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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국문 요약

본 연구과제는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관한 것으로 주요 선진특허청들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책을 조사하고, 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특허청에서 수행
하고 있는 개선활동을 파악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 특허청들의 지식재산권 정보화
조직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한국특허청을 포함한 주요 선진특허청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비특허
문헌 등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였고 각 특허청의 데이터 보유와 관련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특허청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각 선진특허청들이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조사하고 민간에게 제공하는 대민 검색시스템의 기능적 내용을
파악하였다.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사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기준
으로 해외 5개 기업, 국내 2개 기업을 선정하여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및
서비스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주요 선진 특허청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특허청의 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은 한국특허청의
현황과 주요 선진특허청의 조사결과 및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수립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subject has focused 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industrial
property and non-patent data service for examination quality enhancement.” The
survey has been performed on data operations and its service strategies of IP5
offices; and identified improvement opportunities for examination quality
enhancement. IT related organization including plann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from IP5 offices other than KIPO has figured out and those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included as well.
The current status of patents, utility models, trademarks, designs and non
patent literatures are subjected to survey in persecutive of acquire, process and
implement of data collec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with pros and
cons in data and data service operation & management, improvement
opportunities has proposed for KIPO.
Along with proposed improvement opportunities, the application features of
data service for examiners are surveyed as well as for the public use.
The survey on commercial IP service vendors has been done according to
annual revenue.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database and its serviced
applications has identified and explained. The implemented or deployed cases to
IP5 offices other than KIPO has also sorted out.
At the conclusion, improvement opportunity approaches regards data and data
service has been proposed based on current status and survey result from IP5
offices with commercial IP services ven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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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최근 산업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기술의 융합이 산업
영역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2025년까지 최소 12조 달러에서 최고 35조
달러까지 예측1)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주도권은 핵심기술과 이와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철저하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79년 영업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왔다2). 일본 역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지식재산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특허청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 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고 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한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2013년 13.2개월에서 2017년 10.4개월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심사 처리기간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것으로 국민의
권익 및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심사관의
일인당 심사 처리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205건에 달해, 유럽 57건, 중국 76건, 미국 79건,
일본 168건과 비교하여 매우 많은 특허심사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심사 품질과 직결되는 것
으로 질적인 측면의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선행기술 조사 범위 및 이와 관련된 필요 검색 문헌이 점차 증대되고, 심사관 당
처리건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 측면, 검색 도구의 편리성 등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방향”, KEIT산업경제, 2017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 동향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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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대량의 심사물량 처리 및 심사기간 단축기조를 유지하는 現한국특허청의 심사환경에서는
정확한 특허 검색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특허 검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품질 측면에서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며, 데이터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충분한 데이터 범위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거나 혹은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이하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며 해외 특허 심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언어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특허청은 심사관들에게 고품질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국가의 특허 정보를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특허청(KIPO)을 포함한 유럽특허청(EPO), 미국특허상표청(USPTO), 일본특허청
(JPO),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럽공동체상표청
(EUIPO) (이후 “주요 선진특허청”으로 표기)의 현황, 민간 IP 기업 활용 등의 조사가
선행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특허청의 발전 방안이 비교 검토 및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선진특허청의 데이터 서비스 현황과 국내·외 우수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기업의 현황을 참조하여 한국특허청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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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주요 선진특허청의 데이터 관리 정책/보유 현황/서비스 현황 조사, 우수 민간
IP 기업의 데이터 보유 현황/서비스 현황 조사 및 한국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수립

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

주요 선진특허청의 데이터 관리정책은 각 특허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전략계획서를 기준
으로 지식재산권 관리 목표와 관련 개선활동을 조사하였으며, 데이터 보유 현황은 특허/실용
신안(이하 “특허”로 표기), 상표/디자인, 비특허문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데이터 서비스
현황은 심사관 전용 검색 서비스와 일반 국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우수 민간 IP 기업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외 7개
기업을 선정하여 각 기업이 보유하고 서비스하는 데이터의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과 주요 선진특허청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한국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은 주요 선진특허청의 사례조사 결과와 7개 민간 IP
기업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특허청의 현황을 비교하여 수립하였다.

2. 연구 방법
주요 선진특허청의 데이터 관리 정책/보유 현황/서비스 현황은 각 특허청이 발표하는
전략계획서, 홈페이지, 인터넷 조사 및 각 특허청의 근무 경험자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고,
그 중에 데이터 보유 현황과 대민 서비스 현황은 각 특허청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특징을
조사하였다.
우수 민간 IP 기업의 데이터 보유 및 서비스 현황은 각 기업에 사전질의서를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여 주요 내용을 파악한 후, 각 기업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검색 테스트를 수행하여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국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요구사항은 한국
특허청의 정보관리 담당자, 정보시스템 담당자, 각 영역의 심사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
하였으며, 이들 내용을 주요 선진특허청 현황 조사와 민간 IP 기업 조사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한국특허청 현황과 주요 선진특허청 조사결과 및 민간 IP 기업 조사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한국특허청의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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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본 2장에서는 데이터 관리 정책 및 데이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 선진특허청의 개선
활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가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데이터 관리 방향과 목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

데이터 서비스 품질개선 활동은 각 특허청에서 발표한 전략계획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리하
였다. 각 특허청에서 수립하는 전략계획은 특허청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주로 데이터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내용만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선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정보화 주관조직의 구성을 살펴보고 데이터
서비스 품질개선 활동에서의 역할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중국국가지식산권국으로 하였으며
데이터 관리정책 및 개선활동의 특징은 한국특허청과 비교하여 도출하였다. 도출된 특징은
한국특허청 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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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국가별 데이터 관리정책 및 개선활동

1. 유럽특허청(EPO)
가. 데이터 관리정책
유럽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정보관리의 목표를 "완전하고, 유용하며, 시의적절하고, 정확
하게 고품질의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3)”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특허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심사 품질 개선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정보 보유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보유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ITR(Information Technology Roadmap) 발전계획4)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 ITR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 검색 및 정보관리 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
봄으로써 한국특허청의 데이터 서비스 발전방향 수립에 참고하고자 한다.

나. 데이터 서비스 개선활동 현황
(1) ITR(Information Technology Roadmap)개요
ITR의 목표는 출원자와 심사관의 주요 업무인 출원, 심사, 등록을 완전히 온라인
(On-Line) 상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총 11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프로젝트를
그 특성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보 검색 및 정보 관리 영역
∙ 특허 등록 관리 영역
∙ 보안 변경 관리 영역
∙ 기타(프로그램 관리, Human Resource 등)
유럽특허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ITR 기능의 약 90%가 2018년 말까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2020년까지 별다른 변경 없이 구현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그림 2.1]은 ITR 주요 프로젝트들의 추진 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 EPO Annual conference, 2018,“That means being committed absolutely to high quality patent information by ensuring it is
complete, useable, timely and correct”
4) IT Roadmap. Final report(CA/56/18), 2018,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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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R 내 정보 검색 및 정보 관리 영역 주요 내용
유럽특허청은 심사관, 지식재산권 전문가, 일반 대중에게 고품질의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럽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심사관과 일반 사용자들이
원하는 특허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번역과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2.1] ITR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일정
Achievements of the ITR – Business Deliv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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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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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re- ②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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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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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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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tated Patent Literature

②

PCT
Paper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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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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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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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①

Espacenet New

XML Filling

UNIP

Asian
Documents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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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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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 번역 대상 언어 확대 프로젝트, ② 정보 검색 기능 강화 프로젝트)

(가) 해외문헌 번역체계 강화
∙ 기계번역 대상 언어 확대
유럽특허청에서는 심사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선행 기술에 대한 정확한
검토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수되는 선행 기술 문서의 상당 부분은 유럽
특허청의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선행 기술 문헌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
하기 위해 유럽특허청은 구글 등 민간 번역엔진5)을 활용하여 유럽특허청 자체적인 기계번역
(Machine Translation)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하여 심사관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5) Engine1, EngineN, L.Weaver, Google Engine: “Machine Translation Project and Activities in EP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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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처음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현재는 심사관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수준의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기계번역은 일평균 심사관에
의해 약 2천 건, 민간 사용자에 의해 약 2만 건이 사용6)되고 있다.
기계번역을 통해 현재 104개 국가·기관 (이하 “국가”로 표기)의 특허정보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고 있으며, 검색결과에 대해 3개 공식 언어를
포함한 32개 언어 간의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기계번역 기능 도입 시 번역 품질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 기계번역 최종 목표 :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엔지니어(기술자)가 특허 문서의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기계번역 최소 목표 :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엔지니어(기술자)가 특허 문서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 전문가에 의한 번역 서비스 강화
기계번역을 활용하더라도 문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문헌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로젝트인“Asian Documents Project”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언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번역팀 및 외부 조직을 구성하였고, 심사관이 특정 문헌의 번역을 신청하면 2~3일 내에 해당
언어 전문가가 번역된 문헌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나) 정보 검색 기능 강화
[그림 2.1]의 ② 프로젝트는 연관 특허 검색, 자동용어 추천 등의 기능을 갖춘 Smart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AI) 적용을 통해 추출되는 검토 대상문헌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비특허문헌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SearchNPL”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1억 6천만 건 이상의 문헌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정보화 부서 조직
(1) 조직 개요
유럽특허청은 2018년 1월 1일부로 조직의 통합과 간소화라는 목표 하에 새로운 조직체계를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유럽특허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특허 출원 건수 증가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작업 프로세스를 축소하고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조직의 디지털화
6) EPO, https://blog.epo.or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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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를 확대 적용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핵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와 검토를 실시했고, 그 검토 결과에 입각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는 종전 5개의 DG(Directorate General)를 3개의 DG로 조정함으로써 2개의 DG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는 종전 DG2 소속의 절차형식담당자(Procedure Formalities
officers)와 DG1 소속의 심사관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시킴으로써 업무인계 포인트를
최소화하여 업무수행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특허출원 절차의 여러 단계를 일원화,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새롭게
신설된 전문 부서를 통해 심사뿐 아니라 이의신청까지 함께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각 D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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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럽특허청 조직도

(2) 조직별 주요 역할
유럽특허청의 조직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DG1(Patent Grant Process), DG2(Corporate
Service), DG3(Legal and International Affairs)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확대 개편된
DG1에서는 기존 서지, 공보 발간 업무와 DG2의 심사 및 이의신청 등 업무를 통합하여
선행기술조사, 심사 및 이의신청, 출원접수 등 특허 관련 업무 전체를 수행한다. 개편된
DG2는 기존 DG4 업무인 인사, 일반관리, 통합구매 업무를 인계받았다, 기존 DG2 업무인
정보시스템(Information Management) 관리 기능 외에 특허청장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인사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어, 핵심 업무인 심사 업무를 제외한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마지막으로 DG3의 경우 기존 DG5의 업무인 법률 및
국제협력 업무 이외에 단일특허제도 운영책임 기능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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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특허상표청(USPTO)
가. 데이터 관리정책
미국특허상표청의 데이터 관리 전략은 표준화된 데이터를 각종 정보시스템과 연동하고
민간부문 조직들과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이 지적재산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및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특허상표청에서는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데이터
구조화 규칙과 표준을 정의하였으며, 해외청 또는 민간부문 조직과의 데이터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외부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2014-2018 전략계획”에서 지식재산권 정보관리와 관련하여“표준화되고
체계화된 검색 가능한 특허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증대”를 주요 목표로 발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상표청은 대량의 특허 데이터를 공개하여 ‘활용성 향상’, ‘일관되고
표준화된 데이터 확보’, ‘신속한 데이터 제공’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PE2E(Patent End-To-En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PE2E 내의
주요한 프로젝트 내용은, 해외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수되는 특허 정보를 영어로 번역하여
심사관과 대민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과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선행기술 조사의 정확도
제고와 이에 따른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였다.

나. 데이터 서비스 개선활동 현황
(1) PE2E(Patent End-to-End) 개요
미국특허상표청은 매년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테라바이트(TeraByte, 이후 “T”로
표기)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보시스템으로는 미래의 특허 출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기존 정보시스템을 재설계하여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 PE2E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PE2E 플랫폼의 세부 내용은 심사관리, 출원서 열람, 검색, 일반 업무(OA, Office
Action), 참조 정보 저장, 전자 메모 기능 등 현재 개별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작업
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PE2E의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은 크게 3가지이다.
∙ 출원에서 공개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특허 관련 데이터를 위한 XML 개발
∙ 가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PE2E 하부구조를 통합한 데이터 센터 구축
∙ 특허 출원인 및 심사관이 노동집약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기존 특허 관련 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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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하여 특허 출원 관리 프로세스의 처음부터 끝까지(PE2E, Patent End-To-End)
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제공
미국특허상표청은 PE2E의 구축을 통해 특허 관련 처리절차 단축 및 검색 시스템 기능을
향상시켜 심사관이 심사관련 행정처리 절차 대신 심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PE2E 내 정보 검색 및 정보 관리 영역 주요 내용
미국특허상표청은 심사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심사 품질 개선의
주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색 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한 검색 기능
강화와 해외 문헌의 기계번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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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문헌 번역체계 강화
미국특허상표청에서는 2013년 주요 특허 개혁 입법인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통과 이후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선행기술에 대한 효율적 검토가 주요
개선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선행기술 검토 범위를 미주 지역의
특허정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원되는 특허 정보로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기계번역 기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번역 기능 구축 초기에는 글로벌 특허 검색 네트워크(Global Patent Search Network,
GPSN)를 공개하며 영어와 중국어로 된 전문을 양방향으로 자동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된 특허 번역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는 종료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고자 미국특허상표청은 PE2E 프로젝트
내에 64개국에 대한 특허 정보 전문(Full-text)에 대한 영어 기계번역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나) 정보 검색 기능 강화
미국특허상표청의 심사관은 현재 선행기술 조사 검색 도구로 EAST(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 및 WEST(Web-based Examiners Search Tool) 두 개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심사관들이 두 개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있어 심사업무 진행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Search4P”통합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된 Search4P에서는 선행기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는 美 국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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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보뿐만 아니라 비특허문헌(예, 도서, 기사, 공개된 연구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 정보화 부서 조직
(1) 조직 개요
미국특허상표청 조직은 美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지식재산권 하부조직으로
특허 이의 신청 및 중재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하위에 9개 업무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부문 중 정보시스템 부문은 CIO(Chief Information Office)조직으로 정보시스템
전반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3] 미국특허상표청 조직도

[그림 2.4] 미국특허상표청 정보담당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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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별 주요 역할
미국특허상표청 정보화 부서 조직의 역할은 다음의 [표 2.1]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 미국특허상표청 각 부서별 업무 내용
부서

업무내용

최고정보담당관실
(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
∙
∙
∙

최고기술담당관실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 미국특허상표청의 IT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관리
∙ 새로운 기술 평가 및 검토하여,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와 전략
방향에 적합한 신기술 적용

조직정책 및 운영 사무국
(Office of Organizational Policy and
Governance)

∙ 정보기술과 관련한 전략, 지침, 정책 및 기관 전반의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고 감독

프로그램 관리 사무국
(Office of Program Administration
Organization)

∙ 미국특허상표청 IT 프로그램 관리 담당
∙ IT 프로젝트 계획, 수행, 모니터링, 운영체계 적용 등 관련 업무
관리

응용공학 및 개발 사무국
(Office of Application Engineering and
Development)
인프라 엔지니어링 및 운영 사무국
(Office of Infrastructure Engineering and
Operations)

미국특허상표청 정보시스템 관리 부문 담당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략 및 운영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분야 예산 편성 및 집행
미국특허상표청 정보 자원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

∙ 미국특허상표청의 전략적 IT 계획 및 기술 아키텍처 설계 지원
∙ 정보시스템 및 Application의 수명주기 관리 수행

∙ 미국특허상표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지원
∙ 데이터 센터 설비, 하드웨어 및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한 발전방향 제시
∙ 미국특허상표청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정보관리 서비스 사무국
위해 양질의 정보제품 및 서비스 제공
(Office of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 ∙ 지식재산권 정보의 품질에 대한 무결성을 관리해 나가는 역할
담당

(3) 정보 지원 부서
미국특허상표청은 심사관이나 민간 사용자에게 내부 데이터 소스, 전자 저널, 전자 도서,
상용 데이터베이스 및 유전자 서열 정보 등 전자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지원 부서로는 STIC(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PRTC(Patent
and Trademark Resource Centers), SSEs(Search Strategy Experts)가 운영되고 있다.
∙ STIC(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STIC는 특허의 품질과 심사관의 검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기술 검색, 서지 검색,
해외 특허 검색, 번역, 전자도서(e-book)와 온라인 저널 등의 사전기술 자료, 상용 및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 사용 교육이나 검색 효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국특허상표청의 심사관 검색 도구는 실시간 기계번역을 지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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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심사관 요청 시 STIC에서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수행해준다. STIC는 연간
3,000건 이상의 번역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에 대한 수요가 많다.
∙ PTRC(Patent and Trademark Resource Centers)
PTRC는 일반 사용자의 특허 및 상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 도서관
네트워크이다. 미국 각 주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PTRC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각 지역의 PTRC를 활용하여 심사관 검색 시스템인 EAST(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 WEST(Web-based Examiners Search Tool)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이슈에 관련된 지원이나 자문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 SSEs(Search Strategy Experts)
SSEs는 심사관에게 검색 전략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자이다.
이들은 심사관과 정보센터와의 회의를 진행하여, 선행기술 조사에서 미해결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 상태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심사관이 검색 전략이나 검색
결과에 대해 질의가 있는 경우 선행기술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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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특허청(JPO)
가. 데이터 관리정책
일본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에 총리 산하 지적재산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적재산전략대강
(知的財産戰略大綱)”을 수립함으로써 연구기획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실시
단계에서도 특허정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를 정비하여 일반
사용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리전략의 추진방향은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이를
위해 제도의 개선, 선행기술 조사 환경의 정비, 최신 정보기술 활용, 선행기술 조사의

제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한 특허 심사의 신속화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또한, 일본특허청은 2017년 “IP Strategy Program 2017”을 수립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되는 심사 품질 향상 활동과 해외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한 심사 진행 통합관리 등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세계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데이터 서비스 개선활동 현황
(1) IP Strategy Program 2017 개요
“IP Strategy Program 2017”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과제는 제 4차 산업 혁명의 기초가
되는 IP 관리 제도의 확립/구축,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IP확보 및 표준화 전략
수립이다. 이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IP Strategy Program 2017 정보 검색 및 정보 관리 영역 주요 내용
일본특허청의 경우도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과 같이 심사관과 대민 서비스의 주요
개선 사항은 해외 문헌에 대한 번역 서비스 확대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 및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해외문헌 번역체계 강화
일본특허청은 2019년 5월 사용을 목표로 2017년 7월부터 Toshiba Digital Solutions
Corporation (TDS)와 함께 기계번역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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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은“지식재산권 전략 프로그램 20187)”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특허청의 심사 및 선행기술 심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번역
시스템의 영어번역 기능을 개선하며, 또한 일본인 사용자가 해외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일본어 번역기능도 함께 개발한다.”
일본특허청은 이를 통하여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 시 해외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특허청은 기계번역의 정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일본특허청에
신청하는 해외 특허 출원자에게 특허 출원 문서의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도입 추진
일본특허청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일본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
선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특허청은 수행되는 업무를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5개의 세부추진 항목을 정의하여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일본특허청에서 2017년에 발표한 AI 추진현황 내용 중의 일부이다.
[그림 2.5] 일본특허청 AI 추진 현황

7) 일본특허청, 지식재산권 전략 프로그램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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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에 의하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를 지원하는 영역의(Level 3로 정의된) 세부
추진 항목은 기본 연구를 완료하고 일부 적용 중인 상태이며, Level 3보다 비정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Level 4의 영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특허청이 발표한 AI 도입의 향후 추진일정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의 세부 추진 항목에 대한 개발과 2년간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운영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2021년에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AI 도입에 가장 어려운 분야로 판단되는 선행기술 검색(Prior Art Search) 항목과
특허 분류(Patent Classification) 항목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AI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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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화 부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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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개요
일본특허청은 특허청장 직속으로 부청장과 지식재산권 평의회를 구성하고 7개 업무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와 상표의 심사에 있어서는 4개 부문의 특허 심사 부서와 1개
부문의 상표 심사 부서로 업무를 구분하였고 특허 심사 부서 중 한 부서에서 디자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관련 조직은 정책계획/협력 부서의 총무 부문 하부에 정보기술 및
특허정보관리 사무소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6] 일본특허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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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별 주요 역할
정책계획/협력 부서, 상표 및 고객관리 부서, 특허/디자인 심사 부서(1), 특허 심사 부서
(2), 특허 심사 부서(3), 특허 심사 부서(4), 이의신청 부서 등 각 조직의 업무 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2] 일본특허청 각 부서별 업무 내용
부서

