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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주요 제공기능

□ SEARCH

o 공통기능

일부 기능 중 개인화 기능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로그인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검색 및 열람, 저장, 인쇄는 로그인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공통 동의어사전 사용자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저장
해두는 개인 사전 기능 O

공통 유사검색식 사용했던 검색식 중 찾고자 하는 검색식을 포함하고 있
는 검색식 O

공통 내검색식 최근 이용검색식 또는 사용자가 저장한 검색식을
조회하는 기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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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마이폴더 검색 결과를 저장하여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는 기
능 O

공통 온라인 다운로드 검색 결과에 대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 O

공통 나의관심특허 관심있는 권리의 검색식을 미리 저장하고 매일 또
는 매주 검색식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는 기능 O

공통 검색식 저장 검색 후 해당 검색식 저장 O

공통 찾아가는
특허서비스

기관 또는 업체 홈페이지에 특허검색창을 제공하
여 해당페이지에서검색및조회기능 O

공통 일반검색 간단한 단어나 번호, 검색식을 이용한 검색 X

공통 스마트검색 명칭, 번호정보, 일자정보, 인명정보 등 검색항목
을 이용한 검색 X

공통 검색히스토리 권리별 최대 10개의 최근 검색어 저장 X

공통 상세보기 특허정보의 서지, 공보, 등록정보 등 자세한 정보 열람
제공 X

공통 정렬기능 검색결과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오름/내림
차순 정렬 X

공통 보기방식 검색 결과에 대한 열람 방식 선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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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실용신안

조건별 통계정보 및 구글 연계 검색, 기계번역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특실 분류통계 검색결과에 대해 조건별로 분류된 통계정보 제공 X

특실 구글특허 단어 검색어에 대해 구글 특허에 연계한 미국특허
제공 X

특실 IPC 조회 국제분류특허(IPC) 코드, 내용 검색 X

특실 실시간 자동번역 한영 실시간 기계 번역 X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공통 선택보기 검색결과에 대해 특정건만모아서 보는 기능 X

공통 환경설정 각 권리별 추가 항목에 대한 설정 X

공통 엑셀저장 검색 결과화면을 엑셀 파일로 저장 X

공통 실시간
인기검색어 하루동안 검색이 많이 된 단어목록 제공 X

공통 최근 본 OOO 검색결과에서 상세보기를 한 항목 제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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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검색도움말 권리별 검색방법 도움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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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통계현황 권리별 자료축적현황 및 각 일자별 통계 제공 X

공통 정보화사업소개 특허청이 운영하는 정보화 사업 소개 X

공통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내외 특허 검색사이트 및 각국 특허청과 유관기관 링
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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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자인

상세보기 시 출원인이 제출한 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일괄보기
기능 등 제공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디자인 디자인분류코드
조회 디자인분류코드, 물품명 검색 X

디자인 형태분류코드
조회 디자인 형태분류코드, 물품명칭 검색 X

디자인 물품별 부분명칭
조회 물품별 부분명칭 조회 X

디자인 국제분류 검색 국제분류 대․소분류 조회 X

디자인 물품명칭 검색 물품명칭영문 검색 X

o 상표

소리·냄새상표 및 각 표장에 대한 검색 지원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상표 상표완전일치
검색 검색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표만 검색 X

상표 상품분류조회 국제분류, 지정상품 검색 X
상표 유사군코드조회 명칭, 류구분, 유사군 검색 X

상표 도형(비엔나)
코드조회 도형설명에 따른 코드 검색 X

o 해외특허

해외 국가별 특허검색가이드 및 기계번역 제공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해외
특허

해외특허
검색가이드 해외 국가별 검색사이트 검색 방법 안내 X

해외
특허

국가별분류
코드조회 CPC, UPC, EPC, FI, F-Term 검색 X

해외
특허 실시간 자동번역 영한, 일한 실시간 기계 번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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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상표

