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
허청은 지식재산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허청은 개인, 변리사, 기업 등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PRIS는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특허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1998년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KIPRIS에서 제공되는 지재권정보는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정보와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등이 있습니다.

본 검색가이드는 KIPRIS 사용자들의 수준에 따라 「초급과정」 과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총2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권 『특허검색길라잡이 KIPRIS 쉽게배우기(초급과정)』에는 특허정보검색에 

대한 설명과 KIPRIS를 활용한 검색방법이 예제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제2권 『특허검색길라잡이 KIPRIS 실무활용 가이드(고급과정)』 에는 선행 기술 

조사와 특허맵 작성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실제사례를 통해 작성방법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발간된 특허정보검색교재와 다르게 지식재산권 제도와 선행기술조사 등 

방대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기본적인 특허검색에 필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검색가이드가 지식재산권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등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본 가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허청 정보기획국장  변 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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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Lesson 

01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ABS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지능형 현가 시스템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저연비 엔진 기술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대시보드 형상

•사이드미러 관련 기술

•컵홀더 관련 기술

•자동차 문 관련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 구조

원천·핵심기술특허 Life-Cycle이 짧은 개량기술
실용
신안

•자동차 명칭

   (소나타, 아반떼, K5, SM5)

•제작사 명칭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상품의 명칭상표

산업재산권 개념도

011제1부 특허정보 입문

물품의 외관디자인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 부여 →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Tip 특허제도

012 KIPRIS 쉽게 배우기

특허정보

▶ 특허정보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간단하게 부르는 이름으로서 ‘산업재산권정보' 

및 ‘지식재산권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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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의 이해      
Lesson 

02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대하여 국가에서 허여한  

독점배타권으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기준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이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

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또는 개량발명이라고도 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성이 낮고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기준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허의 등록요건

❶ 신규성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한 기술이어야 한다. 즉,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

성이 상실됩니다. 

❷ 진보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의 공지발명으로

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❸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

의 예로써,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사용하는 것과 자족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발명이 아닌 것

알아두면 유익한 특허 출원 제도

❶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아닌 경우 

예) 자연법칙 자체, 발견, 자연법칙 위배, 기능·정보의 단순 제시, 미적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❷ 특정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예) 문예, 연주기술, 무용, 스포츠

❸ 미완성 발명

예)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제시하였으나 목적달성이 의심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결여된 경우

❶ 심사청구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실용신안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❷ 조기공개신청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발명 모방자의 발명실시에 대한 보상

금 청구권 주장 등 출원인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❸ 우선심사신청 

•출원 후 심사청구 순서에 의하여 심사에 착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여러가지 요건에 의하

여 우선적으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014 KIPRIS 쉽게 배우기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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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제61조)

2. 대통령령에 의해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시행령 제9조)

①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②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③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⑤ 벤처기업의 특허출원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⑦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⑧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⑨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⑩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⑪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015제1부 특허정보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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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이해
Lesson 

03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기준으로 15년 입니다.

디자인의 예

▶ 캐릭터

•일반적으로 만화·TV·영화·소설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

의 특징, 생김새 등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대상을 말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사용되어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를 높입니다.

Tip 캐릭터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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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 요건

❶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

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❷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형상 (Shape) :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을 

말합니다.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색채 (Colo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말합니다. 

▶캐릭터의 예

▶캐릭터의 상품화 = 디자인

➜



디자인의 등록요건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❸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❹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심사할 때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❶ 신규성

•출원 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❷ 창작성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❸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동일한 디자인 물품의 양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기, 군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

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018 KIPRIS 쉽게 배우기 기본편



제1부 특허정보 입문 019

▶ 유사디자인

•디자인 침해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기본디자인에서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되면 유사디자인의 권리도 이전 또는 소멸 됩니다.

     예) 의자에 대한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

▶ 부분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

Tip 유사디자인과 부분디자인

 [ 기본디자인 ]                               [ 유사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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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이해
Lesson 

04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기준으로 10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표의 기능

❶ 자타상품의 식별 기능

•상품에 표시된 상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

❷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

❸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함을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

❹ 광고 선전 기능

•상표의 심리적인 연상 작용을 통해 판매촉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❺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

   (상표권 양도,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가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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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종류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하는가?

