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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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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Lesson 

01

발명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

는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출원서 및 첨부하는 서류는 특허를 받고자하는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기술적 내

용을 포함한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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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특허출원서의 구성

▶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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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설명서-청구범위로 구분

Memo 설명을 위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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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요
약
서

설
명
서 특허청구범위 청구범위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의 구성

【출원 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방관련 비밀출원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출원료】              면           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요약서】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도면】
【도 1】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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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❶ 요약서의 지위

•출원서 작성시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

  요약서는 내용의 요약으로 법률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로 사용

할 수 없으나, 요약서가 공개되는 경우 선행기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❷ 부적절한 요약서의 취급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작성방법(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7

호 서식의 요약서 작성방법)등에 의하지 않게 작성된 경우에도(특허법 제46조에 의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흠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제4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7.1.3, 2008.2.29>

제43조 (요약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허법 제42조 및 제43조



명세서 기재 내용 및 기재 순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부적절하여 특허출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

❶ 명세서 기재 내용(특허법 42조 제2항)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❷ 명세서 기재 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15호 서식)

•발명(고안)의 명칭,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순서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❶ 출원서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다른 경우

❷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부적합한 경우

※ 위의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그 특허출원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 16조 규정)

014 KIPRIS 실무활용 가이드

설명서 (청구범위를 제외한 명세서와 도면)
Lesson 

02

명세서에 기재되는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구성과 별개로 독립된 구성입니다.

따라서 이들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법에서 제시

하는 필수기재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거절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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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

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❶ 명확하게 기재할 것

•발명의 주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표현이 정확해야 합니다.

❷ 상세하게 기재할 것

•발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❸ 실시 가능하게 기재할 것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015

③ 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6.29>

  1. 기술 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작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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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 유형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간의 관계에서 기재불비 판단

❶ 발명의 목적의 기재불비

•발명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

❷ 발명의 구성의 기재불비

•발명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이 불명료한 경우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의 기능이 불명료한 경우

•실시 예가 불명료한 경우

❸ 발명의 효과의 기재불비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

•발명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❹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의 상호관련에 관한 기재불비

•발명의 구성, 목적 또는 효과가 상호 대응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목적과 효과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❶ 적용기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

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항에 특정된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

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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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재불비 유형(사례별 적용 예)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되고 상세한 설명에 하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청구항에 포함된 발명 중 일부에 상세한 설명의 실시 예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 청구항에는 상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되고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는 하위개념이 기재된  

경우 우선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조사합니다.

▶ 그러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하위발명과 유사한 발명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속하는 발명이나 상위개념에 속하는 발명과 유사한 발명을 검색합니다. 

▶ 이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하위개념으로 보정하거나 구체적 구성을 부가하여 보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 청구항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선행기술조사

▶ 도면은 기능이나 특허법상 지위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유사한 기능을 가집니다. 

즉, 도면은 그림을 이용하여 상세한 설명의 문자부분을 보충 설명하여, 제3자가 발명이나 

고안의 구성을 직관적, 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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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Lesson 

03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권리 요구 부분이며, 특허청 입장에서는 특허요건 판단

의 주요 부분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출원인이 독점 배타권을 갖는 권리범위 부분이므로 특허 

출원 및 특허권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허청구범위가 그 기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는 제3자가 부당하게 그 권리에 의하여 제약

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 자신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대처

하지 않으면 안 되며, 특허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심사·심판 노력을 투입하게 되므로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 <2007.1.3>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⑧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제1부 선행기술조사 이론 019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❶ 규정의 취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청구항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

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 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❷ 기재불비 유형

•상세한 설명에 상응한 기재가 없는 경우

•기재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제해결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❶ 규정의 취지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그 기재내용이 간결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

되면, 보호범위가 불명확하여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고, 특허분류, 선행기술조사,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도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됩니다.특허법 제42조 제4

항 제2호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❷ 발명이 불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내용에 모순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

•구성의 기술적 의미나 구성 간 기술적 관련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하나의 청구항에 성질이 다른 다수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된 경우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도면이나 형상을 직접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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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특정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할 것 (특허법 제42조 제6항)

▶ 규정의 취지

•기술이 다양화됨에 따라 물건(장치)의 발명에 대해서 물리적인 구조나 구체적인 수단보다

는 그 장치의 작용이나 동작방법 등에 의하여 발명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

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다면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발명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을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 결합관계를 이용하여 기재하는 경

우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여전히 청

구항의 기재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청구항에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대용하는 경우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

•서로 다른 구성요소에 대하여 동일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화학물질 발명을 화학구조식에 의하여 특정하지 않은 경우

•물건 청구항을 기능이나 특징으로 특정한 경우

•물건 청구항을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경우

•마쿠쉬(Markush)형식* 등 택일적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

  *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요소를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청구항 기재 형식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간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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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슨 타입*으로 작성

 *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전제부와 특허를 받고자 하는 특징부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법

▶ 가능한 기능, 특성,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구체적 구성으로 청구항을 특정

•구체적 구성으로 발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구성으로 청구항을 특정합니다.

▶ 청구범위 말미를 명확히 기재

•보호 받을 대상을 청구범위의 말미에 기재하고, 청구범위 말미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

하도록 “~물건명”(장치명, 물질명, 조립체) 이나, “~방법”형식으로 기재한다.

▶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부호를 병기

•청구범위에 도면 부호를 기재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면으로 청구범위가 한정

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도면이 보조적으로 이용됩니다.

▶ 청구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용어 사용 금지

•예를 들면, “바람직하게는”, “작은”, “고온의” 등 청구범위를 불분명 하게 하는 기재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Tip 청구범위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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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와 선행기술조사 
Lesson 

04

1. 선행기술조사 대상 발명

선행기술조사대상 발명은 최종적으로 보정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정된 발명이 신규사항이 추가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최초 출원명세

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사항이 기재된 특수한 출원의 경우에는 최초 출원명세서의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합니다. 

2. 요약서와 선행기술 조사

요약서는 요약, 대표도, 색인어로 구성되는데, 이 요약서는 선행기술조사시 발명의 개괄적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키워드 선택 시 참작할 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3. 설명서와 선행기술 조사

청구범위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

된 발명에 대하여 추가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범위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범위까지 확대하는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사항 추가가 명백한 경우

▶ 비교적 중요한 발명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잘못 기재되어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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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와 선행기술조사

▶ 청구범위는 출원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선행기술조사에서 발명을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청구범위에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 범위가 결정되므로 청구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선행기술조사 범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조사방법

▶ 발명의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발명의 내용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발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키워드 및 특

허분류 선정 시 많은 도움이 되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효과 부분은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발명의 구성부분

•발명의 구체적 구성이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술의 요체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도면과 비교하여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의 구성요소 

간에 관계가 일치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에 대한 조사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체적 실시 예를 도시합니다.

▶ 문자로 설명되지 않은 구체적 구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정에 의하여 추가하더라

도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사원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도면

의 범위까지 선행기술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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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해석
Lesson 

05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권리를 받기 전 심사 시에는 

특허 요건의 판단 대상이 되며, 특허 후에는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에 심리 대

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된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구항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고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

용되어 특허청구범위는 해석과 적용이라는 문제까지 포함합니다.

※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법률문제(question of law)이고 사실문제(question of fact)가 아닙니다.

청구항의 유형

❶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청구항 말미가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명인 경우 물건청구항으로 취급합니다.

•청구항의 말미가 ~방법인 경우에는 방법 청구항으로 취급합니다.

❷ 독립항과 종속항

•독립항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입니다.

Memo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특허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모두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도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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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기재 방법별 유형

청구범위 해석 이론

❶ 잽슨타입 (Jepson Type)

•전제부에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의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고, 특징

부에 그 발명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기술특징에서 어느 부분이 발명과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특징이고, 구별되는 기술특징

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항 기술시 많이 사용합니다.

❷ 구성요소 열거 타입

•전제부 없이 본체부 + 연결부 + 종결부(청구항 말미) 형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❸ 마쿠쉬 타입

•화학분야 특히 약품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기재방식입니다.

• “~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 A는 a, b, c, d, e, f,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합물” 과 같이 기재합니다.(a~e는 성질이나 속성이 서로 유사한 그룹)

❶ 주변한정주의 (Peripheral Definition)

•정의 : 주로 영미법계에서 유래된 청구범위 해석방법으로, “특허청구범위에서 출원인 스스

로가 한계를 정한 보호영역에만 충실하게 보호해준다”는 해석방법입니다.

•장점 : 일반이 발명의 기술내용과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출원인이 잘못 확정한 영역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출원인(발명자)의 발

명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습니다.

❷ 중심한정주의 (Central Definition)

•정의 : 독일을 중심으로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청구범위 해석방법으로,“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인 기술요부를 출원인이 구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인정하고, 

그 밖의 동일목적·동일효과를 구현하는 모델까지도 출원인의 발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

로 확장해석을 허용”하는 해석방법입니다. 

•장점 : 권리범위가 좁게 기재되어도 그 해석은 최대한 넓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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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일반 공중이 그 특허권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우리법상에서의 해석방법은 중심한정주의에서 주변한정주의로 입장이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 청구범위가 명확한 경우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해석

•특허무효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

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 명세서나 도면으로부터 유추

할 수 있는 내부구조나 조립순서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것임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좁은 범위

의 발명의 개시만 있는 경우, 특허무효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하여 신규

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모순되는 경우 청구범위 해석은 청구범위의 기재

를 우선시 합니다.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항의 기재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합니다. 

이 경우, 청구항의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가진 통상적인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 상세한 설명의 참작

•필요성 : 특허법 제42조제4항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

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발명을 명확하

게 특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⑴ 특허권의 취득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정(①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

거나 ②일견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발명의 요지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⑵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발

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한 용어대로 발명을 특정합니다.

Tip 청구범위 해석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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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은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특허요건 판단 시나 침해여

부 판단 시 모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즉, 발명의 기술적 범위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

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특허법 규정

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 논리상 인정된 원칙)으로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 또는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불

명료성을 제거하여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확장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전요소주의, All Element Rule )

•복수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침해로 인정한다는 원칙입니다.

▶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출원으로부터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 또는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출원인 스스로 의식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한정하였거나 공지의 기술로 전제한 경우에는 이에 반하

는 해석이나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지기술 참작 및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은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고 그 작용, 효

과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발명은 출원시의 기술수준, 즉 공지기술에 비하여 개량이나 진

보를 가져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개량진보

의 정도가 큰 발명의 보호범위는 넓게 해석, 개량진보의 범위가 좁은 발명의 보호범위는 좁게 해석

합니다.

▶ 내부증거 우선의 원칙

•청구범위의 해석은 내부증거(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출원경과 기록)에 의하여야하고, 이러한 

내부증거는 해석의 보충자료인 외부증거(전문가 증언, 사전, 논문 등)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Tip 권리범위확인 및 침해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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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029

신규성 판단
Lesson 

01

▶ 신규성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발명

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며,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입니다.

▶ 청구항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특허법 제 42조 제3항) 하여야 하므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신규성을 판단합니다.

Tip 신규성 판단 기본원칙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특허법 제29조 [ 특허요건 ]



디자인의 성립 요건

❶ 공지된 발명

•공지된 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않고, 불

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발명의 공지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당업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도 공지된 발명으로 특정합니다.

❷ 공연히 실시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그 발명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

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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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 요건인용발명의 특정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합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

작하여 발명을 특정합니다. 이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

지하되 신규성에 대한 심사결과와 일괄하여 통지합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하여도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규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으로 거절이유

를 통지합니다.

Memo 젭슨(Jepson) 청구항의 해석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잽슨(Jepson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청구항의 발명은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과 특징부에 기

재된 사항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은 청구항의 범위를 한정하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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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그 발명이 실시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경우이므로 그 발명의 

공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통상 기계장치, 시스템 등을 매체로 실시된 발명이므로 매체가 되는 

기계장치, 시스템 등에 일체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합니다.

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란 그 문헌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문헌에 

명시적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도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 특정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간행물의 반포시의 기술상식을 참

작하여 당업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 인정합

니다.

❹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이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 2. 3.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

1항을 개정하여 게재한 일자나 그 내용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도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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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용어정리

▶ 특허출원 전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까지도 고려한 자연시(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나 시, 분까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불특정인

•그 발명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을 말합니다.

▶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 전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공지 여부

•출원이 등록공고 또는 출원 공개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이 아니므로 그 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법 제29

조 제1항 제2호의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출원이 등록공고가 없더라도 등록

되면 누구라도 그 출원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선행기술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상식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지기술, 관용기술) 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합니다. 주지기술이란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

서, 이에 관하여 상당히 다수의 공지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고 또한 예시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관용기술이란, 주지기술로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 기술상식 참작의 기준시(基準時)

•기술상식을 참작함에 있어 그 기준시는 인용발명의 공지시와 출원발명의 출원시로 나눌 수 있

습니다. 현행 우리 심사지침서에서는 인용발명의 공지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 유럽특허청, 

PCT 등에서는 출원발명의 출원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에 있

어서 신규성 판단에서는 인용발명의 공지시를, 진보성의 판단에서는 출원발명의 출원시를 채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간행물

•‘간행물’이란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 이와 유사

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란,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

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이 공개되어 그 복사물이 공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부될 수 

있으면 간행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포

• ‘반포’란 간행물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 불특정인이 그 간행물을 현실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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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 요건

❶ 간행물에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발행연도만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연도의 말일

•발행년월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연월의 말일

•발행년월일까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연월일

❷ 간행물에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간행물로서 국내에 입수된 시기가 분명한 때에는 그 입수된 시기로부터 발행국에서 국

내에 입수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소급한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해 간행물에 관하여 서평, 발췌, 카탈로그 등을 게재한 간행물이 있을 때에는 그 발행시

기로부터 당해 간행물의 반포시기를 추정합니다.

•당해 간행물에 관하여 중판(重版) 또는 재판(再版)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간행물의 반포 시

기는 초판이 발행된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타 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부터 반포시기를 추정 또는 인정합니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간행물 반포 시기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개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선행기술의 지위를 가지기 위한 요건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일 것

▶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발명일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발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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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의 판단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034034

▶ 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서 판단합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입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에도 신규성이 없는 발명입니다.

▶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 등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복수의 청구항이나 구성

요소를 택일적으로 인용하거나 기재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하나의 선행기술로 각각의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

는 거절 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표현의 상위 - 특허청구범위의 표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것

▶ 단순한 효과의 인식의 상위 - 단지 작용효과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

▶ 단순한 목적의 상위 - 양 발명의 구성은 동일하나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의도는 다른 것

▶ 단순한 구성의 변경 - 구성이 다른 발명이 되었을 때에 그 변경이 관용수단의 부가 또는 삭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각별한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용도의 차이 - 구성의 차이가 있는 2 발명의 차이가 용도의 차이로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용도의 차이가 타 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용도 상호간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

▶ 단순한 용도 한정의 유무 - 2 발명에 있어서 그 차이가 용도 한정의 유무로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용도가 타 구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용도의 한정에 불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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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각각 상·하위개념으로 표현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입니다.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구리(Cu)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습니다.다만, 출원당시의 기술상

식을 참작하여 판단한 결과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인용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을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신규성 판단 시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

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복수의 인용발명의 조합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후술하는 진보성의 문제이

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인용발명이 다시 별개의 간행물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예 : 어떤 특징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헌)에는 별개의 간행물은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

급하여 신규성 판단에 인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발명에 사용된 특별한 용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사전 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또는 참고문헌은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규성 판단에 인

용할 수 있습니다.

Tip 신규성 판단 시 유의사항



진보성 판단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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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 판단은 특허출원 전에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당업

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

명은 진보성이 없습니다.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입니다.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 등 1개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이 기

재된 경우(복수의 항이나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동시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허청

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진보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Tip 진보성 판단 기본원칙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1.2.3.] [[2001.7.1.]]

특허법 제29조 [ 특허요건 ]



제1부 선행기술조사 이론

진보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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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 절차

▶ 발명의 진보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합니다. 이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방법은 「신규

성 판단」 과 동일합니다.

⑵ 인용발명을 특정합니다. 이 경우에 인용발명의 특정방법은 「신규성 판단」 과 동일합니다.

⑶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 구성의 차이

를 명확히 합니다.

⑷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판

단합니다.

⑸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관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

하여 판단합니다.

과제 - 해결방안 접근방법(Problem-Solution Approach)

▶ 제 1 단계 :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결정합니다.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은 자명성 문제를 고려하는 데에 최상의 근거를 제공하는 단일의 인

용발명으로부터 도출되는 특징의 조합을 말합니다. 다음은 그 예입니다.

  예) 청구된 발명과 가장 유사한 기술적 효과, 목적 또는 용도를 개시하고 있는 관련 기술 분

야에서 공지된 조합, 또는 청구된 발명과 공통된 기술적 특징이 가장 많으며, 당해 발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합

▶ 제 2 단계 : 해결되어야 할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를 설정합니다.

•청구된 발명,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및 이들 간의 (구조적 및 기능적) 차이점을 파악한 다음 

기술적 과제를 명확히 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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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단계 :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적 과제에 직면하여서 가장 근

접한 선행기술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청구범위의 내용에 도달하고 청구된 발명이 성취한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개시내용이 선행기술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것

•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示唆) :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

사가 있으면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과제의 공통성 :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인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

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

니다. 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인용

발명으로부터 별도의 사고 과정에 의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작용의 공통성 :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

우에 그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기술 분야의 관련성 : 출원발명과 관련되는 기술 분야의 기술을 출원발명에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

력한 근거가 됩니다.

▶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

•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 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

(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있으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 더 나은 효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발명

의 유리한 효과의 참작은 화학분야의 발명 등 발명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예측성이 낮은 분

야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 특히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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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발명의 진보성

■선택발명의 진보성

선택발명은 인용발명에는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는 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으로, 인용발명에는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명

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 하여 선택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공지기술로부터 실험적으로 최적(最適) 또는 호적(好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발

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경우에는 그 선택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수치한정발명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일부가 수

량적으로 표현된 발명을 의미합니다.

공지기술로부터 실험적으로 최적(最適) 또는 호적(好適)의 수치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

적으로는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에서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때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효과는 수치한정범위 전체

에서 유리한 효과를 가져야 하며,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臨界的 意義)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이 판단합니다.

