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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검색에 관하여 - 
 
연구결과를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  선행기술을 먼저  검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특허

로서의  신규성, 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구요. 선행기술은  문헌에  공개된 내용

(주로  학회의 초록 , 문헌 , 특허  등)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공개된  자료에도 해당됩니다. 관련 

기술문헌(공개된 특허는  기술문헌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의  검색  중  특허의  검색에  대해

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은  해당  연구분야의 관련  논문을  검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원

하는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저자(특허의 경우  출원인이나 발명자 )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논문을  검색하는  것과  다른 , 특허검색의 특별한  검색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 웹에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  명세서의 형식은  출원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 

발명의  명칭 , 발명내용의  요약 , 청구범위  내에서는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고 , 발명자 , 출원인

에  대해서는  인명  혹은  출원기관 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특허마다 부여되어 

있는  출원일, 출원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기술분류(우리나라는 국제특허분류인  IPC code를 

사용합니다)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출원된  특허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대부분의 나라에  ‘공개제도’라는  것이 

있고 ,  출원되어도 ‘공개’되어야만  일반이  검색가능합니다. 한국특허는 출원후  1년6개월이 

경과하면  별다른 절차없이  바로  공개됩니다 .  (그  이전에  신청하여 공개하는 조기공개제도도 

있습니다 .) 등록전  공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 등록된  특허만을  공개하던 미국도 

2000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출원하고 1년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

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검색  field중  기술분류 ,국제특허분류(IPC)에  의한  검색방법과 웹에서 특허검색

이  가능한  사이트, 그리고 생명공학 특허  관련  유용한 사이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

니다 . 

 

1. 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란  특허를  여러  기술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술분야마다 분류기호를  부여한 것입

니다 .  1975년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이  있었고, 각  나라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발효된  협정입니다 . 현재는  80여개  국가에서  이 

국제특허분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 우리나라도  79년부터  사용했고  정식회원국이  된 

것은  1999년입니다 .  



기술분야에 따른  특허분류라는  것이  선행기술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지요 . 아마  심사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IPC의  목적은  청구범위(특히  1항)에  나타나있는 

기술주제에 따라  분류해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기술분야의  동

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 

협정에  가입한  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IPC에  따라  특허를  분류하지만 , 독자적인 특허

분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미국(USC)과  일본(F-term)의  특허분류는  IPC보다  훨

씬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만  있다면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

다 .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기술분류와 유사한  기술분류를 적용했었다고  하는데 , 현재는 

IPC에  의해  특허를 분류합니다.  IPC는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분야를 추가해  보통  5

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는데요 , 현재는  2000년에  개정된  7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물론  키워드  검색으로  원하는 특허를  찾을  수도  있지만, IPC 분류를  이용하면, 동일한  기술 

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을  검색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 그런데 , 제가  사용해  보니  IPC 분

류가  기술발전에  맞추어  개정을 한다고는  하나 , USC나  F-term에  비해  기술범위가  넓어서  어

떤  기술은  한  subclass에  속하는  특허가  수백 , 수천건이  되기도 하더군요 .  검색의  효율이  낮

아지는  거죠 . 이에  비해  일본의 F-term은  그  기술분류가  굉장히  자세해서  한  기술분류에 속

하는  기술문헌의  건수가 수십건으로  유지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  특허가  많이  출원되는  새

로운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분류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   

많은  경우 , IPC에  의한  검색이  선행기술의  검색을  용이하게  해  주지만 , 좀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IPC code와  keyword를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IPC code의  구조  

IPC는  ‘Section, Class, Sub-class, Group(Main-group/Sub-group)’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PC code Section Class Sub-class Main-group Sub-group 

개수  8 120 623 6923 67634 

 

예를  들어  IPC code가  C12N 15/10 이라면  Section C, Class 12, Subclass N, Group/Subgroup 15/10

입니다 . IPC code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하위분류가  상위분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Group/Subgroup의  계층은  번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 분류의  title 앞에  붙어있는 

점(dot)의  개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이외의  구성요소로는  서브클래스 색인  (indexing), 참조

(reference), 주(notes) 등이  있습니다 .  