•식별력이 있는가?

•부 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적절한 양식을 구비했는가?

•가장 빠른 출원인가?

❶ 문자상표

•한글, 한자, 외국어, 숫자 등

❷ 도형상표

•동·식물 및 다양한 형상의 도형

❸ 색채상표

•문자나 도형에 특정 색채가 추가되어 색상으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

❹ 결합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등이 결합된 상표

등록결정 거절결정



유사상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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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E PLUS  ➞   TIRE PLUS

RABVAC  ➞    LAVAC

임금  ➞   왕, KING

평화  ➞   PEACE

STAR  ➞   NEW STAR

NAWOO  ➞   NAWOO TECH

POCA CHIP  ➞   POTACHIP

포카 칩  ➞   포타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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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허·실용신안 검색

03 디자인 검색

04 상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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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검색
Lesson 

01

특허정보 검색

❶ 정보의 공개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❷ 독점권 부여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❸ 기술 분석 자료로 활용

•타 기술 자료에 비해 비교적 최신이며, 전 기술 분야를 포함합니다.

•특정 분야의 특허정보를 통하여 기술의 개발 흐름 및 상태 등의 파악이 용이합니다.

•최신 기술정보의 원천으로서 기술배경, 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❹ 표준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제정한 특허문헌의 종류, 서지사항, 식별코드 등을 적용

하고 있어 기재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국제특허분류(IPC)와 같은 세계적으로 통일화된 방식으로 분류되어 검색이 용이하며 각국 

특허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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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특허정보검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특허제도 - 각국의 특허제도를 이해

▶ 용어이해 - 다양한 표현의 이해

▶ 기술이해 - 분야별 기술흐름 이해

▶ 자료특성 - 각 검색사이트 별 자료량, 

      DB갱신 주기, 사용 연산자 이해

키워드의 활용 

▶ 키워드 선정

•발명과 관련된 핵심 단어/기술용어를 선정합니다.

    예) 먹는 내시경 : (섭취 or 무선 or 캡슐) and 내시경

•키워드 선정시에는 키워드 표현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키워드 확장

※ 동의어, 유사어, 외래어, 단·복수형, 변화형 등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표현상의 차이 - TV, 테레비, 텔레비젼, 텔레비전 

▶ 의미상의 차이 - 웹(Web) : 통신망(네트워크 망), 그물

▶ 외래어/외국어 표기 - 커패시터 = 캐퍼시터, center = centre 

▶ 비구체적 표현 - 자동차 : "차륜과 차대와 구동기를 갖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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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절단자 및 구문검색 활용 

▶ 절단자 활용

•검색어의 일부 문자열이 일치하는 모든 문헌을 검색합니다.

•KIPRIS에서는 "?" 기호를 이용하여 표기합니다.

   예) comp? 로 검색시 : computer, composite, compound ......

▶ 구문검색 활용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순서대로 연속해서 존재하는 경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KIPRIS에서는 인용부호(“ ”)를 이용하여 표기하고, 하나의 검색어로 인식합니다.

   예) “스팀 청소기”, “레이저 프린터”

연산자 활용(논리연산)

"A"와 "B"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허문헌 검색

예) 핸드폰 and 케이스

"A" 또는 "B"가 존재하는 특허문헌 검색

예) 핸드폰 or 케이스

"A" 는 존재하나 "B"는 존재하지 않는 특허문헌 검색

예) (자동 and 문) not 자동차

※ KIPRIS는 "*"(AND), "+"(OR), "！"(NOT) 등의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예) (섭취 or 무선 or 캡슐) and 내시경 → (섭취+무선+캡슐)＊내시경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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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

▶ 국제특허분류(IPC) - 특허·실용신안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 Agreement)협정에 의해 채택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현재 제9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짐 : 섹션 > 클래스 >그룹

검색범위 확장 및 한정 

▶ 검색범위 확장

•시소러스*를 이용한 키워드 확장  

  * 정보검색에서 해당 단어의 관련어(동의어, 유의어 등)를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전 

•검색범위를 확장하는 연산자 활용 : “OR(+)”, “절단자(?)”