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인용발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

한정 범위 내에서의 효과가 수치한정 범위 외의 효과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된 것이어야 합

니다.

⑵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인용발명과 상이하고 그 효과도 이질적(異質的)인 경우

에는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여도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더 나은 효과

유리한 효과에는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이질적(異質的)인 효과와 그 성

질은 동질(同質)이나 인용발명이 갖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로서 이들 효과

가 당해 발명의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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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전제로하여 진보성을 판단

할 경우에는 당업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으

로 인정되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예) 어떤 원인의 해명에 의한 발명으로, 일단 그 

원인이 해명되면 해결이 용이한 발명의 경우에는 그 원인의 해명과정을 중시하여 진보성을 판단하

여야 하며, 단순히 그 해결수단이 자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전체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각각이 공지 또는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그러

나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   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물건에 관한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 및 그 물건의 용

도 발명은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마쿠쉬형식(Markush Type) 또는 구성요소가 선택적으로 기재된 경우 등

에 있어서 그 선택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발명과 대비한 결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

면 그 청구항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출원인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한 선택요소를 삭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퇴보발명은 진보성이 없습니다. 퇴보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허여하는 것은 기술적 진보의 유도를 통

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비록 특허를 허여하여 독점권을 부여해

도 실시되는 일도 없을뿐더러 실시하는 자는 오히려 실시에 따른 헛된 노력의 폐해만 야기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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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선행기술 인용 시 유의사항

▶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는데 부적합한 기

재가 있으면 진보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는데 부

적합한 기재가 있다하더라도 기술 분야의 관련성과 기능의 공통성 등 다른 관점에서 보아 

발명을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진보성 판단 시에는 2이상의 문헌(주지.관용기술 포함)을 상호 조합시켜서 판단할 수 있으

나, 그 조합은 당해 발명의 출원 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

술 분야의 관련성, 과제해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

여야 합니다.

▶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중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용발명

으로 인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Memo 주지기술 (周知技術)

■그 기술에 관해 상당히 다수의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혹은 예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과 같이 그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

을 말하며, 「관용기술(慣用技術)」은 주지기술 중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심

사관이 심사 시 주지·관용기술이란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가능한 한 증거자

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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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조사 개요
Lesson 

01

선행기술(先行技術 또는 Prior Art)조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시점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자세

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선행기술(Prior Art)이란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기술로,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

로 하여 그 이전의 기술을 비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기술이라고 하며, 어떤 형태로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말합니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

❶ 공지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

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입니다.

❷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

된 발명입니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선행기술의 범위

 관련 규정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 발명 비고

제29조 제1, 2항

(신규성, 진보성)

제29조 제3, 4항

(확대된 선출원)

제36조 제1항

(선출원)

제36조 제3, 4항

(경합출원)

심사대상 출원을 출원하기 전에 공지 또는 

공개된 발명

공지 또는 공개 형태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주의 적용

발명자나 출원인이 같은 

경우 미적용

선출원이 취하, 각하 

무효된 경우

(개정법 거절, 포기 포함)

선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경합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당해 출원의 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출원 후에 공개된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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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실시의 의미 (특허법 제2조 제3호 참조)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 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구분 제 29조 3, 4항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

인용 발명
(우리나라 출원)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발명

발명자 또는 출원인 
동일 여부

같은 날 출원된 
출원간 적용

분할/이중출원의 
출원일 소급

타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선출원 또는 경합출원의 심사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무효, 취하, 각하된 발명 (공개여부 
무관, 개정법 거절, 포기된 발명 포함)

동일 여부 무관동일한 경우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급(적용시 분할/이중출원의 
인정 여부 검토)소급하지 않음

공개되지 않은 발명
(공개 후 절차의 계속여부 무관)

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선출원주의

❶ 선출원주의의 의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

명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라 함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를 말하며 선출원주의는 발명

과 실용신안(고안)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❷ 선출원주의의 장점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빨리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발명이 사회에 조속히 공개되어 기

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선·후 출원관계의 판단이 용이합니다.

❸ 선출원주의의 단점

•선출원주의는 진정한 최선의 발명자를 보호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고,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

기 위하여 출원을 서두르게 되어 기술적 결함이나 미완성의 발명이 출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❹ 선출원과 확대된 선출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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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선행기술 조사 대상

❶ 공지·공연 내 실시된 자료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은 제2호의 간행물 공지 등과는 달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6.10.1 이후 

출원에 대하여는 국제주의가 적용되어 외국에서 공지·공연히 실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❷ 문헌

•특허문헌 : 대한민국 특허문헌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특허문헌을 말합니다.

•비특허문헌 : 선행기술조사 대상문헌에는 특허문헌 이외의 간행물과 도서, 서면 자료 외에

도 마이크로 피쉬(microfiche) 및 CD.ROM 등의 자료도 포함됩니다.

•전기통신회선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이 공개된 전기통신회선의 종류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

용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선행기술 조사의 종류

▶ 특허성조사 (Patentability Search)

•가장 일반적인 선행기술조사로서 특정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제인지, 유용한지, 

신규성이 있는지, 자명한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지 사항 조사 (Bibliographic Search)

•특정한 특허번호에 의해 어떤 것이 보호되는지 특정한 발명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가 어

떤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력조사, 연혁조사, 연대조사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선행기술 조사의 특성

▶ 선행기술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출원된 발명(이하 출원발명)이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의 적합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므로 선행기술 문헌의 조사가 필수적 

입니다. 또한 진보성 유무, 발명의 기재 및 보정 요건, 발명의 단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선행 

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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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술 분야 조사 (State of the Art Search)

•특정한 분야의 선행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가리켜 특정 기술 분야 조사라 말합니다. 

방어, 라이센싱, 기술이전 등의 목적을 위한 조사입니다.

▶ 계속조사 (Continuing Search)

•계속조사는 감시조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며 특정주제에 관련된 특허를 지속적으로 조사

하는 것으로, 관심분야의 특허 동향을 파악(SDI)하거나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

를 이룹니다. 

▶ 양수도조사 (Assignment Search)

•특허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양도되었을 때 특허의 법적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

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 침해조사 (Infringement Search)

•침해조사는 소멸되지 않은 특허에 의해서 커버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

합니다. 이런 조사는 소멸되지 않은 특허의 청구범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 권리소멸조사

•다른 회사의 공정,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독점 배타적 권리가 소멸되어 법적인 영향 없이 

복제할 수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 유효성조사 (Validity Search)

•회사나 개인이 수행하는 유효성조사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소멸되지 않은 특허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무효 자료 조사

•무효자료조사는 주로 특허권자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자료

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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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선행기술조사의 목적별 유형

Tip 선행기술 조사의 중요성

▶ 특허 출원 시 최신의 종래기술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권리화 될 전망이 없는 출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 작성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래기술 조사에서 얻어진 문헌을 참고로 하여 명세

서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기재요건 불비 등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구 테마 선정 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중복 연구 회피가 가능하고, 이미 연구 중 이라도  

새로운 단계로부터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틈새 기술, 타인의 권리를 회피하는 대체 기술의 검토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도움

이 됩니다.

▶ 기술동향파악이나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예측하여 연구개발의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 특허 기술,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타사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 라이센

스 교섭 등을 통해 제조.판매의 중지나 제조품의 폐기, 혹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사의 사업에 장해가 되는 타사의 권리 등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의 기술개발 동향이나 전략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목적 세부 내용 종류

- 관련 기술 분야의 개발흐름을 파악

- 연구개발 테마를 선정하거나 미래기술 예측

- 선행기술조사로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방지

- 기술개발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입수

- 타사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 특허취득 가능성 판단 및 기술적 범위의 확인

- 무용한 특허출원 지양

- 자사의 실시기술에 대한 공지기술 확보

- 타사 보유 특허조사로 특허분쟁 사전 예방

- 침해가능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가능여부 파악

- 자사의 특허 망 형성에 이용

- 특허권 소멸여부 확인

서지사항조사
특정 기술 분야 조사

신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입수

특허출원 전 권리
획득 가능성 검토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증거자료 입수

특허성 조사

계속조사
권리소멸조사
유효성조사
무효자료조사
침해조사
양수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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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의 요건

▶ 이상적인 선행기술조사는 [고품질], [효율성],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1개의 요건에 치우쳐도 이상적

인 조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안에서 [고품질], [객관성]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

를 하면 [효율성]이 있는지, 즉, 특허성 판단에 충분한 선행기술문헌을 가장 짧은 시간에 찾는 것이 가능

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의 일반원칙

▶ 선행기술조사는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청구항의 기재만

으로 발명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내용을 참조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내용에 

대한 균등물로 해석되는 모든 기술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다소 

다른 기술내용도 포함 합니다.

▶ 독립항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분류범위에 속하는 종속항들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종속항은 독립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독립항과 관련되는 선행

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종속항에 대한 별도의 선행기술조사는 불필요합니다. 

▶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출원발명이 2가지 이상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카테고리의 청구범위

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에 관한 청구범위가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나 용도에 관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신규사항이 추가되어 있는 청구범위,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 또는 미완성 발명인 경우

- 특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1출원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출원의 경우

- 명세서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비하여 발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종래기술로 인용된 문헌이 있는 경우 그 문헌이 발명의 출발점으로 인용된 것인

지, 기술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인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다른 해결방법인지, 또는 발명의 올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된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인용발명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 선행기술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당해출원의 출원일 이전 선행기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memo)에는 출원일 이후에 반포된 선행기술에 대해서도 선행기술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으로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결과 우선일과 실제 출원일 사이에 유력한 선행기술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각 청구항별로 우선일을 결정하여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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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란 특허법 제29조 제3·4항 혹은 동법 제36조와 관련된 문헌의 경우 또는 출원일

(분할출원, 이중출원)이나 특허요건 판단일 소급과 관련한 출원(조약 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

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후출원이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출원일이나 특허요건을 소

급할 수 없는 출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출원일 이후에 반포된 문헌에 출원발명의 원리나 이론

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헌 등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미완성 발명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

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1995.12.29]

특허법 시행령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6.13]

특허법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

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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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조사 절차
Lesson 

02

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선행기술조사 흐름

Tip 선행기술조사의 종류

▶ 선행기술조사는 크게 검색의 준비, 검색, 보고서 작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색의 준비 과정은 기술내용파악, 검색전략 수립, 검색식 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검색 과정은 검색 및 검색 결과 검토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도는 기술내용파악 → 검색전략 수립 → 검색 및 검색 결과 검토  

→ 보고서 작성 → 검색식 작성의 순서입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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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기술내용 파악

Tip

발명의 해석

▶ 정의 : 출원발명이 주장하는 발명의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엇이 출원발명이 주장하는 

새로운 기술적사상이며, 그 기술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종래기술 파악

•종래기술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시 종래기술을 먼저 조사하여 기술 및 기술 수준을 이해

하고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출원발명이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파악합

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실시 예) 파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종래기술 및 주변 기술과 비교하면서 숙독하여 출원발명이 채

용하고 있는 기술적 수단이 무엇이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어떤 효

과를 발생시키는지 파악합니다.출원발명의 중심적인 특정 사항 및 그 이외의 발명 특정 사항

이 무엇인지, 두 사항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청구범위 파악

•출원발명이 독점권을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의 기

준을 명확히 합니다. 간혹,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기술 내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

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명의 해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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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해석 방법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What problem does the invention solve?)

발명이 무엇인가?

(What is the invention?)

발명이 무엇을 하는가?

(What does the invention do?)

■ 발명의 해석 예 1

■ 발명의 해석 예 2  - 미국특허 6,072,248

코일의 인슐레이터 튜브를 제거하는데 별도의 받침수단이 필요하고, 

인슐레이션 튜브의 절단면 전체를 용융시켜야 하므로 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단홈을 가진 절단날 및 파지부를 구비한 제1, 2절단부재, 절단날을 

가열하는 제1, 2전열히터

전열히터가 절단홈을 가진 절단날을 가열하여 인슐레이션 튜브를  

가열하여 제거를 쉽게 합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발명이 무엇인가?

(구성)

발명이 무엇을 하는가?

(기능)

문

제

해

결

책

고속의 경찰추적은 사람 및 재산에 위험합니다.

목표 차량을 선택하는 단계, 목표 차량에 무능화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목표차량의 연료공급장치 및 점화장치가 차단되는 단계입니다.

원격으로 연료공급장치 및 점화장치를 차단하여 

차량을 무능화 시킵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발명이 무엇인가?

(구성)

발명이 무엇을 하는가?

(기능)

문

제

해

결

책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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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주소/성명

- 발명자 주소/성명

- 발명의 명칭 

- 특허청구의 범위

- 발명의 목적 

- 종래기술

- 문제점, 결점

- 수단

- 구성

- 작용

- 실시 예

- 효과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출원일

- 출원번호

- 공개일

- 공개번호

- 특허분류

- 심사청구 유무

- 심사청구일

- 우선권 데이터

- 전체구성

- 부분구성

- 구성부품 등

 구 분 출원서 명세서 도면 기타(공개특허공보)

내

용

발명의 특징 추출

▶ 일반적인 발명의 특징 추출 순서

 ①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인정한 출원발명에 대해 각 구성요소로 분해합니다.

 ② 출원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일반 기술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발명의 포인트

(특징)가 되는 구성요소와 일반적 기술에 상당하는 구성요소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발명

의 포인트」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특정 사항 가운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발명의 포인트가 되는 구성요소를 한층 더 주요부와 부속부로 분할합니다.

④ ③에 부가하여 주요부 및 부속부의 구성요소에 대해 우선도를 결정해두면 조사 시 도움이 

됩니다.

특허정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사항

▶ 특허정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사항은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 강조된 부분은 추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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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검색전략 수립

Tip 검색 전략(방침) 결정

▶ 검색전략을 수립시 심사 판단 수법에 근거해 검색(조사) 전략을 세워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검색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유력한 선행기술 문헌을 효율

적으로 검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심사관의 심사 기준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전략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발명의 특정 사항 중에서 검색의 우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색에 앞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문헌의 편성을 생각해 두면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발명의 범위가 넓고 검색해야 할 구체적인 예가 너무 많은 경우(화학 구조식 등)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로부터 검색을 시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조사사례 : 우선도 결정

▶ 청구범위：「배수 처리에 이용하는 미생물을 부착시키는 담체이며, 다공질 세라믹으로부터 

되는 담체.」 

 •다공질 세라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모성이 뛰어남과 동시에 표면적이 커서 미생물

의 부착량이 크다. 세라믹은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되는 재질로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지

만, 종래, 미생물을 부착시키는 담체로서는 ○○ 밖에 사용되어 있지 않았다.

▶ 검색의 방침

 •이 경우, 청구범위를  「폐수 처리에 이용하는 미생물을 부착시키는 담체이며」 , 「다공질 세

라믹으로부터 되는 담체」 라고 하는 2개의 발명 특정 사항으로 분해합니다. 「다공질 세라

믹」 은 여러 가지 분야에 이용되는 재료이며, 다공질 세라믹 분야를 우선하여  「미생물 부

착용 담체인 것」 을 찾아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배수 처리용 미생물 담체」 분야를 우선 

조사해, 그 중에 재료로서 다공질재나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좁혀 갑니다.



조사사례 : 진보성 부정

▶ 출원발명 ：「PIN 구조의 다이아몬드 다이오드.

 •종래부터 알려져 있는 PN구조의 다이아몬드 다이오드는 역접합 특성이 나쁘기 때문에, 

PIN 구조로 해 특성을 개선했다.

▶ 검색 관점에서의 인용발명 편성

 ① 인용발명 1 : 「PN구조의 다이아몬드 다이오드.」

    인용발명 2 : 「일반적인 다이오드에 있어서, PN구조의 특성 개선을 위해서 PIN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는 문헌」

  ② 인용발명 1 : 「PIN 구조를 가지는 다이오드.」

      인용발명 2 : 「일반적인 다이오드에 있어서, 그 재질은 문헌 1 기재의 것 또는 공지된 것에  

  의해 다이아몬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시사하고 있는 문헌.」

Tip

진보성 부정의 대표적인 유형에 따른 검색 전략 (1)

▶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의 부가

어느 선행기술에 대해, 그 기술 분야와 동일한 기술 분야 또는 관련하는 다른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을 부가하여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검색전략   출원발명의 포인트가 되는 구성요소의 주요부에 대해서는 출원발명의 기술 분야를, 부가

요소에 대해서는 출원발명과 동일하거나 관련하는 기술 분야를 각각 조사합니다.

▶ 관련 기술부야 간의 전용

어느 선행기술을, 그 기술 분야와 동일한 기술 분야 또는 관련하는 다른 기술 분야에 전용하는 

것에 의해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검색전략   출원발명의 구성요소를 타 분야로부터 전용 가능한 요소와 그 이외의 요소(출원발명 특

유의 요소 등)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기술 분야를 조사합니다.

▶ 과제가 공통되는 선행기술의 편성

과제가 공통되는 복수의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과제가 자명하

거나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검색전략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기술 가운데, 출원발명의 분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선행기술에 대해서는, 유사한 과제에서 존재할 것 같은 기술 분야를 조사합니다.

055제1부 선행기술조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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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기능이 공통되는 선행기술의 편성

어느 선행기술의 일부 구성요소를 작용이나 기능이 공통되는 다른 선행기술로 치환하여 출원발

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검색전략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중, 우선 치환 불가능한 요소(출원발명의 구성이 아니면 과제를 해

결할 수 없는 것)에 주목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발견한 선행기술의 일부 구성요소이면서 출원발

명과 상이한 요소(작용이나 기능이 공통으로 치환가능한 요소)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합니다.

▶ 균등물에 의한 치환

어느 선행기술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공지의 균등물로 치환하면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

우입니다.

     검색전략   작용·기능이 공통되는 선행기술의 편성과 같습니다.

▶ 단순한 조합

기능적·작용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복수의 선행기술을 단지 모으거나 조합하면, 출원발명을 실

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검색전략   출원발명의 구성요소가 기능적·작용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의 요소에 주목

하여 적절한 기술 분야를 조사합니다.