업무내용

정책계획/협력 부서

∙ 일본특허청 총괄 지원 조직 - 인사, 총무, 예산. 기획, 정보배포
및 정책홍보, 국제정책수립, 국제협력 등 업무 수행
∙ 총무부문 하위에 법무팀과 정보기술 및 특허정보관리 사무소가
구성됨
∙ 정보기술 및 특허정보관리 기술 사무소가 정보시스템 기획
및 운영 등 담당

특허/디자인 심사 부서 (1)
특허 심사
부서

∙ 디자인 심사와 더불어 물리학/광학분야, 사회 인프라 구조 관련
특허 심사 진행

특허 심사 부서 (2)

∙ 기계기술 분야 특허 심사 전담

특허 심사 부서 (3)

∙ 화학, 생명과학, 재료과학 분야 특허 심사 전담

특허 심사 부서 (4)

∙ 전자기술 분야 특허 심사 전담

상표 및 고객관리 부서
이의신청 부서

∙ 상표 심사업무 외에 선행기술심사, 출원 신청 처리 등
∙ 특허 및 상표,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관련 업무 지원
∙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판결하고 결과를 공지
하는 역할 담당

(3)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 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는 1985년 일본특허청
및 국제통상산업부의 허가로 설립된 일반 재단법인의 종합 특허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정보를 심사관 및 대민(개인·기업 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특허 검색, 출원 및 특허 선행기술 조사의 대행 서비스를
심사관이나 대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JAPIO 세계특허정보정문서비스(JAPIO-GPG/FX)로 IP5를 포함한 주요
특허청8)의 전문과 DOCDB에 포함된 내용을 기계 번역하여 일본어와 영어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중소기업 및 일반 사용자이며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일본특허청에서 선정한 선행기술 대행 조사 기관으로, 출원 서류 등
복사, 출판물 판매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8)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PCT, 독일, 프랑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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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정보기구 서비스의 특징은 특허, 상표 정보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실용화
지원이다. 특허의 선행기술 조사 시 자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선행기술 조사에
우선되는 특허 문헌을 선별하고, 상표 검색에 있어서는 문자 및 도형을 인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본어 처리에 전문화된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사용자는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3]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 서비스 및 연구개발 내용
구 분

서비스 제공

연구 개발
(인공지능 분야)

내 용

∙
∙
∙
∙

세계 특허 정보 정문 검색 서비스(JAPIO-GPG/PX)
중소기업 및 개인의 선행기술 조사 대행
출원 서류 등의 복사 서비스
출판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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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 조사에 포함될 문헌 검색 및 평가
∙ 상표(문자, 도형)의 검색 및 분석
∙ 기계번역 고품질화
- 전문 용어사전 구축 / 기계번역 시스템 실용화
- 아시아 태평양 기계번역 협회의 JAPIO 특허 번역 연구회 출범
- 인간과 기계에 익숙한 표준 일본어 책정 및 보급

장

[그림 2.7] 일본특허정보기구(JAIPO) 조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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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NA)
가. 데이터 관리 정책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2008년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발표하며, 중국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을 혁신국가로 발돋움하여 번영사회로
만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비교적 약하다고
자체 평가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시장 주체의 능력은 그리 강하지 못하여 산업에
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창출,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관리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의 국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식물 및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지식재산권 정보의 고품질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방
분야에 특화된 별도의 정보 플랫폼을 수립해야하며, 중국의 다양한 지역이나 분야에 적합한
지식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 심사 및 등록 시스템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키고, 절차 최적화와 효율성 제고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지식재산권 관련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나. 데이터 서비스 개선활동 현황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계획을 통해 선진 특허청으로서의
요구사항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효율적인 이행과 실행을 위한 주요 목적과 활동 현황을
발표하였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주요 데이터 개선활동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창출 품질 제고
지식재산권 성능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식재산권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특허
출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최적화하고 특허 출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품질 향상을 제고한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유형 및 분야에 따라 심사를 개선하고 중국의
핵심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한다.
∙ 지식재산권 사용 효율성 강화
IP 정책과 산업, 지역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 지적 재산권을 홍보하며
중국의 집약 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개발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지식재산권 기반의
혁신을 위한 활용 절차 정교화, 정책 및 이행, 상업화 및 산업화 촉진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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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보호 효율성 제고
지식재산권 법안 수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절차 개선 및 심사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여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수준을 향상한다. 핵심 행정 분야와 절차에 대한
특별 집행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공공 서비스 개선
효율적인 개발 환경 조성과 우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지식재산권 관리 및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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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정보 공개 개선 주요 경제 활동에 대한 지식재산권 평가 절차 구축, 지식재산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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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주요 영역의 조기 경보 개선.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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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추진
외국 지식재산권 정보의 교환 및 처리 절차를 완성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며, 외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 글로벌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능력 및 이니셔티브 강화를 이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영향력 강화 및 중국 기업의 해외 개발 공간 확대, 중국
기업의 해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활동을 수행한다.
∙ 기본 지식재산권 기능 향상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대행사의 선정 및
전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의 중국 지식재산권 지위와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평가 기준을 정비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고급 인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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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화 부서 조직
(1) 조직 개요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2018년 3월 이후 CNIPA로 변경되며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조직에
대한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직 구성 및 역할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 조직
(SIPO)으로 운영하고 있어, CNIPA가 아닌 SIPO의 조직 내용을 기술하였다. 중국국가지식
산권국은 아래의 [그림 2.8]과 같이 부국장(Deputy Commissioner)별로 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2.8]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 조직도

이 중 정보시스템의 담당 조직은 자동화부(Automation Department)와 특허정보센터
(China Patent Information Center)이다. 자동화부는 주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담당
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센터는 데이터 처리, 기계번역, 특허 검색 지원 등 데이터 관련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2) 정보 지원 부서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지원을 담당하는 자동화부와 중국특허
정보센터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동화부(Automation Department)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 내의 자동화부는 IT 구현에 대한 연간 계획,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총 80여 명의 정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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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자동화부 수행업무
구분
자동화부
(Automation
Department)

또한,

수행업무
∙
∙
∙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IT 프로젝트 구축 및 관리
∙ 특허 데이터 자원(resource) 관리
자동화 장비의 배치 및 관리
∙ 정보 기반의 지식재산권 실행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
∙ 국제 협력 및 협의 참여
특허 데이터의 처리 및 유지보수
∙ 정보 보안 문제 해결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자동화부는 조직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부서(division)기반 프로젝트 관리’ 및 ‘팀(Team) 기반 프로젝트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서들과 팀은 프로젝트의 수명 주기(Project management Life cycle)에 따라 기획,
관리, 운영 등의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한다.

2

[그림 2.9] 자동화부 프로젝트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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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Department

Project Planning
Division

Project Management
teams

Project Management
Division

Project Operat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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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vendors

∙ 자동화부(Automation Department)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중국특허정보센터(CNPAT,
China Patent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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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중국특허정보센터(CNPAT) 조직도
CNPAT

종합부*

시스템부

데이터처리부*

서비스부*

DB부

연구부

행정실

터미널설비처

정보가공처

특허시행처

DB지원처

SW개발처

인력자원처

응용시스템처

정보품질검사처

시장운영처

DB품질관리처

SW품질처

재무처

기반시스템처

정보연구처

검색자문처

DB공정처

기술발전처

당위원회행정실

통신처

정보관리처

우한(武武)사무소

전산실운영처

중국특허정보센터는 [그림 2.10]과 같이 6개의 하부부서로 구성되어 종합부, 시스템부,
데이터처리부, 서비스부, DB부, 연구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외부 기업과 교류를
하여 업무 수행에 지원을 받고 있다. 종합부는 외부 기업인 ‘북경신진 통신시스템기술유한책임공사’
에 데이터 처리를 맡기고 있으며, 데이터처리부는 ‘상해 번역시스템과학기술유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 및 비특허문헌에 대한 번역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부는 특허시행, 시장운영, 검색 자문에 서비스 관련 기업인 ‘북경 지식과학기술유한
책임공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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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해외 특허청의 데이터 관리 정책 및 개선활동 특징
유럽특허청의 데이터 관리정책은 고품질의 특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ITR(Information Technology Roadmap)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계 번역 체계 강화, 정보
검색 기능 강화 등의 단계별 개선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기술 조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번역 대상 언어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계번역
아키텍처를 개발함으로써 심사관 및 일반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움직임은 조직을 일원화, 간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정부 및 민간의 IP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방침으로 데이터 서비스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개선활동으로 기존 정보기술시스템을 PE2E
단일 플랫폼으로 재설계하여 출원에서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국제표준인 XML로 개발하여 특허 관련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유럽특허청과 마찬가지로 해외문헌 번역체계를 강화하는 과제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일본특허청은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스템, 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 정책의 핵심 내용이며,“IP
Strategy Program 2017”에 따라 데이터 서비스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의
주요 개선활동은 선행기술 문헌 선별, 상표 도형 및 텍스트 이미지 검색, 일본어 번역 강화
등 특허청 심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특허청
심사업무의 효율 제고와 품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관리
및 개선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 플랫폼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방이나
특정 분야 혹은 지역에 적합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심사
및 등록 시스템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여 절차 최적화와 효율성 제고로 행정 비용을 감소 및
관련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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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본 3장에서는 주요 선진특허청별 데이터 보유 현황과 데이터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각
특허청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 보유와 관련해서는 각 특허청이 타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하는 특허 정보 현황과 각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특허문헌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특허청의 데이터 보유와 관련한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특허청 발전방안 수립에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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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주요 선진특허청 데이터 보유 현황에서 각 특허청이 활용하고 있는 민간 IP

3

기업의 특허 정보를 살펴보았으며,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장

특장점은 4장“국내·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및 서비스 현황”에서 다루었다.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심사관에게 제공되는 검색 서비스와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대민 서비스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특허청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특장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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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선진특허청 데이터 현황

본 절에서는 주요 선진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특허, 상표/디자인,
비특허문헌, 민간 IP 기업 특허 데이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의 경우는 각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정보와 타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하는
정보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정보는 추후 한국특허청의 특허 보유 데이터를 확대해 나갈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특허문헌 정보에 대해서는 각 특허청 내에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문헌과
외부링크로 연결하여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전통지식과 관련해서도
비특허문헌 조사 시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상표/디자인, 민간 IP 기업 특허 정보 보유 현황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특히, 각 특허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 IP 기업 특허 정보 현황은 향후 한국특허청에서 민간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후보 기업 선정에 주요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P5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각 특허청이 외부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입수, 가공, 탑재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체DB”로,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API 등 인터페이스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링크”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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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특허청(KIPO) 데이터 보유 현황
한국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는 특허 및 실용신안 데이터, 상표/디자인 데이터, 비특허문헌
데이터로 구분된다. 우선, 특허 데이터의 생성은 한국특허청을 통해 출원된 데이터가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과정과 유럽특허청 등 주요 해외 특허청으로부터의 XML, TIF,
TXT, PDF 등의 형식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입수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입수된

57개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는

사전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데이터의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게 되고, 이 중 27개국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는 표준기술문서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외부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3.1] 한국특허청 특허 데이터 보유현황
구분

한국특허청 Database
특허 데이터베이스

특허 DB
실용신안 데이터베이스

정보종류

범위

공개 서지, 전문 등

1983~

등록 서지, 전문 등

1948~

공개 서지, 전문 등

1983~

등록 서지, 전문 등

1948~

언어

DB의
구성방법

한국어

자체
DB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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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특허청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현황
구분

한국특허청 Database

정보종류

범위

등록

1790~

공개

2001~

EP-FullTEXT (특허)

특허공보

1978~

DOCDB (서지, 초록)

서지

1782~

DOCDB Clipped Image(가칭)

이미지
(대표도면)

-

Image/Textproducts-kindcodesABUY
(특허공보)

공보

1950~

Patent Abstract of Japan(PAJ)

초록

1976

PMGS

분류

1999~

특허 (Text Backfile)
Grant Red Book Full Text
With Embedded Images (등록특허텍스트)
미국특허
상표청

Grant Multi-Page PDF Images
(등록특허전문이미지)
Application Reed Book Full Text With Embedded
Images (공개특허텍스트)
Application Multi-Page PDF Images
(공개특허전문이미지)

주요국/
기관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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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특허청 Database
Published Patent Applications (공개특허)
Approved Patent (심사결정정보)
Granted Patents (등록특허)
Approved Utility Model (심사결정정보)
Granted Utility Model (등록실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PCTRULE87 (PCT특허공보)

정보종류
공개
심정
등록
심정
등록
공개
등록, 실용
공보

범위
1985~
1985~1992
1993~
1985~1992
1993~
1985~
1985~2001
1978~

세계지식재산권기구 PCT TEXT

공보

2015~

중국국가
지식산권국

English Abstract (영문초록)
세계지식
재산권기구

그 외 51개국(기관) 입수

가. 특허 데이터베이스
[표 3.1], [표 3.2]는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는 국내 특허 정보와 IP5의 특허 정보
보유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는 국내 정보는 특허 데이터
세트와 실용신안 데이터 세트로 구분되며 매일 업데이트 된다. 특허 데이터 중 공개특허는
1983년도부터9) 등록특허는 1948년도부터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신안 데이터
역시 공개특허는 1983년도, 등록특허는 1948년도부터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서지, 초록, 명세, 청구, 대표도면, 기타도면, 문단 이미지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데이터의 보관 형태는 SGML, XML,
TIF, JPG, PDF로 저장되어 있다.
해외청에서 입수되는 특허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선진특허청에서 입수되는
특허 정보 중에서 일본특허청의 전문, 유럽특허청·미국특허상표청·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서지 및 초록 특허 정보는 한국어로 기계 번역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다.

나.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한국특허청의 상표 및 디자인 데이터 운영은 특허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출원,
등록되는 상표/디자인과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입수되는 데이터로 구분된다.
우선,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입수되는 상표·디자인 데이터는 특허 데이터와 같이 사전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오류를 검증한 후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다.

9) 1983년 특허공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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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한국특허청 상표/디자인 데이터 보유현황 (국내 상표/디자인)
한국특허청 Database

상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정보종류

범위

서지

1950~

출원공고

1998~

등록

2016~

거절포대

1987~1998

서지

1947~

공개

1996~

등록

1946~

거절포대10)

1992~1998

카탈로그

1960~

상표/디자인

1975~

글자꼴

1987~

실용신안

1969~

평면(국내)

1976~2012

DB의 구성방법

자체
DB

제

[표 3.4] 한국특허청 상표/디자인 데이터 보유현황 (해외 상표/디자인)
해외특허청

미국
일본
EUIPO

정보종류
상표/디자인 서지, 전문이미지
상표/디자인 공보
상표/디자인 서지
상표/디자인 서지

3

제공
KIPRIS
KIPRIS, KOMPASS
KIPRIS
KIPRIS

장

다.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한국특허청은 심사관들의 비특허문헌 인용 비율을 높여 심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비특허문헌 통합 검색을 위한 NPIS(Non Patent Information
System)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8년 현재 한국특허청의 비특허문헌 정보는 [표 3.5]와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구축 데이터베이스와 API로 연계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특허문헌에는 논문, 저널, 표준기술문서 등이 포함되며, NPIS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표준문서 제공 범위 확대, 서비스 구조개선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특허청은 특허 거절 사유의 명확화 및 주요 핵심 특허 창출을 위한 심사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비특허문헌을 확대하고 있다.

10) 거절포대: 특허심사에서 권리 신청에 대한 거절이 결정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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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한국특허청 비특허문헌 보유 현황
KIPO
NPL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Publisher
Service

내용

데이터의
구성방법

이동통신표준화그룹 (3GPP)
국제인터넷표준화그룹 (IETF)
표준기술문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TSI)

내부
운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 (TTA)
인터넷기술공지
건축기술문헌

기타

전통지식

상용 DB

38

자체
DB

AAAS

Science

생명과학, 식물학, 유전학, 생리학분야

AAAS

Science Signaling

생명과학, 식물학, 유전학, 생리학분야

ACS Publications

ACS

화학분야 데이터베이스

ACS Publications

STN

화학분야 데이터베이스

ACS Publications

STN-Chemical
Abstract

화학분야 데이터베이스

ACS Publications

STN-Merck Index

화학분야 데이터베이스

AIP Publications

AIP

전기/컴퓨팅/생명공학/통신/전력/에너지분야

APS

APS

물리학 분야

ASPB

ASPB

세포생물학, 식물학 분야

Britannica

Britannica

각 분야 백과사전

CSJ Publication

BCSJ

일본 화학분야 저널

Elsevier

Science Direct

사회과학, 기술과학 각 분야

IEEE/IET

IEEE/IET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컴퓨터, 원자력,
광학, 물리 분야

IET

INSPEC

전기, 전자분야 과학기술 전반저널

IOP Publishing

JJAP

응용물리학 분야 일본저널

IOP Publishing

IOP

물리학 분야 저널

John Wiley & Sons

Wiley On-line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John Wiley & Sons

Kirk-Othmer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John Wiley & Sons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
Technology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KISS(한)

KISS

국내학술지, 학술도서, 신문 아카이브 등

LawnB(한)

LawnB(한)

국내 판례, 행정자료, 문헌, 법률잡지,
소송도우미 등

NURIMEDIA(한)

DBPia

국내 학회. 협회, 출판사 발행 정기간행물 등

OSA Publishing

OSA

광학관련 학술전문지

Oxford Univ. Press

OUP

의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

RSC Publishing

RSC

화학 물질, 약물 및 생물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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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O
NPL DB

온라인
저널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Publisher
Service
SPIE
SPIE Library

내용

데이터의
구성방법

54,000회원사, 화학 분야 영국 전문 기관

Springer Nature

Springer Link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Springer Nature

Nature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TKC

TKC Law

일본 법률, 판례

Westlaw

Westlaw

미국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학술교육원(한)

e-artical

국내 학회, 협회, 출판사 발행 정기 간행물 등

AACR

Cancer Research

암 관련 임상, 예방 및 유행병학 등의
연구저널

AES

Journal of the Audio
Engineering Society

오디오 분야의 저널, 컨퍼런스 등 제공

ASBMB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식물학 및 세포 생물학, 생리학 식물생물학
분야

ASH

blood - journal

미국 혈액학 단체에서 발간하는 주간 의학
잡지

ASM

Journal of Virology

미생물학 관련 저널

Bloomberg BNA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Web

IP Bloomberg 법 관련 데이터

ECS

Journal of
Electrochemical
Society

전기 화학 과학 분야 내용의 저널수록 제공

Globe White Page

IAM Magazine

특허 및 과학 분야 매거진 데이터베이스

IBM

Journal of R&D

과학, 기술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공학 분야
저널

IEICE

전자정보통신학회
논문집

일본전자, 정보통신 분야 등 제공

Informa
(Taylor&Francis
Group)

Expert Opinion
Therapeutic Patents
(지식재산권)

온라인 의학 및 제약 관련 문헌

Ingenta

Water Environment
Research

물의 질, 오염방지, 관리 등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 분야

INTA

Trademark Reporter
(지식재산권 – 상표)

상표, 기업 브로슈어, 기업 기사 등 자료 제공

PNAS

PNAS journals

미국립과학원 연구보고서, 학회논문

Sage Publication

Textile Research
Journal

직물 소재․과정․화학․시스템의 새로운 컨셉
증과 관련 정보

TAPPI

TAPPI Journal

글로벌 펄프, 종이, 포장 등 관련 사업에 관련
저널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지식재산권 – 특허)

전 세계 특허 및 상표,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日本関税協會

CIPIC journal
(지식재산권)

관세, 무역 관련 문헌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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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특허청(EPO) 데이터 보유 현황
유럽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특허 출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아시아의 특허 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특허 정보를 추가
확보하여 유럽특허청 자체 보유 데이터를 포함한 총 105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3.6]은 유럽특허청의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이다.
[표 3.6] 유럽특허청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구분

유럽특허청 Database

정보종류

범위

EP-FullTEXT

특허전문

1978~

DOCDB

서지, 초록

1782~

DOCDB Clipped Image

이미지(대표도면)

-

MCD

분류(IPC)

2015~2018

EBD (EP Bibliographic Data)