   예) 목재 방음판

목재(재료) : 목재+목질+나무+우드

방음(제품기능) : 방음+(소리*차단)+흡음

판(제품) : 판넬+패널+보드

▶ 검색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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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항목(Field)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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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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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류 재검색

•유사한 특허에 부여된 특허 분류로 재검색 합니다.

▶ 발명자(출원인) 재검색

•발명자(출원인)에 의한 유사 건을 검색 합니다.

▶ 단계별 검색(Step by Step)

•한 번에 원하는 자료를 얻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검색조건을 변경하여 검색합니다. 

•다단계 검색이 필요합니다.

 

 

Tip 유사기술 발견시 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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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통합검색 (  접속)

❶ 통합검색

•권리구분 없이 전 권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입니다.

•권리별 검색 선택이 가능합니다.

※ 검색결과 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❷ 통합검색결과화면

특허·실용신안 검색
Lesson 

0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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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일반검색

❶ 단어검색

•권리구분 선택 가능, 검색범위 지정이 가능합니다.(최근 1년~10년)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좀 더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❷ 번호검색

•특실 종류(출원, 공개, 등록)와 연도를 선택하고,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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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검색항목설정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❷ 검색어 입력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키워드를 연산자와 조합하여 검색합니다.

•검색항목 간에 and 또는 or 연산자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031

특허·실용신안 항목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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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검색어확장

•자유검색란에 검색어 입력 후 「검색어 확장」 클릭시 유사어, 동의어, 번역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❹ 검색항목별 입력 예

 검색항목 입력예

 IPC분류 G06F17/00,  G06F17,  G06F

 출원번호 10-2004-12345,  1020040012345

 등록번호 10-353753,  1003537530000

 출원일자 20060107,  2006, 200601~200603

 출 원 인 홍길동,  삼성,  4200200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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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재검색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상태별(공개, 등록, 거절, 소멸 등)선택을 합니다.

•검색결과 내 검색어 추가 또는 항목 추가를 통해 재검색을 합니다.

•검색결과 건수를 확인합니다.

❷ 결과화면 설정

•간략정보 확인시 화면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클릭을 통해 내림차순 등의 정렬이 가능합니다.

033

특허·실용신안 검색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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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간략정보

•결과화면설정을 통하여 대표도면, 출원번호 등의 항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❹ 초록정보

•검색결과 중 초록항목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❺ 대표도면

•검색결과 중 대표도면만을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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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일괄보기

•검색된 건들의 도면만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❼ 분류통계

•검색결과들의 각각의 연도 또는 IPC 등의 통계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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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용어사전

•지재권 관련 용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지재권사전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북마크

•책갈피 기능입니다.

▶ 엑셀파일

•간략정보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온라인다운로드

•검색된 건들의 조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로그인 후 이용 가능)

▶ 검색식저장

•이용자가 사용한 검색식 저장 후 추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로그인 후 이용 가능)

Tip 「검색결과보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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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검색내용보기

❶ 상세정보

•검색결과 화면에서 출원번호를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서지정보, 대표도면, 초록, 청구범위, 행정처리사항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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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공보 전문

구분

공보별
특성 

공개공보 등록공보 정정공보

•출원에 따른 공개
•심사결정 이전 발행

•등록에 따른 공고
•심사결정 이후 발행

•정정신청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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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등록정보

구분

내용

권리사항 권리자 정보 연차료 정보

•등록번호/일자, 존속기간
•기술평가청구/결과
•권리소멸 여부

•등록권자 정보
•권리이전 정보

•연차별 등록료 납부 정보



디자인 검색
Lesson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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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형식

▶ 검색어 확장 (키워드 활용)

•전문분야의 기술자에 의해 사용된 용어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 표현이 다양하므로 

창작분야에 따라 검색어 선정에 주의해야 합니다.예) ‘휴대폰’ 관련 검색 → 휴대폰+

핸드폰+모바일폰+무선전화기+무선단말기

▶ 디자인 분류

•물품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디자인 물품을 분류

•분류구분

Tip 디자인 검색의 이해

 검색항목 입력예 비고

 