해외 국가별 상표검색 가이드 제공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해외
상표

해외상표
일본어입력기

일본어 입력기를 통한 상표 명칭 검색 및 자유검색
제공 X

o 해외디자인

해외 국가별 디자인검색 가이드 제공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해외
디자인

해외디자인
일본어입력기

일본어 입력기를 통한 물품 명칭 검색 및 자유검색
제공 X

o 통합검색

권리
구분 기능 명칭 기능 설명 로그인

여부

통합
검색 추가제공정보

특허 및 디자인, 상표 정보 외에 NDSL(과학기술정
보통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IP-NAVI(지재권분쟁정보포털사이트)의 추가정보 제
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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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용매뉴얼

ⅠⅠ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시작하기

가. 키프리스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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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프로그램 설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한 검색 및 결과 열람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
사양과 응용프로그램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 화면해상도 1,280 x 1,024 이상
- Internet Explorer 9.x이상 또는 파이어폭스, 크롬 등

공보 열람을 위해서는 PDF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야 합니다.

※ 일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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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이런 경우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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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국내 특허·실용신안 검색

가. 국내 특허·실용신안 검색하기

 (1) 일반 검색

일반검색은 특허·실용신안 첫 화면에서 간단한 검색어나 번호, 검색식
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의 화면 상단에서 SEARCH의 특허·실용신안을 클릭(①)하여
검색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홈페이지 중앙 검색창에서 권리를 특허·실용
신안으로 변경(②)하고 검색식을 입력(③)하여 검색하세요.

펼치기를 통해 복잡한 연산식이나 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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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마트 검색

스마트검색은 발명(고안)의 명칭, IPC분류, 공개번호, 공개일자, 출원
인 등 총 23개의 다양한 검색항목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검색항목 중 번호정보, 일자정보, 직접입력정보, 이름/번호/주소
등으로 그룹화여 찾기가 편리합니다.

그룹명의 우측 도우미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한 입력을 위한 도우미창
이 열립니다.

각 항목 옆에 있는 'AND' 또는 'OR' 탭을 선택하시면 'AND'선택 항
목이 모두 'AND' 연산자로 연결되고 'OR'선택 항목이 모두 'OR' 연
산자로 연결되어 'AND'연산과 'OR' 연산이 'OR'검색 됩니다. 즉 발
명의 명칭과 초록에 항목을 'AND'로 선택하고 출원인과 발명자에
'OR'항목을 선택하면 (발명의 명칭'AND'초록)'OR'(출원인'OR'발명자)
로 검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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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검색의 검색항목별 설명입니다

① 권리구분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처분 : 거절, 등록 등 찾고자 하는 출원/등록상태를 선택합니다.

전체 모든 범위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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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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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특허등록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한 상태
무효 출원 또는 등록된 상태에 대하여 특정 사유로 인해 그 권리나 행위가 무효화 된 상태

취하 출원한 특허가 등록되기전 여러 사유로 인하여 출원이 취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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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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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유검색(전문) : 일반검색과 동일하게 검색식을 입력하면 특허(실
용신안) 전문을 대상으로 검색합니다.

※ 검색어확장 : 자유검색에 한 단어의 검색어 입력 시 사용가능하며 동의어,

관련어, 번역어의 시소러스 단어를 추가하여 검색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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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PC :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으며 코드를 모를 경우에는 도우미 버튼을 눌러
IPC 코드 및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 IPC시소러스 : 의견제출
통지서에 첨부된 인용문
헌으로부터 추출한 IPC
코드와 심사건의 IPC코
드와 매핑하여 유사한
IPC 데이터 정보를 제공
합니다.

⑤ CPC : 유럽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분
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으
며 코드를 모를 경우 도우미 버튼을 클릭하여 CPC 코드 및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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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번호정보 :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직
접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공고번호, 공개번호는 권리(2자리)-출원년도(4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
됩니다.
[검색 예]
출원번호가 10-1999-0001234(특허 제1999-1234호)를 찾고자 하는 경우

10-1999-0001234 ?-1999-0001234 10-?-0001234
?-?-0001234 1019990001234

위와 같은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하며 공고번호, 공개번호도 같은 방법으로 검
색이 가능합니다.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됩니다.
[검색 예]
등록번호가 10-1999-0001234(등록특허 제1234호)를 찾고자 하는 경우

10-0001234 ?-0001234 1000012340000

위와 같은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번호 / 국제공개번호는 국가코드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검색 예]
국제출원번호가 PCT/US/2002/019728을 찾고자 하는 경우

PCTUS2002019728 PCT/US/2002/019728

국제공개번호가 WO 1999/24495를 찾고자 하는 경우

WO199924495 WO 1999/24495

공백과 특수문자를 제외하고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는 “절단자” 연산자로 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을 경우 나머지 번호에 대해 전체
검색을 합니다.