IPC 분류표를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 

( http://www.kipo.go.kr/html/ipc_ser01.html)  



 

IPC 분류  기술분야의 설명  

Section C 화학 , 야금  

Class 12 
생화학 ; 맥주; 주정; 포도주; 식초; 미생물학 ; 효소학;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공학  

Sub-class N 
… (전략)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공학; 배지(미생물학적  시험
용  배지  C12Q) [3] 
* [3]은 이 항목이 IPC 3th Edition에 추가되었다는 의미 

Main-group 15/00 
… (전략) 유전자  공학과  관련된  DNA 또는  RNA, 벡터 , 예 . 
플라스미드 또는  그것의 분리 , 조제 , 정제;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  공학  [3,5,6] 

Sub-group 12/10.. 

DNA 또는  RNA의  분리 , 조제 , 정제방법(DNA 또는  RNA의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조제  C07H 21/00; 미생물  또는  효소
에  의한  비구조성핵산의 조제  C12P 19/34) [5] 
* Sub-group에 점이 2개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점이 하나인 상위 group의 
기술분류의 하위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 다음에 나타나는 
점이 3개 이상인 분류는 모두 이 sub-group의 하위개념입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중  많은  수가  IPC 분류로  C12N에  속합니다 . 다음  번에는  이  기술분류

에  속하는  특허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특허검색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IBM 에서  제공하던 굉장히  강력한 특허정보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 올  초

에  사이트  이름을  Delphion으로  바꾸더니  6월달부터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  어찌보면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이  무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났거든요 . 미

국특허 , 유럽 , PCT, 일본특허  영문초록, 그리고  INPADOC이라고  하는  각국  특허의 서지사항 

DB까지…  게다가  특허명세서를  image로  제공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사

용했었는데, 유료이용자가 될까말까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는  중입니다 . 그런데… 아마  이용해

야  할  것  같습니다 .  특허의  legal status라든지, 특정  특허의  family list를  제공하는 다른  무료

사이트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아 , 얘기가  조금  샜네요 . 기본적으로  각국의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대부

분  원문까지 제공되고 있구요 .  그런데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웹상에 혹은  간행물로 

대중에게  제한없이  공개되고  있는  특허정보를  왜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하느냐  궁금하

실지도  모릅니다 .  네 , 1년에  한두번  특허검색을 하실  거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그러나  유료로  제공되는  특허의  통합DB를  이용하면 , 각  사이트를  헤매며  각

각  다른  검색식으로  검색을  반복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죠 . 하나의  DB에  익숙해지면 , 

검색의  능률도 높아지구요 . 원문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 대

부분의  특허청이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좀  번거롭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 그리고  좀더  고급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이런  유료DB가  

유리합니다. 이를테면 검색한  특허를 분석하는 “특허맵” 을  작성한다거나  할  때요 . 현재  특



허청에서  무료로 배포한  특허맵  작성  프로그램인 PIAS도  유료데이터베이스인 WIPS의  데이

터형식을  지원한답니다 .  

 

각국의  특허청의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  

대한민국   http://www.kipo.go.kr 스페인  http://www.oepm.es 
미국  http://www.uspto.gov 싱가포르  http://www.ipos.gov.sg 
유럽  http://www.epo.co.at 영국  http://www.patent.gov.uk 
PCT (WIPO) http://www.wipo.org 오스트리아 http://www.patent.bmwa.gv.at 
그리스  http://www.obi.gr 이탈리아  http://www.minindustria.it  
네덜란드  http://www.bie.nl 일본   http://www.jpo.go.jp 

노르웨이  http://www.patentstyret.no 중국   http://www.cpo.cn.net/e-
page.htm 

뉴질랜드  http://www.govt.nz/com/pate
nt 

칠레  http://www.proind.gov.cl 

덴마크  http://www.dkpto.dk 캐나다  http://cipo.gc.ca 
독일  http://www.dpma.de 터키  http://www.turkpatent.gov.tr 
루마니아  http://www.osim.ro 페루  http://www.indecopi.gob.pe 
룩셈브루크 http://www.etat.lu/EC 포르투갈  http://www.inpi.pt 
말레이지아 http://kpdnhq.gov.my/ip 폴란드  http://www.uprp.pl 

멕시코  http://www.impi.gob.mx/web
/index.html 

프랑스  http://www.inpi.fr 

모나코  
http://www.european-patent-
office.org/patlib/country/mon
aco/index.htm 

핀란드  http://www.prh.fi 

벨기에  
http://www.european-patent -
office.org/patlib/country/belgiu
m 

헝가리  http://www.hpo.hu 

브라질  http://www.inpi.gov.br 호주  http://www.ipaustralia.gov.au 

스웨덴  
http://www.prv.se/eng/index.
html 

홍콩정부지적
재산국  

http://info.gov.hk/ipd 

스위스  http://www.ige.ch   

 



제가  자주  사용하는  특허검색  사이트 주소입니다 .  