 
디자인 분류

 

 물품의 명칭 

 출원번호  13자리

 등록번호 

G4-0(기타의항공기),
H2-4260(전선착지구등)

비행기, 비행기완구, 어선

30-2004-12345,  3020040012345

30-353753,  3003537530000

A : 제조식품 및 기호품

B : 의복 및 신변품

C : 침구, 조리용구 등 생활용품

D : 주택설비용품

E :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F :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광고용구

G : 운수 또는 운반기계

H :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J : 일반기계기구

K : 산업용기계기구

L : 토목건축용품

M : 직물지 등 기타의 기초제품

N : 타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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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반 검색

디자인 항목별 검색

❶ 검색어 확장 

 •한글 검색어를 입력하면 입력된 단어에 대응하는 영문 단어를 포함하여 검색합니다.

    예) ‘자동차’ 검색어 확장  : 자동차+vehicle+automobile+car 

❷ 물품 명칭 한정

•물품의 명칭에 한정하여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❸ 검색범위 기간으로 한정가능

•전체 또는 최근 1년에서 1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❹ 번호입력

•연도를 모르거나 없는 경우 번호만 입력합니다. 

041

❶ 검색항목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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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검색결과보기

❶ 간략정보

 •출원일자, 출원인 등 검색결과 항목별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이 가능합니다.

❷ 견본보기

❸ 도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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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검색내용보기

❶ 상세정보 

•검색결과 화면에서 출원번호를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도면, 출원번호, 일자, 출원인, 대리인, 창작자, 행정처리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북마크

•책갈피 기능입니다.

▶ 엑셀파일

•간략정보화면에 나타난 검색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온라인다운로드

•검색된 건들의 조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로그인 후 이용 가능)

▶ 검색식저장

•이용자가 사용한 검색식 저장 후 추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로그인 후 이용 가능)

Tip 「검색결과보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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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공보 전문

❸ 등록사항

❹ 심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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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일반검색

상표 항목별 검색

045

상표검색
Lesson 

04



상표 검색결과보기

❶ 간략정보

❷ 견본보기

상표 검색내용보기

046 KIPRIS 쉽게 배우기 기본편

❶ 상세정보

•검색결과 화면에서 출원번호를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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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공보전문

❸ 등록사항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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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① 심사청구 후    ② 특허출원 후    ③ 등록결정 후    ④ 설정등록 후

2. 각 권리의 권리존속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 :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한다.

② 실용신안 : 특허와 동일하나 기간이 10년이다.

③ 디자인 : 설정등록으로부터 15년이며,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④ 상표 : 설정등록으로부터 15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3. 다음 중 실용신안법 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캠(cam)의 형태 또는 치차의 치형

② 전자제품 등의 회로

③ 체결구로 볼트와 너트를 조합하는 경우

④ 동물 품종 또는 식물 품종

4. 검색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연산자가 사용되어 진다. 

 다음 중 조사 범위를 한정하는 연산자가 아닌 것은?

  ① AND    ② NOT    ③ OR    ④ 구문 연산자

5. “자전거”와 “바퀴”를 포함하거나 “자전거”와 “페달”을 포함하는 

 특허를 모두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할 검색식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자전거*(바퀴*페달) ② 자전거*(바퀴+페달)

③ (자전거+바퀴)*페달) ④ 자전거*(바퀴!페달)

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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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IPRIS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가 아닌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7. KIPRIS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특허청 전자출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DB를 구축한다.

② 매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③ 전문검색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④ 영문초록(KPA)의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다.

8. KIPRIS의 「상세정보 보기」 결과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국제출원정보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   ③ 대표도면   ④ 행정처리 사항

9. KIPRIS 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문 입력 시, 대·소문자의 구분은 없다.

② “큰따옴표”를 이용하여 구문 검색 및 문장 검색이 가능하다.

③ 띄어쓰기는 검색 시 무시되므로, 올바른 입력 방법이 아니다.

④ 이용 가능한 연산자 이외의 특수기호(#, $, | 등)는 사용할 수 없다.

10. 국제특허분류(IPC)는 계층구조를 갖는다. 