⑦ 일자정보 : 공고일자, 출원일자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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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예]
일자가 2010년 5월 8일인 경우 : 20100508
일자가 2010년 5월인 경우 : 201005
일자가 2010년인 경우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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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직접입력 : 검색식을 발명(고안)의 명칭, 초록, 청구범위, 존속기간연
장공보의 해당 검색항목으로 한정하여 검색합니다.

⑨ 이름/번호/주소 :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등록권자명에 대하여
검색합니다.

※ 인명검색의 경우 동명이인이 많아 검색이 어려운 경우 특허고객번호 검색을 이
용하여 검색해보세요. 특허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입력창 옆의 도우미 버튼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발명자는 별도의 특허고객번호를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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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국가 R&D연구정보 : 연구부처명, 주관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
제명으로 검색합니다.

⑪ 초기화 : 현재 스마트 검색 창의 모든 항목을 지웁니다.

⑫ 검색정보입력도우미 : IPC 조회, 번호검색·일자정보 입력 도우미,
이름/코드/주소 조회창을 띄웁니다.

⑬ 검색하기 : 입력한 스마트 검색창의 정보를 가지고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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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장 검색

검색식(검색어, 연산자 결합) 작성없이 문장 및 번호(출원,등록,공개)를
입력하여 유사한 선행기술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검색기능입니다.

입력된 문장 또는 해당 특허문서(번호검색 시)에서 주제어를 추출하여
주제어를 바탕으로 유사한 선행기술 정보를 검색하여 줍니다.

1. 검색대상

현재 문장검색의 경우 국내 특허실용신안, 일본 특허실용신안 번역문,
아이디어 공모전 3가지 정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개번호, 등록번호, 출원번호, 문서내용 4가지 항목
으로 검색 가능

일본특허․실용신안번역문 출원번호, 문서내용 2가지 항목으로 검색 가능
아이디어 문서내용으로 검색 가능

2. 검색범위

출원일자, 등록일자, 공개일자의 경우 검색범위 제한을 위해 사용되는
항목으로 날짜만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며, 검색범위 지정을 위한 항
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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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내용 검색 방법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서 의미있는 핵심 주제어를 추출하여, 다른
문서들의 핵심키워드와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위 100개의 특허문
서를 보여줍니다.

* 문서내용 검색의 경우 문장길이는 최대 20,000자 이하로 검색 가능
하며, 최소 200자 이상 입력하셔야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번호 검색 방법

번호 입력을 통해 해당 특허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주제어를 추
출하여, 대상건과 유사도가 높은 특허문서를 검색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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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색결과 화면

검색결과의 경우 유사도가 높은 상위 100건의 데이터만 제공합니다.

또한, 검색결과의 발명의 명칭 끝부분에 입력한 문장과 해당건의 유
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보여줍니다.

- 문장검색(국내 특허실용신안) 결과화면

- 문장검색(아이디어)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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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보기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① 검색결과를 보는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기종류 서지정보 초록정보 도면정보

㉠ 기본보기 O X 대표도면

㉡ 초록함께보기 O O 대표도면

㉢ 대표도면보기 X X 대표도면

㉣ 도면일괄보기 X X 모든 도면

㉠ 기본보기 – 서지정보와 대표도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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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함께보기 - 서지정보와 초록을 보여줍니다

㉢ 대표도면보기 – 검색된 문헌들의 대표도면만을 모아 보여줍니다

㉣ 도면일괄보기 – 특정 문헌의 도면정보를 모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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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색결과에 대해 편의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명칭 내용 사용법

선택보기 검색 결과 중 몇 개 항목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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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저장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엑셀저장 버튼 클릭 후 저장위치 지
정

인쇄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현재 페이지를
인쇄하는 기능

프린터 연결 및 온라인 상채 확인 후
인쇄버튼 클릭

환경설정 검색결과에 선택정보를 추가하여 함께
보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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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환경설정 화면

③ 한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양이 너무 적으신가요? 페이지당 보여지는
검색 건 수를 30건, 60건, 90건으로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19 -

④ 검색된 특허(실용신안)의 건수를 나타냅니다.