서지, 초록

2014~

EP Register Data

등록 단계별 정보

1978~

ECLA

유럽자체분류 정보

2012~

First Page Images

도면

2014~

PATSTAT

통계 DB

2011~

INPADOC

패밀리 정보

1969~

CPC

분류

2013~

BNS

이미지데이터

-

특허
DB

언어

DB의
구성방법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자체 DB

[표 3.7] 유럽특허청의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서지, 요약 기준)
구분

국가
/
기관

40

정보종류

구분

정보종류

AM

서지, 초록

HN

서지, 초록

AR

서지, 초록

HU

서지, 초록

BA

서지, 초록

ID

서지, 초록

BG

서지, 초록

IS

서지, 초록

BR

서지, 초록

IT

서지, 초록

BY

서지, 초록

JO

서지, 초록

CL

서지, 초록

KE

서지, 초록

CO

서지, 초록

KG

서지, 초록

CR

서지, 초록

KZ

서지, 초록

CS

서지, 초록

LT

서지, 초록

국가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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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
기관

정보종류

구분

정보종류

CU

서지, 초록

LV

서지, 초록

CZ

서지, 초록

ME

서지, 초록

DK

서지, 초록

MN

서지, 초록

DO

서지, 초록

MO

서지, 초록

DZ

서지, 초록

MT

서지, 초록

EC

서지, 초록

MW

서지, 초록

EE

서지, 초록

MX

서지, 초록

EG

서지, 초록

MY

서지, 초록

EM

서지, 초록

NI

서지, 초록

FI

서지, 초록

SV

서지, 초록

PA

서지, 초록

TH

서지, 초록

PE

서지, 초록

TJ

서지, 초록

RS

서지, 초록

TR

서지, 초록

SA

서지, 초록

TT

서지, 초록

제

SI

서지, 초록

UA

서지, 초록

3

SK

서지, 초록

UY

서지, 초록

장

SM

서지, 초록

UZ

서지, 초록

GC

서지, 초록

VN

서지, 초록

GE

서지, 초록

YU

서지, 초록

GR

서지, 초록

ZM

서지, 초록

GT

서지, 초록

ZW

서지, 초록

HK

서지, 초록

국가
/
기관

출처:https://www.epo.org/searching-for-patents/data/coverage/weekly.html

유럽특허청은 해외 104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정보를 입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7]은 서지와 초록을 입수하는 국가·기관의 리스트이고 [표 3.8]은 서지, 초록뿐만 아니라
특허 전문을 입수하는 국가·기관의 리스트이다. 국가코드는 [별첨 A4]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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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유럽특허청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특허전문기준)
구분

주요국
/
기관

기타국가
/
기관

정보종류

구분

종류

CN11)

서지, 초록(영문), 전문이미지,
전문텍스트(영문 번역 가능)

DE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JP

서지, 초록(영문), 전문이미지,
전문텍스트(영문 번역 가능)

EA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KR

서지, 초록(영문), 전문이미지,
전문텍스트(영문 번역 가능)

ES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US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전문텍스트

OA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WO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전문텍스트

PH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AP
AT
AU
BE
CA
CH
FR
GB
HR
IE
IL
IN
CY
DD
TN
TW

서지,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서지, 초록, 전문텍스트

PL
PT
RO
RU
SE
SG
SU
LU
MA
MC
MD
NL
NO
NZ
ZA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기타국가
/
기관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전문텍스트

출처: https://www.epo.org/searching-for-patents/technical/full-text-additions.html

가. 특허 데이터베이스
유럽특허청은 DOCDB를 주요 특허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DOCDB는 서지정보와 초록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특허 전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EP-FullTEX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이외에도 유럽특허청은 분류, 도면, 패밀리 정보 등을 관리하는 다수의 특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이며 이들 중 주요 데이터베이스인 DOCDB, EP-FullTEXT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1) 국가코드는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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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CDB(특허 서지/초록 데이터베이스)
DOCDB는 해외 104개 국가·기관의 서지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여기에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의 서지 데이터, 초록, 인용 및 특허 패밀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DOCDB는 유럽특허청의 표준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신 가능한 데이터의 형식은 “XML WIPO ST.36”이다.
(2) EP-FullTEXT(EP 전문 데이터베이스)
EP-FullTEXT 데이터베이스는 이미지로 보관된 특허 정보를 기계 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하여 텍스트로 저장하였다. 유럽특허청 설립(1978년) 이래
공개된 특허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IP5를 포함하여 41개 해외 국가·기관의 전문을
포함하고 있다.

나.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제

유럽특허청은 비특허문헌에 대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과 외부링크 연계
방식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데이터베이스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한국
등의 전통 지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아래의 [표 3.9]는
유럽특허청의 비특허문헌 보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유럽특허청이 전자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ProQuest 데이터베이스 보유는 ProQuest 전체가 아닌
일부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다. 다른 IP5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표 3.9] 유럽특허청 비특허문헌 보유 현황
EPO
NPL
DB

NPL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내용

공식 사이트

초록/
전문

Cancer Research

암 관련 임상, 예방 및
유행병학 등의 연구저널

https://www.aacr.org

-

ACM

DigitalLibrary–Journal

컴퓨터관련 서지정보

https://dl.acm.org

-

AIP Publications

AIP

전기/컴퓨팅/생명공학/통
신/전력/에너지 분야

https://aapt.scitation.org/journal/ajp

전문DB

Biomed Central, Chemistry Central,
PhyMat Central
- Open Access

생물학, 화학 분야 정보

https://www.biomedcentral.com

전문DB

Cornell Univ.

과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library.cornell.edu

-

Publisher

Service

AACR

Library

데이터의
구성방법

자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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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NPL
DB

NPL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내용

공식 사이트

초록/
전문

Engineering
Information

공학관련 데이터베이스

https://www.elsevier.com

전문DB

Elsevier

EMBASE

EMBASE(1974년~현재)
와MEDLINE
(1966년~현재)의
자료통합,Full-TextLink

https://www.elsevier.com

초록DB

Elsevier

COMPENDEX

공학관련 데이터베이스

https://www.elsevier.com

초록DB

IEEE/IET

IEEE/IET

https://www.ieee.org/publications
/confproc

전문DB

IET

INSPEC

https://www.clarivate.com

초록DB

IFIS

Food & Science
Tech. Abstract
(FSTA)

음식 관련 과학 기술 초록
데이터베이스

https://www.ifis.org

초록DB

ION

Journals

위치, 시간 등 내비게이션
정보

http://www.ovid.com/site/catalog
/collections/13487.jsp

전문DB

IOP Publishing

IOP

물리학 분야 저널

iopscience.iop.org

전문DB

IP.com

Disclosures

특허, 과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ip.com/

-

Open Mobile
Alliance

Journals

모바일 기기 관련
표준 정보

http://www.openmobilealliance.or
g

전문DB

SPIE

SPIE Library

54,000회원사, 화학 분야
영국 전문 기관

https://spie.org/publications/boo
ks

전문DB

Springer Nature

Springer & Kluwer
Journals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https://www.springer.com

전문DB

Springer Nature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정보

https://www.springer.com/gp/co
mputer-science/lncs

전문DB

Thomson
(Clarivate)

BIOSIS

생물학 및 생물의학 초록

https://www.clarivate.com

초록DB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Medicine (MEDLINE)

생명과학, 생물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

https://www.medline.com

초록DB

AAAS

Science

생명과학, 식물학, 유전학,
생리학 분야

https://www.aaas.org

ACS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STN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STN-Chemical
Abstract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STN-Merck Index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AIP Publications

Applied Physics
Letter

전기/컴퓨팅/생명공학/통
신/전력/에너지 분야

https://aapt.scitation.org/journal/
ajp

AIP Pub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hysics

전기/컴퓨팅/생명공학/통
신/전력/에너지 분야

https://aip.scitation.org/journal/
jap

APS

APS

물리학 분야

https://www.aps.org/publications
/journals

ASBMB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식물학 및 세포 생물학,
생리학 식물생물학 분야

https://www.asbmb.org

Publisher

Service

Elsevier

ACS
Publications
ACS
Publications
ACS
Publications
ACS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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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컴퓨터, 원자력, 광학,
물리 분야
전기, 전자분야 과학기술
전반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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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구성방법

자체DB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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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NPL
DB

NPL
DB

전통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초록/
전문

내용

공식 사이트

BCSJ

일본 화학분야 저널

https://www.journal.csj.jp/bcsj

Elsevier

Scopus

과학, 기술, 의학 분야
초록데이터

https://www.scopus.com

IOP Publishing

JJAP

응용물리학 분야 일본저널

http://iopscience.iop.org/journal/
1347-4065

John Wiley &
Sons

Wiley On-line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https://onlinelibrary.wiley.com

OSA Publishing

OSA

광학관련 학술전문지

https://www.osapublishing.org

ProQuest

ProQuest Dialog

과학, 기술, 공학 분야의
학술저널, 매거진

https://www.proquest.com

QUESTEL

QUESTEL

특허, 과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questel.com

RSC Publishing

RSC

화학 물질, 약물 및
생물학적 정보

www.rsc.org

Springer Nature

Nature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https://www.springernature.com

Thomson
(Clarivate)

Web of Science

과학정보 인터넷 검색
서비스

https://www.clarivate.com

Westlaw

Westlaw

미국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https://www.westlaw.com

Westlaw Japan

Westlaw Japan

일본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https://www.westlawjapan.com

Publisher

Service

CSJ Publication

데이터의
구성방법

외부링크

제
3

3XPTK

Indian Journal of Traditional Knowledge,
Medicinal and Aromatic Plants Abstracts
database

-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KJTK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

장

자체DB

(1) 초록, 전문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유럽특허청의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초록 데이터베이스(Abstract Database)와
전문 데이터베이스(Full Text Database)로 구분되며 각 초록, 전문 데이터베이스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는 문헌과 외부링크로 운영되는 문헌으로 구분된다.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입수(Import)한 후 자체 표준화된
스키마(schema)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으며

라이선스(License)

구독(subscription) 방식은 기간별 임대료 지급형식을 취하고 있다.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은
외부링크를 통해 전문 검색이 가능하지만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문헌이 없는 경우에는
요약된 내용만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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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록 데이터베이스의 INSPEC, FSTA 등과 같은 문헌 데이터들은 초록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전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 출판사를 통해 별도 구매하고 있다. 그 외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외부링크를 통해 ID와 Password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다.
(2)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Traditional Database)
유럽특허청은 앞서 기술한 다양한 비특허문헌 정보 외에도 아시아권의 한국의 한방, 인도
허브, 중국 전통의학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유럽특허청 내부에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하고 있다.

다.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유럽특허청은 자체 특허 데이터베이스 외에 Clarivate Analytics(CA)의 DWPI를 활용
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심사 품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유럽특허청은 DWPI의
데이터를 유럽특허청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함으로써 통합 검색을 통한 심사업무의
효율을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DWPI에 대한 자세한 특장점은 4장“국내·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및 서비스 현황”에서 기술하고 있다.
[표 3.10] 유럽특허청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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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기업명

정보 제공 범위

언어

DB의 구성방법

DWPI

CA

전 세계 94개 국가 특허 정보

영어

자체 DB

INNOGRAPHY

CPA Global

100여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영어

기업
Platform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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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지식재산청(EUIPO) 데이터 보유 현황
유럽지식재산청은 유럽연합 상표 및 디자인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1996년 4월 1일에
공식적으로 개청되었으며 출원 접수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유럽의
2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지식재산청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는 TMview와 DesignView로 [표 3.11]에 요약되어 있다.
[표 3.11] 유럽지식재산청 상표/디자인 데이터 보유현황
유럽특허청 Database
TMView
DesignView

정보종류
상표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

범위
28개국
35개국

언어
영어, 원어
영어, 원어

DB의 구성방법
자체 DB

가. TMView(상표 데이터베이스)
유럽지식재산청에서 제공하는 TMView는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12))이 만든 상표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28개국의 상표 데이터와 국제등록
제

상표를 포함하여 500만 건(2017년 기준) 이상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각국의

출원인은

유럽지식재산청에

상표

출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

또는

국제상표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유럽지식재산청에 단일신청으로 28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드리드

프로토콜'

또는

'마드리드

협약'의

회원국인

경우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상표보호를
최대 70개국까지 확대할 수 있다.

나. DesignView(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유럽지식재산청에서 제공하는 DesignView는 35개국의 디자인 데이터 860만 건(2017년
기준)의 디자인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30개국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각국의 출원인은 유럽지식재산청에 디자인 출원을 통하여 해당 국가, 지역 또는
국제의장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유럽지식재산청에 단일신청으로 35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헤이그 협약”의 회원국인 경우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디자인 보호를 최대 60개국까지 확대 할 수 있다.
또한, DesignView는 공식의장등록사무소의 디자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12) 2016년 3월 23일 EUTMR의 시행에 따라, 유럽공동체상표의 명칭이 유럽연합상표로 변경되어,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
명칭이 유럽지식재산청(EUIPO)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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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특허상표청(USPTO) 데이터 보유 현황
미국특허상표청은 1790년 이후 미국에서 출원/등록된 특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2001년 3월부터 출원된 특허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
유럽특허청과는 다르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 정보와 해외 10개 국가·기관의 특허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선행기술 조사 시에는 미국 내의 특허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청의 특허 정보를
포함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3.12], [표 3.13]은 미국특허상표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와 상표/디자인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다.
[표 3.12] 미국특허상표청 특허, 상표/디자인 데이터 보유현황
구분

특허
/
디자인
DB

상표
DB

미국특허상표청 Database

정보종류

범위

PatFT (Patent Full-Text Database Contents)

등록된 서지, 전문

1790~

AppFT (Application Full Text Database)

공개된 서지, 전문

2001~

Grant Red Book Full Text With Embedded
Images

등록특허 텍스트 (TIFF 이미지 포함)
: 전문, 도면 및 화학구조 등

1790~

Grant Multi-Page PDF Images

등록특허 이미지 (TIFF로 작성된 PDF)

1790~

Application Reed Book Full Text With
Embedded Images

공개특허 텍스트 (TIFF 이미지 포함)
: 전문, 도면 및 화학구조 등

2001~

Application Multi-Page PDF Images

공개특허 이미지 (TIFF로 작성된 PDF)

2001~

Design Database

디자인정보

1997~

Trademarks Case File Dataset

상표 데이터

1870~

Trademarks Assignment Dataset

상표 출원 정보

1952~

언어

DB의
구성방법

영어

자체 DB

출처: USPTO Dataset, https://patents.reedtech.com/patent-products.php

[표 3.13] 미국특허상표청의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구 분
주요국/
기관

기타 국가

EP
JP
CN
KR
WO
CA
FR
DE
CH
GB

정보종류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서지, 초록(FRPS, DWPI)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서지, 초록(FRPS, DWPI), 이미지

출처: 미국특허상표청, https://www.uspto.gov/patents-getting-started/patent-basics/types-patent-applications/utility-patent/business-method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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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 데이터베이스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 특허의 종류를 실용 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 특허(Plant Patent)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특허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주요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PatFT(Patent Full-Text Database Contents)와 AppFT(US
Published Application Full Text Database)로 등록 특허와 공개 특허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보조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1) PatFT(Patent Full-Text Database Contents, 등록 특허 전문 데이터베이스)
PatFT는 179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서지 데이터, 초록, 청구항,
이미지 등 전문(Full-text)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PatFT에 탑재된 데이터는 1976년
1월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 197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특허는 모든 서지 데이터를 포함하여 검색 가능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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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0년부터 1975년 12월까지의 특허정보는 특허 번호, 발행일 및 현재 미국 특허
분류만을 제공하며 해당 필드 내에서만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특허의 전체 문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연계정보(하이퍼링크 등)를 포함하고 있다.
(2) AppFT(US Published Application Full Text Database, 공개 특허 전문 데이터베이스)
AppFT 데이터베이스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개된 특허의 전문(Full-text)
정보를 탑재하고 있다. 공개된 특허정보의 전체 텍스트에는 발명자의 이름, 제목 및 출원인의
이름과 같은 모든 서지 정보뿐만 아니라 초록, 발명의 전체 설명 및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특허의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연계정보(하이퍼링크)를 포함하고 있다.

나. 상표 데이터베이스
(1) Trademarks Case File Dataset(상표 데이터베이스)
Trademarks Case File Dataset에는 187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된
9,100만 건(2018년 2월 기준)의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상표 특성, 기소사건, 소유권, 분류 및 갱신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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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demarks Assignment Dataset(상표 소유권 데이터베이스)
미국특허상표청은 소유권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수행하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한 지원문서(합병, 이름 변경, 보안 이해 계약 및 라이선스
포함)를 기록하고 있다. Trademarks Assignment Dataset에는 180만 건의 고유한
상표등록정보(개별 출원 또는 등록)와 97만 건 이상의 상표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1952년~현재까지 정보). 이들 데이터는 약 500만 건의 상표출원 및 등록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다.

다.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미국특허상표청의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여러 유형의 비특허문헌 정보를 표
준화하여 관리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E2D2, Examiner`s Electronic Digest Database)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E2D2에는 다양한 분야의 저널 및 컨퍼런스 문헌정보, 매거진,
뉴스 등 여러 유형의 문헌을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특허문헌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심사관들이 보다 손쉽게 심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CAS, ProQuest, LexisNexis 등의 상용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STIC(Th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35만 9천
개 이상의 전자도서(e-Book), 7만 8천 건 이상의 전자저널(e-Journal)을 인터넷 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 조사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링크
(External Link) 방식의 문헌 조회(Access)는 심사관용 “Patent Examiner's Tool Kit13)”에서
각 e-book, e-journal,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해당 출판사의 플랫폼
(Platform)을 이용해서 조회 가능하다. STIC(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에서 제공하는 화면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문헌을 선택하면 해당 문헌의 화면이 나타나고
이 화면을 클릭하고 ID와 Password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방식이다.
[표 3.14] 미국특허상표청 비특허문헌 보유 현황
USPTO
NPL DB
E2D2
자체 운영
DB
상용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Publisher

Service

내용

심사관 주석, 미국 Class/Sub-Class 정보, 도서 발췌, 카탈로그, 핸드북,
매뉴얼, 저널기사, 기술보고서, 번역된 외국특허, 신문기사 등, 심사관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NPL Database, 13,000건 보유

공식 사이트

데이터의
구성방법

-

자체DB

ACS
Publications

STN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ACS
Publications

STN-Merck Index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외부링크

13)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에게 제공되는 업무지원 Tool로서 비특허문헌 검색을 포함한 선행기술 조사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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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NPL DB

상용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내용

공식 사이트

ProQuest Dialog

과학, 기술, 공학 분야의
학술저널, 매거진

https://www.proquest.com

QUESTEL

QUESTEL

특허, 과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questel.com

Thomson
(Clarivate)
Thomson
(Clarivate)

BIOSIS

생물학 및 생물의학 초록

https://www.clarivate.com

Web of Science

과학정보 인터넷 검색 서비스

https://www.clarivate.com

AAAS

Science

ACM
ACS
Publications
ACS
Publications
AIP
Publications

DigitalLibrary–Journal

생명과학, 식물학, 유전학,
생리학 분야
컴퓨터관련 서지 정보

ACS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STN-Chemical
Abstract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AIP

전기/컴퓨팅/생명공학/
통신/전력/에너지 분야

APS

APS

물리학 분야

ASM

Journal of Virology

BioOne

BioOne Complete

미생물학 관련 저널
생물, 생태, 환경과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aapt.scitation.org/journ
al/ajp
https://www.aps.org/publicatio
ns/journals
https://jvi.asm.org

Bloomberg
BNA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Web

IP Bloomberg 법 관련 데이터

https://www.bna.com

MerckIndex–Online

화학, 의약, 바이오공학 분야
저널

www.cambridgesoft.com

CSJ Publication

BCSJ

일본 화학 분야 저널

https://www.journal.csj.jp/bcsj

EBSCO Online

ASP, BSC, Computer
Source

Elsevier

Scopus

Elsevier

Science Direct

과학 학술출판사 및
대학출판사 e-book
과학, 기술, 의학 분야
초록데이터
사회과학, 기술과학 각 분야

Faulkner

Technical Report

과학 Faulkner 대학학술지

HeinOnline

HeinOnline

정부문서 데이터베이스

https://home.heinonline.org

Highwire Press

Highwire

스탠포드대학 학술출판

https://www.highwirepress.com

IEEE/IET

IEEE/IET

IET

INSPEC

IOP Publishing

JJAP

IOP Publishing

IOP

Publisher

Service

ProQuest

CambridgeSoft
(Perkin Elmer)

