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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정보의 개념  
 

특허제도는 신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그 기술을 공

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공개된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 기술을 일반 대

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기업의 특허관리의 목표는 기술개발성과의 

독점이익 구현과 신기술 특허정보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선진국 기업들과의 

격차가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은 기술격차의 해소

와 국제간 기술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과

제인데, 이 경우 특허정보의 활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화,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엄

청난 과학기술 정보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서 한해 동안 발생되는 특허와 실용신안 건수는 약 

823만건(1998년 기준)－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한해 동안 약 15만건으로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산

업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시의 적

절하게 기업경영전략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중 특히 특허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 

정보적 가치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특허정보는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

로 기재되어 있다. 특허명세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내용의 파

악이 용이하다.  

둘째, 특허정보의 범위는 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망

라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문헌에서 얻을 수 없는 

기술분야, 제품화되지 않은 분야에 까지 기술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셋째, 공개공보의 양식,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

문에 정리되어 있는 기술자료로서 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INID Code (Internationally agreed Num-

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의 사용으로 국

제간의 정보형태가 통일되어 있으며 국제특허까지 파

악할 수 있다.  

넷째, 대부분의 국가가 조기공개제도를 가지고 있

어 기술수준과 기술개발의 방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세계적으로 통일된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분류에 의해 되어 있어 필요 

적절한 자료의 검색이 용이하다.  

여섯째, 특허정보는 주기적으로 공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 조사가 용이하다.  

일곱째, 특허정보는 data base화 하기에 용이하

여 세계적으로 DB구축이 잘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

하다.  

 

 

2. 특허정보의 특징과 중요성  
 

2.1 특허정보의 특징  
특허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는 국내 특허법 제1

조에「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을 위하여「발명의 보호」와「발명의 이용」을 두 

개의 기둥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의 목적은 신기술을 발명한 

자에게는 일정 기간업으로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

시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반 공중은 발명가에 의한 

발명의 실시와 발명의 공개에 통한 특허기술정보를 

특허정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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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기재한 특허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특허법 제42

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

터 1년 6월이 경과하면(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

청이 있으면 가능) 그 출원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특허법 제64조). 일단 출원공고가 되면 

그 특허출원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업으로서 그 특허

출원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특허법 제

65조).  

이러한 특허정보는 특허제도에 근거하여 발생한

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명의 장려ㆍ보호라는 측면에서 발명의 대

가인 독점권을 가진 권리정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권리정보로서의 특징은 주로 공고용 공보에 해당하

는 것으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심사한 후 

출원공고 결정한 특허출원의 내용이 공개되는 공고

용 특허공보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등 

서지적 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일반에게 

공시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독점실시권의 범위를 정

하고 일반 공중은 특허권자의 독점실시권 범위 밖

의 기술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권

리정보는 법적ㆍ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둘째, 기술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고용 

특허공보이든 공개용 특허공보이든 간에 특허공보는 

특허기술정보를 사회에 널리 공개하여 문헌적 이용

과 연구적 이용에 제공되어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 공보의 매체는 기술의 변화

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종이로 발간되

던 것이 전산화, CD를 거쳐 지금은 인터넷 system으

로 발전하여 왔다. 공고용 특허공보는 발행 목적이 

권리정보이기 때문에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발명의 

완전한 특허기술정보를 공개하지만, 공개용 특허공

보는 전문 공개 방식이 아닌 요부공개 방식이므로 

공고용 특허공보에 비하여 전체로서의 기술정보가

치는 낮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모든 특허출원이 공

개되므로 심사처리 기간의 장ㆍ단에 관계없이 속보

성을 가지고 있다. 또 공개용 특허공보는 특허 출원시 

기술정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제출하는 요약서 

때문에 특허기술정보의 신속한 이용이라는 측면에

서, 기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및 응용, 기술동

향조사와 기술예측 등에 이용가치가 높다.  

셋째, 특허정보는 최신ㆍ첨단 기술정보이다. 특허 

출원한 발명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ㆍ

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가 된 발명은 특허요

건을 결한다(특허법 제29조).  

넷째, 특허정보는 실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기

술 정보이다. 학술잡지는 실험결과를 보고하는데 목

적이 있고, 연구논문은 이론과 추상적 사고를 제시하

지만, 특허정보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집중되기 때

문에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정보이다.  