⑤ “결과 내 재검색”을 체크하고 다시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어 검색
하면 이전 검색 결과에 추가된 검색어를 포함한 검색식을 만들어 검
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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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색결과 활용하기

① 권리구분 : 권리구분(특허, 실용)을 선택하여 재검색합니다.

② 정렬 : 검색결과 내에서 원하는 정보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 1차, 2차로 나누어서 교차 정렬을 할 수 있으며 오름 또는 내림차순을 선택하
여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정렬값)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IPC,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우선권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자,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③ 행정처분 : 행정처분상태를 선택하여 재검색합니다.

※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공개, 전체의 8개 항목 중 선택(복수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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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류통계 : 특허·실용신안 결과화면에서는 검색결과를 조건별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 분류통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계 기능은 등록년도, 공개년도, 출원년도, IPC분류, 출원인 등
의 조건에 맞게 검색되어진 결과들을 분류하여 볼 수 있어 각종
통계자료 작성이나 상세검색시 활용하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 분류통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결과 화면 좌측의 분류통계 영역에
서 해당 분류 우측의 선택을 클릭하면 조건별 상위 20위 정보 및 수치가 나
타납니다. 원하는 대상을 클릭하면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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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색결과 상세보기

검색결과 목록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해당 건에 대한 상세정보, 공개(공고)전문, 등록사항,
통합행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검색목록에서 다른 검색문헌을 선택하여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② 기본적으로 보여질 화면이 상세정보인지 최종공보인지 선택하는 기능
입니다.

③ 해당 건의 DOI 및 QR코드, SNS 연계버튼을 통하여 정보를 게시 및
공유 할 수 있습니다.

④ 특허정보의 항목전체인쇄, 인쇄하기(현재페이지), 오류신고, 도움말 페
이지로 이동됩니다.

⑤ 상세보기 내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세정보, 공개전문, 공고전문, 등
록사항, 심판사항, 통합행정정보로 구분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는 해당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⑥ 대표도면을 새창으로 크게 열 수 있습니다.

⑦ 검색결과 전체 항목을 기본보기/확장보기로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본보기는 출원번호만을 보여주며, 확장보기는 법적상태, 출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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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을 보여줍니다)
 (1) 상세정보

   해당 특허 실용신안 문헌에 대하여 서지정보, 인명정보, 행정처리,
청구항, 지정국, 선행기술조사문헌, 패밀리정보, 국가R&D 연구정
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정보 발명(고안)의명칭, 초록, 기술분류, 번호, 일자, 인명정보, 대표도면등
인명정보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최종권리자
행정처리 행정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청구항 청구항 정보
지정국 국제출원시 지정국가

선행기술조사문헌 심사시 조사된 선행기술문헌번호(국내문헌은 바로 열람 가능)
패밀리정보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R&D연구정보 해당문헌과관련된연구사업의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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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 행정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선행기술조사문헌 - 심사시 조사된 선행기술문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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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정보 -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상세보기 패밀리정보에서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서비스 제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OPD 서비스 바로조회 버튼을 제공합니다.

※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 One Potal Dossier)란?

