허실용 항목별검색화면]

[출원번호 검색화면]

③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권리구분코드(2자리)+일련번호(7자리)+0000(자릿값)
입력해야 하며, ‘OR’ 및 절단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숫자

13자리’로

예) 특허(등록) 제123456호 ⇨ 1001234560000 또는 10-123456
상표(등록) 제234567호 ⇨ 4002345670000 또는 40-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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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항목별검색화면]

[등록번호 검색화면]

④ 심판번호
심판번호(숫자)는‘심판청구년도(4자리)+심판구분(3자리)+일련번호(6자리) = 숫자 13자리’,
심판번호(문자)는 ‘심판청구년도(4자리)+심판구분(당, 항, 원...)+일련번호’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 심판번호 2000-100-1234 ⇨ 2000100001234
심판번호 2000 당 1234 ⇨ 2000당1234

[심판 항목별검색화면]

[심판번호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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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특허번호(※국가별 번호체계 상이함에 주의)
번호검색은 출원, 공개, 우선권번호를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국가별로 번호체계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KIPRIS에서 규정한 형식에 맞게 번호를 입력하여야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가

미국

유럽·
PCT

일본

번호종류

번호체계

입력예

출원번호

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20030541970

공개번호

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20060153994

등록번호

년도(2자리)+일련번호(6자리)
디자인 : D+년도(2자리)+(5자리)

07240749
D0543391

우선권번호

시리얼넘버(2자리)+일련번호(6자리)
US+일련번호(6자리)

09/391637
US482214

출원번호

년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국가코드(2자리)+년도(4자리)+일련번호(5자리)

2000983032
EP200106959

공개번호

일련번호(7자리)
년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1120557
2001057375

우선권번호

국가코드(2자리)+년도(2자리)+일련번호(6자리)

국가별 상이함

출원번호

년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1992001430

공개번호

년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1991286175

JP+년도(2자리)+일련번호(6자리)

JP01278187

JP+년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JP2000063337

우선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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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자검색
출원·공개·공고·등록일 등 각종 일자별 자료 검색이 가능하며, ‘년도(4자리) + 월(2자리)
+ 일(2자리)’ 순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하여
기간별(‚~‛이용) 검색이 가능하며, 절단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2002년 3월 15일 ⇨ 20020315
2002년 전부 ⇨ 2002?, 20020101~20021231
99년 1월~6월 ⇨ 19990101~19990630

[특허실용 항목별
검색화면]

[출원일자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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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유용한 기능
KIPRIS에서는 검색자의 편의를 위해 검색한 결과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 내
검색, 검색어 자동완성, 도면일괄보기, 검색결과 재분류(통계), 엑셀파일, 온라인 다운로드,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합니다.

1. 결과 내 검색
검색 결과화면에서는 결과 내 재검색이 가능하도록 상단에 별도의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 내 검색은 1차 검색결과에 대하여 2차 검색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핸드폰+휴대폰)*발광’에 대한 검색결과에서‚라이트‛라는 검색어를
추가하여 재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결과 내 검색 ’을 선택하고 통합검색창에
‚라이트‛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이 때‘ 결과 내 검색 ’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입력된 검색조건에 따라 재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결과 내 검색 입력화면]

[결과 내 검색 결과 화면]

114

2. 검색어 자동완성
특허·실용신안 항목별 검색시 ‘자유검색’ 항목에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은 사용하고자 하는 검색어의 일부를 입력하면 관련 단어들을 제시해 주는
기능으로 검색어 입력시간을 단축해주고 잘못된 검색어 입력을 방지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어로‘자동차’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자동’을 입력하고, 팝업창에서 ‘자동차’
선택하여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자동완성 입력화면]

[제시된 단어 선택 화면]
[선택 단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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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어 확장
특허·실용신안 항목별 검색시 ‘자유검색’ 항목에 검색어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확장 기능은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 입력하면 유사어, 동의어, 번역어 등 다양한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기능으로 유사한 특허를 검색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입력하고 ‘검색어 확장’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제시된 단어를 확인하여 최대 5개까지 선택된
검색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확장 입력화면]

[오류메시지 화면]

[제시된 단어 선택/적용 화면]

[선택 단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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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일괄보기
특허·실용신안 결과화면에서는 출원서에 포함된 도면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일괄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면일괄보기 기능은 도면만 추출해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도면을 통한
출원내용 확인시 활용하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도면일괄보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결과
화면에서 ‘일괄보기’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괄보기 화면에서 도면을 클리하면 해당도면의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화면]

[전체도면보기화면]

[이미지확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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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결과 분류통계
특허·실용신안 결과화면에서는 검색결과를 조건별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 분류통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통계 기능은 등록년도, 공개년도, 출원년도, IPC분류 등의 조건에 맞게
검색되어진 결과들을 분료하여 볼 수 있어 각종 통계자료 작성시 활용하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분류통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결과 화면에서 ‘분류통계’ 탭을 선택한 후, 원하는
조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색결과화면]