STIC
관리문헌

John Wiley &
Sons

Cochrance Library

John Wiley &
Sons

Wiley On-line

John Wiley &
Sons

Kirk-Othmer

https://www.aaas.org
https://dl.acm.org

https://bioo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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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pus.com
https://www.elsevier.com
https://www.press.jhu.edu/jou
rnals/faulkner-journal

http://iopscience.iop.org/journ
al/1347-4065

물리학 분야 저널

iopscience.iop.org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3

https://www.ebsco.com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컴퓨터, 원자력, 광학, 물리
분야
전기,전자 분야 과학기술 전반
저널
응용물리학 분야
일본 저널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데이터의
구성방법

외부링크

https://www.ieee.org/publicati
ons/confproc
https://www.clarivate.com

https://www.cochranelibrary.
com
https://onlinelibrary.wiley.com

https://onlinelibrary.wi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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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NPL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데이터의
구성방법

내용

공식 사이트

Business & General
Science Collection

과학 분야 저널 데이터베이스

https://www.jstor.org

Kenneth Mason
Publication

Research Disclosure
On Web

해상, 항해, 피트니스 및 특허
관련 정보

https://openlibrary.org/publish
ers/Kenneth_Mason_Publicatio
ns_Ltd

Mary Ann
Liebert

Mary Ann Liebert

생명공학, 재생의학, 생물의학,
의학, 수술 분야 저널

https://www.liebertpub.com

OSA Publishing

OSA

광학관련 학술전문지

https://www.osapublishing.org

OVID

OVID–Journal

종양학 관련 e-book

http://www.ovid.com

Oxford Univ.
Press

OUP

의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

global.oup.com

RSC Publishing

RSC

SPIE

SPIE Library

Springer Nature

Springer Link

Springer Nature

Natur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Medicine (MEDLINE)

생명과학, 생물의학
서지 데이터베이스

https://www.medline.com

Usenix

The Advanced
Computing System
Association

컴퓨터 관련 협회정보

https://www.usenix.org/about

Westlaw

Westlaw

미국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https://www.westlaw.com

Westlaw Japan

Westlaw Japan

일본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https://www.westlawjapan.com

Publisher

Service

JSTOR

STIC
관리문헌

화학 물질, 약물 및 생물학적
정보
54,000회원사, 화학 분야
영국 전문 기관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www.rsc.org
https://spie.org/publications/b
ooks

외부링크

https://link.springer.com
https://www.springernature.com

라.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미국특허상표청은 특허 데이터와 관련하여 Clarivate Analytics의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CPA Global 사의 INNOGRAPHY, LexisNexis사의 TotalPatent,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

WIPS사의

WINTELIPS

5개사의

민간IP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은 1958년에서 1998년 사이에 IBM이 제작한 기술
자료를 공개하는 게시판으로 그 목적은 이미 IBM이 보유한 특허를 경쟁업체가 중복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게시판에는 IBM이 발명한 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상표청은 이 정보를 선행기술 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단점은 4장“국내·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및 서비스
현황”에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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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미국특허상표청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현황
Database

기업명

정보 제공 범위

언어

DB의
구성방법

DI

CA

전 세계 주요 9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영어

기업
Platform사용

DWPI

CA

전 세계 주요 9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영어

자체 DB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

IBM

IBM 특허정보(1958~1998)

영어

INNOGRAPHY

CPA Global

전 세계 10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영어

TotalPatant One

LexisNexis

전 세계 107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영어

WINTELIPS

WIPS

86개국 특허 정보

영어

기업
Platform사용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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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특허청(JPO) 데이터 보유 현황
일본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 주요 선진특허청과 유사하게 자체 데이터베이스 및 민간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도 미국특허상표청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 관련 정보와 주요 선진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해외에서
입수하는 10개 국가·기관의 특허 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16]은 일본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디자인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다.
[표 3.16] 일본특허청 특허, 상표/디자인 데이터 보유현황
구분

특허
DB

상표/
디자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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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Database

정보종류

범위

언어

정리표준화 DB(Standardized data)

표준화 DB

1975~

일본어

Image/Text products- kind codes ABUY

특허 전문

1950~

일본어

Bibliographic data in Kanji (Patent
Publication)

공개특허 서지

1974~

Bibliographic data in Kanji (Utility Model
Publication)

실용신안 서지

1971~

Patent abstract of Japan(PAJ)

영문 초록

1976~

DB의
구성
방법

일본어

Text data of Japanese language abstracts
미국특허 일본어 서지/초록
of US applications and patents

1962~

Text data of Japanese language Abstarcts
유럽특허 일본어 서지/초록
of EP applications

1978~

Text data of Japanese language abstracts
중국특허 일본어 서지/초록
of CN applications

2000~

Published decision on appeal/trial

심사결정정보 특,실,상,디

2000~

Japanese-English machine-translation
dictionary data

일 - 영 기계번역
사전 데이터

-

PCT national phase entry data

PCT 국내진입 데이터

2003~

PMGS

분류

1999~

FI Data

분류

1922~

F-TERM

분류

1922~

IPC Inverted File

분류

-

Trademark Publication Gazette

일본공개상표

2000~

Trademark Registration Gazette

일본등록상표

2000~

Design Registration Gazette

디자인 등록 공보

2000~

Image data of Registered Design

등록 디자인 이미지

1899~1999

Bibliographic data of Registered Design

등록 디자인 서지

1972~1999

Analyzed D-term Data

디자인 분류 데이터

197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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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일본어

자체 DB

영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자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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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일본특허청의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구 분

주요국/기관

기타 국가

종 류
US

공개 전문, 서지, 초록

EP

공개 전문, 서지, 초록, 법적 상태

CN

공개 전문, 영문 초록, 일본어 초록

KR

영문 초록

WO

전문 공개, 서지, PCT, 법적 상태

GB

공개 전문

DE

공개 전문, 서지, 초록

FR

공개 전문

CH

공개 전문

CA

공개 전문
출처: https://www.j-platpat.inpit.go.jp/web/doc/bunchiku.html

가. 특허 데이터베이스
일본특허청은 특허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특허 서지 데이터베이스, 실용신안 서지

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대민 제공용으로 일본의 특허 데이터를 표준화한

3

“정리표준화 DB (Standardized data)”와 일본 특허의 초록을 담고 있는 PAJ(Patent

장

Abstract of Japan)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럽, 미국, 중국 특허에 대한 일본어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주요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본다.
(1) Image/Text products- kind codes ABUY(특허 전문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일본에서 출원/등록된 특허 정보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특허 정보의 전체 텍스트에는 발명자의 이름, 제목 및 출원인의 이름과
같은 모든 서지 정보뿐만 아니라 초록, 발명의 전체 설명 및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Standardized Data(정리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Standardized Data는 국립산업재산권정보훈련센터(INPIT14))에서 일본특허청 데이터에
대하여 출원 진행 관련 서지 정보, 특허권 관련 서지 정보, 검색 기준 정보(Search Master
File) 등의 항목을 표준화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INPIT는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문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의 데이터를
XML형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14) INPIT :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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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J(Patent Abstract of Japan, 특허 초록 데이터베이스)
PAJ는 일본 특허 초록 데이터베이스로 일본 특허 출원의 영문 초록을 포함하고 있다.
PAJ에서는 일본 특허 출원 간행물 및 서지 정보를 영어로 검색할 수 있으며, 1976년
이후에 발행된 일본 특허 출원의 영문 초록과 1990년 이후에 발행된 일본 특허 출원
공보에 대해 참조할 수 있다. 또한 1993년 이후 발행된 일본 특허 출원의 경우, 일본어로
된 청구항이나 설명의 범위를 영어로 기계번역하여 검색 할 수 있다.

나.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일본특허청은 “J-PlatPat”을 통해 산업 디자인 및 상표 간행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2017년 2월 기준 디자인 730만 건, 상표 3,500만 건의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다.
(1) Trademarks Registration Gazette, Trademark Publication Gazette(상표 데이터베이스)
일본특허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상표 등록 공보 내용의 “Trademarks Registration
Gazette”와 상표 공개 정보에 대한 Trademarks Publication Gazette로 대표된다.
(2) Design Registration Gazette(디자인 데이터베이스)
Design Registration Gazette은 디자인의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심사원들의 디자인 심사를 위하여 참조 및 검색에 이용되는 보조 데이터베이스로는 이미지
검색을 위한 Image data of Registered Design 데이터베이스와 서지 정보를 수록한
Bibliographic data of Registered Design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분류 데이터에 관련된
Analyzed D-term Data 등이 활용되고 있다.

다.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일본특허청의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NPL”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CSDB(Computer Software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검색이 가능하며, 외부링크로 운영되는
경우는 개별 웹 페이지로 접속하여 문헌을 검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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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선진특허청 데이터 현황

[표 3.18] 일본특허청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현황
JPO NPL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Publisher
Service
NPL

내용

공식 사이트

과학저널 및 서적*

-

NPL DB

자체DB
CSDB
AAAS

Science

Elsevier

Scopus

ACS Publications
ACS Publications

ACS
STN
STN-Chemical
Abstract
STN-Merck Index

ACS Publications
ACS Publications

상용DB

데이터의
구성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저널 및
서적
생명과학, 식물학, 유전학, 생리학
분야
과학, 기술, 의학 분야
초록 데이터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aaas.org
https://www.scopus.com
https://www.cas.org
https://www.cas.org
https://www.cas.org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전기/컴퓨팅/생명공학/통신/전력/
AIP Publications
AIP
https://aapt.scitation.org/journal/ajp
에너지 분야
https://www.aps.org/publications/j
APS
APS
물리학 분야
ournals
일본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https://www.westlawjapan.com
Westlaw Japan
Westlaw Japan
서비스
CSJ Publication
BCSJ
일본 화학 분야 저널
https://www.journal.csj.jp/bcsj
사회과학, 기술과학
https://www.elsevier.com
Elsevier
Science Direct
각 분야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컴퓨터,
IEEE/IET
IEEE/IET
https://ieeexplore.ieee.org
원자력, 광학, 물리 분야
전기,전자 분야
IET
INSPEC
https://www.clarivate.com
과학기술 전반 저널
http://iopscience.iop.org/journal/13
IOP Publishing
JJAP
응용물리학 분야 일본 저널
47-4065
IOP Publishing
IOP
물리학 분야 저널
iopscience.iop.org
John Wiley &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Wiley On-line
https://onlinelibrary.wiley.com
Sons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과학, 기술, 공학 분야 학술저널,
ProQuest
ProQuest Dialog
https://www.proquest.com
매거진
OSA Publishing
OSA
광학관련 학술전문지
https://www.osapublishing.org
Springer Nature
Springer Link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https://link.springer.com
ACM
DigitalLibrary–Journal
컴퓨터관련 서지정보
https://dl.acm.org
Springer Nature
Nature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https://www.springernature.com
US National
생명과학, 생물의학
Library of
Medicine (MEDLINE)
https://www.medline.com
서지 데이터베이스
Medicine
Thomson
BIOSIS
생물학 및 생물의학 초록
https://www.clarivate.com
(Clarivate)
Thomson
Web of Science
과학정보 인터넷 검색 서비스
https://www.clarivate.com
(Clarivate)
일본 최대의 과학, 의학, 약학
JDREAM III
JDREAM III
기술문헌 데이터베이스, 56백만
https://jdream3.com
문헌
Medical Online
Journal
온라인 의학 및 제약 관련 문헌 http://www.medicalonline.com.au
TKC
TKC Law
일본 법률, 판례
https://www.tkc.jp/law/lawlibrary
미국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Westlaw
Westlaw
https://www.westlaw.com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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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DB의 NPL DB 목록은 해당 링크 참조: https://jdream3.com/guide/material/document/JSTPlusPeriodicals.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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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비특허 데이터베이스
NPL 데이터베이스는 일본의 JdreamIII15)에서 제공하는 각 산업 및 기술 분야에 관련된
과학 논문, 저널, 컴퓨터 매뉴얼, 기술서적에 관련한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CSDB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저널, 서적, 매뉴얼, 논문,
매거진 등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제공한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일본특허청 내에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어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 시 특허와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2) 상용 데이터베이스
일본특허청은 위에서 기술한 비특허문헌 자체 데이터베이스 외에 선행기술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STN, BIOSIS, MEDLINE, CA Plus, JAPICDOC 등의 고품질의 전문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라.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일본특허청은 자체 특허 데이터베이스 외에 Clarivate Analytics의 DI(Derwent
Innovation), LexisNexis의 TotalPatent One, 일본 상용 데이터베이스인 NRI Cyber
Patent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관련하여 일본특허청은
Clarivate Analytics 및 LexisNexis로부터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3.19] 일본특허청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현황
Database

기업명

DWPI16)
CA
DI17)

정보 제공 범위

언어

자체 DB
탑재

전 세계 주요 94개 국가의
특허 정보 제공

TotalPatant One

LexisNexis

107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제공

NRI Cyber Patent
Desk

NRI Cyber Patent

IP5 외 18개국 특허 정보
제공

영어,
일본어

15) JdreamIII, 일본 최대의 과학기술문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https://jdream3.com
16)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 CA에서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7) DI(Derwent Innovation) : C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명의 하나로 CA의 검색 및 분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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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의 구성방법

기업
Platform사용
기업
Platform사용
기업
Platform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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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데이터 보유 현황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경우도 다른 주요 해외 선진특허청과 같이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
자체 DB 및 민간 DB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초록 정보를 탑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전문(Full-Text)을 탑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 17일 중국 의회는 현재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국국가지식산권국과
중국상표청을 통합하며, 이의 발효일은 2018년 말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상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표 3.20]은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 상표/디자인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며, [표 3.21]은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이 보유한 해외 102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중 주요 국가·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표 3.20]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상표/디자인 데이터 보유 현황
구분

특허
DB

상표/
디자인
DB

CHINA Database

정보종류

범위

언어

CNABS

초록

1985~

영어

CNTXT

전문

1985~

Published Patent Applications

공개 특허 정보

1985~

Approved patent

특허 심사결정 특허 정보

1985~1992

Granted Patents

등록특허 공보

1993~

Approved Utility Model

실용신안 심사결정 정보

1985~1992

Granted Utility Model18)

등록 실용신안 공보

1993~

English abstract

영문초록

1985~

Citation Data

인용문헌

2010~

Legal Status Data

법적상태정보

1985~

Granted Utility Model

등록 실용신안 공보

1993~

CTMO

상표 데이터

1978~

Approved Industry Design

심사결정 디자인 공보

1985~1992

DB의
구성방법

제
3
장

중국어
자체 DB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자체 DB

출처: http://www.pss-system.gov.cn/sipopublicsearch/inportal/initPortalHome-showDataRange.shtml

18)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경우 등록 특허의 경우 1992년까지 Approved로 표기하였으나, 1993년부터 Granted로 변경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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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구분

주요국가
/
기관

기타 89개 국가·기관

정보종류
US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JP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KR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HK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MO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TW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GB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FR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DE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RU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CH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EP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WO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기타

특허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상태

가. 특허 데이터베이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초록 데이터베이스와 특허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주요 선진 특허청과 유사하며, 추가적으로 영문 초록과
인용문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주요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NABS(China Patent Abstract Database, 특허 초록 데이터베이스)
CNABS는 특허 정보의 초록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1985년부터 출원된 특허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허를 다양한 각도(출원자, 적용 영역 및 주요 특허 기술 포함)에서 분석
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CNABS는 보다 효율적인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특허의 핵심 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 정보의 전문이
필요한 경우 CNTX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특허 전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2) CNTXT(China Patent Full-Text Database, 특허 전문 데이터베이스)
CNTXT는 특허 정보의 전문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1985년부터 출원된 특허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CNABS를 통한 선행기술 검색 후 특허의 전문
검토를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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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1) CTMO(상표 데이터베이스)
CTMO는 중국에서 등록된 또는 현재 출원 과정에 있는 모든 상표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중국어와 영어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2) Approved Industry Design(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Approved Industry Desig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중국에서
등록되거나, 또는 현재 신청 과정에 있는 모든 디자인 데이터를 수록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2012년에 유럽지식재산청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DesignView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산업 디자인 데이터가 전 세계 IP
전문가 및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다.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제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자체

3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국가지식산권국-NPL Database”로 의학

장

이외 분야의 저널 및 컨퍼런스 문헌정보 등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MEDNPL Databse”로 의학 분야의 비특허문헌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등과 같이 이러한 비특허문헌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심사관들이 보다 손쉽게 심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ProQuest, Elsevier, Wangfung 등의 상용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 조사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3.22]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현황
CNIPA
NPL DB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내용

공식 사이트

CNIPA-NPL Database

의학을 제외한
각 분야의 문헌정보

-

MEDNPL Databse

의학부분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

Publisher

Service

NPL DB

상용 DB

데이터의
구성방법

자체DB

AAAS

Science

생명과학, 식물학, 유전학,
생리학 분야

https://www.aaas.org

ACS Publications

ACS

화학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ACS Publications

STN

화학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ACS Publications

STN-Chemical Abstract

화학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ACS Publications

STN-Merck Index

화학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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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PA
NPL DB

상용 DB

62

비특허문헌 DB 및 저널명

내용

공식 사이트

Publisher

Service

AIP Publications

AIP

APS

APS

ACS Publications

Nano Letters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ACS Publications

Chemical Review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https://www.cas.org

Westlaw Japan

Westlaw Japan

CSJ Publication

BCSJ

데이터의
구성방법

전기/컴퓨팅/생명공학/통신/ https://aapt.scitation.org/journal
전력/에너지 분야
/ajp
https://www.aps.org/publication
물리학 분야
s/journals

일본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https://www.westlawjapan.com
서비스
일본 화학 분야 저널
사회과학, 기술과학
각 분야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컴퓨터, 원자력, 광학, 물리
분야

https://www.journal.csj.jp/bcsj

Elsevier

Science Direct

https://www.elsevier.com

IEEE/IET

IEEE/IET

IOP Publishing

JJAP

응용물리학 분야 일본저널

http://iopscience.iop.org/journal
/1347-4065

IOP Publishing

IOP

물리학분야 저널

iopscience.iop.org

John Wiley & Sons

Wiley On-line

화학, 물리학, 컴퓨터학,
생명공학, 의학, 지구과학 등
STM 분야

https://onlinelibrary.wiley.com

OSA Publishing

OSA

광학 관련 학술전문지

https://www.osapublishing.org

RSC Publishing

RSC

화학 물질, 약물 및
생물학적 정보

www.rsc.org

SPIE

SPIE Library

54,000회원사, 화학 분야
영국 전문 기관

https://spie.org/publications/bo
oks

Springer Nature

Springer Link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https://link.springer.com

ACM

DigitalLibrary–Journal

컴퓨터관련 서지정보

https://dl.acm.org

Springer Nature

Nature

Thomson (Clarivate)

Web of Science

Cell Press

Journal

반도체분야 논문

https://www.cell.com

CSPD

Journal

중국 해외 저널 8,000종,
자연과학, 의학, 농업 등
핵심저널 3,200종,
해외학술지 20,900종

https://databases.lib.uts.edu.au/
search_databases.py?search=c
nki

CCPD

Journal

국내외 컨퍼런스 자료
+4000, 논문 5,380,000

http://oversea.cnki.net/kns55/b
rief/result.aspx?dbPrefix=CPFD

CCDB

Journal

중국, 해외 논문 정보
+11,400,000건

http://oversea.cnki.net/kns55/b
rief/result.aspx?dbPrefix=CDFD

Westlaw

Westlaw

미국 온라인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https://www.westlaw.com

https://ieeexplore.ieee.org

의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https://www.springernature.com
분야
과학정보 인터넷 검색
https://www.clarivate.com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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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Clarivate Analytics 사의 DWPI, LexisNexis 사의 TotalPatent
One과 SuoYi사의 “SuoYi Searching engine system” 등 세 개의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심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DWPI 및 Totalpatent
One은 영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Patentic은 중국어 번역 지원으로 중국 심사관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표 3.23]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민간 특허 데이터베이스 현황
Database

기업명

DWPI

Clarivate Analytics

TotalPatant One

LexisNexis

Patentic

SuoYi19)

정보 제공 범위
전 세계 주요 94개
국가·기관의 특허 정보
107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중국, 미국, 유럽 특허

언어

DB의
구성방법

영어

자체 DB

영어
영어/
중국어

기업
Platform사용
기업
Platform사용
제
3
장

19) SuoYi : SuoYi Interactive Beijing Information Technology CO.,LTD, 중국, 미국, 유럽 특허전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검색 서비스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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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데이터 보유 현황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191개 회원국의 국제 지식 재산권(PATENTSCOPE), 상표(Global
Brand Database & Madrid Monitor) 및 디자인(Hague Express), 전통지식(TKDL), 법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Lex), 원산지 명칭(Lisbon Express), 정책 등의 포괄적인 데이터
베이스 및 검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 부분은 특허 협력 조약(PCT)에 따라
56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특허 정보의 경우 10개국
언어20)의 기계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데이터 보유현황
구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Database