패밀리 출원건에 대한 주요 해외청의 심사진행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IP5(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특허청의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등 모든 심사진행 문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합심사정보 버튼 클릭시 IP5에 대한 통합심사정보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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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 버튼 클릭시 각 패밀리 번호에 대한 통합심사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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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개전문, 공고전문, 정정공고

공개전문-권리에 대한 요약, 청구항,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공보에 기재된 사항 중 누락이 있는 등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하게
되는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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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사항, 심판사항, 통합행정정보

등록사항-권리와 권리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사항-해당 권리에 대한 심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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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행정정보-해당 권리의 행정처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중간서류철 6종(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거절결정서, 의
견서, 보정서, 출원서), 상표 3종에 대하여 원본보기를 통해 원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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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색관련 부가서비스

검색 중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일
부 서비스는 이용을 위해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① 동의어사전 : 이용자가 만드는 개인 사전입니다. 평소 유사
단어를 등록하고 필요시 등록된 단어를 특허검색에 활용할 수 있습
니다. 이용자가 등록한 단어는 타인이 볼 수 없으며 이용자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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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사검색식 : 이전에 검색했던 검색식 중 찾고자 하는 검색
어를 포함한 검색식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유사검색식

③ 내검색식 :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장된 “최근 검색식”과
이용자가 별도로 등록한 검색식을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검색식은 로그인 후 검색한 30건까지 저장합니다. 30건이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검색폴더에 저장하셔야만 합니다.

내검색식

④ 한글-영어 : 통합 검색창에 입력한 한글 키워드를 영단어 키워드로
변환하여 한글과 영단어 키워드를 함께 검색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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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색식 저장 : 방금 실행한 검색식을 저장하고 다음 기회에
①번의 ‘내검색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⑥ 마이폴더 기능은 검색 후 검색 결과를 저장하여 다음 기회에 검색
없이 검색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하나의 폴더에는 최대 3,000건
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 마이폴더 보기 : 마이폴더 내 저장한 문헌을 볼 수 있습니다.

※ 마이폴더 저장 : 검색 결과를 지정하여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 검색 후 검색 결과의 발명(고안)의 명칭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마이폴더 저장을 눌러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마이폴더 전체저장 : 검색 결과 전체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 검색 건수가 3,000건이 넘으면 저장되지 않으며 저장 건수에 따라 저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이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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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온라인 다운로드 : 검색된 문헌을 선택하여 텍스트 또는 엑

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파일형식은 워드패드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또는 선택항목이 많을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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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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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생성이 실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저장항목이나 다운로드 건

수를 조절하셔서 다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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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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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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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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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태, 관련출원번호, 초록, 청구항, 번역문제출일자(이상 31개항)

온라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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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부가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용 중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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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용어사전 : 지재권용어에 대한 풀이 및 기술용어에 대한 영문
표기를 제공합니다.

특허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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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견수렴 :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 및 의견제시를 접수합니다.

의견수렴

④ 통계현황 : 권리별 자료축적현황 및 각 일자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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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국내 디자인 검색

가. 국내 디자인 검색하기

① 유형 : 검색하고자 하는 디자인 유형을 선택하며 검색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 선택되어야 합니다.

유형 구분 유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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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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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사 및
부분 외 디자인) 유사 또는 부분 디자인 외 기타 디자인이며 통상적인 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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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명칭 : 검색하고자 하는 디자인의의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항목입니다.

③ 분류정보 : 한국분류, 형태분류, 국제분류의 코드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류정보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도움말 버튼을 눌러
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분류 구분 분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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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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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류
2014. 7. 1.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0판)을 사용하며 로카르노 분류 10판은 2013년
6월 발행된 최신판으로 32개류 219개군에 7,157개 물품목록을 포함

한국분류의 13개 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제조식품 및 기호품 H : 전지전자기계기구 및 통시기계기구

B : 의복 및 신변 J : 일반기계기구

C : 침구, 조리용구 등 생활용품 K : 산업용기계기구

D : 주택설비용품 L : 토목건축용품

E :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M : 직물지 등 기타의 기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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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운수 또는 운반기계

④ 검색정보입력도우미를 통해 분류, 번호, 일자, 이름 등의 코드 정보와
함께 물품별 부분명칭 검색이 가능합니다.