진보성 부정의 대표적인 유형에 따른 검색 전략 (2)

▶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수반하는 설계 변경

어느 선행기술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당업자가 통상의 창작 능력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 

변경으로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검색전략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중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의 구성요소 전체에 대하여 조사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요소를 기재한 선행기술 문헌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고,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발견의 개연성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의 필요 또는 불필요를 결정합니다.

▶ 최적 재료·최적 수치의 선택

공지 재료 중에서 최적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 범위를 최적화하는 것이 당업자의 통상 창작 능

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 출원발명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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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전략   출원발명의 특징에 주목해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적 재료나 최적 수치의 선택에 해당

하는 요소를 기재한 선행기술 문헌이 발견되면 좋고,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발견의 개연성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의 필요 또는 불필요를 결정합니다. 다만, 최적 재료나 최적 수치 자체를 출원발명의 특징이라

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는 최적 재료나 최적 수치에 주목해 조사합니다.

▶ 선행기술의 내용 중의 시사

어느 선행기술의 문헌 중에 출원발명에 이르는 언급이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선행기술에 근거

해 출원발명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검색전략    이 유형의 논리부를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출원발명

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선행기술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문헌 중의 시사를 발견하도록 노력합니다. 

문헌 범위 결정

▶ 검색의 전략이 결정되면 조사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문헌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히 정해진 방법은 없고, 신규성 또는 진보성 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 문헌이 발견될 

개연성이 높은 기술 분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기 검색 전략에 열거한 조사 수

법을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조사해야 할 범위가 됩니다. 

▶ 또한, 문헌 범위의 결정은 아래 검색 Database 및 검색 Tool 결정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습

니다.  단, 진보성 고려 시 조사 범위는 출원발명에 부여된 분류의 범위보다 넓은 것이 일반적

입니다.

Database 결정

▶ 개척발명 또는 학술적인 내용

•상용 DB나 인터넷에 의한 학술 논문 검색 필요.

•(검색 키：포인트가 되는 기술 용어, 그 분야에 있어서의 주된 연구자명)

▶ 특정 조사 툴이 정비되어 있는 분야

•화합물, 합금, DNA등의 검색을 실시하는 경우(STN의 이용 등)

▶ 개량 발명 또는 설계 변경에 관한 기술

•논문 등으로 인용발명이 발견되는 경우는 적고, 특허문헌을 조사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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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화학물질 검색

Tip 검색식의 작성

▶ 화학물질명 및 화학물질의 화학구조식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관용명, 체계명, 동의어, 유의어, 

분자식, 구조식, 성질, CAS 등록번호 등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합니다.( 화학물

질이 포함된 검색 시, 키워드 선정에 있어서 필수적임 )

•일본화학물질사서Web(화학물질명, 화학구조식)

    → http://nikkajiweb.jst.go.jp/nikkaji_web/pages/top.html 

•ChemFinder(화학물질명) → http://chemfinder.cambridgesoft.com/ 

•ChemFinder(화학구조식) → http://chemfinder.cambridgesoft.com/advancedsearch.asp 

•ChemIDplus(화학물질명, 화학구조식)

    → http://chem.sis.nlm.nih.gov/chemidplus/chemidheavy.jsp 

▶ 검색식은 기계 검색에 이용하는 명령어의 일종이며, DB에 수록된 있는 개개의 문헌에 부여되어 

있는 「검색 키(key)」(키워드, IPC, FI, F.term 등)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복수의 검색 키

를 논리 연산자에 의해 조합하거나 하는 것으로써, DB에 수록된 전체 문헌으로부터, 희망하는 

문헌의 집합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기재된 문헌의 집합을 DB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검색 키를 선택해 검색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 관점을 확실

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검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검색식에서 발견하려 하지 말고,  

서서히 상위 개념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해야 할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출원발명에 부여되어 있는 분류를 참고로 결정하는 것이 유

효하지만,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기재된 문헌이 출원발명과는 

다른 기술 분야에 존재하는 일도 있는 점에 유의해서 검색 키를 선택하고 검색식을 작성합니다.

•검색식을 작성하려면 조사 대상 DB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에 대해 부여되어 있는 검색키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검색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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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특허분류 검색과 키워드 검색 비교

  구 분 특허분류 검색키워드 검색

장

점

단

점

활용

사례

•알고 있는 기술용어 입력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검색된 문헌의 내용을 알기 

쉽습니다.

•기술의 유행 전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
는데 유효합니다.

•검색 결과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검색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검색 대상이 되는 문헌의 시기제한이 있
습니다.

•동의어·유의어 선정에 테크닉이 필요합
니다.

•기술의 유행 전후를 전체적으로 훑어보
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도구의 장단점, DB의 특성, 절단자, 
연산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술 분야에 따른 키워드 작성법에 익숙
해져야 합니다.

•각국의 역사, 문화, 기후에 따라 독특한 
기술 분야는 찾기 어렵습니다.

•난해한 외국어로 쓰인 문헌에 대해 조사
가 어렵습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정이나, 층/층
상조직, 삼차원적 배열, 구서부분의 상대

적 움직임 등은 키워드 조사하기 어렵습

니다.

•특허분류 자체 검색

•특정 출원인·발명자에 대한 검색

•적당한 특허분류가 없을 때

•검색 누락이 적습니다.

•검색 노이즈가 적습니다.

•오래된 문헌도 검색 가능합니다.

•도면에 개시된 사항(형상·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인덱스가 있으면 검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분류에 관한 지식(분류, 계층 구조,  
테마 개념 등)이 필요하며 정확한 분류를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의해 분류되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분류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기도  
합니다.

•최신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분류가 정비되
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 건수가 많은 경우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일기술에 대해 각국 특허청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적 개념 검색

•기술 분야에 대해 누락이 없는               
검색이 필요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에 관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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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키워드 선정방법

▶ 키워드는 보통의 경우 매우 객관적으로 표현되지만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것

은 아니며,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단어라는 것은 글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와,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것들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검색의 효율성과 의미전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정보의 대표 키워드를 추출할 때

에는 외래어나 외국어, 동의어 및 유사어, 단·복수, 변화형, 하이픈(-) 등의 여러 가지 표현

등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 특허정보를 검색할 경우에는 유사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 기술의 기술용어가 아직 일본어 및 영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키워드 선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 특허 명세서가 사람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명세서 상에 오탈자 등의 오류가 존재하게 되는

데, 선행기술조사 시에는 이러한 오류의 유형까지도 키워드 선정 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Memo 키워드 선정시 고려 사항 예시

■키워드의 변형

 •단복수 : mouse ⇒ mice, woman ⇒ women ··

 •하이픈(-) : replace ⇒ re-place, brushless ⇒ brush-less ··

 •변화형 : converter ⇒ conversion, explore ⇒ explosion ··

 •영국식 표현 : center ⇒ centre, color ⇒ colour ··

 •문화권의 차이 : 브러쉬 ⇒ 쇄자, 이모티콘 ⇒ 안면문자 <or> 얼굴문자 ··

■TV 동의어

•텔레비젼, 테레비젼, 텔레비전, 테레비전, 테레비, TV, Television, 티비, 화상 표시장치, 화상

처리장치, 영상 표시장치, 영상 처리장치 등

■일본어식 표현

•모터(motor) ⇒ 모오터, 모우터, 모오다, 모다 ··

•롤러(roller) ⇒ 로울러, 로올러 ··

•시트(sheet) ⇒ 시이트, 싯트 ··

■키워드 오류

•비의도적 오류 : 촬과상 ⇒ 찰과상, 고체 ⇒ 교체 ··

•의도적 오류 : 모터 ⇒ 모 터, 자동차 ⇒ 자동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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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키워드 검색식 작성법

▶ 키워드 검색식을 작성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컨셉 테이블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각 열의 맨 위에는 발명에서 추출한 주요 필수요소, 부속 필수요소, 일반요소를 대표하는 대표 키워

드(위에서 A, B, C, D)를 적습니다. 

▶ 각 열의 대표 키워드가 있는 아래 칸에는 대표 키워드의 동의어 또는 유사어를 적습니다. 간혹, 키워

드가 특허분류로 한정이 가능하거나 특허분류를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특허분류를 적기도 합니다.

▶ 이렇게 완성된 테이블을 이용하여 같은 열의 용어들을 OR 연산자로 묶고, OR 연산자로 묶인 다른 

열과 AND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식을 완성합니다. AND 연산자로 묶을 때는 발명의 특징을 생각

하여 묶어야 합니다.

※ 위 표의 테이블을 예로 들면 검색식은 주요 필수요소(A+a+a'+특허분류) <AND> 부속 필수요

소(B+b+b'+b'')<AND> 일반요소1(C+c+c'+c'') 또는 주요 필수요소(A+a+a'+특허분류) <AND> 

부속필수요소(B+b+b'+b'') <AND> 일반요소2(D+d+d'+d'')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분류(인덱스)를 이용한 검색식

▶ 특허분류를 이용한 검색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점

 •특허분류를 발명의 본질보다 넓게 파악해 버리면 불필요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비효율적인 검색

이 됩니다.

 •IPC 분류는 일정기간마다 변경됩니다.

▶ 발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수정에 의하여 코드가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된 IPC는 종전의 분

류를 포함하여 검색하여야 합니다.

특허분류 활용 시 참고사항

▶ 특허를 분류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 특허분류 개소가 얼마나 되며 모든 기술을 포함 하는가?

▶ 특허분류 관점이 어느 정도인가?

▶ 국가 고유의 특허분류체계가 존재 하는가?

▶ 하나의 발명에 어느 정도의 특허분류코드가 부여 되는가?

▶ 특허분류는 진화한다. 어느 정도의 갱신주기를 가지는가?

▶ 국가 간 특허분류를 부여하는 방식의 차이는 없는가?

▶ 특허분류 코드체계와 정의는 반드시 함께 참고해야 하는가? 예) Schedule 과 Definition

컨셉 테이블

or or

And And And

or or

주요 필수요소

A

a

a'

특허분류

부속 필수요소

B

b

b'

b''

일반요소 1

C

c

c'

c''

일반요소 2

D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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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특허분류 선정 방법

▶ 조사 대상 문헌에 부여된 특허분류의 이용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행기술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헌에는 특허분류가 부여되는데 이를 

이용하면 특허분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분류 자체를 인간이 부여하고 국가마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 문헌의 가장 위에 있는 IPC가 주분류로 출원발명과 가장 유사한 기술 분야의 

분류이고, 나머지는 부분류입니다.

▶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명세서에는 간혹 종래기술 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데, 종래기술은 발명의 기

술 분야가 유사하므로 종래기술 문헌에 부여된 특허분류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고 쉽

게 출원발명의 특허분류를 알 수 있습니다.

▶ 특허분류 매뉴얼을 사용하는 방법

•계층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허분류 매뉴얼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특허분류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없으면 부정확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

•IPC 분류 설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특허분류를 찾아내는 방법

•KIPRIS 사이트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특허청에서 특허분류 조회 프로그램을 다

운 받습니다.

▶ Catchword Index를 이용한 방법

•Catchword Index란 기술적 주제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특허분류(IPC)의 일부 또는 부분

을 나타내는 기술용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써 선행기술조사 경험이 적은 

조사원이 특허분류를 찾기에 유용합니다.

•특허청 및 WIPO에서 제공하며, 키워드는 영어만 가능합니다.

▶ 검색을 이용한 방법

•통계적 분석 - 검색필드를 발명의 명칭으로 한정하고, 주요 키워드를 조합하여 2~3번 

검색한 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특허분류를 찾는 방법입니다.

•내용 분석법 - 주요 핵심 키워드 등을 이용하여 검색 문헌 수가 일정이하가 되도록 검색

하고, 검색된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여 출원발명과 유사한 기술을 가진 문헌의 특허분류

를 찾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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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검색 및 검색결과 검토

Tip

예비검색

▶ 유사어 및 동의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조사할 시 기술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해서 예비 검색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검색필드를 이용한 필드 검색을 주로 

이용합니다.

▶ 검색필드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의 검색영역을 말하는데, 발명의 명칭, 초록(요약), 청구범

위, 출원인 등의 검색필드 영역을 개별적 또는 묶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색 팁 (1)

▶ 단순 주합(湊合, aggregation)인 경우 각각의 발명에 관한 것만 찾아서 거절이 가능합니다.

•주합은 단지 보통의 접합수단으로 각 구성요소들을 나열하거나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편리함만

을 제공할 뿐인 결합이므로, 이런 주합 발명의 경우에는 주합된 구성요소에 대한 각각의 인용발

명으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 출원인이 개인/중소기업인 경우 동일 출원인 및 발명자의 검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출원인 경우 동일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출원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검색필드를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발명의 출원인명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따라서 먼저 조사하는 국가를 변경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세계 모든 특허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국의 특허를 조사해야하는데, 

기술 분야에 따라서 출원량이나 유사 기술 또는 최신 기술이 많은 국가가 상이합니다.

▶ 청구범위에 수치한정이 있는 경우는 전문검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한정의 경우 수치 정의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초록을 검토한 후 유사할 시에 전문을 이용하

여 확인하는데, 전문검색이 가능한 조사 시스템의 경우는 수치 정의와 수치를 키워드로 사용하

여 전문을 검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이 적게 걸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까지 

유사한 문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신규성의제 적용 경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신규성의제로써 논문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필드명을 한정하여 논문의 제목이나 저자(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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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를 키워드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특허문헌 검색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용발명의 전문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 발명의 목적과 요약부분을 먼저 읽어봅니다.

•살펴봐야할 문헌이 많고, 전문을 읽어봐야 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과 요약부분을 먼저 읽어

보면 문헌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 팁 (2)

▶ 유사 문헌이 발견된 경우 재검색을 실시

•특허분류 재검색 - 유사 건에 부여된 국제특허분류(IPC), 미국특허분류(USPC) 등을 중심으로 

재검색을 수행합니다.

•인용발명 재검색 - 심사시 인용되어진(Cited) 각종 인용발명(References)을 검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검색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 재검색 - 유사건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문헌의 발명자를 중심으로 재검색 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보통은 같은 발명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의 발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각 국 특허청의 심사경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국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에는 각 특허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심사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선행기술조사시 유사 문헌 또는 Patent Family 문헌이 

검색되었을 시 심사경과를 조사하면 선행기술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속된 출원번호, 동일 IPC, 동일 출원인(발명자)인 특허는 정리해서 한꺼번에 검색합니다.

•출원번호가 연속이거나 동일 IPC 및 출원인(발명자)인 경우는 유사한 기술에 관한 발명인 경우

가 많으므로 거의 동일한 범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동일한 검색툴로 검색하게 되어, 이전의 

특허에 대한 기억이 있는 동안 반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전 특허의 검색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문헌도 후의 특허 검색 시에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1특허 당 검색 

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 Patent Family 정보를 이용합니다.

•Patent Family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특허가 출원된 복수 국가의 심사결과 및 권리 취득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 결과를 이용하면 인용된 문헌을 검토하여 짧은 시간 안에 조

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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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인 표현이나 묘사적인 표현도 유용합니다.

•검색을 하다보면 때때로 동사나 부사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동의어(유사어)를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사용

하려는 키워드가 불용어(Stop Word)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 물건 발명에 있어서 제조방법으로 한정된 구성은 검색식에서 제외합니다.

   물건에 대한 청구항일 경우 선행기술조사의 초점은 물건이므로 물건에 대한 키워드만사용하여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검색결과 정렬을 이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헌 검색 시 키워드를 입력하여 나온 결과를 출원일로 정렬하고, 외국 문헌의 경우 공개

일로 정렬하면 본 특허의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은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특허분류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술 분야별 검색 방법

▶ 기계 관련분야

•기계분야의 특허문헌은 주로 장치 또는 구조와 관련된 발명들로서,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구성

요소가 명확하고 선행기술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에서 그 기술을 잘 표현하

고 있어 도면을 통해서도 관련된 특허인지 판별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허문헌의 IPC 분류도 타분야에 비해 잘 분류되어 있으므로 IPC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이 효

과적입니다.

▶ 화학ㆍ생명공학 관련분야

•주로 조성물이나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도면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

다. 또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화학식으로 표현되고, 수치나 용도와 관련된 발명도 많아 다른 

기술 분야 보다 검색키워드 작성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화학 관련 특허검색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명명되어질 수 있는 화학 조성물의 다양한 명칭을 사

전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DB, 예컨대 

화학분야의 경우에는 전문 DB 사용검토를 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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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 관련분야

•발명의 명칭이 주로 장치나 방법으로 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장치와 방법이 복합적으

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

는 분야로 기술용어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키워드를 선정함에 있어 먼저 검색하고자 하는 기술요지(청구범위)가 장치인지 방

법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인 검색에 있어서 유의할 점

▶ 자의에 의해 또는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상호가 변경되는 등 출원인 정보가 변경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전의 기업 명칭을 확인하여 검색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 발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한 후 창업한 이후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인 변경신고나 특허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명칭으

로의 특허조사가 무의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많은 검색 DB가 동일회사에 대한 출원인의 코드가 다르고, 대리인마다 출

원인의 표기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청에서의 표기도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용발명의 해석 및 대비 / 판정

▶ 인용발명 등의 서지적 사항의 확인

•인용발명 등의 공지일은 거절이유를 구성하는 데에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용발명 등

에 관하여 출원일(또는 우선일)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제29조 3항, 제36조의 적

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출원일, 발명자 및 출원인을 확인합니다.

▶ 검색된 발명의 이해

•청구항에 관계된 발명에 얽매여 청구항에 관계된 발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리한 해석을 하여 

검색된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검색된 발명의 일부의 기재로부터 그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추정을 하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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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은 그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결해야 할 과제, 

기술 분야 등의 관점에 대해서도 고려합니다.