정보종류

범위

PATENTSCOPE

PCT 서지, 전문

1985~

특허
DB

세계지식재산권기구 PCT RULE 87

PCT 특허공보

1978~

세계지식재산권기구 PCT TEXT
세계지식재산권기구 PCTBiblio

PCT 전문
서지 정보

2015~
-

상표/
디자인
DB

Global Brand Database (GBD)

상표 데이터 (49개국)

1999~

Global Design Database (GDD)

디자인 데이터 (69개국)

-

언어

DB의
구성방법

PCT
출원
언어

자체 DB

영어

자체 DB

[표 3.2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특허 관련
데이터베이스,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특허 데이터베이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PCT 출원과 관련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PATENTSCOPE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표 3.25]는 PATENTSCOPE에서 특허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특허청의 리스트이다.
PATENTSCOPE는 국제 출원 특허와 38개국의 국내 특허 등 총 36.7백만 건의 문헌을
제공하고 있다. PCT 국제 특허는 1978년 이후의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및 OCR을 통한
전문 텍스트 데이터 2,5백만 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특허는 1973년 10월 이후의 서지
및 초록 1.9백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및 유럽특허청은 서지, 초록 및
OCR을 통한 전문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 10개 언어 :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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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PATENTSCOPE 데이터 보유현황
구분
국제출원특허(PCT)
CN
JP
주요국가
KR
US
EP
AR
AE
BH
BR
CA
CL
CO
CR
CU
DO
EC
EG
ES
SG
SV
EE
EM
기타 국가
GT
HN
IL
JO
KE
MX
MC
NI
PA
PE
RU
USSR
UY
VN
ARIPO

종류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서지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서지, 초록
서지, 초록, 전문 텍스트(OCR)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범위
1978~
1989∼
1993~
1973~
1790~
1978~
1965~
2002~
1957~
1972~
1869~
2005~
1995~
1991~
1968~
2001~
1990~
2004~
1827~
1995~
1970~
1994~
1996~
1434~
2005~
1900~
1899~
1996~
1991~
1977~
2003~
1990~
1989~
1993~
1919~
1990~
1997~
1985~

ZA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1983~

ARIPO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전문 텍스트(OCR)

1985~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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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1) GBD(Global Brand Database, 상표 데이터베이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제공하는 Global Brand Database는 40개국의 상표 데이터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관리하는 국제상표를 포함하여 3,683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 GBD에는 마드리드 규약을
통한 국제상표등록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직접 출원하고 있는 상표등록과 파리조약
제3조에 따른 문장, 기장 등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GBD의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1)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 데이터 (2)
리스본 제도에 의한 원산지 명칭 데이터 (3) 파리조약 제6조 3항에 의한 문장, 기장 데이터
(4) 각국의 국내 상표 데이터 (이하 2017년 7월 현재, 40개국 수록) 등이다.
(2) GDD(Global Design Database,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Global Design Database에는 각국의 의장 데이터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관리하는
국제 의장 등록 데이터 등, 총 528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참여국은 IP5를 포함한 17개 국가·기관21)이며,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21) CA, CN, DE, EM, ES, FR, GE, ID, JP, JO, MD, MK, MN, NZ, TN, YS, WO. 국가코드는 [별첨 A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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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P5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보유 데이터 특징
지금까지 본 절에서 살펴본 선진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보유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각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의 보유 데이터를 정리하여 [표 3.26]에 나타내었고 이를 기준으로 각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 3.26] 주요 선진특허청(IP5)의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구분

대상국가·기관

IP5/WIPO
KIPO

그 외
국가·기관

IP5/WIPO
EPO
IP5
해외
데이터
보유
현황
USPTO

서지, 초록, 전문
공개/등록 전문

JPO

일본어 초록, 분류, 전문

CNIPA

영문 초록, 공개/등록 전문, 법적 상태

WIPO

전문

DE, GB 등 21개 국가·기관

서지, 초록, 전문 등 국가별 상이

KIPO

서지, 영문 초록, 전문

USPTO

서지, 초록, 전문

JPO

서지, 영문 초록, 전문

3

CNIPA

서지, 영문 초록, 전문

장

WIPO

서지, 초록, 전문

DE, GB 등 36개 국가·기관

서지, 초록, 전문

AM, CZ 등 63개 국가·기관

서지, 초록

IP5/WIPO

KIPO, EPO, JPO, CNIPA, WIPO

서지, 초록, 전문

그 외
국가·기관

GB, DE, FR, CH, CA

서지, 초록, 전문

KIPO

영문 요약

USPTO

서지, 초록, 전문

EPO

서지, 초록, 공개 전문, 법적 상태

CNIPA

영문 초록, 일본어 초록, 공개 전문

WIPO

서지, 초록, 전문

그 외
국가·기관

GB, DE, FR, CH, CA

공개 전문
(*독일은 전문, 초록)

IP5/WIPO

KIPO, EPO, USPTO, JPO, WIPO

그 외
국가·기관

DE, GB 등 97개 국가·기관

IP5/WIPO

제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 상태

KIPO

초록/전문 DB
별도 관리
여부
X

EPO

O

DOCDB

USPTO

X

-

PatFT , AppFT

JPO

X

-

Image/Text products – Kind codes ABUY

CNIPA

O

CNABS

CNTXT

구분
IP5
초록/전
문 DB
비교

EPO
USPTO

그 외
국가·기관

JPO

CNIPA

정보종류

주요 초록 DB

주요 전문 DB

-

검색 데이터베이스
EP-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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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P5
비특허
문헌

자체 구축 DB 내용

외부 링크 DB 내용

KIPO

∙ 표준기술문서 중심의 자체 DB 운영

각 분야의 20여 개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EPO

∙ 20여 개의 상용 DB 및 저널을 자체 시스템에 탑재

각 분야의 30여 개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USPTO

JPO
CNIPA

구분
EPO

USPTO
IP5 민간
서비스
활용

JPO

CNIPA

∙ E2D2 자체 운영 DB 보유
∙ 심사관 주석, 미국 Class/Sub-Class 정보, 도서 발췌, 카탈로그, 핸드북, 매
뉴얼, 저널기사, 기술보고서, 번역된 외국특허, 신문기사 등
∙ 심사관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13,000건 비특허문헌 보유

각 분야의 30여 개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 과학저널 및 서적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저널 및 서적 데이터를 자체 각 분야의 30여 개의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시스템에 탑재

∙ 의학 분야와 의학 외 각 분야를 구분하여 자체 시스템에 비특허문헌 정보를
탑재

각 분야 20여 개의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기업명

서비스명

제공 데이터

데이터 특징

CA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자체 DB에 탑재

CPA Global

INNOGRAPHY

100여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CA

DI, DWPI

94개국 특허 데이터

자체 DB 탑재 및
기업 Platform사용

IBM

IBM TDB

IBM 특허정보(1958~1998)

자체 DB에 탑재

CPA Global

INNOGRAPHY

100여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LexisNexis

TotalPatant One

107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WIPS

WINTELIPS

86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CA

DI,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자체 DB 탑재 및
기업 Platform사용

LexisNexis

TotalPatant One

107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NRI Cyber
Patent

NRI Cyber Patent
Desk

IP5 외 18개국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CA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자체 DB에 탑재

LexisNexis

TotalPatant One

107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SuoYi

Patentic

중국, 미국, 유럽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 한국특허청 특허·비특허 데이터 보유 특징
한국특허청은 주요 선진 특허청 및 국가 중심으로 24개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이다. 유럽특허청을 제외하고는 미국특허상표청이나
일본특허청보다 다양한 국가 범위의 특허 데이터를 구축 및 서비스하고 있어 특허 데이터
구축 범위 및 서비스 수준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국특허청의 심사관은 자체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 별도의 상용 민간 IP 기업
서비스는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자체 보유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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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은 표준 기술문서 등의 자체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여 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여 심사관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비특허정보는
비특허문헌 통합검색서비스22)(NPIS, Non-Pat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심사관은 비특허정보의 검토가 필요할 때에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여 비특허문헌을
검색 해야한다. 해외의 주요 선진특허청에서 학술문헌을 자체 비특허문헌으로 구축하고
심사 시 ‘특허 문헌과 통합 검색’으로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특허청에서 학술문헌의
비특허문헌 통합 검색은 다른 주요 선진 특허청보다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유럽특허청 특허·비특허 데이터 보유 특징
유럽특허청은 해외 104개 국가·기관의 초록과 41개 국가·기관의 전문 데이터 등 해당
청을 포함한 105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IP5 중 가장 많은 국가의
특허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특성상 유럽특허청은 38개 가입국에 대한
특허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다수 국가의 특허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허 데이터 구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심사관의 편의성 증대와 심사 품질

제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3

유럽특허청은 다른 IP5보다 많은 국가의 특허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IP 기업 서비스를 사용하여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IP 기업 서비스로는 DWPI로서, DOCDB에 데이터를 탑재하여 통합
검색이 가능하며, 심사관 시스템인 EPOQUE에서 검색 시 DOCDB와 DWPI의 결과를 함께
볼 수 있다.23)
또한, 32개 이상의 상용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으며, 20여 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관은 자체
데이터베이스 기반 통합 검색 이 가능하다.
∙ 미국특허상표청 및 일본특허청 특허·비특허 데이터 보유 특징
미국특허상표청과 일본특허청의 특허 데이터 보유 특징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IP5를 포함한 해외 주요 10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타
IP5와 비교하면 데이터 범위 측면에서 다소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한 해외 특허
데이터 범위가 작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보 누락 등의 공백은 민간 IP 기업
서비스를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두 특허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2) 심사관이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에 대해 특허성을 판단할 때, 특허문헌 외에 비특허문헌(논문, 저널, 표준기술문서 등)을 보다
쉽게 검색(통합 검색 및 제공범위 확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
23) 구체적인 DWPI 추가 필드 및 구성 내용은 [별첨 A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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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IP 기업 서비스는 Clarivate Analytics의 DI, DWPI와 LexisNexis의 TotalPatent이다.
DWPI는 데이터는 자체 특허청 시스템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며, DI 및 TotalPatent는 기업의 외부 웹 플랫폼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DI는 기본적으로 영어 검색을 지원하나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일본어 검색까지 제공하여 DI 플랫폼 활용 시 언어적인 이점이 있다.
비특허문헌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특허상표청은 심사관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13,000건 저널, 보고서, 기사 등의 정보를 E2D2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은 과학저널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한 비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특허청 및 국가의 산업이나 현황에 부합하는 자체 비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선행기술 검색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특허·비특허 데이터 보유 특징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해외 102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언어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유럽특허청의 DOCDB처럼 CNABS
데이터베이스에 DWPI를 탑재하여 선행기술 조사 시 활용하고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SuoYi의 Patentic 등 자국의 민간 IP 기업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의학 분야와 의학 외의 분야를 구분하여 자체 시스템에
비특허문헌 정보를 탑재하고 있다. 의학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분야도 자체 데이터베이스 기반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 데이터 보유 특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IP5와는 다르게 PCT 출원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특허와 관련하여
PCT 출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마드리드 규약과
헤이그 협약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민간 IP 기업의 특허
정보나 비특허문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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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선진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현황

본 절에서는 주요 선진특허청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심사관에 대한 서비스와
대민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여러 연구 문헌과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IP5의 관련 담당자와의 질의 및 인터뷰 조사 등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주요 선진특허청에서 심사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특허청에서 공개하는 정보의
한계성으로 인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활용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에 대해 내용을 기술하였다.
대민 서비스의 경우는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2017년에 특허청에서 수행한 연구과제24)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현황 파악은 수행하지 않았다. 무료 대민 데이터 서비스는 각
특허청 제공하는 데이터와 검색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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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201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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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5 심사관/대민 검색시스템 정책, 현황 및 조사 방안
각 IP5별로 심사관/대민 검색 시스템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심사관 검색 시스템은
활용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대민 검색 시스템은 정책, 구성, 기능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주요 선진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목록은 [표
3.27]와 같다.
[표 3.27] IP5 심사관/대민 지원 시스템
구 분

조사 대상
검색시스템
(Application)

대 상

심사관 시스템

대민 시스템

한국특허청

KOMPASS

KIPRIS

유럽특허청

EPOQUE

Espacenet

미국특허청

EAST/WEST

PatFT, AppFT, PAIR, GPSN

일본특허청

심사관 시스템

J-PlatPat

중국특허청

S System

CNIPR

가. 심사관 서비스 현황 조사 방안
IP5의 심사관은 대민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 외에 각 청에서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사관이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나. 대민 서비스의 데이터 보급 현황 조사 방안
또한, IP5의 대민 서비스별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해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서지(Bibliography),
요약(Abstract), 전문(Full Text), 이미지(Image), 도면(Drawings) 등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3.28] 기본 조사 데이터 항목
구 분

조사항목
∙ 서지(Bibliography)

특허 및 비특허, 상표/디자인
기본 데이터
(Basic Data)

∙ 요약(Abstract)
∙ 전문(Full text)
∙ 이미지(Image)
∙ 도면(Drwa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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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측면에서는

미국특허분류(USPC),

국제특허분류(IPC),

유럽특허분류(ECLA),

일본특허분류(FI, F-TERMs), 공통특허분류(CPC) 등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 3.29] 분류 조사 항목
구 분
∙
∙
∙
∙
∙
∙

분류 데이터
(Classification Data)

조사항목
미국특허분류(USPC)
국제특허분류(IPC)
유럽특허분류(ECLA)
일본특허분류(File Index Terms, F-TERMs)
공통특허분류(CPC)
기타

또한, 추가적으로 패밀리 정보(Family Data), 법적 상태 정보(Legal Status), 인용 정보
(Backward Citations, Forward Citations) 등의 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표 3.30] 추가 데이터 조사 항목
구 분

제

조사항목
∙ 패밀리 정보(Family data)
-INPADOC, DOCDB, 청별 자체 구축
∙ 법적 상태 정보 (Legal Status)
∙ 인용 정보
- 인용(backward) 정보
- 피인용(forward) 정보

추가 데이터
(Additional Dat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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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민 서비스의 주요 기능 조사 방안
대민 서비스의 검색 시스템은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기능,
그리고 각 시스템의 주요 특징적인 기능(유사도, 기계번역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1]과 같다.
[표 3.31] 대민 검색 시스템 조사항목
구 분

항 목

조사 내용

검색기능

∙ 키워드 검색
∙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 연산자

결과보기

∙
∙
∙
∙
∙
∙

주요 기능
(Functionality)

최대 결과보기 수
대표도면 보기
전문 이미지 보기
정렬 기준
중복제거
검색어 강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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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조사 내용
∙ 검색기록 저장하기
∙ 검색목록 결합

특징 기능

검색기록

∙ 검색쿼리(Search Query) 저장
∙ 검색쿼리(Search Query) 결합

입출력 및
다운로드

∙
∙
∙
∙
∙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문헌데이터 내보내기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개별 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대량특허 복사 다운로드

∙
∙
∙
∙

유사(Similarity) 검색
구문(Syntax) 검색
실시간 기계번역
국제 분류 검색(IPC, CPC)

본 절의 끝부분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조사와 검색 기법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검색 시스템 개선”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검색 절차 중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단계, “검색방법 선정”단계 그리고
“검색결과 내용파악” 단계에서 각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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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5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조사 현황
가. 한국특허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현황
(1) 한국특허청 심사관 데이터 서비스 현황
한국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데이터 보유 현황을 요약하고,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조사
단계에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한국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데이터 보유현황을 [표 3.32]에 정리하였는데, 해외 데이터
보유 현황, 초록/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성, 활용하는 분류 체계, 데이터 번역,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 현황, 비특허문헌 활용 현황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한국특허청은 국내․외 27개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대민 서비스인
KIPRIS에서는 27개 국가·기관의 정보를 전부 서비스하고 있으며, 심사관용 서비스인
KOMPASS에서는 3개 국가를 제외한 24개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서비스 중이다. 유럽․미국․일본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로부터 서지, 초록, 특허 전문을 입수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영문 초록을 추가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 21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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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문 등을 국가별로 정의된 정보 공유 기준에 따라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다.

3

한국특허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허 분류 체계는 IPC, CPC 이다.

장

한국특허청에서 입수하는 특허 데이터에 대한 번역은, 일본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하는
특허 서지, 초록, 전문은 한국어로 기계 번역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고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는 실시간 기계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표 3.32] 한국특허청 산업재산권 보유 데이터 현황

KIPO
해외
데이터
보유 현황

KIPO
초록/전문
DB 관리

KIPO 분류
활용

대상국가·기관
EPO
USPTO
JPO
CNIPA
WIPO

정보종류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
공개·등록 전문(이미지, 텍스트)
일본어 초록, 분류, 전문
영문 초록, 공개/등록 전문, 법적 상태
전문

그 외
국가·기관

DE, GB 등 21개 국가·기관

서지, 초록, 전문 등(국가·기관별 상이)

별도
초록 DB
관리 여부

주요 초록 DB

주요 전문 DB

X

-

검색 데이터베이스

IP5/
WIPO

IPC

CPC

FI

F-TERM

O

O

O

O

ECLA

USPC

민간 분류

*JPO 문헌의 경우 FI, F-TERM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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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O 번역
지원

기본 검색
언어

기본 검색 언어
사용 가능 국가

번역 대상 및 내용

한국어

4개 국가·기관

일본어(전문) 및 영어(WIPO,EPO,USPTO
초록, 청구항) -> 한국어

KIPO
비특허
문헌

실시간 기계
번역 지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지원

자체 구축 DB 내용

외부 링크 DB 내용

표준기술문서 중심의 자체 DB 운영

각 분야의 20여 개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 현재 한국특허청은 민간 IP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2) 한국특허청 심사관 검색 서비스 현황
IP5 각국의 데이터 서비스는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문헌에 대해 각각 심사관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내부용 데이터 서비스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은 내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하여 심사관용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결문 데이터 검색용 시스템인 KOMPASS와 비특허문헌 검색을 위한 NPIS(Non Patent
Information System)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사관들의 심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KOMPASS에서는 DB로 구축된 27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 중 필리핀, 이스라엘 등 3개
국가를 제외한 24개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이다.
한국특허청의 심사관용 검색시스템인 KOMPASS는 1996년 시스템 개통 이래, 꾸준히
데이터 품질의 고도화, 검색 정보의 확대, 기능의 개선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심사관용 검색 시스템은 여러 정보를 탑재하고 있는 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색인구성,
검색 기능 제공과 함께 심사관 CSR (Customer Service Request)처리 및 현장지원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KOMPASS 시스템 구성도
특실 디자인 상표
데이터

CD/DVD

사전검증DB

WEB/FTP

특허로

통합검색DB
특허넷

서면출원
(전자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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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DB

상표
DB

특실
DB

비특허
DB

심사관 검색시스템 (KOMPASS)
상표검색시스템

디자인검색시스템

특실검색시스템

심판결문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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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특허청이 제공하고 있는 심사관용 시스템은 기계번역, 요약정보 및 도면 제공,
일괄조회 기능 등 다양하고 편리한 부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최신 웹 기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화면구성을 제공하고, 검색결과 처리시간이
평균 3.6초 이내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허 및 비특허문헌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원클릭” 기능과 키워드, 동의서, 유사특허 검색 등 맞춤형 검색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사용자 편의성,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관용 위주의
내부 데이터 서비스 개선과 데이터 품질 제고의 노력은 특허심사 처리 기간의 단축 및
특허심사 품질 및 효율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심사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는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선행기술 조사원에게도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심사관용 검색 시스템을 개방하여 심사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의 내부 데이터 서비스로 지원되는 검색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

[표 3.33] KOMPASS 주요 검색기능
∙
∙
∙
∙
∙
∙
∙

Level 1 검색
유사 특허 검색
통합 검색
국문 통합 검색
영문 통합 검색
일본어 통합 검색
비특허 검색
생명공학 검색

Level 2 검색
∙
∙
∙
∙
∙
∙

키워드 검색
동의어 확장 검색
패밀리 정보 검색
전문 및 도면 일괄조회
분류코드 검색
유사 특허 검색

3

기타

장
∙ 다국어 기계번역

(3) 한국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 현황
(가) KIPRIS의 개요
KI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고객지향성
특허 및 관련 정보 검색서비스로, 국내·외 27개 국가·기관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정보를 심사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IPRIS는 또한 다양한 연계정보 및 이용자 맞춤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 정보가 일반 사용자에게 공공재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IPRIS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출원을 희망하는 일반 기관, 단체,
개인은 사전에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공개 특허 전문, 법적 권리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IPRIS는 2000년도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방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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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및 개선, 사용자 편의성과 검색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주요한 2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수되어 가공, 탑재
되는 정보는 대부분 KIPRIS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특정 형태(예를 들어, 유럽
각국의 정보 중 DOCD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PDF 형태의 정보)의 정보는 KIPRIS에서는
검색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3.34] KIPRIS 서비스 개선 경과
연도
1996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8