물품별 부분명칭 사전 검색창 물품에 대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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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보기

보기방식은 검색 결과 상단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기본보기, 초록함께

보기, 대표도면보기, 도면일괄보기 4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보기

검색 결과에서 특허 정보와 대표도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창작의 요점 정보와 해당되는 주요 공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초록함께보기

검색 결과에서 서지정보와 창작의요점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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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도면보기

검색 결과에서 각 건별 대표도면만을 모아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4. 도면일괄보기

건별 모든 도면 정보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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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색결과 활용하기

디자인 유형, 정렬, 행정처분 항목으로 원하는 결과만을 재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41 -

라. 상세 보기

검색된 디자인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검색목록에서 다른 검색문헌을 선택하여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② 기본적으로 보여질 화면이 상세정보인지 최종공보인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③ 디자인정보의 인쇄하기, 오류신고,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④ 해당 디자인 건의 모든 도면 정보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대표도면을 새창으로 크게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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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국내 상표 검색

가. 국내 상표 검색하기

① 권리구분 : 상표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리구분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선택되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권리 구분 권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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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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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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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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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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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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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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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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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한 것 중 지정국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것
예) COACH, FILA, GUESS, YVES SAINT LAURENT

※ 상표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표(41), 상표/서비스표(45)는 2016년 9월 1일 이후
출원건에 대해 검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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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형 : 상표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선택되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 상표 유형 :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문자, 도형복합, 소리상표, 냄새상표,
일반상표, 색체상표, 색채만으로된상표, 입체상표, 색체결합, 입체상표․색채
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 기타 시각적으로 인식

불가능(이상 16개)

※ 소리상표, 냄새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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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비시각적인 상표 특성에 따라 상표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내용으로 

상표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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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분류정보 : 상품분류, 유사군, 지정상품, 도형코드(비엔나)의 코드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분류정보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도움말
버튼을 눌러 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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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검색의 스마트 검색에서는 상표명칭 옆 ‘완전일치검색’을 체크하여

검색어와 일치하는 단어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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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7,951건이 검색되었으나 완전일치검색으로 검색한

경우에는 상표명칭이 ‘사랑’인 38건만 검색되는 것을 볼 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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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보기

보기방식은 검색 결과 상단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이미지보기, 대표

도면보기 2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미지보기

검색 결과에서 특허 정보와 대표도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① 행정처리 상태와 발명의 명칭(국,영문)입니다. (행정처분 :출원, 거

절, 소멸, 취하, 공고, 등록, 무효, 포기)

② 대표도면입니다. (가로 세로 100픽셀의 크기이며, 클릭했을 경우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10가지의 대표 정보입니다. (상품분류,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도형코드)

④ 를 클릭하면 해당 공보 바로가기로 연결됩니다.

2. 대표도면보기

검색 결과에서 각 건별 대표도면만을 모아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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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색결과 활용하기

상표 유형, 정렬, 권리구분, 행정처분 항목으로 원하는 결과만을 재검
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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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색결과 상세보기

검색된 상표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검색목록에서 다른 검색문헌을 선택하여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② 기본적으로 보여질 화면이 상세정보인지 최종공보인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③ 해당 상표의 검색 명칭이 표기 됩니다.(검색 명칭은 참조용이며 상
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모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④ 항목전체 페이지 인쇄를 통해 상세 정보에 해당하는 서지, 인명,
비엔나코드, 행정처리, 지정상품을 한번에 인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하기, 오류신고, 도움말 기능을 제공 합니다.

⑤ 상세보기화면은 상세정보, 출원공고, 등록공고, 등록사항, 심판사항
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해당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⑥ 대표도면을 새창으로 크게 열수 있습니다.

⑦ 출원공고 및 등록공고 전문이 있을 경우 해당 버튼을 이용하여 공
고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 합니다.

⑧ URL복사를 통하여 상세보기 화면으로 접근 가능한 공개용 축약
URL을 복사할 수 있으며, 각 SNS 로고 버튼을 통해 접근 URL
및 정보를 이용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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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국내 심판 검색

가. 국내 심판 검색하기

① 당사자 구분

구 분 설 명
결정계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청구하며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
당사자계 권리자 또는 관련된 당사자가 청구하며 권리의 당사자간의 분쟁 관련 심판

② 심판종류 : 검색하고자 하는 심판의 종류(무효, 거절결정불복, 권리
범위확인, 취소 등)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항목입니다.