  다음 중에서 계층이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섹션 > 클래스 > 서브클래스 > 메인그룹 > 서브그룹

② 클래스 > 서브클래스 > 섹션 > 메인그룹 > 서브그룹

③ 메인그룹 > 서브그룹 > 섹션 > 클래스 > 서브클래스

④ 메인그룹 > 서브그룹 > 클래스 > 서브클래스 > 섹션

특허정보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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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검색
Lesson 

01

홈페이지에 기재된 출원번호를 이용한 검색

053제2부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 검색

❶ 아래 번호 중 특허/실용신안에 해당하는 번호의 개수 및 상태를 검색하세요.

❷ 특허번호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예제입니다.

•국내 특허의 경우, 특허(10), 실용신안(20), 디자인(30), 상표(40~) 출원번호 앞부분 

2자리를 권리구분을 할 수 있는 번호를 할당합니다. “10” 또는 “20”으로 시작하는 번

호 즉, 20-2004-0010011~0010013의 3건이 대상 건입니다.

•KIPRIS 홈페이지의 특허·실용신안의 항목별검색 선택 후 출원번호 항목에 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건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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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의 특허번호를 이용한 검색

❷ 특허번호 구조와 특허내용으로 검색하는 예제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언급된 번호는 연도표시가 없으므로 등록번호일 가능성이 크고,제조 

기술에 대한 내용이므로 특허·실용신안 출원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특실종류를 알 수 없으므로 특허·실용신안의 “일반검색” 선택 후 번호검색 항목에

특실종류/연도선택을 ‘전체’로 선택한 상태에서 번호를 입력합니다.

•결과화면에서 출원인이 기사내용의 회사와 동일합니다.

•이제 전체 건을 한 화면에 보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항목별검색의 등록번호 항목에 

검색식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0-0466550+10-0487695+10-0517483+10-0510239+10-0500546+10-0492628” 입력

‘옥수수수염차’ 음료 특허분쟁 초읽기

최근 인기가 급상승중인 옥수수수염차음료가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차 전문업체 (주)엔돌핀 F&B는 자사 옥수수수염차 제조에 관한 

방법 및 상품화 등에 관한 6가지 특허권을 2004년 10월에 획득하고 2005년 7월 제품을 출

시했다며 관련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곧 재기한다는 것이다.

(주)엔돌핀 F&B의 특허 내용은, 옥수수수염차 원재료 혼합 및 제조공법에 대한 내용으로 

『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는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이용한 티백차(특허번호 0466550)』와 『옥

수수수염추출액을 함유한 음료 제조방법(특허번호 0487695)』, 『옥수수수염 추출액과 다슬

기 분말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제조방법(특허번호 0517483)』, 『옥수수수수염과 식이 섬유를 

함유하는 조성물의 제조방법(특허번호 0510239)』, 『옥수수수염 농축물 및 그 제조방법(특

허번호 0500546)』, 『기능성 옥수수수염차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0492628)』 등 6가지로 

현재 출시된 모두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주)엔돌핀 F&B사 관계자는 “옥수수수염차는 고유명사로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없는 비

특허 대상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제외한 제조방법에 대한 응용방법을 3년 동안 5억원의 비

용을 투자 개발해 특허기술을 등록 했는데 후발업체가 이 시장을 독점하려고해 특허권 침

해에 대한 소송을 곧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❶ 아래 기사에 나오는 특허출원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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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❸ 검색결과에서 등록번호 10-0466550건의 출원인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 기사에 다른 건들과 같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검색결과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클릭하여 등록사항 창을 열고 “특허권자란”을 보면 

(특허)권리의 이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사항” 창을 열어 권리범위, 특허권자, 심판사항, 등록료 납부정보 등을 

확인함으로써 특허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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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Lesson 

02

신문기사의 특허를 키워드로 검색

❶ 주소와 이름으로 검색 또는 발명의 명칭 등으로 검색하세요.

❷ 특허내용과 특허출원자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예제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용어를 활용하여 검색식을 만듭니다.