다섯째, 특허정보는 표준화된 기술정보이다. 특허

출원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특허정보는 국제적 기

준에 따라야 하므로 표준화된 기술정보로서 사용이 

편리하다. 특히, 국제특허분류는 기술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국내ㆍ외 특허기술정보의 효과적인 검색

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2 특허정보의 중요성  
특허정보는 신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이며, 독점기술

내용이 공시되는 권리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때, 특허정보는 기술개

발을 촉진시키고 기술개발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서 기

업경영에 크게 기여하며 기업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정보는 권리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조사, 특허출원시 관련 기술의 출원여부조사, 연

구개발 동향 파악 및 중복 연구 방지,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시 조사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정책 전략 

계획 수립시 특허정보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등 특

허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다음

과 같이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특허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기

술에 대한 집합적 특허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개발배경, 실패이유, 실패를 극

복하는 방법, 새로운 방향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따

라서 기술을 개발하려는 자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불

확실성에서 해방될 수 있고, 기존 발명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특허는 단순한 기계에서부터 복잡한 화학반

응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의 모든 영역에 포함되

어 있다. 특허명세서의 법적ㆍ기술적 성격은 매우 

상세하고, 세부적인 설계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므

로 문제 해결과 관련 기술 파악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한 분야와 관련된 특허명세서의 아이디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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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른 분야의 기술개발 동기가 될 수 있다.  

셋째, 특허는 일정 기간 특정 시장에서의 기업의 활

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적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경쟁사의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예측을 가능

하게 한다.  

넷째, 특허문헌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확인하고, 

대규모 조직에서의 연구개발팀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정보원이 될 수

도 있다.  

특허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기

술의 상태를 가리키는 풍부한 기술정보원이며, 이를 

수집ㆍ축적하여 관련 기술군으로 관리하면 산업활동

의 방향, 신기술의 개발방향 등의 예측과 기술개발 주

제의 선정이 가능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응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특허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이

며, 과학기술정보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어떤 의미

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는 과학기술정보 전체의 최

종 결정체이고, 전체 과학기술 공동체를 위한 중요

한 힘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발명은 비 특허문헌에 발표되기 수년 전에 

이미 특허문헌에 공개되었다. 펀치카드는 1889년 특

허로 공개되었으나 비 특허문헌에는 1914년에 발

표되었고, TV는 1923년 특허로 공개되었으나 비 특

허문헌에는 1928년에 공개되었다. 또 제트엔진은 

1936년 특허로 공개되었으나 비 특허문헌에는 1946

년에 발표되었다.  

미국에 있어서의 화학분야의 중요한 발명은 학술 

잡지 발표보다 거의 10년씩이나 앞서 특허로 공개

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정보의 중요성은 서지적 관

리, 포괄적이고 세부적이며 규칙적인 분류, 갱신 등 

특허체제의 특징과 관계가 있고, 전세계적인 특허

제도의 채택은 일반 조사를 위한 접근 가능성과 유

용성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정보ㆍ통신기술의 발달

로 특허기술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3.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크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나눌 

수 있다.  

3.1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DIALOG와 PATOLIS와 같

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KINITI-IR, ETRI 그리고 

PC통신을 이용한 특허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DIALOG (The Dialog Corporation；http:// 

www.dialog.com)  

DIALOG는 Lockheed Missiles and Space Com-

pany가 개발한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으로써 1965년

에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을 위해 RECON (re-

mote console system)을 개발, 1969년에 완성하

였는데 이를 상용화한 것이 다이얼로그로 발전하였

다. 다이얼로그는 전세계 33개국의 특허기관에서 입

수한 특허정보를 수록한 Derwent World Patent 

Index, 미국 특허 전문정보가 수록된 U.S. Patents 

Fulltext, 북미 및 유럽의 등록상표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Trade mark scan 등을 갖고 있다.  

2) PATOLIS (Patent Online Information Sys-

tem；http://patolis.co.jp)  

PATOLIS는 일본, 미국, 유럽 9,000만 건의 데

이터베이스를 보유하는 세계최대의 특허 정보 온라

인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검색시스템으로서 일본 

특허정보 자료를 검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

으로 수록건수가 많고 한자 출력으로 이해가 빠르

며 오프라인으로 도면도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특

허분류, FI (File Index)기호, 광역분류, 고정키워드, 

색인어 등으로 검색할 수 있어 검색효율이 높으며, 

권리변동사항 및 심사 그리고 심판 경과도 파악할 수 

있어 권리정보 검색 기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1990년부터 회화방식인 PATOLIS-II에 명령어 

방식을 추가한 PATOLIS-III를 운영하고 있다. 그

러나 PATOLIS는 영문계통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2개 이상의 파일을 동시에 연결하여 검색할 

때 1차 검색 후,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검색을 할 수 

없다.  