▶ 인용발명의 선택과 청구항에 관계된 발명과의 대비·판단

•검색된 발명 등에 기재된 발명 중 거절이유통지 시 인용하는 관련 발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

시예도 감안하여 최적의 관련 주 인용발명을 선택합니다. 주 인용발명은 통상 청구항에 관계된 

발명과, 기술 분야 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동일 또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

술 분야 및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른 경우에는 주 인용발명으로써 이용하는 이유를 검토합니다.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주 인용발명을 대비하고 유사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합니다. 차이점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이 되지만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

는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진보성의 검토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주 인용발명, 다른 인용발명(주지·관용기술도 포함)

의 내용 및 기술상식으로부터 당업자의 용이 실시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 전략의 변경

▶ 조사 결과 거절 이유의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 문헌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실시

▶ 조사전략을 수정하는 방법

•동일한 DB내에서 검색 범위의 확장 및 검색 범위의 변경

•다른 검색 DB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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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성립 요건디자인의 성립 요건조사 보고서 작성

Tip

조사 보고서 구성

▶ 조사보고서는  

① 출원번호, ② 명칭, ③ 우선권, ④ IPC분류, ⑤조사기간(이상 서지사항), 

⑥ 전산검색(Key word, DB종류, 검색식), ⑦ 출원발명요약, ⑧ 인용발명 리스트, 

⑨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대비, ⑩ 관련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사보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1)

▶ 출원번호, 출원일(심사청구일)

•출원번호는 권리구분(2)+출원연도(4)+일련번호(7)로 총11자리로 구성됩니다.

▶ 명칭

•발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우선권 번호, 우선권 주장일

•우선권 주장을 한 출원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에 기입된 우선권  

번호 및 우선권 주장일을 찾아 기입하면 됩니다. 

•우선권 번호 기입양식은 통상「국가번호(2)+년도(4)+우선권주장번호」로 기입합니다.

▶ IPC분류, 서치-분류

•「서치-분류」는 실제 조사할 때 검색한 분류로써 IPC분류와 차이가 있을 경우 기입합니다.

▶ 조사기간

•조사기간(시작일자~종료일자)을 기록합니다.

▶ 전산검색(Key word, DB종류, 검색식)

•Key word - 본 발명의 핵심 키워드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동의어나 유사어를 적을 필요 없이 가

급적 대표 키워드만 기재합니다.

•DB - 종류조사시 사용하는 DB를 기입합니다.

•검색식 - 실제 검색에 사용한 검색식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조사원이 어떤 조사 관점으로 조사

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므로 조사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합니다.



제1부 선행기술조사 이론 069

Tip

▶ 출원발명의 요약

•발명을 요약하는 부분으로, 주로 청구항을 위주로 작성하며 청구항이 많을 때에는 독립항을 위

주로 작성합니다. (독립항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독립항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작

성합니다.)

Memo 검색식 기재시 원칙

■다수개의 검색식을 사용한 경우 각각의 검색식 앞에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

■가급적 사용한 검색식에 대하여 모두 기입합니다.

■국내DB조사에 사용되는 한글 검색식과 국외DB조사에 사용되는 영문 키워드를 각각 기입합니다. 

(국내DB조사에 검색식의 경우 한글·영문 키워드와 혼합되어도 무방.)

■초록이 아닌 발명의 명칭 또는 전문 등을 조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여도 좋습니다.

■「검색자가 어떠한 의도로 검색을 실시했는지」가 정확하게 전해지도록 기재함과 함께 검색 누락을  

막기 위해 검색식을 다음의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청구의 범위와 비교해, 간과되고 있는 발명 특정 사항은 없는가?

•특허 청구의 범위가 상위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개념을 커버하는 검색식이 작성되어 있는가?

•특허 청구의 범위에 대해 「~에 있어서」의 전제 부분은 무시되지 않았는가?

•적절한 특허분류로 검색식이 작성되었는가?

•진보성을 부정하는 논리부를 고려한 검색식이 작성되어 있는가?

조사보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 (2)

▶ 인용발명 리스트

 •사용된 인용발명을 기입하는 항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문헌을 관련도가 높은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대비

 •보고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용되는 발명의 특징, 인용발명의 특징과 출원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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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대비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기재하는데 특징점에 진하게 또는 언더라인을 붙여 

기재하기도 합니다.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대비 부분은 심사관과 가장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심사관

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원이 심사관에게 의

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 관련도

 •관련도가 X, Y인 경우에는 구성대비를 자세히 기재하고, 관련도가 A인 경우는 간략하게 기재. 

인용발명이 A만 있는 경우는 가장 관련 있는 A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관련도

X   해당문헌 하나만으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Y 
  해당문헌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문헌과 결합되었을 때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A   X 또는 Y 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출원발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

E   국제출원일전에 출원되고 국제출원일 후에 공개된 특허문헌

P   우선일 후 국제출원일전에 공개된 특허문헌

T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보다 늦게 공개되거나,  
 발명의 원리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

O   구두에 의한 개시, 사용, 전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헌

L    
우선권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해당출원의 주요 청구내용을 부정하거나  

 기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헌

청구항별 선행기술조사 가이드

▶ 선행기술문헌 배열 방식 : 독립항 및 종속항에 대하여 모두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각 청구

항 옆에 관련도가 높은 선행기술문헌을 하나 이상 표기합니다.

•심사관은 독립항에 대하여 유사 선행기술을 발견하지 못하면 종속항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조사

를 실시하지 않으나, 조사원은 독립항과 관련된 유사 선행기술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종속항

의 특징부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추후 심사관이 독립항 관련 선행

기술문헌을 발견 시 조사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때문)

▶ 구성대비란 기재방식 : 각각의 청구항에 대한 구성요소와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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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항의 구성요소들이 각각의 선행기술문헌의 어느 구성요소에 대응하는지 명확하게 기재

합니다. (단순한 배경기술인 경우에 한하여 기술요약만 기재 가능.)

▶ 기타 사항

•하나의 선행기술이 다수의 청구항에 관련된 경우 다수의 청구항을 묶어서 기재하는 것이 가능

하나, 각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구성대비는 청구항 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항별 선행기술조사 및 청구항별 구성대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관과 사전 협의 후 기호 

등을 사용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도 기재의 특별한 사례

▶ 국내 문헌 인용 시에는 출원일이 기준이 되고, 외국 문헌 인용 시에는 공개일이 기준이 되는

데, 국내 문헌 인용 시 인용발명의 출원일과 본 문헌의 출원일이 같을 때 또는 외국 인용발명

의 공개일이 본 문헌의 출원일과 같을 때는 관련도를 어떻게 기재할까요?

 •신규성 판단의 시간적 기준은 특허출원時(시, 분, 초까지 포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특허출원時(시, 분, 초까지 포함)까지 정확히 기재하는 문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심사관

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는 X, Y, A로 기재하고 심사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

대비 기재란에 출원일이 동일하다는 멘트를 작성합니다.

▶ 본 문헌의 우선권 주장일과 출원일(국제출원일)사이의 출원일 및 공개일을 가지는 국내에 출

원되지 않는 외국 문헌이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외국 문헌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하고 있다

면, 이 외국 문헌은 P로 기재하고 인용할 수 있을까요?

 • T로 기재하고 거절시 인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출원된 문헌은 국내 특허법에 의해 출

원일 소급이 적용 가능하지만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외국 문헌은 국내 특허법 적용이 어렵

기 때문입니다. 단, 상기 외국 문헌이 우선권이 없다면 P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선행기술조사 이론



1. 다음 출원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허출원서는 특허출원의 주체 및 그 절차를 밟는 

자(특허출원인 또는 대리인)를 명확히 하고, 특허

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낸 서면이며, 기타 기

재사항에 대한 신고서이다.

② 출원서에 출원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려 대상이다.

③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

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출원서에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

성된 경우 보정명령 대상이며 보정 명령에도 불구

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적정한 보정이 없는 경

우 그 출원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⑤ 요약서에만 기재된 기술내용은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보정에 의하여 명세서에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공개되어도 선행기

술자료가 될 수 없다.

2. 다음 중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발명의 명칭   ② 도면의 간단한 설명   

③ 청구범위   ④ 도면   ⑤ 기술 분야

3. 특허출원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특허 출원인의 성명 및 출원인 코드

② 대리인 성명 및 대리인 코드

③ 발명의 국문 명칭 및 영문 명칭

④ 대표 도면

⑤ 우선권주장

4. 특허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및 작성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조항은?

① 제41조     ② 제42조     ③ 제43조 

④ 제44조     ⑤ 제45조

5. 발명의 명칭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발명의 명칭은 출원서나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

는 사항으로 그 발명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청구대상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물론 출원

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도 이에 부합되도록 보정

하여야 한다.

③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다른 경우 특허청장 명의의 보정명

령을 받게 되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는 경우 그 특허출원 무효로 될 수 있다.

④ 명세서에 발명의 명칭이 부적합한 경우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시 다른 거절이유와 함께 발명의 명

칭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바람직한 발명의 명칭을 출원인

에게 제안할 수 있다.(조사원의 경우 조사보고서

에 부적절한   내용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⑤ ④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

의 간단한 설명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을 

거절결정 된다.(발명의 명칭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6.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관련 하여 기재불비 사항이  

    아닌 것은?

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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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발명의 목

적)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명세서 전체로 보아 

당업자가 그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②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배경기술

(종래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척발명

의 경우에는 기재 불필요)

③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해결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

명료한 경우

④ 발명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

7. 다음 중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

①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발명을 특

정하기 위한 사항의 내용이 모순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

② 구성의 기술적 의미나 구성간 기술적 관련을 이해

할 수 없는 경우

③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

성이 누락된 경우

④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불분명한 경우

⑤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8. 다음 독립항과 종속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다른 항을 인용하면서 인용하는 항의 구성을 치환

하거나 삭제하는 항은 종속항이다.

② 다른 항의 기술적 특징을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항

은 종속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른 항을 인용하고 인용하는 항과 기술적주제가 

동일하면 독립항이다.

④ 종속항은 형식적으로 다른 항을 인용하고 내용적

으로 인용되는 항의 구성을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항을 말한다.

⑤ 인용하는 항과 인용되는 항의 카테고리가 상이한 

경우에도 인용하는 항은 종속항이라 할 수 있다.

9. 청구범위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부분으로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반려대상

이 된다.

② 특허청구범위에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

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심사시 특허요건의 판단 대

상이 된다.

③ 특허청구범위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특허된 권리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

준이 된다.

④ 선행기술조사시 특허청구범위는 보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세한 설명에이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

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⑤ 심사시 특허청구범위를 문헌적으로 해석하여 불

분명한 경우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

한다.

10. 다음은 신규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사상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비록 불특정다수인이 그것

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

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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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행물 게재의 사용언어가 일반인이 용이하게 알 

수 없는 언어인 경우에는 비록 그 기술내용 자체

가 명확히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실무상 간행물 게

재로 보지 않는다.

③ 대법원 판례는 고서에 해당 발명과 동일내용의 기

술이 공개된 경우라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간

행물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하게 된 발명과 동일한 

선행기술의 지위를 부여한다.

11.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양자 공히 특허요건으

로서 그 판단시점은 출원 시이다.

②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각각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중 ‘창작’과 ‘고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③ 발명의 신규성은 공지발명과 동일성 여부에 따라 

그리고 발명의 진보성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진

보성 판단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발명의 신규성을 구비한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

④ 공지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 그 특허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는 

거절이 되며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는 그 특허발

명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12. 다음은 간행물의 반포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간행물의 발행연도만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간행

물은 당해 연도의 말일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간행물의 발행 연·월까지만 기재되고 있을 때에

는 그해 연·월의 말일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행물에 관한 서

평, 발췌, 카탈로그 등을 게재한 간행물이 있는 때

에는 그 서평 등에 관한 간행물의 발생 시에 당해 

간행물이 반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발행시기가 없는 외국간행물로서 국내에 입수된 

시기가 분명한 때에는 그 입수시기에서 발행국으

로부터 국내에 입수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을 소급한 시기에 그 간행물이 반포된 것으로 추

정한다.

13. 진보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은?

① 상업적 성공

② 기술적 편견, 곤란의 제거

③ 문제된 발명이 오랫동안 불실 시 되어 온 경우

④ 발명의 탄생까지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하된 경우

14.  발명의 진보성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출원발명에 대해 경쟁업자들이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해 왔었으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었다는 

점도 진보성 판단에 고려되어질 수 있다.

② 갑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A로부터 용이하

게 창작가능한 수준의 발명 B를 한 을이 갑의 출원

공개 전에 출원한 경우 을의 출원은 진보성이 없

어 거절된다.

③ 진보성 판단은 오로지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

여 판단할 일이지 종래제품에 비해 우수하여 상업

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진보성 판단에 

고려될 수 없다.

④ 발명자 갑이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에 의해 얻어진 

발명은 우연한 발견에 기초해 발명을 한 을의 발

명에 비해 진보성이 뛰어난 발명이란 점에서는 이

론이 없다.

15.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시의 공지기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판단대상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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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칙적으로 인용기술과 청구항 기재 발명의 기술 

분야가 일치하여야 한다.

④ 판단주체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로서 사회 전체 평균 정도의 지식을 가진 담

당심사관을 의미한다.

16.  진보성 판단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진보성 판단주체인 당업자는 출원 시에 있어서 당

해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

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로 복합 기술 

분야의 있어서는 주요 기술 분야의 인물이다.

②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

된 발명으로 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진보

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③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시 다른 나라의 심

사 예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

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

가, 용이하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17. 선행기술조사 절차 흐름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보고서 작성       ㉡ 검색식 작성 

   ㉢ 조사범위 결정     ㉣ 기술내용파악 

   ㉤ 검색 및 결과 검토

① ㉠-㉡-㉢-㉣-㉤    ② ㉣-㉢-㉡-㉤-㉠

③ ㉣-㉡-㉢-㉤-㉠    ④ ㉢-㉡-㉣-㉤-㉠

18.  선행기술조사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업무이

므로 중요한 업무이다. 다음 중 선행기술조사의    

이점이 아닌 것은?

① 특허 출원 시 최신 종래기술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권리화 될 전망이 없는 출원을 미연에 방지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② 연구 테마 선정 시 중복 연구 회피가 가능하다.

③ 특허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④ 경쟁사의 기술개발 동향이나 전략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19.  선행기술조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능률성  ② 고품질    

③ 효율성  ④ 객관성

20.  다음 중 선행기술조사의 종류와 그 내용 연결이 

잘못 것은?

 ㉠ 특허성 조사        ㉡ 특정 기술 분야 조사

 ㉢ 권리소멸 조사     ㉣ 유효성 조사

 ㉤ 침해 조사

㉮ 타인의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

기 위한 조사

㉯ 다른 회사의 공정, 제품, 디자인을 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 방어, 라이센싱, 기술이전 등의 목적을 위한 

조사

㉱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 이력조사, 연혁조사, 연대조사 등이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선행기술조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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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 개요
Lesson 

01

주요기능 및 특징

079제2부 선행기술조사 실습

KIPRIS는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이를 개인,  

변리사, 중소·벤처·대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

록 한 한국특허정보원(KIPI)의 대국민 특허정보 종합 인터넷 무료서비스입니다.

KIPRIS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ipris.or.kr 이며, 회원가입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 특허·실용검색을 실행하기 위해 회원가입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몇 가지 유용한 기능

이 제한되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프로그램설치

• KIPRIS 사용을 위해 관련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설치방법 홈페이지 참고)

  - TIFF Plug-in Program : TIFF 이미지를 보기위한 프로그램

  - Adobe(Acrobat) Reader : PDF로 작성된 공보를 보기위한 프로그램

Tip 사전작업

▶ 1948년 이후의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와 1980년 이후의 해외특허정보의 검색이 가능하고, 

특허청의 전자출원데이터를 이용한 정확한 DB로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서지사항 및 초록의 일괄보기, 검색결과의 다운로드기능을 제공하고 검색 항목 간 조합을 

통해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여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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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검색 입력화면 ]

키워드 입력방법

▶ 단어는 문자(국문 또는 영문)로만 입력합니다.

▶ 구문검색의 경우 반드시 “큰따옴표”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 구문검색은 발명의 명칭, 초록(요약), 청구범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연산자(+, *, ! ^ 등) 이외의 기호(#, $, | 등)는 무시됩니다.

▶ 절단검색( ? )은 자동 지원됩니다.

ex) “전자화” 입력→ 전자화, 전자화상, 광전자화합물 등 포함단어를 모두 검색

▶ 띄어쓰기(space)는 “*”로 대체되어 입력됩니다.

ex) ‘자동차 엔진‘ 입력시, ’자동차*엔진‘ 입력과 검색결과가 동일함

Tip

080 KIPRIS 실무활용 가이드

KIPRIS 검색 방법
Lesson 

02

KIPRIS의 검색은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심판, KPA(영문초록), 해외특허, 해외상표 등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본 교재에서는 국내 출원 건에 대한 검색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합검색

▶ KIPRIS 통합검색은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에 대하여 

권리구분 없이 전 권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이용

자를 위한 자유검색 기능입니다. 통합검색은 검색결과 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검색결과에 

대한 권리별 보기가 가능합니다.



제1부 선행기술조사 이론제1부 선행기술조사 이론

[ 상세정보 및 전문열람 ]

081제2부 선행기술조사 실습

[ KIPRIS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

설   명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것을 

검색하고자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한 것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연산자 뒤에 있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

지 않은 것을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연산 시 괄호로 묶여진 검색식을 우

선적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첫번째 검색어와 두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1단어(̂ 1), 2단어(̂ 2), 3단어(̂ 3) 떨어진 것

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AND연산

OR연산

NOT연산

괄호

NEAR연산

기호

*

+

!