[분류통계화면1-출원년도(2008년)기준]

[분류통계화면2-IPC(F02F)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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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엑셀파일
엑셀파일은 검색결과화면을 엑셀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검색결과화면]
[엑셀파일 저장화면]

검색결과화면에
표시된
조회항목은
상단의‘결과화면설정’기능을
통하여‘출원번호’와‘발명의 명칭’을 제외한 항목들 중 최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페이지이동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당 결과 표시건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항목 설정화면]
[페이지당 표시건수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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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다운로드
온라인다운로드는 검색결과에 대한 서지 전체항목 뿐만 아니라, 심판 및 등록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 엑셀파일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다운로드할 항목과 추가정보(심판, 등록, 행정처리정보)를 선택하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
다운로드 형식을 선택한 후‘선택완료’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이 때, 다운로드
형식에서 텍스트 파일형식은‘워드패드’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엑셀파일로는 심판, 등록 및
행정처리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검색결과화면]

[온라인다운로드 이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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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색식저장
검색식저장이란 검색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식을 저장하여 추후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검색결과화면 상단의‘검색식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현재 검색식을 확인하고, 폴더명을
입력한 후 저장을 완료합니다.

[검색결과화면]

[검색식 저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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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색식보기
검색식보기란‘검색식저장’을 이용하여 저장한 검색식을 확인하거나, 선택한 검색식을
검색창에 자동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일반 및 항목별검색화면 상단의‘내검색식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되어 있는 검색식을
더블클릭하면 검색창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항목별검색화면]

[검색식 보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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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의관심특허센터
원하는 검색식을 ‚나의관심특허센터‛에 등록하여 검색결과를 별도의 검색절차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가. 나의관심특허센터 신청
나의관심특허센터 기능을 이용하려면 KIPRIS 검색서비스 초기화면에서 부가서비스 內
‘나의관심특허센터’를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KIPRIS 검색시스템 초기화면]

[나의관심특허센터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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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하단의 ‘나의 관심특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검색 조건을 입력한 후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나. 나의관심특허센터 신청현황 확인
신청완료 팝업창에서 ‘신청현황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좌측메뉴의 ‘신청현황’을 클릭하여도 신청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승인건 5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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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데이터 목록 확인
좌측 메뉴 중 ‘신규데이터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된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기별 검색결과 목록’에서 각 검색식 우측에 검색된 건수가 나타나고, ‘목록보기’버튼을 클릭
하여 키워드에 따른 검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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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공서비스
1. 특허검색툴바
특허검색툴바란 KIPRIS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허청, 특허, KIPRIS 홈페이지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특허민원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허검색툴바는 KIPRIS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이용 가능하며,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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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PRIS 홈페이지 좌측 중단 ‘부가서비스’ 메뉴의 ‚활용가이드‛를 클릭합니다.

2

특허검색 툴바 안내 페이지의‘특허검색 툴바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응용프로그램 실행 및 저장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실행(R)을 클릭합니다.

4

소프트웨어 실행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실행(R)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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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128

특허검색 툴바 V1.0 설치창이 열리면 다음 > 을 클릭합니다.

특허검색 툴바 V1.0에 대한 이용 약관을 읽어 보신 후‘위 사항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다음 > 을 클릭합니다.

7

설치하려는 구성 요소를 선택한 후 설치를 클릭합니다.

8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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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0

특허검색 툴바 V1.0 설치 완료 창이 열리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10

특허검색툴바 업데이트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Y)를 클릭합니다.

11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 중 보기(V)의‘도구모음(T)’에서 ‚특허검색툴바‛를
클릭합니다.

12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서 검색툴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특허검색 툴바는 툴바 좌측의 특허청 메뉴 중 ‘도움말’에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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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2E-PAT 서비스(한→영 자동번역서비스)
K2E-PAT(Korean to English - Patent Automatic Translation) 서비스는 한국 특허
및 실용신안 공보를 KIPRIS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문과 함께 실시간 자동 번역된 영문으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K2E-PAT 서비스 이용시 검색결과화면은 서지, 요약, 상세한 설명, 청구항, 도면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번역문(영문)에 대한 PDF파일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제로는 건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와 일정기간동안 이용 가능한 정액제가
있습니다. 종량제는 검색결과 화면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반면, 정액제는 KIRPIS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및 휴대폰,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K2E-PAT결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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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란 특허검색을 희망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허검색창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특허를 검색할 경우, KIPRIS에서 검색된 검색결과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연결·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권리별 검색이 가능한 통합검색 또는
키워드 및 출원인검색 형태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찾아가는특허검색서비스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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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PRIS

Plus

웹 서비스

KIPRISPlus 웹 서비스는 특허청에서 공개되어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지재권 정보를 기업, 연구기관,
정보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자체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차세대 정보서비스입니다.
기업, 연구기관, 정보사업자 등이 KIPRISPlus 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을 통하여 지재권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색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plus.kipris.or.kr 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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