∙
∙
∙
∙
∙
∙
∙

내용
KIPRIS 상용서비스 개시 (C/S환경)
KIPRIS 인터넷 서비스 전환
한국특허영문초록(KPA)온라인 서비스 개시
근무 외 시간 다운로드 서비스 무료화 실시
KIPRIS무료서비스 전환
신)특실 검색 서비스 개시
심판검색 서비스 실시

연도

2014

∙ 신)디자인상표, 심판, 해외특허 검색 서비스 개시
∙
∙
∙
∙
∙

특실 검색 영문 인터페이스 개발
신개념 통합 및 해외특허 검색 서비스 개시
신개념 특·실 검색 서비스 개시
디자인·상표 영문 인터페이스 개발
신개념 디자인 상표, 심판 검색 서비스 개시

2015

∙ 해외특허 전문 서비스 개시
∙ 상표 분야 서비스 지향형 특허정보 웹서비스
(KIPRIS Plus)개시
∙ 특허 검색 툴바 서비스 개시
∙ 해외 특허 전문 서비스 개시
∙ 특허 패밀리 정보 서비스 개시
∙ 중국특허 영문 초록에 대한 검색서비스 개시
∙ WIPO 행정진행정보 서비스 개시
∙ 국내외 특허 통합 검색 및 영→한, 일→한
자동번역 서비스 개시
∙ KIPRIS 온라인 용어사전 오픈
∙ 해외특허 데이터 제공 추가(영국, 독일, 프랑스)
∙ 전 분야 서비스 지향형 특허정보 웹서비스 KIPRIS
Plus 개시
∙ 나의 관심특허 서비스 개시
∙ KIPRIS와 심사관용 특허정보 DB통합
∙ 대용량 다운로드 서비스 KIPRIS Plus 개시
∙ 해외상표 검색 서비스 개시
∙ 인터넷기술공지 서비스 개시
∙ 해외특허 데이터 제공 추가(호주, 캐나다, 러시아,
대만)
∙ 소리 및 냄새상표 검색 서비스 개시
∙ 통합행정정보 제공(기존의 출원·심사에 등록
·심판정보 추가)
∙ 비특허문헌(NDSL 논문) 검색 서비스 개시
∙ 모바일용 특허검색(m.kipris.or.kr)서비스 개시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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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내용
소멸공고 검색 서비스 개시
영문 홈페이지 통합 검색 서비스 개시
슈퍼인용문헌 서비스 제공
나의 관심특허 메일링 서비스 제공
해외 디자인 검색 서비스 개시
상표 지리적 표시증명표장 서비스 개시
아이디어 공모전 검색 서비스 개시
해외특허 중국(CN)의 전문 서비스 개시
IP-NAVI(지재권분쟁대응센터)서비스 개시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서비스 제공
차세대 검색엔진 도입
중한기계번역 서비스 제공
국유특허 및 물질특허 검색 서비스 제공
문장 검색 서비스 개시
URL 개방 및 SNS 연계 서비스 제공
중간서류철 원문 제공 서비스 개시

∙ 상표 중간 서류철 원문 제공 서비스 개시
∙ KIPRIS 사이트내 검색 서비스 개시
∙ 해외특허 데이터 제공 추가(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13종)
∙ 상표 등록공고 정보 서비스 개시
∙ 국가 R&D 연구정보 검색 서비스 개시
∙ KIPRIS 이용현황 및 데이터 제공현황 정보 제공
∙
∙
∙
∙
∙
∙
∙
∙
∙
∙
∙
∙
∙
∙
∙

초보자 검색 개편
해외 디자인 데이터 추가 제공(중국)
디자인 중간 서류철 제공
상표 중간 서류철 확대 제공
특허 및 실용신안 유사검색식 추천기능 제공
특허 및 실용신안 유사특허 검색 제공
특허 및 실용신안 인용· 피인용 정보 제공
상표 이의신청 정보 제공
해외특허 검색결과 썸네일 제공
특허 및 실용신안 대표 화학식 보기 서비스 제공
심판 권리별 권리구분 및 분류코드 검색 서비스
제공
특허 및 실용신안 요약 일괄보기 제공
오늘의 공보 서비스 제공
(국문페이지)국내 특실 DOI 및 QR코드 제공
상표 TM5 공통상태지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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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는 메인 화면에서의 통합 검색 기능과 함께, 검색 결과 내 재검색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 검색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검색에서는 발명(고안)의 명칭, IPC 분류, 공개번호, 공개일자, 출원인 등
특허·실용신안 29개, 디자인 23개, 상표 24개, 해외특허 28개, 해외디자인 16개, 해외상표
12개의 검색항목을 이용하여 검색을 실행할 수 있다. KIPRIS의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관련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보기 방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 또는 구글 기계번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KIPRIS 검색 URL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http://www.kipris.or.kr,
∙ 영어: http://eng.kipris.or.kr
KIPRIS의 메인 화면은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리한 통합 검색 등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제
3

[그림 3.2] KIPRIS 메인페이지 – 출처: 키프리스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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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IPRIS 검색결과 페이지 – 출처: 키프리스 튜토리얼

∙ 검색 데이터베이스
KIPRIS의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데이터의 경우 1948년 이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로는 IP5(한국특허청 제외)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 및 기관 26개 (상표· 디자인 관련 유럽지식재산청 포함)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가공 탑재하고 있다.
[표 3.35] KIPRIS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DB 현황
구 분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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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구분
공개
등록
KPA
일본(PAJ)
미국
EP
WO
영국(공개)
캐나다
호주
대만
중국
유럽 16개국

한국특허청
일본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영국 특허청
캐나다 특허청
호주 특허청
대만 특허청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유럽특허청 (DOCDB)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탑재기간
1948∼
1979∼
1971∼
1920∼
1978∼
1978∼
1979∼
1869∼
1980∼
1993∼
1985∼
1827∼(국가별상이)

제3절 주요 선진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현황

국내
디자인
해외

국내

상표
해외

심판판결문

국내

비특허문헌

국내

공개

한국특허청

1948∼

미국

미국특허상표청

1996~

일본

일본특허청

196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1999~

중국 특허청

중국 특허청

2004~

한국특허청

1950~

미국

미국특허상표청

1823~

일본

일본특허청

1981~

유럽지식재산청

유럽지식재산청

1996~

호주

호주 특허청

1906~

캐나다

캐나다 특허청

1872~

심판결문

한국특허청

1957∼

인터넷 기술공지

한국특허청

2000∼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특허청

2008∼

등록

공개
등록

(2018년 11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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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에서 국내 데이터로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KPA(Korea Patent
Abstracts)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중 KPA는 국내 초록을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 데이터로는 미국, 유럽 등 총 2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가공
탑재 후 제공한다. KIPRIS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정보뿐 아니라 IP5
주요국인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해외 각국 및 기관으로부터 25종의 해외특허
정보와 미국, 일본 등 4종의 해외 상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IPRIS에서는 “한글->영어, 영어->한글, 일본어->한글, 중국어->한글” 등
4개의 기계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원문+번역문
동시보기, 번역문 보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PDF 형태로 제공되는 PDF 번역
보기와 구글 번역 기능을 사용하여 KIPRIS에서 무료 번역이 제공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번역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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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KIPRIS 국내 기본 데이터 현황
권리

제공내용

기계번역 제공 여부

도면 유무

특허·실용신안

전문

○

○

디자인

전문

X

○

상표

전문

X

○

심판

전문

X

○

KPA

영문초록

X

○

인터넷 기술공지

기술공지 주장 및 도면

X

○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전 수상작 설명 및 도면

X

○

[표 3.37] KIPRIS 해외 기본 데이터 현황
권리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가·기관

입수구분

제공내용

미국

미국특허상표청

전문

유럽

유럽특허청

전문, DOCDB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전문

일본

일본특허청

전문

중국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전문

영국

영국특허청

전문

호주

호주특허청

전문

캐나다

캐나다특허청

전문

대만

대만특허청

전문

미국

미국특허상표청

서지

일본

일본특허청

서지

유럽

유럽지식재산청

서지

호주

호주특허청

서지

캐나다

캐나다특허청

서지

미국

ISPTO

전문

일본

일본특허청

전문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전문

중국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서지

[표 3.37]는 주요 국가·기관 리스트이며 이들 국가·기관 외에 독일, 프랑스, 러시아,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덴마크, 스위스, 필리핀, 폴란드,
유라시아,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베니아의 정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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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데이터
KIPRIS에서는 DOCDB 패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의 경우 인용(Backward) 및
피인용(Forward)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외 특허의 경우 인용(Backward)만 제공한다. 분류
데이터는 USPC, IPC, ECLA, FI, F-TERM, CPC를 제공한다.
[표 3.38] KIPRIS 추가 데이터 현황
구 분

종 류
INPADOC
DOCDB 패밀리
인용(Backward)
피인용(Forward)

패밀리 정보
인용 정보

KIPRIS
O
O
O
O
O
O
O
O
O
O
O

법적 상태 정보
USPC
IPC
ECLA
FI
F-TERM
CPC

분류 데이터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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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IPRIS 기능
키워드를 사용하는 일반 검색과 IPC, 출원인, 공고 일자, 출원 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이용자가 같은 용도로 동의어를
관리하는 동의어 사전,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포함한 검색식을 찾아 볼 수 있는 유사
검색식, 검색창에 한글 또는 영문 검색어 입력 시 같은 뜻의 한글, 영문 단어를 함께 검색해
주는 교차 언어 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9] KIPRIS 주요 서비스 기능
구 분
검색기능

KIPRIS 지원 여부
키워드 검색

O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O

연산자

대표도면 보기

논리, 근접 연산자, 범위검색
90
(상표·디자인의 경우 150)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 기준

O

검색어 강조 표시

O

검색 기록 저장하기

O

검색 목록 결합

X

최대 결과보기 수

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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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KIPRIS 지원 여부
검색쿼리 저장

O

검색쿼리 결합

X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X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O (텍스트, 엑셀, PIAS)

개별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 (PDF)

대량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동의어 사전
유사(Similarity) 검색

O
로그인 후 동의어 사전 저장 가능
로그인 후 기 사용 검색식 저장 가능
한글 또는 영문 검색 시,
동일 의미 검색어 동시 검색 가능
O
(IPC, CPC, USPC< ECLA, FI, F-TERM)
O (한글->영어, 영어->한글, 일본어->한글,
중국어->한글, 4종류)
상세 정보 내 초록 조회 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아닌 경우
구글 번역 초록 조회 가능

교차언어 검색
특징 기능

국제 분류 검색
실시간 기계번역
구글 번역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능은 한국과 일본의 특허 정보에 한해 검색
결과 화면에서 유사특허 버튼 클릭 시 해당 출원번호와 유사도가 높은 상위 10건 결과를
추출해 주는 기능이다. 유사도를 점수로 표시해 최대 10건까지 제공하며 이후 유사 특허
정보는 문장 검색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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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특허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현황
(1) 유럽특허청 심사관 데이터 서비스 현황
유럽특허청의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을 요약하고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조사 단계에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유럽특허청의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을 [표 3.40]에 정리하였는데, 해외 데이터 보유
현황, 초록/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성, 활용하는 분류 체계, 데이터 번역,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 현황, 비특허문헌 활용 현황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유럽특허청은 해외 104개국의 특허 데이터를 입수하여, 유럽특허청을 포함한 총
105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IP5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로부터는
서지, 영문 초록, 특허 전문(이미지, 텍스트)을 입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 36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전문까지 확보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나머지 63개국에 대해서는
서지와 초록 정보만을 입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서지/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넓은 국가 범위의 서지/초록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국제 분류인 IPC, CPC와 더불어 자체 개발한 ECLA 분류 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IP 기업 서비스의 자체 분류 체계까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해외 104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서지와 초록을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계 번역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고 있으며, 32개 언어는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표 3.40] 유럽특허청 특허 보유 데이터 현황
대상국가·기관

EPO
해외
데이터
보유 현황

KIPO

서지, 영문 초록, 전문(이미지, 텍스트)

USPTO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텍스트)

JPO

서지, 영문 초록, 전문(이미지, 텍스트)

CNIPA

서지, 영문 초록, 전문(이미지, 텍스트)

WIPO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텍스트)

DE, GB 등 36개 국가·기관

서지, 초록, 전문

AM, CZ 등 63개 국가·기관

서지, 요약

별도
초록 DB
관리 여부

주요 초록 DB

주요 전문 DB

O

DOCDB

IP5/
WIPO

그 외
국가·기관

EPO
초록/전문
DB 관리

정보종류

EP-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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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번역 지원

EPO
분류 활용

기본 검색 언어

기본 검색 언어 사용가능
국가

번역 대상 및 내용

실시간
기계번역 지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104개 국가·기관

104개 국가 사용언어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32개 언어

IPC

CPC

O

O

EPO
비특허문헌
활용

EPO 민간
서비스
활용

FI

F-TERM

ECLA

USPC

민간 분류

O

O

자체 구축 DB 내용

외부 링크 DB 내용

20여 개의 상용 DB 및 저널을
자체 시스템에 탑재

각 분야의 30여 개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기업명

서비스명

제공 데이터

데이터 특징

CA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자체 DB 탑재

CPA Global

INNOGRAPHY

100여 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2) 유럽특허청 심사관 검색 서비스 현황
유럽특허청은 심사관들을 위한 검색시스템으로 EPOQUE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가능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1968년도부터 공개된 패밀리 특허 문헌을 포함하는 1920년부터의 서지 정보
∙ 분류된 PCT 보유문헌으로부터 분류코드, 키워드, 다른 인덱스화된 데이터
∙ 영어로 초록된 공개된 패밀리 특허
∙ 도면을 포함하는 PCT 패밀리 특허
∙ 이미지화된 1920년 이후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회원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모든
특허문헌
이러한 데이터는 “3장 1절 2. 유럽특허청 데이터 보유 현황”에서 기술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134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1]은 EPOQUE의 특징적인 기능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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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EPOQUE 주요기능
구분

검색기능

검색결과
조회기능

주요기능

내용

질의어 작성 도우미 기능

∙ 검색을 위한 질의어 입력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동의어와 유사질의
어 제시하여 검색에 반영하는 기능

다면 검색 기능

∙ 검색된 결과를 여러 기준(주요 키워드 포함여부, 출원인 등)으로 필터
링하여 재분류하는 기능

질의 작성 부가기능

∙ 5레벨까지의 검색어, 연산자, 괄호영역의 서브루틴을 구성하여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 세미콜론을 활용하여 질의어를 분리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순위 기반의 검색결과 제공

∙ 검색질의어 분석 후 연관구절의 일치도에 따라 검색 결과의 순위를
계산하는 기능

검색이력 통합관리

∙ 기존에 수행했던 검색이력을 저장·관리하여 검색에 사용했던 질의
어, DB와 검색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이미지 링크 기능

∙ 검색결과 내의 문서에 포함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계하여 표시하는
기능

화학식 표시 기능

∙ 검색된 결과에 화학식을 구조식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

번역기능

∙ 검색문헌 조회 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기능
제

비특허문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3

∙ INSPEC, FSTA 등의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

장

∙ IEEE, AIP, SCIENCE 등과 같이 외부 링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
∙ BIOSIS, MEDLINE 등과 같은 외부 유료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유럽특허청은 더 많은 비특허문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
문헌 발행자와 직접 협의하여 전문 텍스트와 PDF 데이터를 수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의 대표 검색 시스템인 EPOQUE는 검색된 문서의 분석과 분석된 그룹의
시각화를 지원해준다. EPOQUE를 통해 유럽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물론, PCT,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의 특허 전문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서지 사항과
도면이 있는 초록 형태의 데이터가 제공되며, 특허 전문 검색도 가능하다.
EPOQUE는 기본 쿼리를 통해 유럽특허청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외부 상용
호스트에도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심사관들이 특허 데이터와 비특허문헌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지정보, 분류코드, 키워드,
인덱스 코드 등을 이용한 검색방법을 제공하는 EPOQUE RETRIEVAL이 있다, 심사관들이
스크린 상에서 문서 간, 텍스트와 도면 간 또는 특정 구절과 단락을 동시에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관된 문서의 문자열을 반전시켜 특정 구절이나 단락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 특징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짧은 시간에 연관된 문서를 분석하고
검색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러한 기능을 EPOQUE VIEWE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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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럽특허청은 해외에서 입수되는 특허 정보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기계
번역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심사관들의 언어장벽에 의한 선행기술 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3) 유럽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 현황
(가) Espacenet 개요
유럽특허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전 세계 각국의 특허청과의 협력 하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및 러시아어
등의 특허 전문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최근 기준으로
1억 건 이상의 특허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사용자는 Espacenet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Espacenet은 유럽특허청 인터넷 망을 통해 제공하는 특허 검색 서비스로 유럽 특허를
포함한 전 세계(105개 국가·기관)의 특허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기관 특허의 서지 및 초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기관 특허의 전문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Espacenet은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 유럽 주요국 언어 뿐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40여
개국 언어로 이용이 가능하며 접속 URL은 다음과 같다.
∙ Espacenet: http://worldwide.espacenet.com
[그림 3.4] Espacenet 기본 접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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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유럽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데이터 제공 현황
구분

주요국/기관
(IP5)

대상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기타 국가

기 간
1836 ~ 현재
1790 ∼ 현재
1985 ~ 현재
1913 ~ 현재
1980 ~ 현재
~ 현재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종류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전문

∙ 기본 데이터
Espacenet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및 WIPO, 상표/디자인에 대한 전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105개 국가·기관의 서지 및 초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표 도면 및
전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Espacenet에서는 특허 출원 절
차에 기술적으로 관련된 과학저널, 회의록, 도서, 인터넷 페이지 등의 비특허문헌 서지 정보를
함께 검색할 수 있다.