(  )

^

입력예제

자동차*엔진

자동차 + 엔진

자동차 *! 엔진

자동차*(엔진+모터)

자동차 ^2 엔진

검색결과 조회(통합검색)

▶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간략한 초록정보와 함께 해당 결과에 대한 상세정보 및 전문 열람

이 가능하고, 화면 상단의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명 또는 국가명을 클릭하면 

해당 분류에 대한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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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검색결과 화면에서 디자인 검색결과 화면 ]

특허실용검색

▶ 특허실용검색은「일반검색」과 「항목별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단어검색

▶ 기술용어, 출원인 명칭 등 간단한 단어, 구문 또는 인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

한 없이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 “권리구분 선

택” 기능과 “검색범위(기간) 선택” 기능이 제공됩니다. 검색어는 명사형 단어를 국문 또는 영

문으로만 입력이 가능하며, 구문입력의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 초록(요약), 청구범위에 한해

서만 검색이 가능하고, 반드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검색

▶ 특허 관련 문헌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며, 특실종류 선택 기능과 연도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절단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로 검색할 경우 연도선택

은 필요 없으며, 그 외 문헌번호의 해당 연도를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Tip 일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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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번호 형식 ]

[ 일반검색 - 단어검색 화면 ]

[ 일반검색 - 번호검색 화면 ]

 번호 권리번호 연도 일련번호 자릿값

 출원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공개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공고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등록번호 2자리 - 7자리        0000

※ 권리번호는 특허(10), 실용신안(20), 디자인(30), 상표(40)를 구분하기 위한 2자리 번호

제2부 선행기술조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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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검색은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

색이 가능합니다. 기술용어, IPC분류, 출원번호, 등록일자, 출원인 등 총 23개의 세부 검색항

목(field)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항목간 연산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

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 찾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분류(IPC)를 모르는 경우 IPC분류 항목 우측에 있는 돋보

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IPC 세부조회 창을 이용하면 IPC분류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Tip 항목별 검색

Tip IPC 세부조회

[ 항목별 검색 화면 ]

[ IPC 세부조회 화면 ]

※ IPC란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이니셜로써, 국제특허분류를 말하며, 1968년 

유럽에서 처음 시작하여 1975년 이후 전 세계 특허청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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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아이콘

▶ 항목별 검색 화면에서 키워드 입력 창 우측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조회 및 선택이 가능

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항목설정

▶ 항목별 검색시 다수의 검색항목 중 자주 사용하는 항목만을 나타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화

면 좌측 상단의 “검색항목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항목을 선택 또는 해제하면 변경된 설정 

값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검색항목 조회

▶ 간략정보, 초록정보, 대표도면, 일괄보기 기능 - 검색된 결과 화면에서 '간략정보' , '초록정보', 

'대표도면', 일괄보기 등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Tip 

[ 검색항목 설정화면 ]

[ 초록정보 화면 ]

   - 문헌번호(출원/등록/공개번호)

   - IPC 분류

   - 일자(출원/공개/공고/등록일자)

   - 출원인/발명자/대리인/등록권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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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면 화면 ]

[ 도면 일괄보기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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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분류통계

▶ 분류통계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년도, 공개년도, 출원년도, IPC분류 등의 조건에 맞게 검색되

어진 결과들을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분류통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결과 화면

에서 '분류통계' 탭을 선택한 후, 원하는 조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세정보 및 등록/심판사항 보기

▶ 상세정보 - 상세정보 화면에서는 서지, 초록, 대표도면, 행정처리현황 등 세부정보에 해당하

는 '상세정보'와 '전문' 및 '등록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검색결과화면에서 '출원번호' 또는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심판사항 - 상세정보 화면에서 화면 상단의 등록사항/심판사항 탭을 클릭하면 해당건

의 등록정보 또는 심판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ip 

[ 분류통계 화면 ]

[ 상세정보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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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 화면 ]

[ (공고/공개)전문 화면 ]

전문보기

▶ 전문은 특허청 발행 공보, 즉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를 말하며, 간략정보 화면의 전문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상세정보 화면 상단의 공개/공고전문 탭을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합

니다. 간략정보 화면에서 우측의 KOR 아이콘 클릭시 최종공보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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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술공지 검색 화면 ]

▶ 인터넷 기술 공지

•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부터 보호받고자 할 때, 그 기술 내용을 

게재하면 특허청에서 기술내용과 일자를 공증해 주고 선행기술로 인정해 주는 제도(방어

목적 출원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방지)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공지’

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던 서비스이며, 2011년 9월부터 KIPRIS에서 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Tip 인터넷 기술 공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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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검색

▶ KIPRIS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특허에 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해외특허검색은  

일반검색과 항목별 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Tip 일반검색

국가선택

▶ 미국, 유럽, PCT(WO),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대만, 러시아 중에서 검

색 대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체크박스에 체크(�)된 대상에 한하여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단어검색

▶ 기술용어, 출원인 명칭 등에 해당하는 간단한 영단어(문자)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항목의 

제한 없이 「서지사항」 및 「초록」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 단어는 영문으로만 입력하며, 대·소문자 구분은 없습니다.

▶ 구문검색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발명의 명칭, 초록, 인명 및 미국인용문헌에서 검색이 가

능합니다.

▶ 연산자 이외의 기호(#, $, | 등)는 무시되며, 절단검색은 자동으로 지원 됩니다.

번호검색

▶ 번호검색은 출원, 공개, 등록/공고번호, 우선권번호를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로 문헌번호가 상이한 까닭에 주의하여 입력합니다. 번호 입력형식에 대한 도움말은 우측의 

돋보기 아이콘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V

[ 해외특허 일반검색 - 단어검색 화면 ]

[ 해외특허 일반검색 - 번호검색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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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검색

▶ 항목별 검색은 특정 검색항목을 지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술용어, IPC분류, 출원번호, 등록일자, 출원인 등 세부 검색항목(field)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항목간 연산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검색항목을 지

정하여 검색하거나, 다수 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한 조합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결과 조회

▶ 간략정보 및 초록정보보기 

• 검색된 결과 화면에서 ‘간략정보’ , ‘초록정보’를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 간략정보보기 화면은 공보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등 주요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습니다.

• 간략정보화면 상단의 “초록정보” 탭을 클릭하면 간략정보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 순으로 발명에 

대한 요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ip 

[ 해외특허 항목별검색화면 ]

[ 해외특허 초록정보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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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상세정보 보기 및 번역문 보기

[ 해외특허 상세정보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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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문 보기

•상세정보 화면 상단의 실시간 번역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건에 대한 번역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문보기 기능은 국내 특허 조회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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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번역 실시간번역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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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개특허 10-2005-0039269건 선행기술조사
Lesson 

01

특허의 개요

❶ 발명의 명칭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 탈피기

❷ 요약

•출원발명은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를 탈피시키는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 탈피기로서, 절

단날(5) 내측에 반원형상의 절단홈(1,2,3)을 순차적으로 연속 형성한 제 1절단부재(10), 상기 

제 1절단부재(10)와 대칭된 형상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 1절단부재(10)의 절단날(5)과 접하는 

절단날(15)의 내측으로는 절단홈(11,12,13)을 형성한 제 2절단 부재(20)와 , 외부로부터 공급

된 전원에 의해 발열하는 제 1전열히터(30) 및 제 2전열히터(40)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바와 

같은 출원발명은, 제 1전열히터(30) 및 제 2전열히터(40)의 작용에 따라 가열된 절단날(5,15) 

및 상기한 절단날(5,15)에 형성된 절단홈(1,2,3,11,12,13)의 조합에 의해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를 탈피시킴으로써 코일의 외부에 피복된 인슐레이션 튜브의 탈피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❸ 효과

•출원발명에 의한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 탈피기(50)는, 제 1절단부재(10) 및 제 2절단부재

(20)의 절단날(5,15) 내측에 각기 다른 내경을 갖는 반원형상 절단 홈(1,2,3,11,12,13)을 각각 

형성하고, 파지부(6,16) 내측을 통해 삽입된 제 1절연히터(30) 및 제 2전열히터(40)의 작용에 

따라 절단날이 가열됨으로써 절연을 위해 코일의 표면에 피복된 인슐레이션 튜브에 대한 탈

피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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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청구범위

•절단날(5) 내측에는 각기 다른 내경을 갖는 반원형상의 절단홈(1,2,3)을 순차적으로 연속 

형성하고, 하부에 형성한 파지부(6)와 절단날(5) 사이에는 중공부(10A)를 형성한 제 1절단

부재(10); 

상기 제 1절단부재(10)와 대칭된 형상으로 형성되며, 회전에 따라 상기 제 1절단부재(10)의 

절단날(5)과 접하는 절단날(15)의 내측으로는 상기 절단홈(1,2,3)과 대응하는 형상의 절단홈

(11,12,13)을 형성한 제 2절단부재(20);

상기 제 1절단부재(10)의 중공부(10A)를 통해 삽입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원에 의해 발

열하는 제 1전열히터(30);

상기 제 2절단부재(20)의 중공부(20A)를 통해 삽입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원에 의해 발

열하는 제 2전열히터(4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 탈피기

❺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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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절차

❶ 발명의 해석

•출원발명은 절연된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를 탈피하기 위한 탈피기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내경을 갖는 여러 개의 반원형 절단홈과 절단날 및 파지부를 구비한 제1, 2 절단부재로 구성

되고, 각 절단부재의 파지부에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원에 의해 발열하는 제1전열히터, 제2전

열히터가 구비되어 인슐레이션 튜브를 쉽고, 신속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한 장치

❷ 발명의 특징 추출

▶ 출원발명의 기술 분야 :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 탈피기

 •명세서에는 모터 고정자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 탈피기를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인전선

의 절연 튜브 탈피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 기술

 •반원형 절단홈 및 절단날, 파지부로 구성되는 절연 탈피기는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음.

▶ 발명의 포인트 주요부

 •절단부재의 파지부 내에 삽입되는 전열히터

▶ 발명의 부속부

 •반원형의 절단홈, 절단날, 파지부가 구비된 절단부재

▶ 컨셉 테이블 

❸ 검색 전략 결정 및 문헌범위 결정

•전선 탈피기는 자동식과 수동식으로 나뉘는데 출원발명은 수동식이며 손으로 사용하는 수

공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트리퍼’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습니다.

or or

And And And And

or or or

코일

전선

케이블

와이어

:

절연

인슐레이션

수지

피복

:

탈피

스트립

제거

벗김

:

홈

그루브

고랑

:

칼날

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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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퍼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류가 많으므로 인터넷을 검색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구성의 변형에 해당하므로 논문검색은 필요가 없고, 실용신안공보를 중점적으로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발명의 구성요소는 절단홈, 절단날, 파지부 및 전열히터로 구성되나, 구성요소는 

다른 수동 기구에도 필히 있는 구성요소이므로 노이즈가 많을 확률이 높으므로, 출원

발명의 사용분야인 코일의 절연 제거장치로 키워드를 선정하여 도면에서 출원발명과 

유사한 문헌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워드를 이용하여 조합할 수 있는 검색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허분류를 이용한 

검색도 필요합니다.

❹ Database 및 검색 Tool 결정

•상용화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을 먼저 실시하여 

같거나 관련분야의 유사제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실용신안공보 검색을 위해 일본 

특허전자도서관 검색이 필요합니다.

❺ 검색식 작성 : 추출된 발명의 특징 및 검색 전략을 이용

▶ 방침 1

•인터넷 검색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용 공구는 스트리퍼란 용어를 많이 쓰므로 

검색 키워드는 ‘스트리퍼’로 선정합니다.

▶ 방침 2

•반원형의 절단홈, 절단날 및 파지부를 구비하고 파지부에 전열기구(히터)를 구비하고 

절단부재를 가열하여 코팅을 제거하는 문헌을 검색합니다.

•(코일 <or> 와이어) <and> (코팅 <or> 절연) <and> (제거 <or> 스트립) <and> (칼날 

<or> 커터) <and> (히터 <or> 전열)

•(스트리퍼) <and> (칼날 <or> 커터) <and> (히터 <or> 전열)

▶ 방침 3

•반원형의 절단홈, 절단날 및 파지부를 구비한 코팅 제거용 공구에 관한 문헌과 절단부

재를 가열하여 코팅을 제거하는 문헌을 검색합니다.

•(코일 <or> 와이어) <and> (코팅 <or> 절연) <and> (제거 <or> 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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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or> 와이어) <and> (코팅 <or> 절연) <and> (칼날 <or> 커터) <and> (히터<or> 전열)

▶ 방침 4

•특허분류를 이용하여 검색합니다.

❻ 검색

▶ 인터넷 검색

• ‘스트리퍼’를 키워드로 구글에서 인터넷 검색을 실시합니다.

•스트리퍼로 검색하면 Toolmax라는 쇼핑몰에 반

원홈의 절단홈, 칼날, 파지부를 구비한 수공구가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이트 공개일

이 2007년 9월 9일로 출원발명의 출원일(2003

년 10월 24일)보다 늦고, 다른 사이트 또한 공

개일이 늦음을 알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특성

상 새로운 상품이 추가되거나 기존 상품이 삭제

될 시 URL이 변경되므로, 상기 공구의 제조사인 

Vessel 사의 홈페이지를 찾는 것이 더 빠르게 찾

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Vessel 사의 홈피에서 수공구를 찾으면 오른쪽

의 그림처럼 출원발명과 유사한 제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essel 사의 사이트 또한 출원발명의 출원일

보다 늦으므로, 상기 화면의 사이트 URL을 

Wayback machine을 이용하여 출원발명의 출원

일보다 빠른 과거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제2부 선행기술조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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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machine 사이트의 Advanced Search에서 상기 URL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기 결과에서 출원발명의 출원일보다 빠른 

2003년 10월 11일의 화면을 보면 오른쪽과 같

이 최근 Vessel 사의 스트리퍼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❼ 키워드 검색

▶ 검색식 1

•(코일+전선+권선+와이어+와이아+권선+도선+coil+wire)*(절연+인슐레이+코팅+

피복+insulat+coat+cover)*(제거+벗김+벗기+리무브+탈피+스트립+스트리핑+stri

p+remove+uncover+undress+pare+peel)*(히터+힛터+히타+힛타+히팅+힛팅+전

열+가열+열선+heat)*(칼날+커터+컷터+카터+캇터+cutter+blade+knife+edge)

▶ 검색식 2

•(스트리퍼+스트리파+stripper)*(히터+힛터+히타+힛타+히팅+힛팅+전열+가열+열

선+heat)*(칼날+커터+컷터+카터+캇터+cutter+blade+knife+edge)

▶ 검색식 3

•(코일+전선+권선+와이어+와이아+권선+도선+coil+wire)*(절연+인슐레이+코팅+

피복+insulat+coat+cover)*(제거+벗김+벗기+리무브+탈피+스트립+스트리핑+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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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ove+uncover+undress+pare+peel)*(히터+힛터+히타+힛타+히팅+힛팅+전열+

가열+열선+heat)

❽ 특허분류 검색

▶ 본 문헌의 IPC인 H02G 1/12를 참조하고, 여타 다른 관련 IPC가 없는지 필드검색을  

이용하여 특허분류를 찾습니다.(키워드를 이용한 방법 사용)

•TL=[(코일+전선+권선+와이어+와이아+권선+도선+coil+wire)*(절연+인슐레이+코팅+

피복+insulat +coat+cover)*(제거+벗김+벗기+리무브+탈피+스트립+스트리핑+strip+

remove+uncover+undress+pare+peel)]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나타난 H02G 1/12분류와 함께 B25B 7/22 및 H01B 

15/00 또한 관련 IPC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검토해 보면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평

04-034816과 출원발명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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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인용발명의 대비/판정

•상기 검색을 실시하여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평02-142911,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평

04-034816을 입수 하였습니다.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평02-142911은 와이어 절단용 凹부를 가진 칼날부, 파지부 및 

칼날부를 가열하는 히터를 구비한 점이 출원발명과 유사하나 히터가 파지부에 설치되

지 않고 칼날부 뒤편에 구비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평04-034816은 다수의 노치를 구비한 절단부를 가열하는 히터

를 구비한 점이 유사하나 히터가 절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위와 같은 차이가 있지만 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❿ 조사의 종료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평02-142911 또는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평04-034816에 의

해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작성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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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의견 제출 통지서

▶ 출원발명의 심사결과

 [ 이 유 1 ] 이 출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유 2 ]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에 지적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1-1.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식별번호<20>등에서 “인슐레이션 튜브 탈피기(50)”에 대한 구성

의 명칭부호가 도면에 미 표기되며, 식별번호<26>,<27>,<28> 등에서 제1절연부재와 제2절  연

부재의 절연히터, 파지부 및 스위치에 대한 부호표기가 불명확하게 표기되고, 식별번호<32>의 

실시예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한 등, 구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특

허법 제42조제3항 규정)

 1-2.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은 도면의 도시로 보아, 절연히터, 파지부의 

부호표기가 불명확하여, 상기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특

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규정)

 2. 상기 이유와 같은 구성의 불명료한 요소가 있으나,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으로 추정하

여,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신안공보 평04-034816

호(‘92.3.24. 공개)(이하 "인용발명"이라 칭함)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것과 비교해 보면, 양 

발명은 코일의 인슐레이션 튜브 탈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양 발명의 목적이 동일합

니다. 구성에서, 출원발명 청구범위 제1항에서 절단부재의 및 전열히터의 세부적인 구성은, 인

용발명의 절단날(1)의 절단홈(8)과, 각 절단날 내부에 히터(2)인 구성과 유사한 구성으로 대응

됩니다.  다만, 양 발명의 히터를 위한 배선 등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기 인용

발명과 같이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이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 역시 용이하게 예측 

가능한 것에 불과하므로 출원발명에서 그 권리를 청구하고 있는 상기 청구항의 발명들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기 공지된 인용발명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허법 제29조제2항 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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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개특허 10-2004-0034070건 선행기술조사
Lesson 

02

특허의 개요

❶ 발명의 명칭

•직렬통신을 이용한 H-브릿지 인버터 시스템

❷ 요약

•출원발명은 주제어기와 보조제어기인 셀제어기 간에 직렬통신 방식의 CAN 통신을 이

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사이의 신호선을 단순화하

고, 전체 시스템의 모듈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직렬통신을 이용한 H-브릿지 인버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출원발명에 따른 직렬통신을 이용한 H-브릿지 인버터 시스템

은, 전동기의 가속 및 변속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를 내장하며, 이에 필요한 전압/전

류값을 계산하는 주제어기(Master Controller)와; 각 파워 셀(Power Cell)마다 위치하

여 상기 주제어기의 제어신호에 따라 필요한 PWM 전압제어 및 위상제어를 수행하며, 

게이팅(Gating) 신호발생과 셀 단위의 감시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셀제어기(Cell 

Controller); 및 상기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사이에 직렬통신(Serial Communication)

에 의한 전압 기준값, 고장신호 등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연결수단이 구비된다.