WIPS http://www.wips.co.kr 

한국,미국,일본,유럽특허 
유료 (개인회원가능) 
국내 특허 DB중에는 가장 강력함 
다음 사이트에서 개인회원가입가능 (5만원/월) 
1.IPTS:http://icat.snu.ac.kr/ipts/wips.htm 
서울대 자동화전기기술정보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특허 Total Service 
2.매경 특허정보종합센터(www.mk.co.kr) 
: 매일인터넷과 함께 운영하는 특허 정보 제공 
Service (`매경홈페이지>Biz>콘텐츠마켓`) 

KIPRIS  
특허기술정보센터 

http://www.kipris.or.kr 

한국특허,실용,의장,상표 
무료 ID 발급 
검색, 원문보기 무료  
20:00~8:00 다운로드(동시에 여러건) 무료 

미국특허검색  
USPTO 

http://www.uspto.gov/patft/i
ndex.html 

미국특허 
검색의 속도, 정확성에서 우수 
전문을 텍스트로 볼 수 있고(내용을 빨리 
검토할 수 있죠), 원문의 이미지파일 무료제공 

유럽특허검색  
Espacenet 

http://ep.espacenet.com 
유럽특허 
검색 및 원문보기 무료 

델파이온  
Delphion 

http://www.delphion.com 

미국,유럽,일본특허, INPADOC 
무료 ID 발급 (미국특허의 단순검색만 가능) 
2001.6 이전과 동일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매달 
$75를 지불해야 하고, 원문을 PDF로 무제한 
제공하는 unlimited user는 월 $150 입니다. 

저의  경우…  대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주로  검색하는  것이  미국 , 일본 , 유럽

특허거든요.  정  급할  때는  각국의 특허청사이트도  이용해  봤지만…  시간만  많이  걸리고  잘 

못찾겠더라구요 .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Delphion에서  검색된  (INPADOC 으로  검색된 ) 각국의 

국내특허는 저희  학교  도서관에  의뢰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 

 

그  외에  특허검색과  관련되어  제가  가끔  들르는  사이트들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 특허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특허의 on-line 출원 가능 

특허청  유전공학 
심사담당관실  

http://soback.kornet.net/~ge
nexam 

생명공학 심사기준 
특허출원용 서열목록작성기 
특허서열 DB 검색용 브라우저 제공 

특허검색연구회  http://patsearch.or.kr 

특허청 심사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특허검색에 관한 어떠한 질문(비공개질문 
가능)에 대해서도 빠르고 성실한 답변 (정말 
감동입니다.) 

특허  
옐로우페이지  

http://www.patyellow.com 
특허관련 사이트의 디렉토리 서비스 
(특허전문포털이라고 하네요) 

일본특허정보   
http://jpatent.dowon.com/ed
u/ipdl-1.htm 

컨설팅 업체인 도원에서 운영 
일본특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검색의  tip 

1. 원문입수를  원할  때: PatPrintX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공개하신  프로그램입니다 .  Espacenet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는  것  같구요 , 특허  원문  입수시 한페이지씩   다운로드받아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

으로  실행해주고,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는 작업까지  해  줍니다 . 미국  특허와 WO 특허

는  성공률이  높구요 , 가끔  오류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프로그램입니다 . 일

본  특허의  원문입수가  가능한  게  큰  장점입니다 . 

다음  사이트의 자료실에 가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mamdaero.com/index-IE.htm 

 

2. 일본  특허  검색시  출원/등록일  

아시다시피 일본은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허번호에도  연호가  사용되고  있죠 . 대부분 

소화 , 평성  일겁니다 .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연호를  서기연도로  바꾸어  검색해야 하거든

요 . 그리고  일본특허를  영문으로 검색하고  그  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일, 공개일

을  연호로  다시  바꿔야  하죠 . 저는  하도  잘  잊어버려서  아예  컴퓨터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 

소화  1년은  1926년이고 , 평성  1년은  1989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