둘째, 연산자 및 명령어가 부족하다. 인접연산자, 필

드제한기능 등이 없어 제한 검색이 불가능하다.  

셋째, SAVE 기능이 없어서 재연결시 다시 새로이 

검색식을 입력해야 한다,  

넷째, 전송속도 및 처리시간이 길어서 사용료가 많

이 든다.  

3) KINITI-IR(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 

Technology-Information Retrieval：산업기술정

보유통망；http://www.kisti.re.kr)은 한국 및 세계

특허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일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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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구(JAPIO)의 일본 특허정보 온라인 시스템인 

PATOLIS의 국내 대행사 계약을 맺고 KINITI- IR을 

이용해 일본 특허정보를 비롯한 세계 54개국 특허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4)KIPRIS(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 

Information Service：특허기술정보서비스; http:// 

www.kipris.or.kr)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사이트로 특허청 산하기관이다. 특허청내의 모든 

공개자료는 KIPRIS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5) PC 통신  

천리안, 하이텔을 통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에

서 제작한 발명특허정보(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전반), 한국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유니텔

을 통해서도 특허기술정보센터의 국내외 특허기술정

보서비스(KIPRIS)를 받을 수 있다.  

3.2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인터넷의 경우는 최근 1∼2년 사이 웹의 대중화에 

힘입어 새로운 정보가 계속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인터넷의 텔넷 또는 웹에 연동하여 서비스

하는 상용화 추세이다. 이런 추세는 인터넷망에 연결

되어 있는 모든 PC는 상호간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접속성이 뛰어나다는 큰 장점으로 인하

여 계속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이와 같이 쉽게 정보

를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는 무료로 사

용이 가능하며, 사용방법이 쉽고, 편리하며, 이미지 음

성 동화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즉시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3.2.1 각국 특허청에서 구축한 특허관련 웹사이트  
정보기관에서 구축한 특허관련 웹사이트에는 여러 

곳이 있으며, 각국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들로 대한민국 특허청, 미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을 

들 수 있다.  

각 국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기관의 웹사이

트 대부분은 그 나라의 특허제도 및 출원ㆍ등록 절

차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1) 대한민국 특허청 (KIPO：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http://www. kipo.go.kr)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 PC통신, 

민원안내시스템을 통합하여 특허행정정보를 온라인

으로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특허 행정정보 종합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고 1997년 1월부터 운영하

고 있다.  

2) 미국 특허청 (USPTO：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http://www.patents. uspto. 

gov)  

인터넷의 근원인 미국 특허청은 방대한 양의 자료

와 자료에 대한 접근으로 다른 국가 특허청의 귀감

이 되고 있다. 특허청조직, 각 부서의 전화번호, 우

편번호, 연락처, 각종 양식, 특허 의장 상표 등에 대

한 기본사항 등 국민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

료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하여 키워드검색을 할 수 있어 선행기술조사에 도움

을 얻을 수 있다.  

3) 유럽 특허청 (EPO：European Patent Office;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  

미국, 일본과 함께 특허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와 업

적을 자랑하는 유럽 특허청은 그 명성에 걸맞게 다양

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

지로 유럽 특허청과 유럽 특허에 대한 일반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EPO에서 제공하는 각종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곳

표 1. DELPHION 검색자료 

Collection Coverage Data 

UnitedStates Patents-Applications March 2001-present Bibliographic text, full text, 

UnitedStates Patents-Granted 1971-present Bibliographic text, full text, 

UnitedStates Patents-Granted 1790-1971 Full images 

Derwent World Patents Index 1963-present English language abstracts, 

European Patents-Applications 1963-present Bibliographic full text  

European Patents-Applications 1987-present Full text 

European Patents-Granted(EP-B) 1980-present Bibliographic full text  

European Patents-Granted(EP-B) 1991-present Full text 

INPADOC Family and Legal Status 1968-present Bibliographic text 

Patents Abstracts of Japan(PAJ) October 1976-present Bibliographic text, 

Switzerland(CH) January 15, 1990- present Images 

WIPO PCT Publications 1978-present Bibliographic text, 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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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각국에 흩어져 있는 특허관련 사이트를 연결

시켜 제공하는 기능면에서 다른 사이트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진행중이다.  

3.2.2 국내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1) Delphion  

가) 개요：Delphion은 지적재산(Intellectual Pro-

perty)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관 있는 자료들은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다양한 툴을 통해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가

공하여 정보들 속에 숨어있는 가치를 추출해 주는 서

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허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권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 지적재산에 대한 

통계 정보, 그리고 기술동향과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

는 등 활용도를 높인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표 1). 