❸ 효과

•출원발명에 따른 H-브릿지 인버터 시스템은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사이에 직렬통신 방

식의 CAN 통신을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사이의 

신호선을 단순화하고, 파워 셀의 모듈화, 그리고 제어신호 및 개별 파워 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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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청구범위

1. 전동기의 가속 및 변속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를 내장하며, 이에 필요한 전압/전류값을 

계산하는 주제어기(Master Controller);

    각 파워 셀(Power Cell)마다 위치하여 상기 주제어기의 제어신호에 따라 필요한 PWM 

전압제어 및 위상제어를 수행하며, 게이팅(Gating) 신호발생과 셀 단위의 감시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셀제어기(Cell Controller); 및 상기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사이에 직렬

통신(Serial-Communication)에 의한 전압 기준값, 고장신호 등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

하는 연결수단이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직렬통신을 이용한 H-브릿지 인버터 시스템.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연결수단은,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이 가능한 

광케이블 (Optical Cable)을 이용함 을 특징으로 하는 직렬통신을 이용한 H-브릿지 인

버터 시스템.

❺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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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절차

❶ 발명의 해석

•출원발명 청구범위를 분석하면, 청구항 1은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의 기능

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특정 구성요소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발명의 목적 및 작용 효과를 감안해,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건의 

기술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캐스캐이드(Cascade) 방식의 멀티 레벨 인버터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인 주제어기, 셀제어기 및 연결수단을 열거하고, 주제어기의 기능인 전동기의 가

변속 제어를 위한 필요 전압 및 전류를 계산하는 기능, 셀제어기의 기능인 PWM 전압제

어 및 위상제어, 게이팅 신호발생, 셀단위 감시 및 보호 기능을 설명하여 기존 방식의 문

제점인 주제어기의 부담을 줄이고 있고, 연결수단을 이용하여 직렬 통신을 함으로써 출원

발명의 효과인 신호선을 단순하게 하고, 제어신호 및 파워 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CAN통신이 가능한 광케이블을 연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

습니다.즉, 출원발명의 핵심은 게이팅 신호를 셀제어기에서 발생하여 파워 셀을 제어하는 

분산 제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주제어기와 셀제어기가 광케이블을 이용한 직렬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❷ 발명의 특징 추출

▶ 출원발명의 기술 분야 : H-브릿지 인버터 시스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도 나와 있듯이 캐스캐이드방식의 멀티-레벨 인버터에 관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H-브릿지 인버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타 H-브릿지 형태로 구성된 

인버터에 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버터는 컨버터, 변환기, 전력 변환기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일반적 기술

 •캐스캐이드방식의 멀티-레벨 인버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동기(시스템)의 각  

상(Phase)에 여러 개의 파워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주제어기 및 셀제어기를 구비

한다.

▶ 발명의 포인트 주요부

 •전동기의 가변속 제어를 위한 필요 전압 및 전류를 계산하는 주제어기

  •각 파워 셀을 주제어기의 신호에 따라 PWM 전압제어 및 위상제어, 게이팅 신호, 셀 단

위의 감시 및 보호 기능을 하는 셀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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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r

And And And And

or or or

인버터

멀티레벨인버터

컨버터

파워 컨버젼

:

주제어기

마스터 제어

메인 제어

마스터 컨트롤

:

셀제어기

부제어

보조 제어

슬레이브 제어

:

연결수단

케이블

광케이블

전선

:

직렬통신

시리얼 통신

캔 통신:

 •주제어기와 셀제어기를 직렬통신으로 연결하는 연결수단(광케이블)

▶ 발명의 부속부

 •H-브릿지 인버터 시스템은 주로 전동기 제어에 사용된다. 하지만, 전동기에 국한되는 것

은 아니다.

 •입력측 변압기는 멀티레벨 인버터 시스템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고, 출원발명처

럼 복수의 탭을 가지는 2차측으로 구성되어도 좋으나, 여러 개의 변압기로 구성되어도  

좋다.

▶ 컨셉 테이블 

•상기 부속부는 기본적인 구성요소 이므로 컨셉 테이블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❸ 검색 전략 결정 및 문헌범위 결정

•출원발명이 속하는 멀티 레벨 인버터 분야는 최신 기술 분야로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

는 분야이므로 멀티 레벨 인버터에 관한 논문 검색이 추가되어야 하고, 특허 검색은 멀티 

레벨 인버터분야부터 검색을 실시한 후 유사 문헌이 없을 경우 멀티-레벨 인버터시스템

이 아닌 일반적인 인버터 시스템에 있어서, 인버터 제어기와 시스템 제어기로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❹ Database 및 검색 Tool 결정

•논문 검색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125)를 이용하고, 논문 검색은 논문명 검색 

및 저자 검색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출원발명과 관련된 기술은 도면 스크리닝을 이용하면 편리하므로 도면 스크리닝이 가능

한 검색 Tool을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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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검색식 작성 : 추출된 발명의 특징 및 검색 전략을 이용

▶ 방침 1

•멀티 레벨 인버터 관련 기술은 최신 기술에 속하는 분야로 현재 논문도 다수 발표되고 있

으므로, 논문 검색을 실시합니다.

•논문 검색은 논문명 검색 또는 저자 검색을 실시합니다.

•논문명 검색은 『멀티 레벨 인버터』를 키워드로 이용하고, 저자명 검색은 출원발명의  

발명자를 키워드로 이용하여 검색합니다.

▶ 방침 2

•캐스캐이드 방식의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및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직렬통신하는 연결수단으로 구성된 모든 구성요소가 있는 문헌을 찾습니다.

•캐스캐이드(Cascade) 방식은 키워드로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종류 또는 형식을 기재하지 않고, 검색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검색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경향이 나타나므로 도면 또는 전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전문검색시에 키워드로 사용한다. 출원발명의 경우는 도면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주제어기 및 셀제어기의 기능에 대한 키워드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키워드는 

일반적인 용어들이 대부분이고, 인용발명을 스크리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는 키워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도면 등을 통해 구성요소를 먼저 확인한 후, 전문을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NEAR』연산자를 사용하면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검색식 - ((멀티 레벨) <near> (인버터 <or> 컨버터)) <and> ((주 <or> 마스터)<near> (제

어 <or> 컨트롤)) <and> ((보조 <or> 슬래이브) <near> (제어<or> 컨트롤)) <and> ((광 

<or> 옵티) <near> (케이블 <or> 전선)) <and> ((직렬 <or> 캔) <near> (통신 <or> 커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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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3

•캐스캐이드 방식의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및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연결수단으로 구성된 문헌과 캐스캐이드 방식의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직렬통

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성의 문헌을 찾습니다.

 •검색식 1 - ((멀티 레벨) <near> (인버터 <or> 컨버터)) <and> ((주 <or> 마스터)<near> 

(제어 <or> 컨트롤)) <and> ((보조 <or> 슬래이브) <near> (제어<or> 컨트롤)) <and> ((광 

<or> 옵티) <near> (케이블 <or> 전선))

 •검색식 2 - ((멀티 레벨) <near> (인버터 <or> 컨버터)) <and> ((직렬 <or> 캔) <near>(통

신 <or> 커뮤니))

▶ 방침 4

•캐스캐이드 방식의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및 광케이블 이외의 연결

수단을 구비한 문헌과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직렬 통신(주제어기와 

셀제어기 사이의 통신이 아니어도 가능)하는 문헌을 찾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검

색식을 작성합니다.

•검색식 1 - ((멀티 레벨) <near> (인버터 <or> 컨버터)) <and> ((주 <or> 마스터)<near> 

(제어 <or> 컨트롤)) <and> ((보조 <or> 슬래이브) <near> (제어<or> 컨트롤)) <and> (케

이블 <or> 전선)

•검색식 2 - ((멀티 레벨) <near> (인버터 <or> 컨버터)) <and> ((광 <or> 옵티) <near>(케

이블 <or> 전선)) <and> ((직렬 <or> 캔) <near> (통신 <or> 커뮤니))

▶ 방침 5

•캐스캐이드 방식의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및 광케이블 이외의 연결

수단을 구비한 문헌과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광케이블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직렬통신을 

이용하는 문헌을 찾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검색식을 작성합니다.

•검색식 1 - ((멀티 레벨) <near> (인버터 <or> 컨버터)) <and> ((주 <or> 마스터) <near> 

(제어 <or> 컨트롤)) <and> ((보조 <or> 슬래이브) <near> (제어 <or> 컨트롤))<and> (케

이블 <or> 전선)

•검색식 2 - ((멀티 레벨) <near> (인버터 <or> 컨버터)) <and> ((직렬 <or> 캔) <near> 

(통신<or>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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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6

•상기 방침 3 - 5에 의해 유사 문헌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주제어

기와 셀제어기 및 연결수단(광케이블 포함)을 구비한 문헌과 일반적인 인버터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기와 인버터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기 사이에 광케

이블을 이용한 직렬 통신 연결수단 혹은 광케이블이 아닌 일반적인 직렬통신 연결수단을 

구비한  문헌을 찾습니다.

•검색식 1 - ((멀티 레벨) <near> (인버터 <or> 컨버터)) <and> ((주 <or> 마스터) <near> 

(제어 <or> 컨트롤)) <and> ((보조 <or> 슬래이브) <near> (제어 <or> 컨트롤))<and> (케

이블 <or> 전선)

•검색식 2 - (인버터 <or> 컨버터) <and> ((직렬 <or> 시리얼 <or> 캔) <near> (통신 <or> 

커뮤니))

▶ 방침 7

•상기 모든 방침에서도 유사한 문헌을 얻지 못하면, 인버터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기와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기 사이에 일반적인 케이블을 이용하여 직렬통신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통신하는 문헌을 찾습니다. 이 방침은 특허성 판단보다는 주지 기

술에 대해 심사관에게 알려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❻ 검색

▶ 특허 검색 - 상기 검색식에 따라 특허 검색을 실시하여 미국특허 5,625,545와 미국특허 

5,045,988을 찾았다.

❼ 인용발명의 대비/판정

•미국특허 5,625,545는 주제어기, 로컬제어기 및 fiber-optic modulator control links로 

구성된 구성이 유사하고, 로컬제어기가 인버터의 게이팅 신호를 발생한다고 기재하고 있

으므로   분산제어를 행하고 있으나, 주제어기와 셀제어기 사이에 직렬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점이 출원발명과 상이합니다.

•미국특허 5,045,988은 멀티 레벨 인버터 시스템이 아닌 점이 상이하나, 시스템을 제어하

는 microcomputer와 인버터를 제어하는 Wave form generator를 구비한 ASIC 사이에 

직렬  통신을 하는 점이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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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미국특허 5,625,545의 주제어기, 로컬제어기 및 fiber-optic modulator control 

links로 구성된 구성요소에 미국특허 5,045,988의 직렬 통신을 이용한 인버터를 적용하

면 이 분야의 당업자가 쉽게 적용이 가능하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멀

티레벨 인버터의 기술동향 및 제어특성 연구』논문은 주제어기가 파워 셀 내부의 제어기로 

광출력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점이 유사하므로, 부인용 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❽ 조사의 종료

•미국특허 5,625,545와 미국특허 5,045,988에 의해 진보성 부정이 가능하므로 조사를 종

료할 수 있습니다.

❾ 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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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심사 의견 제출 통지서

▶ 출원발명의 심사결과

 [ 이 유 1 ]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전동기의 가속 및 변속제어를 수행하며 이

에 필요한 전압/전류를 계산하는 주제어기와 각 파워셀을 제어하는 셀제어기, 그리고 상

기 주제어기와 셀제어기를 통신 연결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인버터 시스템입니다.미국

특허공보 05625545호(이하 인용발명)에는 주제어기와 부제어기를 통신 연결하는 인버터 

제어 시스템이 나타나 있습니다.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비교해보면 목적에 있어 주제어

기와 셀제어기의 직렬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 동일합니다.구성에 있어서 

전동기의 속도제어와 이에 필요한 전압전류를 산출하는 수단인 주제어기는 인용발명의 

마스터제어기에 해당하고, 셀제어에 관여하는 셀제어기는 인용발명의 로컬제어기에 해당

하며 주제어기와 셀제어기의 통신연결수단은 인용발명의 modulator control link에   해

당하고 동작특성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인용

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2 ] 청구범위 제2항 발명은 1항의 통신 연결수단이 광케이블인 것을 특징으로 하

나 상기 인용발명에 통신연결수단으로 Fiberoptic modulator control link를 사용하는 것

으로 부터 광케이블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인용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의 청구항 2의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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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KIPRIS 실무활용 가이드

1. KIPRIS에서 「해외특허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한 국가가 아닌 것은?

  ① 일본     ② 미국     ③ 러시아 

  ④ 프랑스     ⑤ 이탈리아    ⑥ 대만

2. KIPRIS에서 「해외특허검색」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검색어는 영문으로만 입력 가능하며, 대·소문자의 구별이 없다.

  ② 절단 검색은 자동 지원된다.

  ③ Full Text DB에서 검색이 이루어진다.

  ④ 구문 검색 시, 반드시 “큰따옴표”를 이용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와 도면을 갖는 한국공개특허의 공개번호와 IPC를 기재하시오.

청구항 1

크라운(11)의 전면에 챙(12)이 봉제되고, 크라운(11)의 내

측 하부 둘레에는 공간부(13a)를 갖는 모자띠(13)의 내측 

공간부(13a)에는 음이온발산물질과 자석(20a)이 수납되도

록 한 하기와 같은 형상의 모자

 ⑴ 공개번호 : 

 ⑵ IPC :

4. “주식회사 코오롱”에 의해 국내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출원된 특허건수를 기재하시오.

5. IPC가 H05B33/14와 C09K11/06이고, 2000년도에 출원된 한국등록특허의“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시오.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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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허정보수집 및 추출

Chapt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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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 개요
Lesson 

01

주요기능 및 특징

특허맵(Patent Map)이란, 특허정보를 분류/정리/가공/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가지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 동향, 출원인 동향, 기술 분포 동향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리관계

를 이해하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 특허정보의 정리, 분석으로 과거의 문제점, 개발되지 않은 공백영역을 확인 할 수 있고, 

현재기술로부터 발전된 가까운 미래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허정보의 분석도”, “특허의 흐름조사도”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PM 작성 전

 [ 특허맵의 전체적인 활용 효과 ]

PM 작성 후

불분명한 특허 저촉 상태

문제특허의 발굴 및 분석상태 미비

MAKER의 현황 및 기술정보 부재

제조회사별 권리보유 현황 파악

타사의 기술전개 방향 및 현황 파악

저촉특허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술개발 변천 확인

구성형태별 명확한 기능정리

체계적 분석 System 구축

목표 Cost 설계 실시

독자 Model 개발방향 설정

특허출원으로 권리확보

특허활용 체계 부족

개별방향 미설정

기술 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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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작성목적에 따른 특허맵의 종류

PM의 예

● 요지 Map
● 기술분포 Map
● 템페스트 Map
● Matrix Map
● 기술상관 Map

● 출원건수 동향 Map
● 출원인 분포 Map
● 발명자 Map
● Patent Share Map
● Ranking Map
● New Entry Map
● 기업상관 Map

● Patent Family Map
● 구성요건 Map
● Claim Point Map
● 권리관계 Map
● 심사관계 Map

종   류

기술 정보적 활용 
(Patent Technical Map)

경영 정보적 활용 
(Patent Management Map)

권리 정보적 활용 
(Patent Claim Map)

목적의 예

● 기술개발 동향파악
● 연구개발 테마선정
● 틈새시장 발견
● 기술파급상황

● 경쟁기업 동향 파악

● 상품개발 흐름 파악

● 용도 개발

● 시장참여 상황 파악

● 기술적 범위 파악

● 인재 동향 

● 기술적 범위 확인

● 특허취득 가능성 파악

● 특허망 형성 

● 크로스라이센스

 [ 특허맵의 역할별 활용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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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수집 및 추출
Lesson 

02

특허맵 작성 순서

정보의 수집

정보의 수집

DATA의 추출

DATA의 분류, 정리

DATA의 분석

분석결과의 표시

정보의 수집기술

DATA의 추출기술

분류, 정리기술

분석기술

표시기술

▶ 검색결과 화면에서 필요항목을 선택하고 온라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는 Excel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며 각 필드의 구성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KIPRIS는 업무시간 중에는 다운로드 가능 건을 100건으로 제한하므로, 대상 건이 많은  

 경우에는 업무 이 후 시간에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Tip 정보의 수집 및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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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 기술분류

▶ 분류테이블 설정

• 기술 분야가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은 기능이나 구성으로, 조성물이나 제조방법은 

방법이나 용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사 완료된 특허 중 1년 또는 2년 치 자료의 특징을 요약한 후 동일 분야를 클러스

터링을 통해 기술분류를 설정합니다.

▶ 가분류 : 전체 양의 10% ~ 20%

▶ 분류테이블 수정 : 특허자료의 분포 고려 

• 중분류는 기술동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측면을 고려합니다.

• 소분류는 세부기술 흐름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선정합니다.

▶ 자료분류 : 중복분류 최소화

⑴ 구조적 특징만을 중심으로 기술분류를 선정하고자 할 때

Tip 기술 분류

힌지구조
(구성, 재료, 형태 etc)

안테나
(구성, 위치,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콘텐츠, 
아이콘 etc)

입력부
(버튼구조, 

한/영입력방법 etc)

카메라
(위치, 구조, 시야각 etc)

송수화부
(스위치, 형태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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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목적/효과를 중심으로 기술분류를 수행한 경우(CPU기술)

⑶ 제조방법, 구성, 처리가 동시에 분류되어지는 경우(광디스크)

⑷ 회로 또는 알고리즘 중심의 특허맵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계열적인 흐름에 따라 

블럭개념으로 기술분류를 선정(지문식별)

광디스크 매체
16,432건

기록재생원리
13,330건

광디스크 매체의 제조방법
8,447건

융선, 특이점, 특징점, 
이진화, 세선화,
조건, 배경분리

광학, 비광학

신경망, 
그 외 알고리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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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유기 EL

⑵ 소재분야 나노 플라즈마 공정 기술 분류

Tip 분류 테이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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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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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 분석

Chap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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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Lesson 

01

▶ 기술의 트렌드(Trend)를 알아보고자 할 때 

• 국가별 특허활동(출원건수동향, 국가별 포지션동향, Activity Index)

• 주요 출원인동향(출원건수, 발명자분포, 기업상관, Citation Link)

• 기술분포 동향(기술분포, 기술상관)

• 기술발전도(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한 주요 기술의 흐름 파악)

- 각 국가별, 출원인별, 기술분포 별 동향을 통해 기술의 과거의 흐름과 현 위치 및 미래의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 또한, 기술개발이 집중화 되어있는 부분과 상대적으로 미개발 분야를 파악하여 향후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공백이 있는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봅니다.