※ 심판종류를 찾고자 할 경우에는 오른쪽 도우미를 이용하여 [심판종류조회]
창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심판번호 : 심판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항목입니다.

구 분 입력 방식

숫자 청구년도(4자리)+분류코드(3자리)+일련번호(6자리)
2005-101-5567인 경우 2005101005567

문자 청구년도(4자리)+사건부호(문자)+일련번호(6자리)
2005-101-5567인 경우 2005원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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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활용하기

권리구분, 심급구분, 정렬 항목으로 원하는 결과만을 재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 상세 보기

① 검색목록에서 다른 검색문헌을 선택하여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② 기본적으로 보여질 화면이 상세정보인지 심(판)결문인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③ 심판정보의 인쇄하기, 오류신고,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④ 상세보기화면은 서지정보와 심판이력사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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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 해외특허 검색

10개 국가(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러시아, 대만)와
2개 기관(유럽특허청(E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 해외특허 검색하기

해외특허 검색창에서 원하는 국가/기관을 선택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항목 중 코드정보, 우선권주장국가 항목은 국내 특허․실용신안 검색
과 차이가 있습니다.

① 코드정보 : IPC 이외에 UPC, EPC, FI, F-Term, CPC에 대한 코드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드정보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코드의
도움말 버튼을 눌러 코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우선권주장국가 : 우선권 주장국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 국가 코드(Country codes in ISO 3166)의
두 자리 코드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 미국 → US, 일본 → JP, 영국 → GB 등

나머지 검색항목은 국내 특허․실용신안 검색하기의 스마트검색 편을 참
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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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상세보기

해외특허에는 IP5(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심사정보 통합조회 및 행정진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정보의 패밀리정보 탭에서 심사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문서보기를 클릭하면 해당국의 심사문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각 국가별 이용시간은 특허청 국제심사정보통합조회서비스
(http://kopd.kip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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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의 행정진행정보에서 각국 특허청 행정진행정보의 사이트 열
기 버튼 클릭 시 해당국가의 관련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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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WIPO

일본(J-platpat) 중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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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서비스 

 (1) 해외특허 검색가이드

해외특허 검색가이드에서는 키프리스 해외검색에서 제공하는 12개 국가
/기관의 특허검색 사이트 이용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은 PDF파일로 제공되며 PDF-View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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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번역서비스

해외 특허문헌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영→한, 일→한, 중→한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후 검색 건에 대해 상세보기의 전문보기 화면에서 자동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기계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구분 기계번역서비스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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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한기계번역서버를 이용한 일한보기, PDF 다운, 구글번역

중국 중한기계번역서버를 이용한 중한보기, PDF 다운, 구글번역

영한기계번역(미국, 유럽, PCT)

중한기계번역(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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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은 원문+번역문 동시보기, 번역문보기, PDF 번역보기, 구글번역
으로 보실 수 있으며 실시간 번역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PDF 번역보기" 탭을 클릭 시, 번역결과를 PDF 파일형식으로 열람 및
저장, 인쇄가 가능합니다.

※ 한→영 기계번역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전문에 대하여 한→영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개·공고 전문 화면 내 우측 상단에 있는 한영기계번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출원 건에 대한 번역문(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계번역 서비스는 특허 및 과학기술문헌 전용의 첨단 자동번역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되었음으로 부분적인 오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전문번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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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오역과 누락 부분, 데이터의 불일치 등에 대하여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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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되어 재생, 복사,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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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 해외 상표 검색

가. 해외 상표 검색하기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의 해외상표 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문과 숫자를 이용한 키워드, 코드, 번호, 일자, 인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

며, 일본상표 검색은 일본어 입력기를 통한 명칭과 자유검색을 제공합니다.

① 국가선택 : 미국(US), 일본(JP), 호주(AU), 캐나다(CA) 유럽
(EUIPO)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선택되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② 검색어 입력 : 상표명칭, 분류, 번호, 일자정보, 자유검색, 코드
검색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③ 일본어입력기 : 일본상표의 상표 명칭과 자유검색(전문)에 한해
일본어 입력기를 통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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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보기

① 전체보기 : 상단의 “전체”를 클릭하면 선택한 국가를 한 화면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건수에 따라 속도가 느릴 수 있습
니다.)