제

[표 3.43] 유럽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기본 데이터 항목
구 분

3

유럽특허청

장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비특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특허 등록과 기술적으로 관련된 과학저널,
회의록, 도서, 인터넷 페이지 등의 서지
정보 검색 가능

전 문
초 록
서 지
이미지
도 면

∙ 분류 데이터
유럽특허청의 대민 검색 서비스인 Espacenet에서는 IPC, ECLA, CPC 분류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검색 시 서지 정보에서 CPC 분류와 IPC 분류를 바로 확인 가능하고, IPC를
클릭하여 보다 계층적으로 구성된 ECLA 분류를 반영하여 유사 특허를 찾아볼 수 있다.
[표 3.44] 유럽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지원 분류
구 분

분류 데이터
(Classification Data)

분 류

지원 여부

미국특허분류(USPC)

X

국제특허분류(IPC)

O

유럽특허분류(ECLA)

O

일본특허분류(FI, F-TERMs)

X

공통특허분류(CPC)

O

89

제3장 주요 선진특허청 데이터 현황 및 데이터 서비스 현황

∙ 추가 데이터
INPADOC 패밀리 정보, 법적 상태 정보, 인용 및 피인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IPC 분류 데이터와 함께 CPC 분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인용 정보는 특허와
함께 비특허문헌도 확인이 가능하다.
[표 3.45] 유럽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추가 데이터 항목
구 분
추가 데이터
(Additional Data)

조사항목

지원 여부

패밀리 정보(Family Data)

O

법적 상태 정보(Legal Status Data)

O

인용 정보(Backward Citation)

O

피인용 정보(Forward Citation)

O

(나) Espacenet 기능
Espacenet은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시에는 키워드 검색,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연산자, 절단자 등이 모두 가능하며, 특히 스마트 검색(Smart Search)
기능으로 유사(Similarity) 검색 및 구문(Syntax)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쿼리 결합 검색을
지원해 주며, 스마트 검색을 이용한 구문 검색 시에는 최대 20개 용어까지 적용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최대 500개까지 볼 수 있으며, 대표 도면 및 이미지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총 검색 결과가 500개 이하일 경우 등록순, 출원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기능을 활용하면 검색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CSV, XLS 등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고, 개별 및 대량 특허의
복사본 다운로드를 지원해 준다. 또한 32개국의 기계번역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언어 장벽
해소에 도움을 준다.
[표 3.46] 유럽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기능
구 분
검색기능

결과보기

90

키워드 검색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연산자
최대 결과보기 수

Espacenet 지원 여부
O
O
O
500

대표도면 보기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기준

O (검색 결과 500개 이하일 때 가능)

검색어 강조 표시

O

검색기록 저장하기

O

검색목록 결합

X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제3절 주요 선진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현황

구 분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특징 기능

Espacenet 지원 여부

검색쿼리 저장

O

검색쿼리 결합

O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X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CSV, XLS

개별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

대량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

유사(Similarity) 검색

O

구문(Syntax) 검색

O

국제 분류 검색(IPC & CPC)

O

실시간 기계번역

O

∙ 검색기능

제

스마트 검색(Smart Search), 고급검색(Advanced Search), 분류검색(Classification

3

Search) 기능을 제공하며 키워드 및 항목 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특허 검색이 가능

장

하다. 영어뿐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39개의 다양한 언어를 선택하여 검색 시
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 검색을 수행할 때에는 영문 검색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마트
검색은 자유 형식의 검색 방법으로 최대 20개의 검색 용어(term)를 공백(space) 또는 검색
연산자(operator)로 구분하여 인식기호와 함께 사용하여 검색을 시행하게 된다.
∙ 검색결과 및 검색 기록
검색 결과는 25개씩 보기가 가능하며, 최대 500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한 서지
정보 및 분류 코드가 바로 표시되고 있으며 주요 검색 키워드에는 강조 표시가 되어 편
의성을 향상하였다. 또한, 검색 기록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RSS 기능을 사용하여 알람 기능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다운로드
검색된 결과에서 개별 특허를 선택하면, 서지, 상세한 설명, 청구항 정보뿐 아니라 원문
데이터, 인용·피인용 정보, INPADOC 법적 상태 및 패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
문 데이터 결과 창에서는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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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현황
(1)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 데이터 서비스 현황
미국특허상표청의 특허 데이터 보유현황을 요약하고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조사 단계에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미국특허상표청의 특허데이터 보유현황을 [표 3.47]에 정리하였으며,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초록/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성, 활용하는 분류 체계, 데이터 번역,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 현황, 비특허문헌 활용 현황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미국특허상표청은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해외 10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서지,
요약을 입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 내 특허 데이터와 해외 특허 데이터를 분리하여 관리
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에서는 분류 검색 시 IPC, CPC,자체 개발한 USPC, 민간 IP 기업의
자체 분류 체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해외 특허 데이터의 기계번역 작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는 실시간 기계번역
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64개 언어의 실시간 기계번역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표 3.47] 미국특허상표청 특허 보유 데이터 현황
USPTO
해외
데이터
보유 현황

USPTO
초록/전문
DB 관리

USPTO
번역 지원

USPTO
분류 활용

USPTO
비특허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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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WIPO
그 외
국가·기관

대상국가·기관
KIPO, EPO, JPO, CNIPA, WIPO

정보종류
서지, 초록

GB, DE, FR, CH, CA

서지, 초록

주요 초록 DB

주요 전문 DB

-

PatFT , AppFT

별도
초록 DB
관리 여부
X

기본 검색
언어

기본 검색 언어 사용가능
국가

번역 대상

실시간 기계 번역 지원

영어

10개 국가·기관

64개국 언어(목표)

64개국 언어 (목표)

IPC

CPC

O

O

FI

F-TERM

ECLA

USPC

민간 분류

O

O

자체 구축 DB 내용

외부 링크 DB 내용

∙ E2D2 자체 운영 DB 보유
∙ 심사관 주석, 미국 Class/Sub-Class 정보, 도서 발췌, 카탈로그, 핸드북,
매뉴얼, 저널기사, 기술보고서, 번역된 외국특허, 신문기사 등
∙ 심사관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13,000건 비특허문헌 보유

각 분야의 30여개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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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민간
서비스
활용

기업명

서비스명

제공 데이터

CA

DI, DWPI

94개국 특허 데이터

IBM

IBM TDB

CPA Global

INNOGRAPHY

LexisNexis

TotalPatent One

WIPS

WINTELIPS

IBM 특허정보(1958~1998)
특허, 상표, 기업, 특허 소송,
비특허문헌 DB(104개 기관)
미국특허상표청 적용, 특허, 상표,
법률 정보
11개국 특허 전문 정보,
86개국 특허 서지 정보

데이터 특징
자체 DB 탑재 및 기업
Platform사용
자체 DB 탑재
기업 Platform 사용
기업 Platform 사용
기업 Platform 사용

(2)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 검색 서비스 현황
미국특허상표청은 심사관들을 위해 EAST(Examiner Assisted Search Tool)와 WEST(
Web-based Examiners Search Tool) 두 가지 검색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EAST/
WEST는 양식기반 검색, BRS(Bibliographic Retrieval System) 구문 검색, IS&R 구문 검
색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색에 활용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EAST는 클라이언트 서버 버
전으로 제공되며 WEST는 웹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

제
3

∙ 미국 내 등록 전 특허 출원 전문 (US Pre-Grant Publications)

장

∙ 미국 내 등록 특허 전문 (U.S. Patents)
∙ 미국 특허 1920-1970 OCR 파일 및 1971-1976의 일부 문서
∙ 유럽특허청 및 일본특허청(영문) 초록
∙ FPRS (Foreign Patent Retrieval System) 데이터베이스 내 해외 특허 데이터 정보
[표 3.48] WEST 주요기능
구분
검색기능

주요기능
사전검색 기능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기능
다면 정렬

검색결과
조회기능

검색이력 통합관리
대표 이미지
링크 기능
번역기능

내용
입력된 검색어 별로 해당되는 문헌의 수를 제시하는 기능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는 기능(PatFT, AppFT,
DWPI,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 FPRS 등)
검색결과를 다양한 기준으로 재정렬하여 제공하는 기능
(분류정보, 출원일, 출원인 등)
기존에 수행했던 검색이력을 저장·관리하여 검색에 사용했던
질의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검색결과 내의 문서에 포함된 텍스트와 대표도면을 연계하여
표시하는 기능
검색문헌 조회 시 영어로 번역하는 기능

미국특허상표청은 “Examiner’s Tool Kit”을 심사관에게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비특허문헌 관련 서비스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E2D2(Examiner`s Electronic Digest Database)를 통하여 심사관 주석, 미국
Class/Sub-Class 정보, 도서 발췌, 카탈로그, 핸드북, 매뉴얼, 저널 기사, 기술 보고서, 번역
된 외국 특허, 신문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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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TIC(Th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ACM, CRC,
WILEY 등과 같은 35만여 건 이상의 전자도서와 AIP, Science Direct, INSPEC 등과 같은
7.8만여 건 이상의 e-Journal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STN, ProQuest Dialog, LexisNexis
등과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선행기술 심사 시 기술문헌 검색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에서도 유럽특허청에서와 같이 해외에서 입수되는 특허 정보(64개국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여 심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검색 서비스 현황
(가) PatFT, AppFT, PAIR 개요
미국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는 미국 특허 정보
조회를 위한 검색 시스템으로 PatFT, AppFT를 제공하고 있다. PAIR는 미국특허에 대한
출원 진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시스템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용 정보 검색(CCD, Common Citation Document), 출원 단계 검색(Search
Published Sequences)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특허상표청의 주요 대민
검색 서비스인 PatFt, AppFT, PAIR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검색 시스템에 대한
접속 링크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 미국특허상표청: http://www.uspto.gov/patents/process/search/index.jsp
[그림 3.5]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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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상표청 특허 검색 시스템에서는 1790년 이후에 출원된 미국 등록 특허 및
2001년 이후의 미국 공개 특허에 대한 서지, 초록, 전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1976년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는 전문 이미지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현
재 특허 데이터의 번역은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 64개 언어에 대해 기계 번역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표 3.49]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특허 데이터 제공 현황
구 분

종류

기 간

문헌 수

비 고

등록/공개

서지, 초록, 전문

1790∼현재

1,000만 건 이상

1976년 이전은 서지 및
전문 이미지만 제공

∙ 기본 데이터
미국특허상표청에서는 1790년 이후에 출원된 미국 등록 특허 및 2001년 이후의 미국
공개 특허에 대한 전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1976년 이후 특허 문헌에 대하여는
전문, 초록, 서지, 이미지, 대표 도면을 제공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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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0]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기본 데이터 항목
구 분

제

미국특허상표청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 문

O

O

O

초 록

O

O

O

서 지

O

O

O

이미지

O

O

O

도 면

O

O

O

비특허

X

∙ 분류 데이터
미국특허상표청의 대민 검색 서비스에서는 자체의 분류 체계(USPC)뿐만 아니라 여러
분류쳬계를 함께 적용하여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활용하는 분류 체계로는
미국특허분류(USPC, 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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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지원 분류
구 분

분류 데이터
(Classification Data)

분 류

지원 여부

미국특허분류(USPC)

O

국제특허분류(IPC)

O

유럽특허분류(ECLA)

X

일본특허분류(FI, F-TERMs)

X

공통특허분류(CPC)

O

미국특허상표청의 분류 시스템은 다음의 링크에서 접근가능 하다.
- 특허 분류 검색 시스템:https://www.uspto.gov/web/patents/classification/search.html
∙ 추가 데이터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로 패밀리 정보, 법적
데이터, 인용 정보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패밀리 정보의 경우, 여러 특허청의
다자간 심사정보 공유 시스템인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Global Dossier)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법적 데이터는 PAIR를 통해 특허 출원 시점부터 모든 출원 기록 및
특허청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인용 검색의 경우 인용 정보 검색(CCD,
Common Citation Document) 시스템을 활용해 인용, 피인용 정보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다.
- 글로벌 특허정보 시스템 : https://globaldossier.uspto.gov
- 인용정보 검색 : http://ccd.fiveipoffices.org/CCD-2.1.8
[표 3.52]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추가 데이터 항목
구 분
추가 데이터
(Additional Data)

조사항목

지원 여부

패밀리 정보(Family Data)

O

법적 상태 정보(Legal Status Data)

O

인용 정보(Backward Citation)

O

피인용 정보(Forward Citation)

O

(나) PatFT, AppFT, PAIR의 기능
PatFT, AppFT는 키워드와 연산자 검색이 가능한 간편 검색(Quick Search), 고급
검색(Advanced Search)을 제공하며, 번호입력 검색을 통한 번호 검색(Number Search)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별 특허문헌에 대한 PDF 형태의 다운로드도 지원한다.
그리고 검색쿼리(search query)를 저장하거나 개별 특허 문헌에 대한 XML 형태의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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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기능
구 분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특징 기능

미국특허상표청 지원 여부
키워드 검색

O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O

연산자

O

최대 결과보기 수

50

대표도면 보기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기준

X

검색어 강조 표시

X

검색기록 저장하기

X

검색목록 결합

X

검색쿼리 저장

O

검색쿼리 결합

X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X

제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3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X

개별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

대량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

유사(Similarity) 검색

O

구문(Syntax) 검색

X

국제 분류 검색(IPC & CPC)

O

실시간 기계번역

X

장

∙ 검색기능
미국 특허 문헌 검색을 위한 PatFT, AppFT는 키워드(keyword)와 연산자(operator)
검색이 가능한 간편 검색(Quick Search), 고급 검색(Advanced Search)을 제공하며,
특허번호 기반 검색이 가능한 번호 검색(Number Search) 기능을 제공한다.
PatFT에서는 간편 검색 외에도 57개 필드로 구성된 고급 검색(Advanced Search)
기능을 지원해준다. 고급 검색을 통해서는 특허 번호, 출원 날짜, 법적 상태, 분류, 출원인
등 다양한 필드로 검색이 가능하다.
미국 특허 문헌의 법적 상태 조회를 위한 PAIR는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등
문헌번호 입력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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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기
PatFT는 1976년 이후에 출원된 특허 문헌에 대하여서 전문, 초록, 서지 사항, 인용 및
피인용 정보를 제공하며, 인용 및 피인용 정보는 해당 문헌을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허 전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1976년 이전 출원된 특허 문헌은 간단한 서지 정보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특허 전문의
PDF 파일 또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미국 특허 문헌의 법적 상태 조회를 위한 PAIR는 출원 관련 서지 사항, 일자 순 법적
상태(심사과정, 보정, 최종등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및 내보내기
검색 결과에 대하여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저장은 이미지 처리한 PDF 형식으로
가능하며 도면, 스펙(Spec), 소송정보(Claims)를 별도로 확인 및 저장할 수 있으며 혹은
전문을 저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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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특허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현황
(1) 일본특허청 심사관 데이터 서비스 현황
일본특허청의 특허데이터 보유현황을 요약하고 심사관들이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일본특허청의 특허데이터 보유현황을 [표 3.54]에 정리하였으며,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초록/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성, 활용하는 분류 체계, 데이터 번역,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활용 현황, 비특허문헌 활용 현황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일본특허청은 해외 주요 10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입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의 경우는 영문 요약 정보만 입수/탑재하고 있고, 주요 선진특허청은 서지, 초록,
전문 데이터를 입수하여 탑재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5개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 공개 전문
데이터를 입수하여 탑재하고 있다. 초록과 전문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지 않고
전문 데이터베이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특허청에서 분류 검색 시 IPC, CPC, 자체
제

개발한 FI, F-TERM 분류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3

일본특허청은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에서 입수하는 특허 데이터의 서지, 초록을
일본어로 기계 번역하여 탑재하고 있다.
[표 3.54] 일본특허청 특허 보유 데이터 현황
대상국가·기관

JPO 해외
데이터
보유 현황

JPO
초록/전문
DB 관리

JPO
번역 지원

정보종류

KIPO

영문 초록

EPO

서지, 초록, 공개 전문, 법적 상태

USPTO

서지, 초록, 전문

CNIPA

영문 초록, 일본어 초록, 공개 전문

WIPO

서지, 초록, 전문

그 외
국가·기관

GB, DE, FR, CH, CA

공개 전문
(*독일은 전문, 초록)

별도
초록 DB
관리 여부

주요 초록 DB

주요 전문 DB

X

-

Image/Text products – Kind codes ABUY

IP4/
WIPO

기본 검색
언어

기본 검색 언어
사용가능 국가

번역 대상 및 내용

실시간 기계
번역 지원

일본어

3개 국가·기관

영어(EPO, USPTO, CNIPA 서지, 초록)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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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
분류 활용

JPO
비특허문헌

JPO
민간
서비스
활용

IPC

CPC

FI

F-TERM

O

O

O

O

ECLA

USPC

민간 분류
O

자체 구축 DB 내용

외부 링크 DB 내용

∙ 과학저널 및 서적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저널 및 ∙ 각 분야의 30여 개의 DB를 외부 링크로
서적 데이터를 자체 시스템에 탑재
연결
기업명

서비스명

제공 데이터

데이터 특징

CA

DI,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자체 DB 탑재 및 기업
Platform사용

LexisNexis

TotalPatant One

107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NRI Cyber Patent

NRI Cyber Patent
Desk

IP5외 18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기업 Platform 사용

(2) 일본특허청 심사관 검색 서비스 현황
일본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을 위해 제공하는 특허 검색시스템은 특허 패밀리, 분할 출원
등의 인용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특허 관련정보 검색”, 정렬 기능, 조회 정보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검색”, 심사안건에 대한 메모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서표메모”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특허청 특허 검색 시스템은 검색기능보다는 검색 결과 조회기능에 특징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표 3.55]는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표 3.55] 일본특허청 특허 검색시스템 주요 기능
구분

검색결과
조회기능

100

주요기능

내용

검색결과 탭 방식 배열

검색결과를 일본 특허, 해외특허, 비특허문헌을
탭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기능

2차 검색 기능

검색결과 내에서 텍스트에 의한 2차 검색을 수행하는 기능

확장 정렬

일본 특허, 해외 특허, 비특허문헌 별로 정렬항목을
5개까지 지정하여 재정렬하는 있는 기능

서표메모

개별 심사 건에 대해 담당 심사관이 부여한 서표메모를 검색하여
리스트 방식으로 표시하는 기능

검색이력 통합관리

기존에 수행했던 검색 이력을 저장·관리하여 검색에 사용했던 질의어,
검색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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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은 비특허문헌과 관련해서는 통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심사시 ETSI,
3GPP, IETF, IEEE, ITU-T 등 표준화 기구의 표준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해왔으며 3GPP
등 무료 표준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고 있고, STN, BIOSIS, MEDLINE 등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검색하여 사용하고 있다.
심사관의 선행기술 심사를 위한 문헌의 검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심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INPIT를 경유하여 서적을 구입
∙ IEEE등과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이용 계약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 및 열람
∙ 3GPP 등과 같은 문헌은 담당 심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문서를 취득하여
독자적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기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는 심사관이 심사시점에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이용
일본특허청은 장기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문서를 자동 수집, 축적하는 “첨단 기술정보

제

아카이브 (archive)”를 통해 인터넷 상에 공개된 표준 문서에 대해서도 수집하여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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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ISO 표준문서에 대한 업무협약에 따라 영상압축(MPEG)

장

등의 분야에 대한 표준문서를 제공받아 특허심사의 선행기술 조사 문헌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표준문서와 함께 표준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문서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
(3) 일본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 현황
(가) J-PlatPat 개요
일본특허청은 특허전자도서관(J-PlatPat)을 통하여 특허정보에 대한 무료 검색 서비스
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한국특허청,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등 총 10개국의 해외 공보를 제공하고 있다.
J-PlatPat은 일본 공업 소유권 정보 연수관(NCIPI)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J-PlatPat은 일본어와 더불어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의 이용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일본어: https://www.j-platpat.inpit.go.jp
- 영어: https://www.j-platpat.inpit.go.jp/web/all/top/BTmTopEnglish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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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J-PlatPat 기본 검색 화면 예시

J-PlatPat에서는 1922년 이후의 일본 특허 및 1976년 이후의 일본 특허 영문
초록(PAJ), 심사진행 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10개
국가·기관의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횟수가 연간 1억 건을 넘어, 누구든지 무료로
검색 조회가 가능한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정착하였다.
[표 3.56] 일본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데이터 제공 현황
구 분

종 류

문헌 수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공보 등

서지, 초록, 전문

1억 3,000만 건 이상

한국 특허는 영문 초록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 특허는 전문
이미지와 공개 특허에 대한 일본어 초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영문과 일본어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
∙ 기본 데이터
J-PlatPat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전문, 초록, 서지, 이미지, 도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1976년 이후 일본 공개 특허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초록, 서지, 대표
도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PatFT 및 유럽특허청의 Espacenet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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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일본특허청의 J-PlatPat은 대민에게 제공하는 해외 특허 데이터 범위에 차이가
있다. 대민으로 공개하는 지식 재산권 데이터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57]과 같다.
[표 3.57] 일본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기본 데이터 항목
일본특허청

구 분

특허 및 실용신안

전 문
초 록
서 지
이미지
도 면

US,
US, EP,
US, EP,
US,
US,

EP,
CN,
CN,
EP,
EP,

상표

디자인

O
O
O
O
O

O
O
O
O
O

WO, JP
KR, WO, JP
KR, WO, JP
WO, JP
WO, JP

비특허



J-Global25)과 연계되어 일본
국내외 논문, 화학정보, 저널,
단행본 등을 통합 검색 가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DB 검색 가능

∙ 분류 데이터
일본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인 J-PlatPat에서는 IPC, CPC, FI, F-TERM 분류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 검색 메뉴인 특허 맵 가이던스(PGMS)를 이용해 IPC, FI,

제

F-TERM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시 결과 화면에서 특허에 대한 FI 분류를 바로

3

확인할 수 있다. CPC는 전문 데이터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요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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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데이터에는 CPC 분류를 활용하였다.
[표 3.58] 일본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지원 분류
구 분

분 류

지원 여부

미국특허분류(USPC)

X

국제특허분류(IPC)

O

유럽특허분류(ECLA)

X

일본특허분류(FI, F-TERMs)

O

공통특허분류(CPC)

O

분류 데이터
(Classification Data)

∙ 추가 데이터
J-PlatPat의 추가 데이터인 패밀리 정보, 법적 상태 정보, 인용 정보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일본특허청의 패밀리 정보는 글로벌 도시에(Global Dossier)를 통해 조사가
가능하며, 법적 상태의 경우 J-PlatPat에서 심판공보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특허의 인용 및 피인용뿐만 아니라 비특허의 인용 및 피인용까지 함께
검색하고 연결이 가능하다.
25) J-Global : 일본 정부에서 구축한 비특허문헌 통합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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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9] 일본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추가 데이터 항목
구 분