▶ 주요 Maker들의 기술개발동향 및 권리내용을 살펴보고자 할 때

• 국가별 특허활동(출원건수동향, 국가별 포지션동향, Activity Index)

• 주요 출원인동향(출원건수, 발명자분포, 기업상관, Citation Link)

• 기술분포동향(기술분포, 기술상관)

• 주요 Maker의 권리사항을 분석(구성부위맵, Claim챠트, 분석차트필요)

• 기술발전도(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한 주요기술의 흐름 파악)

- 주요 Maker의 권리사항에 대한 요약서 혹은 요지맵을 작성하여 나열한 후, 유사 권리사항

을 그룹화하여 각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군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권리사항을 정렬합니다.

- 그 군에 통해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공격 

또는 방어여부를 claim 챠트를 통해 파악 가능하도록 하여 그 Maker의 기술수준을 파악합

니다.

▶ 공백기술 및 회피설계 방법을 알고자 할 때

• 국가별 특허활동(출원건수동향, 국가별 포지션동향, Activity Index)

• 주요 출원인동향(출원건수, 발명자분포, 기업상관, Citation Link)

• 기술분포동향(기술분포, 기술상관)

Tip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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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기술 분야에 대한 권리사항을 분석하여 Clustering한 후 공백기술 및 회피설계의 가능

여부 판단(연구원 및 특허담당자와 Co-working시 가능)

• 기술발전도(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한 주요기술의 흐름을 파악)

- 기술 분야별 모든 특허의 요약서를 작성한 후 동일 기술별로 그룹화하여 연구기술 분야의 경중을 

파악(광의의 개념)하고, 형성된 그룹의 특허를 분석하여 회피설계가 가능한지, 공백기술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협의의 개념) 

- 그 군에 형성된 특허에서 기본기술, 개량기술, 필수 개량기술 등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자신의 특허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 무효조사개념의 조사 수행

• Claim분석을 통해 기술수준 및 기술의 위치 파악

• Claim 챠트를 통해 공격/방어 및 Cross-Licensing에 대한 내용언급

• 그 외 그 기술의 주변기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변기술의 경계를 명확히 제공

▶ 특허정보 일반적 분석

• 정량분석 - DATA를 수량적으로 파악

  - 출원건수, 출원인수, 발명자수, 특허분류 수

  - RANKING분석, 추이분석과 연결 

• 정성분석 : DATA를 내용적으로 파악

  - 기술내용과 출원인, 발명자, 특허분류, 출원일 등과 조합

  - 기술내용 상호관계 분석

  - Tempest분석, Matrix분석, 기술발전도분석,  New Entry분석

• 상관관계

  - DATA항목과 DATA항목간의 관계

  - 수량적 : PORTFOLIO분석, 신장율 분석, 신기술 계수 분석 등 

  - 내용적 : 기술상관관계, 기업상관관계, 발명자 상관관계 분석 등

▶ 통계적 접근분석

Tip 특허맵 분석 기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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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 - 건수추이 분석

▶ 출원건수추이 사례 - 1

▶ 출원건수추이 사례 - 2

▶ 출원건수추이 사례 - 3



127제3부 특허맵 작성

정량분석 - 다출원 분석

▶ 레이다맵 사례 - 1

▶ 레이다맵 사례 - 2

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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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포 비율 예

▶ 세부기술별 분포도 - 1

▶ 국가별 다출원 분석

한국

미국

일본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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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 -  ETC ⑴

▶ 상관관계 분석 - 1

▶ 상관관계 분석 - 2

▶ 포트폴리오 분석

[ 기업 상관도 사례 ]

[ H05K 기술상관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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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 -  ETC ⑵

▶ 포트폴리오 분석 예 - 1

▶ 그 밖의 분석 방식

[ 한국의 전산업에서 NT분야의 위치 ]

▶ 포트폴리오 분석 예 - 2

[ 나노플라즈마 표면코팅 기술의 포트폴리오 분석 ]

•그룹 분석

•랭킹 분석

•특허점유율 분석

 •기술발전진도 분석

 •특허경영 분석

 •각종 신장률 분석

 •신기술계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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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통계 (Patent-based Statistics)

 •국가별, 지역별, 기업별 발명활동의 성과를 반영

 •혁신과정의 역동성 반영(혁신과정에서의 협력관계, 기술개발과정 등)

▶ 특허지표(Patent Indicator)

 •특허지표는 혁신시스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을 이해하는데 기여

 •기술 분야,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의 지식의 확산 정도를 추적하는데 이용

 •R&D의 Output, 특정기술 및 산업의 구조와 발전 속도를 측정

 •기술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자주이용

▶ Patent Activity

 ◆ 

  - 특허의 건수추적을 통해 특허의 성장 및 기술영역의 분배를 파악하여 연구주체의 특허 활동을 모니터링 

◆ 

  - 한 년도에서 다른 년도까지의 특허건수 변화를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1년간의 특허건수 변화의 증감을 퍼센트로 표시)

  - 그 회사의 기술의 중요한 부분과 기술진보를 파악 가능합니다.

 ◆ 

  -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건수를 전체건수에서 나눠서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 전체 건수 중 해당회사의 특허건수 퍼센트입니다.

▶ Activity Index (특허활동지수)

 •특정 기술 분야에서 특정 출원인(연구주체)의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 그 값이 1이상이면 그 기술 분야에 특허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반대로 1이하이면 그 기술 분야의 특허집중도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예 > 특정기업의 AI

Tip 특허통계정보(특허지표)

계산식 =
(특정기술분야의 특정출원인 특허건수 / 특정출원인의 전체 특허건수)

(특정기술분야 특허건수 / 전체 특허건수)

A기술 = = 1
(300 / 1000)

(3000 / 10000)
B기술 = = 0.4

(200 / 1000)

(5000 / 10000)
C기술 = = 2.5

(500 / 1000)

(2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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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ation Index
 •미국특허의 Front Page에 나타난 Reference의 Citing과 Cited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쟁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 미국등록특허의 Front Page에 기재된 Reference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기술에 영향력을 끼친 회사

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 

  - 자사의 특허를 향후 자사 혹은 타사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사의 기술에 영향을 받거

나 혹은 유사한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Forward Citation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특허의 Quality는 높다고 판정합니다.

 ◆ 

  - 자사의 특허를 자사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자사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사의 연구개발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 

인용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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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Index - 활용사례 

▶ 국가의 특허전략 - 1

•지속적인 연구개발 - 미국

•최근, 신규 연구개발 진입 – 독일, 캐나다, 스위스

•연구개발이 쇠퇴 – 일본, 영국

▶ 국가의 특허전략 - 2

[ 출처 : 특허청, MEMS(초정밀미세가공기술)특허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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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분석 - 흐름도

정성분석 - 워크시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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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분석 - 요지맵 분석

정성분석 - 권리범위 분석

[ 오염건조시스템 분야의 요지맵 ]

▶ 탄소나노튜브 합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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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흐름도 작성

▶ 기본기술(원천기술)을 찾아라!

 •특허맵 작성 테마의 원천기술은 종래기술 또는 주요 표준안에서 제공되는 권고안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검색기준시 정한 연도제한에서 가장 빠른 특허를 골라도 

무방합니다.

▶ 기본기술을 중심으로 선정된 대표특허를 정리하라!

 •대표특허의 선정은 연구원과 상의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할 경

우, 특허맵 작성자가 보는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선정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① 등록된 특허,   ② 인용이 많이 되어진 특허,   ③ Family가 많은 특허, 

      ④ 해당연도 중에서 유사한 기술을 묶어 가장 출원이 빠른 특허, 

      ⑤ 표준안(권고안)등에서 언급된 특허, etc

▶ 선정된 특허들을 나름대로 기준에 정한 방법으로 표현하라!

 •기술발전도를 표현함에 있어 담당자가 정해진 방법에 의해 이를 표현하면 됩니다.

 예) 연대별 시계열적인 표현, tree형태의 표현, 동심원적인 표현, etc

특허맵 표시 기법

⑴ 그래프표시법  ⑵ FLOW 표시  ⑶ TREE 표시

⑷ RADAR 표시  ⑸ 구성부위표  ⑹ 삼각표시

⑺ 분포표시    ⑻ 벡터표시  ⑼ 아메바표시

⑽ 아나로그표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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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흐름도 ⑴

기술흐름도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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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흐름도 ⑶

▶ 동심원형

▶ 트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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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분석

▶ 뉴엔트리 분석

방형 매트릭스

다이아 매트릭스

▶ 템페스트 분석

▶ 뉴엔트리 분석

정성분석 - ETC



140 KIPRIS 실무활용 가이드

Ch
ap

te
r 0

3
01 PM작성  「크레인 기능 부착형 유압 굴삭기 시스템의 개발」

02 PM작성  「지능형 로봇」

Chap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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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작성  「크레인 기능 부착형 유압 굴삭기 시스템의 개발」
Lesson 

01

연구배경

국내외 현황

▶ 굴삭기로의 크레인 작업은 不法이지만 실제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재해비율은 굴삭기 작업재해의 38%로 매우 높음

▶ 신기능(크레인)이 추가된 굴삭기의 개발이 필요

▶ 국내 현황

 •유압식 크레인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국산화, 독자 모델의 개발사례는 있으나 굴삭기에 

대해서는 검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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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미국

•유압식 크레인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된 

제품은 없으나 필요시 쉽게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

•법규를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중이며 1980년경부터 여러 Maker에서 제품을 내

놓고 있음

연구목표와 내용

▶ 연구목표

 •크레인 기능형 유압굴삭기의 안전 system을 구축하고, 안전성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 연구목표

 •자료조사 (특허 MAP 작성)

JCAS 2205-1998
1998년 6월 26일 정식 제정
(굴삭기 겸용 굴곡 지브식 이동식 크레인의 과부하 제한 장치)

연구목표 신기능 도출크레인 기능 제 품 화➡+

본 연구에서의 특허맵

▶ 검색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건수, 주요 검색어

▶ 자체 기술 분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 핵심특허 정성분석에 따른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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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

주요 검색어

자체 기술 분류

▶ 관련 특허 건수

 •1차 : 국내-40건, 일본-80건

 •최종건수 : 국내-13건, 일본-40건

▶ 분석 프로그램

•PIAS 2(특허청 제공), EXEL

▶ 국내 특허 주요 검색어

•크레인, 굴삭기, 건설기계, 토목기계, 유압 굴삭기, 중장비, 유압 셔블, 셔블 크레인, 굴착

기, 산업 중장비, 유압 삽

▶ 해외 특허 주요 검색어

•

▶ 알고리즘 : 19건, 유압시스템 19건, 작업장치 : 15건

•알고리즘 관련 핵심특허의 90%이상은 일본 특허이며 한국 특허(13건)의 대부분은 유압 시스

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크레인 기능 굴삭기의 기초

기술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관련 특허는 일본 업체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특허의 대부분은 이미 한국에 해외 출원한 내용입니다.

▶ 일본 업체들은 막대한 해외출원 비용을 감수하면서 후발 업체들이 따라 잡을 수 없도록 대부

    분의 특허를 해외출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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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출원현황

연도별 출원현황

연도, 국가별 출원현황

국가분석 국가분석

일본

대한민국

▶ 이 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 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특허출원이 일본을 앞서나 90년대 후반에 역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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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기술분류

출원인 분석 - 1

▶ F15 : 액체압 액츄에이터 - 유체학 or 공기역학일반, 유체수단에 의해 작동하는 계 일반.

▶ G01 : “실제”의 측정계기 이외에 유사 구조의 다른 지시장치 or 기록장치를 포함.

▶ G05 : 일반적 제어방식, 계 및 장치를 포함.

▶ E21 : 지중 굴착(掘鑿), 채광(採鑛)

▶ B66 : 견인장치, 양중장치, 권상장치

▶ E02 : 토사(土砂)의 이송(移送), 기초, 수공(水工)

HITACHI, YUTANI, SHIN CARTERPILLAR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이 기술을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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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분석 - 2

▶ 국내에서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7%, 삼성중공업이 6%, 현대중공업이 2% 차지

▶ 초창기(80년대 末~ 90년대 初) ⇒ 하중을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 관심

크레인 겸용 유압 굴삭기

출원인 : YUTANI HEAVY IND

【과제】 종래 기술의 크레인 겸용 유압 굴삭기로는 부하시 작용력 

검출 수단으로서 , 예를 들면 금속 또는 반도체 등의 strain gauge

를 갖춘 핀 형태 Lord cell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strain gauge

는 그 설치 비용이 비싸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해결 수단】 본 발명의 크레인 겸용 유압 굴삭기의, 붐실린더에 압

력 sensor를 장착하고, 붐 및 암 각도 센서에 의한 각도 검출과 붐 

실린더압 검출을 조합하고 매달은 load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달은 하중이 허용 하중의 일정치를 초과할 때 경보를 내게 

하였다. 

 

핵심 특허의 정성분석을 통한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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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기(90년대 中~ 90년대 末) ⇒ 하중의 정확한 연산/ crane 장치 장착 기구를 개발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관심

크레인 굴삭기의 load 검출 장치

출원인 : SHIN CATERPILLAR MITSUBISHI

【과제】 유압 굴삭기의 작업간의 선단의 bucket 부분에 하중을 매달고 crane

작업을 행한 크레인 굴삭기에 있어, 작업간을 움직인 붐 실린더의 유압에 의

하여 load를 검출 

【해결 수단】 붐 실린더 외에 , 작업상태의 암 실린더, 버켓 실린더의 유압도 계

측한다. 두 유압이 다를 때 암 실린더의 유압에 의하여, 그리고 붐 실린더  및 

암 실린더의 유압이 다를 때 버켓 실린더의 유압에 의하여 load를 검출함. 

 

크레인 사양의 유압 굴삭기에 있어서 하중 연산 방법

출원인 : SUMITOMO CONSTR MACH

【과제】 크레인 사양의 유압 굴삭기에 있어서, 안전 대책 밸브에서 작동유의 누

출이 있던 경우에도, 하중을 정확하게 연산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해결 수단】 attachment의 선단부에 행거 훅을 장착하고, 유압호스 파손시의 

안전 대책 밸브로서 ＨＢＣV (Hose Burst Check Valve)를 구비한 크레인 사

양의 유압 굴삭기에 있어서, 붐 각도와 암각도 및 붐 실린더의 bottom압력과 

rod압력을 검출하고, 각 검출치로부터 attachmentt의 하중과 규격 하중을 연

산할 때에, attachment가 일정 시간 이상 정지 상태가 됐을 때는, 그때까지 연

산한 하중의 연산치를 지지하고 새로운 연산을 중단한다. 

 

크레인 사양의 유압 굴삭기에 있어서 하중 연산 방법

출원인 : SUMITOMO CONSTR MACH

【과제】 crane사양의 유압 굴삭기에 있어서, attachment의 움직임을 정지할 

때에 , 안전 대책 밸브에서 작동유의 누출이 있던 경우나 하중을 증감한 경우 

라도, 하중을 정확하게 연산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해결 수단】 attachment의 선단부에 행거 hook을 장착하고, 유압 호스 파손시

의 안전 대책 밸브로서 ＨＢＣＶ(Hose Burst Ch eck Valve를 구비한 crane 

사양의 유압 굴삭기에 있어서, 붐 각도와 암 각도 및 붐 실린더 의 bottom압과 

rod압을 검출하고, 각 검출치로부터 attachment의 하중과 규격 하중을 연산

할 때에 , attachment가 일정 시간 이상 정지 상태가 됐을 때는 , 그 정지 상태

에서의 하중의 증감을 판별한다. 그 정지 상태에서 하중의 증감이 없을 때는, 

그 때까지 연산한 하중의 연산치를 지지하고 새로운 연산을 중단한다. 한편, 

그 정지 상태에서 하중의 증감이 있을 때는, 하중을 새롭게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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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동향(2000년대 ~ 최근) ⇒ crane장치를 격납 가능하게, 자유롭게 구비할 수 있는 등     

                                           사용자의 취급 편의성 및 굴삭기 자체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 중.

레인 사양 유압 굴삭기의 자동 수평 장치

출원인 : SUMITOMO CONSTR MACH

【과제】 유압 굴삭기로서 사용한 경우에 crane장치 장착 기구가 유압 굴삭기

의 기능을 손상시키어,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고 한 과제가 있다. 또, 그 기구가 

돌이나 암석에 있어, 그 부분을 손상한다고 한 불편함이 생기는 과제였다. 

【해결 수단】 bucket link 안에 수납 가능한 높이의 부재로 된 hook link를 

bucket pin에 회동 자유 자재로 마련하고, 해당 crane 설치 수단이 bucket의 

전방에 돌출한 위치에서 전기 hook link를 고정한 제１고정 수단을 마련하고, 

해당 hook link를 bucket link 안에 전체를 수납 가능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

고, 또한, 수납한 상태에서 해당 hook link를 고정한 제２고정 수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 방법 및 과부하 방지 장치

출원인 : YUTANI HEAVY IND

【과제】 주권계 및 보유계가 매달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고，또한, operator

가 load의 여유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 수단】 주권계와 보유계가 매달고 수단을 구비한 crane에 있어，crane

의 안정도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규격 총 하중의 기준치를 미리 설정하여，

load를 굴삭기의 하중 성분으로 환산해 이 환산치를 굴삭기의 기준치로부터 

감산하는 것에 의하여 굴삭기의 규격 총하중을 구한다. 또는，외부에서 매다

는 것이 가능한 여유 하중을，외부의 기준치의 bass에 근거하여 굴삭기의 하

중 성분으로 환산하고，이 환산치와 굴삭기의 기준치를 비교하고 낮은 쪽의 

값을 선택하도록 한 과부하 방지 방법 및 과부하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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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장치를 구비한 굴착 장치

출원인 : KUBOTA

【과제】 굴착 장치의 bucket link에 crane장치를 격납 자유롭게 구비하기에 

있어, 그 격납 조작, 취출 조작을 간단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 수단】 arm１２에 요동 자유롭게 지지한 bucket 1３과, 이 bucket 

１３을 요동 동작한 bucket cylinder１６을 link ３１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이 link ３１에 대하여 crane 장치 ４０을 축 ２２ 회전에 요동 자유롭게 맺는

다．link ３１에는 지지 pin ３６을 고정하여，이 지지 pin３６의 축심 방향 

Ｘ를 crane 장치 ４０의 요동 방향 Ａ에 대략 따르도록 설정하여, crane 장치 

４０을 요동한 조작에 의하여 hook ４３에 지지 pin ３６을 끼워 관통시키게 

하다．

 

▶ 크레인 기능 굴삭기와 관련된 개발에 있어 초창기(80년대 후반~90년대 중반)안전장치 

알고리즘 개발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 1990년대 중/후반에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중을 정확하게 

연산하고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활발한 개발 진행이 필요합니다.