② 국가별 결과보기 : 선택한 국가 순서대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③ 검색결과 정렬 : 상표종류, NICE분류, 도형분류, 출원일 등 정
렬기준을 선택하여 검색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④ 상세보기 이동 : 검색결과 목록에서 상표명칭을 클릭하면 해당
상세보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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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 보기

검색된 상표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상표의 명칭을 보여줍니다.

② 해당 상표정보의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서지정보, 출원인,
비엔나코드, 지정상품명 등)

③ 대표도면을 새창으로 크게 열수 있습니다.

④ 상표정보의 인쇄하기, 오류신고,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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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 해외 디자인 검색

가. 해외 디자인 검색하기

미국, 일본, WIPO의 해외 디자인 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물품명칭: 검색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항목입니다.

② 자유검색: 일반검색과 동일하게 다양한 정보를 연산식과 함께 입
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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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류정보: 분류정보는 한국분류, 국제분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분류정보 상세조회 화면

① 검색창에서 한국/ 국제분류코드나 물품명을 조회합니다

② 한국 분류코드와 국제분류코드, 디자인물품 명칭 등이 검색됩니다

③ 한국분류의 원하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④ 선택완료를 누르면 선택된 한국분류코드가 스마트검색 한국분류 입력란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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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보기

보기방식은 검색 결과 상단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기본보기, 대표도

면보기, 도면 일괄보기 3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보기

검색 결과에서 서지정보와 대표도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① 행정처리 상태와 발명의 명칭(국,영문)입니다.(행정처리 : 거절, 등

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② 대표도면입니다.(가로 세로 100픽셀의 크기이며, 클릭했을 경우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12가지의 대표 정보입니다.(한국분류, 출원인, 등록번호, 등록일자, 디자인

일련번호, 권리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창작자, 대리인)

④ 를 클릭하면 해당 공보 바로가기로 연결됩니다.

⑤ 열기 클릭하면 초록정보와 해당되는 주요 공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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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도면보기

검색 결과에서 각 건별 대표도면만을 모아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 도면 일괄보기

건별 모든 도면 정보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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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 보기

검색된 해외 디자인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검색목록에서 다른 검색문헌을 선택하여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② 기본적으로 보여질 화면이 상세정보인지 최종공보인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③ 디자인정보의 인쇄하기, 오류신고,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④ 상세보기화면은 상세정보, 공고전문으로 구분 됩니다.

※ 상세정보 : 정보의 그룹별로 메뉴를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정보,

인명정보, 창작의요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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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ⅨⅨ 통합 검색

가. 통합 검색하기

국내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해외 특허의 지식재산권 정보, 비특허
정보 및 지재권 분쟁 정보를 통합하여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외의 비특허 정보 및 지재권 분쟁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명 정보제공내용 정보제공기관

NDSL* •논문 •표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P-NAVI** •판례 •분쟁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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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검색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통합 검색창에 간단한 단어나 연산
식을 입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특허는 영문으로 검색해야만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일본(JP) 특허는
한글검색이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에서 권리구분을 ‘전체’로 선택합니다.

②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검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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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검색에서 스마트검색을 통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키워드와 제

외시킬 단어의 입력이 가능하여 보다 자세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코드검색을 선택하시면 한영/영한 번역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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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결과 보기

검색결과에서는 DB 종류별(특허, 상표 등) 검색결과 및 검색된 문헌
에 대한 간략정보를 보여줍니다.

③ 통합검색 결과 분류 화면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내·외의 지식재산

권과 함께 NDSL, IP-NAVI의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DB별 검색결과는 보고자 하는 DB 종류를 선택해서 해당 검색 결
과 목록으로 이동하거나, ④의 통합검색 더 보기 또는 ⑤의 각 DB별

더 보기를 통해 검색 결과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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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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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기방식은 검색 결과 상단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기본보기, 초

록함께보기 2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기는 검색 결과에서 서지정보와 대표도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초록함께보기는 검색 결과에서 대표도면 없이 서지정보 및 초록으로 구성
된 화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