•특허·실용신안의 “일반검색” 선택 후 “단어검색” 항목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남성용 소변기 보조장치” 입력

광주의 ‘발명왕 동장’…... 박OO씨 특허3개 취득

광주 남구 OOO동사무소의 살림을 책임지는 박OO씨는 ‘발명왕 동장’으로 통한다.

지난해 10월 동장으로 부임해온 박씨는 바쁜 공직생활 틈틈이 발명에 대한 관심

과 노력을 기울여 이미 3개의 특허권을 획득하고 특허 출원중인 발명품도 2∼3개

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2년 남성용 소변기 보조장치를 특허출원해 첫 특허권을 따냈다. 박

씨가 개발한 이 장치는 ......소변기를 곰과 펭퀸 등 동물캐릭터 등으로 꾸며...... 

모양은 물론, 기능도 탁월해 용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소변기 앞에 서면 캐릭터

의 복부가 열려 소변기로 변하는 동시에 ‘요받이’가 가까이 올라와 위생적인 용변

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일을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힌 뒤 내부 세척과정

이 진행돼 기존 소변기보다 훨씬 쾌적하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2년 전 특허출원한 음식물찌꺼기 처리장치와 처리방법 등도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장치는 ...... 물기를 하수관이 아닌 정화조관에 연결시켜 자동으로 미생

물 처리하고 수분이 없어진 찌꺼기는 손쉽게 쓰레기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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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화면을 보면 자동으로 검색식으로 변경되어 입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식 입력시 연산자를 사용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총 14건 검색)

•검색결과에서 이름이 박OO이고 주소가 광주 남구인 출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원

번호를 클릭하여 “상세정보” 창을 열어야 합니다.

•상세정보 확인을 통해서 기사에서 언급한 출원인과 동일인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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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이제 출원인이 취득한 특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주소가 광주 남구 이고, 출원인명이 박OO인 출원 건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의 “항목별검색” 선택 후 이 출원인 항목에 이름을, 발명자 항목에는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 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총 5건 중 3건이 등록 상태 이며, 2건은 소멸 상태입니다. (소멸이란, 등록되었다가 

등록료 미납 등의 이유로 권리가 사라진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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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음식물찌꺼기 처리장치와 처리방법” 관련 특허(20-2000-7250)는 소멸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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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검색
Lesson 

01

유사디자인의 검색

❶ 등록번호 30-0445338을 검색하고 검색된 건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❷ 하나의 등록번호 검색으로 다수의 출원 건이 검색되는 경우의 예제입니다.

•“디자인”의 “항목별 검색”을 선택 후 “등록번호” 항목에 30-0445338 입력 후 검색

을 실행하면 3건이 검색됩니다.

•3건의 출원번호는 다르지만 등록번호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들을 

“유사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명칭 인형완구

 디자인분류 E1310A 

 디자인구분 기본디자인, 단독디자인, 공개디자인

 출원번호(일자) 3020060014235(2006. 4. 17) 

 등록번호(일자) 3004453380000(2007. 3. 30)

 최종처분(일자) 등록결정(일반)(2006. 12. 14)

 형태분류 E1310A 

제2부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 검색



•디자인은 창작된 이후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고, 타인의 모방과 도용

이 용이합니다. 

•유사디자인 제도란 자신이 디자인 등록출원한 “기본디자인”에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유사디자인”을 등록공개 하여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7조)

•따라서 출원인은 디자인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합니다.(단독/유사 

디자인 여부는 특허심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Tip 유사디자인 이란?

062 KIPRIS 쉽게 배우기 기본편

❸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30-2006-0014235건 상세정보에 “기본디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출원번호 30-2006-0014237건 상세정보에는 “유사디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30-2006-0014239건 동일)

❹ 검색결과

•30-2006-0014235건은 기본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된 건이고 30-2006-0014237건과 

30-2006-0014239건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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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Lesson 

02

실제 운행되고 있는 버스 디자인 검색

❶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와 알파벳 디자인의 출원인/창작자를 검색하세요.

❷ 특정 지역의 특정 제품에 대한 검색 예제입니다.

•알려진 조건을 활용하여 검색식을 만듭니다.

•즉,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이므로 두가지 단어를 사용하되, 서울시라는 

명칭은 공식명칭인 “서울특별시”로 찾도록 합니다.