▶ 최근 기술 동향은 크레인(crane)장치를 격납 자유롭게 구비할 수 있는  사용자의 취급 편

의성 및 굴삭기 자체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선행 기술은 SUMIMOTO, HITACHI를 중심으로 특허가 출원 된 것을 알 수 있으나 

KOMATSU의 특허가 적어 추가 조사/분석 필요합니다.

▶ 선진 일본 특허가 한국에 출원 되어 있어 관련 제품 개발 시 기술 내용을 별도로 숙지하

고 청구범위를 연구하여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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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작성  「지능형 로봇」
Lesson 

02

▶ 로봇기술 마크로 로드맵

▶ 지능형 로봇의 기술 분야별 구성부위 MAP ⑴ 

기술적 로드맵

지능형 로봇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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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은 발전기, 유럽과 미국은 성숙기에 부활기로 재진입 했습니다.

▶ 바퀴형 및 족형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특허출원증가 경향을 보입니다.

▶ 추후 예상되는 특허분쟁의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전략이 필요합니다. 

▶ 지능형 로봇의 기술 분야별 구성부위 MAP ⑵ 

특허분석 결론

Memo

■ 위의 특허맵 사례들은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위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해석과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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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을 확인하려고 전문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는 오류가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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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ROBAT READER 프로그램 설치 방법(기존 파일 삭제 후 재설치)

① KIPRIS 홈페이지 화면 좌측의 ‘부가서비스’ 

메뉴의 관련프로그램설치를 클릭합니다.

② 프로그램 설치안내 페이지 내 프로그램 중 좌

측에 있는 Acrobat Reader의 다운로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③ Adobe Reader 다운로드 화면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Adobe Reader 다운로드 창 상단의 ActiveX 

컨트롤 설치 문구를 클릭합니다.

⑤ ActiveX 컨트롤 설치(C)를 클릭합니다.

⑥ 소프트웨어 설치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

나면 설치(I)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자동으로 Adobe Reader 다운로드가 시작되면 잠시 기다립니다.

⑧ 설치가 완료되면 ‘Download Manager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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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IFF Plug-in 프로그램 설치 방법(기존 파일 삭제 후 재설치)

① KIPRIS 홈페이지 화면 좌측의 ‘부가서비스’ 메뉴의 관련프로그램설치를 클릭합니다.

② 프로그램 설치안내 페이지 내 프로그램 중 우측에 있는 AlternaTIFF Plug-in Program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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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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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address  

입력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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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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공개, 거절, 등록, 소멸 등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KIPRIS 홈페이지의 특허·실용신안 선택 후 화면 상단 우측의 특허용어사전을 이용하면 

지재권 용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출원 : 출원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태

▶ 공개 : 출원이나 등록사실을 일반 공중에게 공표하는 행위(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됨)

▶ 거절 : 심사 중 거절이유가 발견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내리는 최종 판결

▶ 등록 : 심사 결과 부적법한 사유가 없는 경우 특허상표권 등의 권리를 설정한다는 뜻의 의

사표시

▶ 소멸 : 등록권 유지 기간이 끝났거나,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것

▶ 취하 :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원을 철회 하는 것(심사미청구로 인한 취하 포함)

▶ 포기 :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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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을 읽어보다 논문에 인용된 특허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번호를 활용하여 어

떻게 검색할 수 있을까요?

▶ KIPRIS 홈페이지의 특허·실용신안의 항목별검색 선택 후 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건의 내

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10-2003-0068620

▶ 특허번호의 구성 

 •특허를 비롯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 권리들은  출원단계와 공개단

계, 등록단계 등 각각의 행정진행사항을 거치게 될 때,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검색과 조회가   

용이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KIPRIS에서는 특허관련 문헌번호(출원, 공개, 공고, 등록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

여 번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관련 문헌번호는 총 13자리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번호 권리번호 연도 일련번호 자릿값 예시

 출원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10-2002-0012345

 공개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10-2002-0012345

 공고번호 2자리 4자리 7자리 - 10-1980-0001264

 등록번호 2자리 - 7자리 0000 10-123456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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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각의 번호 맨 앞부분 권리번호의 경우, 특허(10), 실용신안(20), 디자인(30), 상표

(40~) 번호에 권리구분을 할 수 있는 번호를 할당합니다.

 제가 출원하고 싶은 상표명이 있는데, 같은 상표명으로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편검색 : KIPRIS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에서 상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반 검색에서 “상표명칭 한정”을 클릭하고, 상표명을 그대로 입력하셔서 간편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분 권리번호 내       용 

 

 
특허 10

 

 

실용신안 20

 디자인 30

 

 
상표 40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이미 발명된 것을 바꾸어서 보다 편리하고 쓸모 있게 만든 것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모양을 만드는 것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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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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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검색 : 좀 더 정확한 조회 결과를 얻고 싶다면, 해당 상품 분류에 한정시킨 상표명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① 상표메뉴에서 항목별 검색을 클릭한 후, 상품분류 항목 우측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지정상품조회 입력창에 치약을 입력한 후, 이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③ 상표명과 선택된 상품분류코드가 입력된 것을 확인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④ 검색실행 후 ‘검색결과보기’ 창에서 명칭 확인 후 출원번호를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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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에 대한 권리 소멸일 또는 연차료 납부 등의 사항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 실용신안 제 219386호의 등록 정보 확인 방법

 ① 실용신안 등록번호를 아래 그림과 같이 [번호입력]란에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② 검색 결과 화면인 [간략정보보기] 창에서 2020000026691 또는 저조도용 수중 카메라  

 장치를 클릭합니다. 

③ [상세정보보기] 창 상단의 “등록사항“을 클릭하면 해당 결과의 등록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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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해외에서도 해당 기술로 등록된 특허가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하

더군요. 해외 특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KIPRIS에서는 2011년 9월부터 현재 제공하는 미국, 유럽, 일본, PCT, 중국, 영국, 프랑스, 독

일 이외에 캐나다, 호주, 대만, 러시아 특허데이터를 추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① KIPRIS 홈페이지 상단 해외특허 메뉴 항목별 검색을 클릭합니다.

② 검색을 하고자 하는 국가와 번호, 키워드, IPC분류 등을 입력합니다.

③ 각 국가별 해당 특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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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휴대폰에 관한 특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KIPRIS에서 매일 검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쉽고 빠르게 신규 특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KIPRIS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번 검색을 하지 않고 관심특허를 등록하

여 검색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관심특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의 관심특허서비스를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권리에 따른 공개일자, 공고일자, 출원일자 등을 선택하여 더 쉽고 빠르게 해당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KIPRIS 홈페이지 상단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나의 관심특허 센터를 클릭합니다.

② 나의 관심특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원하는 검색식을 입력 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③ 해당 특허 정보를 원하는 주기별로 선택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의 관심특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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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에서 행정처분별 검색이 가능한가요?

▶ KIPRIS ‘특허실용’ 검색의 ‘항목별검색’ 코너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① KIPRIS 검색 메뉴 중 “특허실용”의 [ 항목별검색 ]을 클릭합니다.

② 항목별검색 화면 상단의 “출원/등록상태” 우측 “    ”을 클릭하여 등록을 선택하고, 하단의 

 “자유검색”란에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행합니다. 

③ 검색실행 후, 간략정보보기 창에서 검색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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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이 OOO인 출원을 검색하고 싶습니다.

▶ OOO이 출원한 특허 내용 확인은 특허·실용신안 항목별 검색의 [출원인이름/코드/주소] 항목

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① KIPRIS 검색 메뉴 중 “특허실용”의 [항목별검색]을 클릭합니다.

② 검색항목 중 [출원인 이름/코드/주소] 입력란에 해당 출원인명 또는 출원인코드를 입력합니다. 

      ※ 우측 돋보기 아이콘을 통하여 출원인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③ 검색실행 후, 간략정보보기 창에서 검색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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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중 불필요한 단어가 포함된 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불필요한 단어를 제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키워드 입력 항목에서 ‘NOT연산자(!)’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NOT연산자(!)’란 입력한 검색어를 제외한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연산자로 이 때 연산

자의 의미상 AND연산자(*)와 함께 사용하여야 올바른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가령 ‘침대’에 대하여 검색하려고 하는데 검색결과에 침대와 관련 없는 자료의 대부분이 ‘받침

대’라는 단어를 포함할 경우, ‘받침대’단어 앞에 ‘NOT연산자(!)’를 사용하면 원하는 자료를 찾기

가 쉽습니다.

① ‘항목별검색 > 발명의 명칭’항목에 

‘침대’를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받

침대’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② ‘발명의 명칭’ 입력란에 ‘침대＊!받

침대’를 입력하여 재검색하시면 ‘받

침대’ 관련 자료를 배제시킬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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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 검색 후 총 121개의 검색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초록과 청구항만따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특허실용 검색 후 [간략정보보기] 창 상단의 “온라인 다운로드”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① 온라인다운로드 창에서 우측의 다운로드할 항목에 “초록, 대표청구항”을 추가 지정합니다. 

② 우측의 다운로드 형식을 “텍스트”로 지정한 후 선택완료를 실행합니다.

  ※ 09:00~19:00시간대는 1회 최대 100건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합니다.

③ 다운로드 저장완료 후 텍스트를 확인하면 우측과 

같이 원하는 부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65특허검색 상담사례

 일본 공개특허번호 1993-272227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KIPRIS에서 검색
이 가능한지요?

▶ KIPRIS “특허정보검색“ 메뉴의 “해외특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KIPRIS 상단 메뉴 중 [해외특허]의 [항목별검색]을 클릭합니다.

② 항목별검색의 상단에 있는 ‘국가선택’ 란에서 □일본PAJ(JP)을 선택합니다.

③ 검색항목 중에서 “공개번호(OPN)” 란에 “05272227”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일본특허의 경우 연도 대신 연호를 이용하여 검색하므로, 1993년도에 해당하는 일본의 연호 

05(平成5)를 입력합니다.

④ 검색결과보기 창에서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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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A 발간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특한국특허영문초록(KPA)은 국내 공개특허 및 등록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발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특허는 발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외국인출원 PCT 공개특허 및 등록특허 

- KPA는 국내 공개특허 및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출원인 국적을 기준하여 작성합니

다. 국내 공개특허 및 등록특허 중에서 내국인에 의한 출원 건은 모든 건을 작성하지만, 외국인

에 의한 출원 건은 다시 분류하여 PCT출원이 아닌 건만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출원인

의 PCT출원 건은 KPA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공개특허의 KPA가 이미 작성된 등록특허 

- KPA는 발명에 대한 요지를 영문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동일 출원 건에 대하여는 두 번 작성하

지 않으므로, 공개특허의 KPA가 존재할 경우에는 등록특허 공고에 따른 별도의 KPA를 작성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출원 건마다 하나의 KPA만 존재합니다. 

③ 1999년 이전에 공고된 외국인 등록특허 

- 1999년 이전에는 내국인 등록특허만을 대상으로 KPA를 작성하였으므로 현재 1999년 이전의 

외국인 등록특허는 KP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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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된 상표의 거절이유를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 자세한 거절이유는 당해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견제

출통지서” 내용은 KIPRIS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해

당 서류의 사본을 신청하시거나, 특허청(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

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란 당해 출원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 

출원인에게 해당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특허청에

서 발송하는 통지서입니다. 

① 특허로(www.paten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서발급 >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신청서식 하단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류사본)” 우측의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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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하여 서류등초본교부신청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합니다.

④ 신청서류란 우측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서류 선택 창에서 “통지서”를 선택합

니다.

⑤ 서류등초본교부신청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을 클릭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증명서발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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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구상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 특허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특허로 이용) 특허 행정처리상황의 경우 www.patent.go.kr 홈페이지 상단 ‘My 특허로’ 메

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KIPRIS 이용) KIPRIS를 통해서도 해당 건 검색 후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정보를 클릭할 경우, 행정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존속기간(예정)만료일, 특허권 이전 사항, 

등록료 납부 내역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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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원서에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려 대

상이다. ③ 특허법상 도면은 명세서의 일부가 아니다. ④ 요약서가 첨부되

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보정되지 않더라도 거절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⑤ 요약서에만 기재된 기술내용도 공개된 경우 선행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면은 

명세서와는 별도로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이다.

특허법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허출원서에는 출원구분(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 출원 여부 표시), 출원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 필수 기재 사항 이외

에 대리인 관련 사항, 우선권주장여부, 공지예외규정 적용여부, 심사청구여

부 등 선택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④의 대표도면은 요약서에 기재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특허법 제2장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법 제 29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중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되

어 있으며, 특허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및 작성 방법 등 특허출원서 작성 일

반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42조에 규정 되어 있다.

③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다른 경

우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을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일치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명의 명칭이 부적합한 것은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

는다. ⑤ 발명의 명칭이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상세한 설명이 부적합한 경

우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발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발명의 목적)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명세서 전체로 보아 당업자가 그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기재불비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명의 과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로부터 당

업자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에 해당 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④ 종속항이란 다른 항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내용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

하는 항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①, ⑤항은 종속항

이라 할 수 없다.

청구항은 명세서와 별도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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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

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

능하게 된 발명

출원발명이 특허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출원발명과 

특허발명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거절된 출원발명의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

라 볼 수는 없다. 다만 출원발명과 특허발명이 균등관계를 이루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서평 등의 발행시기로부터 당해 간행물의 반포시기를 고려하여 반포된 것으

로 추정한다.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하된 것과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

성이 없다.

발명의 불실시기간은 진보성 판단시 긍정적으로 고려된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란 출원시에 있어서 당해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 

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

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득하고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이다.

복합 기술 분야의 있어서의 당업자는 각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의 팀으로 구

성된 상상의 인물이다.

선행기술조사 절차 : 기술내용파악 → 조사범위 결정 → 검색식 작성 → 검

색 및 결과 검토 → 보고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출원 비용과는 관련이 없음

선행기술조사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안에서 [고품질], [객관성]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툴을 사용해 조사를 하면 [효율성]이 

있는지, 즉, 특허성 판단에 충분한 선행기술문헌을 가장 짧은 시간에 찾는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유효성 조사 - ㉮ 다른 사람의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

한 조사

①

①

①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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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에서 2011년 9월 부터 미국, 유럽, 일본, PCT,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외에 캐나다, 호주, 대만, 러시아 특허데이터 검색할 수 있음

KIPRIS의 「해외특허검색」에서는 전문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음

답 : (1) 1020060134445     (2) A42C5/02, A42C5/00

▶ 검색 예

⑴ KIPRIS 「항목별 검색」의 검색범위로 “특허”, “실용” 모두 선택

⑵ 발명의 명칭 항목에 “모자”를, 초록 항목에 “음이온+자석+자성+자력+마그넷”을 

입력

⑶ 검색 건의 도면과 내용을 확인하고 동일한 건을 추출하여, 공개번호와 IPC 확인

답 : 460건

▶ 검색 예 : KIPRIS 「항목별 검색」의 출원일자 항목에는 “20000101~20021231”

을, 출원인 이름/코드 항목에는 주식회사 코오롱에 대한 출원인 코드(우측 을 클릭

하여 “코오롱”을 입력한 다음, 검색된 이름 중에서 해당하는 출원인 코드를 조회)인 

“119980038136”을 입력한 다음, 검색 실행

※ 출원인 코드로 검색을 실행하여 다양한 표기방식(주식회사 코오롱, (주) 코오롱,  
코오롱 주식회사)으로 발생하는 인한 검색누락과,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 
(코오롱제약, 코오롱마트, 코오롱패션...) 검색으로 인한 불필요한 정보의 검색을 방지

답 : 염료-함유 유기-무기 혼성 물질을 방출층으로서 갖는 전자발광소자

▶ 검색 예

⑴ KIPRIS 「항목별 검색」의 검색범위에서 “특허”를 선택하고, 출원/등록상태에서 

“등록”을 지정

⑵ IPC분류(IPC) 항목에 “H05B33/14*C09K11/06”, 출원일자(AD) 항목에 “2000”

을 입력한 후, 검색 실행

PART
 02 



제1부 특허정보 입문찾아보기 173

 

간행물 32

거절 154

건수추이분석 126

검색식작성 58

검색전략 수립 54

공개 154

관련도 70

국제특허분류 84

권리번호 83

기술 흐름도 137

기술분류 120 

다출원분석 127

도면 17

독립항 24

등록 154

마쿠쉬타입 25

명세서 12, 14

문헌번호형식 83

발명의해석 51, 52

선출원주의 44

선택발명 39

선행기술 43

선행기술조사 22

설명서 14

소멸 154

수치한정발명 39

신규성 29, 34

연산자  81

요약서 13, 22 

우선도 54

인용발명 30, 66

인터넷기술공지 89

재검색 64

잽슨타입 25, 30

조사보고서 68

종속항 24

주변한정주의 25

주지기술 32

중심한정주의 25

진보성 36

청구범위 18, 21, 24, 26

출원 154

출원서 11



취하 154

키워드검색 59, 60

통합검색 80

퇴보발명 40

특허맵(PM) 117

특허분류 61, 62

특허용어사전  154

포기 154

프로그램설치 79

해외특허 90

화학물질검색 58

회원가입 79

131, 133

79, 152

연산 81

132

62

132

132

84

166

연산 81

연산 81

연산 81

131

64

132

79,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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