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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키프리스는 국내·외 지식재산권(IP)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해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입니다.                                               URL : 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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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인도  2005~

베트남  2009~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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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초보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초보자 검색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인터넷 주소창에 www.kipris.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검색, 특허정보 등을 입력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일반 검색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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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를 보는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검색결과를 대표도면과 함께 보고 싶다면‘기본 보기’를, 서지정보를 보고 

싶다면 ‘서지정보 보기’ , 요약과 함께 보고 싶다면 ‘요약 함께보기’를, 대표도면만 모아서 보고 싶다면‘대표도면 보기’를, 모든 

도면을 보고 싶다면‘도면일괄 보기’를 선택해 보세요.

검색된 특허의 건수를 나타내요. 내용에 ‘전기’와 ‘자동차’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특허가 검색되었어요.

검색결과 목록이에요.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하여 재검색이 가능해요.



DOI 주소 및 QR코드를 통하여 해당 
특허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발명의 명칭, 요약, 청구범위에서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어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검색어와 IPC를 이용한 검색결과 화면이에요. 전기 자동차에 관한 특허 중 일차전지, 이차전지에 관한 특허만 검색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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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디자인의 건수를 나타내요. 내용에‘전기’와‘자동차’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디자인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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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주소 및 QR코드를 통하여 해당 
특허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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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와 한국분류 코드를 이용한 검색결과 화면이에요. 자동차 종류 디자인만 검색이 된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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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창에 www.kipris.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상표검색, 특허정보 등을 입력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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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상표의 건수를 나타내요 내용에‘전기’와‘자동차’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표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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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창에 www.kipris.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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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 검색 tip을 참고하세요.



검색된 해외디자인의 건수를 나타내요. 내용에‘Electronic’과‘Vehicle’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된 해외디자인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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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로 : KIPRIS 홈페이지 → 키프리스소개 → 가이드 → KIPRIS 서비스 → 나의관심특허

KIPRIS 첫화면 오른쪽 상단 키프리스소개에서 KIPRIS 서비스 
內‘나의관심특허’를 선택하세요.



* KIPRIS 홈페이지 → 키프리스소개 → 가이드 → 고객센터 → 찾아가는 특허 서비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 서비스경로 : 검색결과 → 상세보기 → 통합행정정보



DOI 및 QR코드 서비스

상세보기, 전문, 대표도면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SNS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상세보기 대표도면 이미지 하단에 추가된 버튼을 이용하여 상세정보 연결 URL을 획득하거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에
링크 공유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경로 : 국내외 지재권 검색 → 출원건 상세보기 → 지식재산정보 URL
* DOI란 인터넷 주소가 바뀌어도 사용자가 그 문서의 새 주소로 찾아갈 수 있도록 웹 파일이나 인터넷 문서에 영구적
  으로 부여된 식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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