•디자인의 “항목별검색” 선택 후 “자유검색” 항목에 “버스”를 입력하고, “출원인” 

항목에 “서울특별시”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⑴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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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한눈에 확인 가능한 견본보기를 선택합니다.

•쉽게 해당 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❸ 검색결과에서 출원정보 확인

•원하는 건만을 보기 위해서 “북마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건에 체크를 

한 후 “                 ”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목록에서 간략정보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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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를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보면 두 건의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❹ 검색결과 출원인은 서울특별시로, 창작자는 당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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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검색
Lesson 

01

상표 번호로 검색 후 연관성 확인

❶ 41-2005-0019391, 40-2011-0016814, 45-2011-0001362,  

     41-2010-0013374의 연관성은?

❷ 연관성 비교가 용이하도록 출원번호를 동시에 검색하도록 유도하는 예제입니다.

•동시에 검색하기 위해서 “+” 연산자를 사용한 검색식을 작성하여 검색합니다.

41-2005-0019391+40-2011-0016814+45-2011-0001362+41-2010-0013374 입력

•검색결과를 보면 출원인이 “방송인”인 상표/서비스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❸ 위와 같은 특허 건들은 인터넷 검색(신문기사, 블로그 등)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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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창작된 이후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고, 타인의 모방과 도용

이 용이합니다. 

•유사디자인 제도란 자신이 디자인 등록출원한 “기본디자인”에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유사디자인”을 등록공개 하여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7조)

•따라서 출원인은 디자인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합니다.(단독/유사 

디자인 여부는 특허심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관련기사 또는 사진이미지

01

01  출원번호 41-2005-0019391 관련 사진

02  출원번호 41-2010-0013374 관련 사진

03  출원번호 45-2011-0001362 관련 기사 04  출원번호 40-2011-0016814 관련 기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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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Lesson 

02

신문기사의 상표를 키워드로 검색

❶ 신문기사의 상표를 찾아 최종 상태를 확인합니다.

❷ 명칭이 유사하고 출원인이 다른 상표(서비스표)를 검색하는 예제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두 상표(서비스표)의 공통 단어 “세종캠퍼스”를 검색식으로 합니다.

상표 “일반검색” 선택 후 “단어검색” 항목에 검색어 “세종캠퍼스”를 입력합니다.

『세종캠퍼스』 특허권 전망도 오리무중

(전략) 

고려대와 세종대 사이에 ‘세종캠퍼스’ 명칭을 둘러싼 특허권 다툼도 오리무중이다. 22

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대학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해 지난해 1월 28일 낸 『세종캠퍼스(SEJONG CAMPUS)』 업무표장은 올해 

1월 2일 거절 결정됐다.

등록거절 이유는 세종시가 지역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 대양학원은 특허청의 판단에 불복, 같은 달 

21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고려대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도 세종대의 업무표장 등록신청 한 달 뒤인 지난해 2

월 29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다만 고려중앙학원의 지정상

품은 연예물 공연업과 교재 출판업 등 수익분야로 대양학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양학원의 업무표장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이 올해 1월 내려진 것과 달리 

고려중앙학원의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아직도 1차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다.(후략)

 

기사입력 2009-10-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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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2건 중 “대양학원”의 출원은 거절상태이고, “고려중앙학원”의 출원은 등록 상태

입니다.

•각각 “업무표장“과 ”서비스표“로 출원을 하였는데, ”업무표장“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

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며, 서비스표는 말그대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구분)되도록 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❸ 기사 내용 중 “거절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 한 부분의 확인 방법

•대양학원이 제기한 심판내용 확인을 위해서 상세정보 창을 열고 심판사항 탭을 클릭합

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심판번호를 클릭 합니다.

•심판종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기각)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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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KIPRIS를 활용한 특허정보검색 

1. 한국 실용신안 출원 1997-28464 건의 국내등록현황을 기재하세요.

  ⑴ 등록일자 : 

  ⑵ 등록번호 : 

2. 한국공개특허 2001-0068210를 검색하여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세요.