나) 검색방법  

Delphion에서 IP를 검색하는 방법에는 Quick/ 

Number, Boolean, Advanced, Derwent, Prio Arts, 

IP Listing, Browse Codes 7가지가 있다.  

2)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de of Patent 

Information)  

가) 개요：한국특허정보원 (http://www. kipris.or. 

kr)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 발명의 창출과 첨단기

술 개발의 도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허

청 산하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특허검색 외 

특허판매정보, 상표조사, 번역, 원문출력, KPA, CD- 

ROM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 WIPS에서 검색가능한데이터  

데이타 제공범위 제공기간 비고 

한국특허ㆍ실용 
발명의 명칭, 권리구분, 법적진행상태,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
인, 발명자, 국제분류, 우선권, 대리인, 요약, 청구범위, Full Image 

  

한국의장 
고안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인, 의장분류, 등록번호, 등록일, 공개번호, 공개일, 
Full Image 

‘86∼현재  

한국상표 
권리구분, 출원번호, 상표명(한글), 출원인, 공고번호, 공고일, 등록번호, 등록일, 
갱신등록일, 출원일, 지정상품류, Full Image 

‘81∼현재  

미국특허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발명자, 출원번호, 국제특허분류, 등록일, 출원인, 출원일, 
미국분류, 우선권, 요약, 청구범위, 심사관, 대리인, Full Image 

‘75∼현재  

일본특허ㆍ실용 
발명의 명칭, 권리구분,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번호, 출원일, 국제분류, 출원인(영
어), 발명자, 우선권, 요약, 청구범위, 대표도면, Full Image 

‘93∼현재 
전문 한글  

실시간 번역 가능 

일본 
등록실용 

발명의 명칭, 권리구분,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번호, 출원일, 국제분류, 출원인(영
어), 발명자, 우선권, 요약, 청구범위, 대표도면, Full Image 

‘94∼‘00 
전문 한글  

실시간 번역 가능 

일본 
특허영문 
[PAJ] 

발명의 명칭, 권리구분,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번호, 출원일, 국제분류, 출원인, 발
명자, 우선권, 지정국, 요약, 대표도면, Full Image[일본어 이미지] 

‘76∼현재  

유럽특허 
[EPA/PCT] 

발명의 명칭,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번호, 출원일, 국제분류, 출원인, 발명자, 우선
권, 요약, 대표도면, Front Page Image 

‘78∼현재  

INPADOC 

전세계 66개 회원국(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포르투갈, 네
델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 Worle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
tion(WIPO)의 특허정보(서지정보)제공. 
1968˜2002년 현재까지 약 4천만건의 family document 특허검색, 공개번호, 공
개일, 우선권 날자, 출원번호, 출원일, IPC, 발명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영어요
약, EP, WO특허의 상태정보 

‘78∼현재 
전세계 60여 개국 

Family Patent 

표 2.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DB  

구분 종류 기준일 정보제공범위 

공개서지 공개일 1983∼현재 

공고서지 공고일 1948∼현재 

초록 공보일 1948∼현재 
특허/실용 

전문이미지 공보일 1948∼현재 

상표 서지/이미지 방식심사일 1950∼현재 

등록 등록일 1948∼현재 
4권리 

중간처리 서류접수일 1947∼현재 

등록 등록일 1948∼현재 
의장 

공개(조기) 공개일 1996∼현재 

심판 1심∼3심 청구일 1957∼현재 

해외 미국,일본,유럽 각국 특허청 무료검색사이트로 링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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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색자료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DB는 다음과 같다.  

표 2는 각 권리별, 종류별로 제공되는 DB의 내

역이다.  

다) 검색방법  

특실검색/일반검색은 출원기간지정, 자유검색, 번

호검색을 할 수 있고 특실검색/고급검색은 공개/등

록, 제한검색, 지정검색, 자유검색을 할 수 있다.  

3) WIPS(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가) 개요：WIPS(http://www2.wips.co.kr)는 대

우에서 독립한 회사로서 대우의 PATROM 을 발

전시킨 회사이며, 특징은 서지적 사항 및 청구범위 

1항에 대하여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결과에 대

하여 전문이미지를 링크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WIPS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색 툴

이고, 그 수록된 내용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국내 

문헌 검색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

료사이트이다.  

나) 검색자료：WIPS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표

는 각 데이터별 자료 제공범위와 제공기간을 조사

한 것으로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표 3).  

다) 검색방법  

일반검색, 필드검색, 번호검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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