  ⑴ 출원인 이름 : 

  ⑵ 출원인이 1999년도에 출원한 특허/실용신안 건수 : 

3. 휴대전화(핸드폰, 휴대폰) 디자인 중 2009년 7월에 출원하여 거절된 건은?

  ⑴ 출원번호 : 

  ⑵ 물품명칭 :

4. 다음 기사에 나오는 국내 상표의 등록정보를 기재하세요.

  ⑴ 출  원  인 : 

  ⑵ 등록정보 :

세계최대의 커피체인 스타벅스와 국내 중

소업체 스타프레야가 맞붙은 상표분쟁에서  

법원은 두 상표의 본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며 스타프레야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제2부  연습문제



문제번호                                               모범답안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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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발생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이 가능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으로, 동물품종이나 

식물품종은 실용신안법 상 보호대상이 아님 

OR 연산은 검색 범위를 확장할 때 쓰이는 연산자

(자전거*바퀴)+(자전거*페달) = 자전거*(바퀴+페달)

KIPRIS에서는 ?(절단자), *(AND), +(OR), *!(NOT)를 사용

KIPRIS의 「일반검색」 및 「자유검색」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검색이 제공되

고 있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공보(전문)에서 볼 수 있음

“큰따옴표”를 이용하여 구문 검색은 가능하지만, 문장 검색은 불가능함

국제특허분류(IPC)섹션(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메인그룹(Main group), 서브그룹(Subgroup)으로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갖

는다.

[ IPC의 계층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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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특허정보 입문연습문제 모범답안

문제번호                                               모범답안 및 해설

1

2

3

4

073

⑴ 1999. 10. 4

⑵ 20-0163626

▶ KIPRIS 특허·실용신안 「일반검색」의 “번호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 및 입력 후 검색

  - 특실종류 : 실용출원(20)

  - 연도선택 : 1997

  - 번호입력 : 28464

⑴ 홈가드 주식회사 

⑵ 6건

▶ 1단계 : 특허·실용신안 「일반검색」의 “번호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 및 입력 후 검색

  - 특실종류 : 특허공개(10)

  - 연도선택 : 2001

  - 일련번호 : 0068210

  - “상세정보 보기” 화면에서 “출원인 명”과 “출원인 코드” 확인

▶ 2단계 : 특허·실용신안 「항목별 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 후 검색

  - 출원일자(AD) : “1999”

  - 출원인(AP) 이름/코드/주소 : 홈 가드

※ KIPRIS에서 띄어쓰기는 무시되며, 자동 절단검색이 이루어짐(‘홈 가드’→‘홈*가드’)

⑴ 30-2009-0029038

⑵ 휴대폰

▶ 디자인 「항목별 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 및 입력하여 검색

  - 물품명칭(IT) : 핸드폰+휴대폰+휴대전화

  - 출원일자(AD) : 200907

  - 행정처분 : “거절”만 선택

※ 명칭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유사한 단어들을 포함한 검색식을 사용하여  

 검색 누락 방지

⑴ 주식회사 엘프레야

⑵ 40-0556039, 40-0629689

▶ 상표 「일반검색」의 단어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 및 입력하여 검색

  - “상표명칭 한정“ 선택

  - 스타프레야+starpreya 입력

※ 상표 명칭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경우,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을 동시에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함(한자상표의 경우 한글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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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저장 36

검색어확장 32, 40

검색항목설정 31

공보전문 38

구문검색 26

국제특허분류(IPC) 27

등록정보 39

디자인 16

디자인검색 40

대표도면 34

발명 14

번호검색 30

부가기능 36, 43

부분디자인 19

북마크 36, 43, 64

분류통계 35

산업재산권 11

상세정보 37, 43, 46

상표 20

상표검색 45

시소러스 27

신규성 13, 18

실용신안 13

심사청구 14

연산자 26

온라인다운로드 36, 43

우선심사 14

유사디자인 19, 61

유사상표 22

일반검색 30, 41, 45

재검색 28, 33

절단자 26

조기공개 14

진보성 13

초록정보 34

키워드선정 25

키워드확장 25

통합검색 29

특허정보검색 24

특허존속기간 13

특허용어사전 36

특허번호 53

항목별검색 31, 4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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