조사항목
패밀리 정보(Family Data)
법적 상태 정보(Legal Status Data)
인용 정보(Backward Citation)
피인용 정보(Forward Citation)

추가 데이터
(Additional Data)

지원 여부
O
O
O
O

(나) J-PlatPat 기능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과 보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서지 정보뿐
아니라 전문 및 도면 보기도 가능하다. 또한 검색 기록 및 검색 쿼리를 저장할 수 있으며,
문헌 데이터 및 개별 특허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단, 대량의 특허인 경우에는 전면 페이지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표 3.60] 일본특허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기능
구 분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특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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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

J-PlatPat 지원 여부
O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O

연산자

O

최대 결과보기 수

3000

대표 도면 보기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 기준

X

검색어 강조 표시

O (상세 결과에서만 가능)

검색기록 저장하기

X

검색목록 결합

X

검색쿼리 저장

X

검색쿼리 결합

X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X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X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X

개별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

대량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X

유사(Similarity) 검색

O

구문(Syntax) 검색

X

국제 분류 검색(IPC)

O

FI/F-TERM 분류 검색

O

실시간 기계번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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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기능
초보자 검색, 고급 검색, 특허 출원 진행정보 검색, 심판 검색 등이 가능하며, 고급
검색은 특허 공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문헌 번호색인 검색, 공보 텍스트 검색,
FI/F-TERM 검색, PAJ(Patent Abstract of Japan) 검색, 심사서류 정보 조회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 결과보기 및 다운로드
1993년 공개 이후의 일본 문헌에 대하여 서지, 초록, 도면 정보 등 전문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며 경과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출원, 등록 및 심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DF 표시 메뉴를 선택하면 인증절차를 거쳐 PDF 형식의 특허 원문을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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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현황
(1)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심사관 데이터 서비스 현황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을 요약하고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조사
단계에서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데이터 보유현황을 [표 3.61]에 정리하였으며, 해외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초록·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성, 활용하는 분류 체계, 데이터 번역,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활용 현황, 비특허문헌 활용 현황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해외 102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구축하고 있다. 영어
서지, 초록 문헌은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기타 언어의 일부 서지, 초록은 영어로
번역하여 저장하고 있다. 중국 내 특허 데이터와 해외 특허 데이터를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다. 또한, 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해외 102개
국가·기관의 서지/초록을 초록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므로 특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분류 검색 시 IPC, CPC, 민간 IP 기업의 자체
분류 체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표 3.61]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특허 보유 데이터 현황
구분

대상국가·기관

CNIPA
해외데이터
보유 현황

IP5/
WIPO
그 외
국가·기관

CNIPA
초록/전문
DB 관리

별도 초록 DB
관리 여부
O

CNIPA
번역 지원

CNIPA
분류 활용
CNIPA
비특허
문헌
CNIPA
민간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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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종류

KIPO, EPO, USPTO, JPO, WIPO

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 상태
(국가·기관별 상이)

DE, GB 등 97개 국가·기관

주요 초록 DB

주요 전문 DB

CNABS

CNTXT

기본 검색
언어

기본 검색 언어
사용가능 국가

번역 대상 및 내용

중국어, 영어

주요 국가·기관

영어(서지, 초록) -> 중국어,
기타 언어 (서지, 초록) -> 영어

IPC
O

CPC
O

FI

F-TERM

자체 구축 DB 내용
∙ 의학 분야와 의학 외 각 분야를 구분하여 자체
시스템에 비특허문헌 정보를 탑재
기업명
CA
LexisNexis
SuoYi

서비스명
DWPI
TotalPatant One
Patentic

ECLA

실시간 기계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한국어
USPC

민간 분류
O

외부 링크 DB 내용
∙ 각 분야 20여개의 DB를 외부 링크로 연결

제공 데이터
94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107개 국가·기관 특허 정보
중국, 미국, 유럽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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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특징
자체 DB에 탑재
기업 Platform 사용
기업 Platform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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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민 검색 서비스 현황
(가) CNIPR 개요
CNIPR(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Net)은 대민용으로 제공되는 중국 특허
검색사이트로 중국 특허 및 해외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중국어 페이지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문 페이지는 유료 사이트로 운영된다. 영문 페이지는 회원 가입
시 일주일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CNIPR 사이트는 중국어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접속
URL은 아래와 같다.
- 중국어: http://www.cnipr.com/
- 영어: http://english.cnipr.com/
- 일본어: http://www.cnipr.jp/
[그림 3.7] CNIPR 기본 검색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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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PR에서는 중국 데이터의 경우 1985년 이후부터 발생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내·외 데이터 축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62]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민 검색 서비스의 데이터 제공 현황
구분

대상
미국특허상표청
EU
주요국/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IP5)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기타 국가

기 간
1836 ~ 현재
1790 ∼ 현재
1985 ~ 현재
1913 ~ 현재
1980 ~ 현재
~ 현재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종류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전문

문헌 수
13,136,582
4,997,605
9,101,183
22,076,479
3,454,502
7,5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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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데이터
CNIPR에서는 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럽특허청 등 23개 국가·기관 및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기타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 영어 간 기계번역이 가능하며 도면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특허문헌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표 3.63]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민 검색 서비스의 기본 데이터 항목
구 분

특허 및 실용신안
O
O
O
O
O

전 문
초 록
서 지
이미지
도 면

상표
O
O
O
O
O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디자인
O
O
O
O
O

비특허

X

∙ 분류 데이터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민 검색 서비스에서는 국제 특허 분류인 IPC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USPC, ECLA, CPC, FI, F-TERM 등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표 3.64]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지원 분류
구 분
분류 데이터
(Classification Data)

분 류
미국특허분류(USPC)
국제특허분류(IPC)
유럽특허분류(ECLA)
일본특허분류(FI, F-TERM)
공통특허분류(CPC)

지원 여부
X
O
X
X
X

∙ 추가 데이터
CNIPR에서는 패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용 정보의 경우, 인용(Backward),
피인용(Forward) 정보를 제공한다. CNIPR 추가 데이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65]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민 검색 서비스의 기본 데이터 항목
구 분
추가 데이터
(Additi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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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패밀리 정보(Family Data)
법적 상태 정보(Legal Status Data)
인용 정보(Backward Citation)
피인용 정보(Forward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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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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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NIPR 기능
CNIPR의 주요 기능으로는 크게 검색 기능, 결과 보기, 검색 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이미지와 문서의 유사한 이미지를 비교 및 분석하여
주는 이미지 검색, 유사도가 높은 선행기술 문헌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주는 선행기술
자동검색 등이 있다.
[표 3.66]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민 검색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기능
구 분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CNIPR 지원 여부
키워드 검색

O

쿼리 형식(커맨드 라인)

O

연산자

논리연산자, 근접연산자, Data범위검색

최대 결과보기 수

30

대표 도면 보기

O

전문 이미지 보기

O

패밀리 기준으로 정렬

O

검색어 강조 표시

O

제

검색기록 저장하기

O

3

검색목록 결합

X

검색쿼리 저장

O

검색쿼리 결합

O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X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O(TIFF,XML)

개별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PDF)

대량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

이미지 검색

특정 이미지와 특허문서의 유사 이미지를
비교 및 분석

선행기술 자동 검색

유사도가 높은 선행기술 문헌 자동으로
검색

특징 기능

장

∙ 검색기능
고급검색을 통해 제목, 기술 분류, 일자, 번호 등의 검색항목을 AND, OR 등의
논리연산자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 결과보기
검색 결과 내역을 출원일과 발행일로 정렬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검색식을 우측
상단의 검색식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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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IP5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1) 한국특허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가) 한국특허청 심사관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한국특허청의 보유 데이터에 관하여, 데이터 입수에서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까지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특허청은 국내 및 해외 5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26개 국가·기관의 데이터 등 총 27개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 구축 시 일본어의
전문, 유럽특허청·미국특허상표청·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서지 및 초록과 청구항의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탑재한다. 심사관은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데이터 중 국내․외 24개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한다. 한국특허청은 특허
서지/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관은
별도의 초록 데이터베이스는 활용하지 않는다.
국내․외 24개 국가·기관 외에 다른 국가의 검색이 필요할 경우 PATENTSCOPE,
Espacanet과 같은 해외청의 대민 서비스나 구글 등을 사용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한다.
26개 국가·기관 외의 전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특허청으로부터 전문을 요청한다.
[그림 3.8] 한국특허청 심사관 선행기술 조사 개념도

데이터
입수 / 구축

외부 조직
외부 특허청
(전문 요청)

외부 조직

휴먼번역 지원 조직
운영하지 않음

국내
데이터해외 입수
1개국 ‘ 데이터

출판사
(전문 요청)

선행기술 조사

56개국

구축
데이터
57개국

일본어(전문), 영어
(WIPO,EPO,USPTO
초록,청구항)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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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서비스

민간 IP
서비스
미사용

해외청
대민
서비스

검색DB
(전문, 초록)

민간DB

PATENT
SCOPE

-

Espacen
et

24개국
(KOMPASS)
27개국
(KIPRIS)

IPC, CPC

자체 비특허
DB, 저널

•
•
•
•

…

3개 언어
실시간 기계 번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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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문헌
인터넷기술공지
건축기술문헌
전통지식

유료 비특허
문헌 구독
DB, 저널

무료
구독
DB,저널

유료DB

24개

(배경색X): 미사용 DB/시스템
Or

(배경색O): 사용 DB/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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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특허문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기술문헌과
별도 구독하고 있는 상용 비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한다.
비특허문헌의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헌이 필요하면 전자도서관에 요청하여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림 3.8]은 한국특허청의 데이터 보유 현황과 활용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특허청은 해외문헌 번역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한국어 활용 검색이 제한적이며, 자체 보유 데이터 서비스의 보완 방법이 부족하다.
비특허문헌에 관하여, 다른 특허청보다는 학술문헌 등에 대한 통합 검색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한국특허청 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 문장 검색 및 스마트검색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정보 검색 시 사용자가 문장, 번호(출원, 등록, 공개)를 입력하여

제

검색할 수 있다. 입력된 문장 또는 해당 특허문서에서 주제어를 추출하여 주제어를

3

바탕으로 유사한 특허 검색이 가능하다.

장

또한, 스마트 검색으로써 발명(고안)의 명칭, IPC분류, 공개번호, 공개일자, 출원인 등 총
29개의 다양한 검색항목을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각 항목별로 도움말을 지원해주고
있어 초보자도 쉽게 특허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3.9] 한국특허청 스마트 검색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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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서비스 제공
특허청 주관하의 한국특허영문초록(KPA)작성 및 KPA CD-ROM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KPA 사업 수행의 결과로 체득한 특허기술분야에 대한 고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 및 학술저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 분류 체계를 통한 데이터 탐색
해외 특허 검색 시 국제분류인 IPC, CPC뿐만 아니라 미국 분류체계(USPC),
유럽분류체계(ECLA), 일본 분류체계(FI, F-Term)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표 3.67] 특허 분류 체계 비교
구 분

명 칭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사용
국가
100개
국가·기관
이상

제정
년도

코드개수
(천개)

1968

70

FI

File Index

일본

1996

190

F-TERM

File Forming
Term

일본

1996

380

ECLA

European
Classification

유럽

1920
년대

135

미국

1831

155

미국,
유럽, 한국

2013

260

USPC
CPC

U.S. Patent
Classification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특징
∙ 하나의 관점에 따른 계층적 구조
∙ 세분화 부족으로 효율적 검색 어려움
∙ 일본의 내부 분류 체계
∙ 일본의 기술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IPC, ECLA
보다 세분화 구조
∙ 외부업체(IPCC) 용역을 통해 부여
∙ 일본의 내부 분류 체계
∙ 다양한 기술적 관점으로 분류
∙ 외부업체(IPCC) 용역을 통해 부여
∙ 유럽의 내부 분류 체계
∙ IPC보다 계층적 구조
∙ 유럽특허청 심사관이 부여
∙ 미국의 내부 분류 체계
∙ 외부업체 용역을 통해 부여
∙ 미국과 유럽의 내부 분류 체계
∙ ECLA 90%, USPC 10%

(2) 유럽특허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가) 유럽특허청 심사관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유럽특허청의 보유 데이터에 관하여, 데이터 입수에서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까지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특허청은 해외 104개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유럽특허청 심사관은 국내․외 105개 국가․기관의
초록을 조사한 후에 전문이 필요할 경우 42개국에 대해서는 전문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 104개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유럽특허청의 공식 언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심사관은 공식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32개국 언어로 실시간 기계번역이 가능하다. 기계번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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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외부 조직의 휴먼번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2~3일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특허청은 자체 보유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의 상용 IP 서비스를 선행기술 조사에
활용하여 보유 데이터에서 검토하지 못했던 초록이나 전문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특허문헌의 경우, 유럽특허청은 각 분야 20여 개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저널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추가 30여 개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외부
링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관은 유럽특허청의 자체 시스템만 활용하여도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검토할 수 있고, 외부 링크를 통해서 추가적인 문헌 검토가 가능하다.
[그림 3.10]은 유럽특허청의 데이터 보유 현황과 활용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유럽특허청은 일부 민간 IP 기업의 특허 정보(DWPI)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휴먼번역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공용어 기반 검색 및 심사가 가능하며, 자체 분류 체계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해 데이터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비특허문헌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기반 통합 검색을 지원하고 있어 효율적인 선행기술 조사가 가능하다.
[그림 3.10] 유럽특허청 심사관 선행기술 조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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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특허청 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 스마트 검색
스마트 검색 기능은 총 20개까지의 용어를 한 번에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고, 입력한
용어들에 대하여 유사도 및 구문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 시 분야에 맞는
다양한 용어를 함께 반영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IPC, CPC, ECLA 분류 체계를 통한 데이터 탐색
CPC는 유럽 특허 분류 체계(ECLA)와 미국 특허 분류 체계(USPC)를 결합한 형태이다.
즉, CPC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분류 기준 및 IPC를 모델로 하여, 유럽특허청의
ECLA(ECLA는 유럽특허청에서 개발하여 도입한 특허 분류 체계로, Institut International
des Brevets에 의해 1920년대 개발되었음. 이후 IPC 1판을 기반으로 수정된 ECLA는
IPC를 더욱 세분화한 약 13만개의 코드로 되어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개정하여 왔지만
CPC 개발 이후 더이상의 개정은 하고 있지 않음)에 미국특허상표청의 USPC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ECLA에 기초한 공동분류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통합 IPC 틀 안에서 각 특허청의
우수한 분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CPC는 A부터 H까지의 섹션 외에 Y섹션 등을 포함하는 총 9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 하위에는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등, 총 25만 5천개의
분류코드로 기술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CPC는 약 7만개의 코드로 구성된 IPC 보다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지닌다.
∙ 기계번역
Espacenet의 뛰어난 장점 중 한 가지는 기계번역 기능이다. Espacenet의 번역 기능은 복잡한
기술적 단어(vocabulary)를 다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번역 기능은 Espacenet world-wide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총 32개국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또한 Espacenet은 2017년 3월부터 특허정보 번역 사상 처음으로
“Neural Machine Translation(NMT)”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같은 해
8월부터는 32개국 언어 모두에 대해 NMT를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시간 기계번역 기능을 활용하여 타 언어로 되어 있는 특정 특허
문헌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본 시스템은 일평균 1,5만 건~2만 건의 번역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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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가)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미국특허상표청의 데이터 보유에 관하여, 데이터 입수에서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까지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특허상표청은 자국 외에 해외 10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입수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11개 국가·기관 이외의 특허 데이터는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별도의 기계번역 작업은
수행하지 않지만 심사관 요청 시 과학기술정보센터(STIC)를 통해 휴먼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특허문헌의 경우 미국상표특허청이 자체 구축한 E2D2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심사관 주석, 미국 Class/Sub-Class 정보, 도서 발췌, 카탈로그, 핸드북, 매뉴얼, 저널기사,
기술보고서, 번역된 외국 특허, 신문기사 등 1.3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제

30여 개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외부 링크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3

[그림 3.11]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 선행기술 조사 개념도(그림 수정)

데이터
입수 / 구축

외부 조직
외부 특허청
(전문 요청)

외부 조직

휴먼번역 지원
조직 운영

국내
데이터해외 입수
1개국 ‘ 데이터

장

출판사
(전문 요청)

선행기술 조사

10개국

구축
데이터
11개국

자체 서비스

민간 IP
서비스

검색DB
(서지, 초록)

민간DB

11개국

5개
기업

해외청
대민
서비스

자체 비특허
DB, 저널

유료 비특허
문헌 구독
DB, 저널

PATENT
SCOPE

자체DB

유료DB

E2D2

35개
이상

Espacen
et
…

중국어(서지, 초록)
 영어
(중단)

IPC, CPC,
USPC,
민간 분류

실시간 기계번역
지원하지 않음

• 저널, 보고서,
기사 등

범
례

무료
구독
DB,저널

(배경색X): 미사용 DB/시스템
Or

(배경색O): 사용 DB/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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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미국특허상표청의 데이터 보유 현황과 활용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일부 민간 IP 기업의 특허 정보(DWPI)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휴먼번역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는 다른 특허청에 비해서는 범위가 작지만 영어권 국가의 특징으로 인해 영어 기반
검색 및 심사가 가능하다. 10개국 외에는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검토
범위 및 심사 보완이 가능하다. 비특허문헌의 경우 E2D2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 기반 통합 검색을 지원한다.
(나) 미국특허상표청 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 CPC 분류 체계를 이용한 검색
CPC는 유럽 특허 분류체계(ECLA)와 미국 특허 분류체계(USPC)를 결합한 구조이며,
A부터 H까지의 섹션 외에 Y섹션 등을 포함하는 총 9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하위 분류
체계에는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CPC는 IPC보다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제공한다.
(4) 일본특허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가) 일본특허청 심사관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일본특허청의 데이터 보유에 관하여, 데이터 입수에서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까지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특허청은 IP5를 포함한 10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입수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개 국가·기관
이외의 특허 데이터는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 편의성
확보를 위해 Global 민간 IP 기업 서비스뿐 아니라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내 민간
IP 기업 서비스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비특허문헌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과학저널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이 외에 20여 개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외부 링크를
통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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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일본특허청 심사관 선행기술 조사 개념도(그림 수정)
외부 조직
데이터
입수 / 구축

외부 특허청
(전문 요청)

외부 조직

휴먼 번역 지원
조직 운영

국내
데이터해외 입수
1개국 ‘ 데이터

출판사
(전문 요청)

선행기술 조사

10개국

구축
데이터
11개국

자체 서비스

민간 IP
서비스

검색DB
(전문, 초록)

민간DB

11개국

3개
기업

해외청
대민
서비스

자체 비특허
DB, 저널

유료 비특허
문헌 구독
DB, 저널

PATENT
SCOPE

자체DB

유료DB

Espacen
et

• 과학저널/
도서
• 컴퓨터 S/W
저널/도서

…

무료
구독
DB,저널

21개
이상

제
3

EPO,USPTO,CNIPA(
서지, 초록)
 일본어

IPC, CPC,
FI, F-Term,
민간 분류

3개 언어
실시간 기계 번역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범
례

(배경색X): 미사용 DB/시스템
Or

(배경색O): 사용 DB/시스템

[그림 3.12]는 일본특허청의 데이터 보유 현황과 활용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일부 민간 IP 기업의 특허 정보(DWPI)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다. 탑재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에 관하여서는 일본어 활용 검색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일본어를 지원하는 자국 및 해외 민간 IP 기업 서비스를 활용하여 언어
장벽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해 특허 데이터
검토 범위를 보완할 수 있다. 비특허문헌의 경우도 과학저널 및 도서,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주요 분야에 대해 자체 데이터베이스 기반 통합
검색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나) 일본특허청 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 FI/F-TERM 검색
일본은 IPC를 바탕으로 기술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한 FI와, 일본 특허청이 특허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개발한 F-TERM의 두
가지 기술 분류 체계를 자체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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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는 IPC 기술 분야를 더욱 세분화한 분류 체계이다. 특정 분야의 특허 문헌이 다량
집중돼 효율적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IPC 분류 체계를 보완한 것으로서, 전개 기호와 분책
식별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F-TERM은 문헌량의 증가 및 기술의 융복합화, 제품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기술 개발의
동향 변화에 대응하고, 특허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색 인덱스이다. FI와 F-TERM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술적
관점으로 기술을 분류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문헌에 여러 개의 F-TERM이 적용되어 있어서
집합연산을 통한 검색이 용이하다.

(5)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심사관/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심사관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데이터 보유에 관하여, 데이터 입수에서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까지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자국 및 해외 102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특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민간 IP 기업의 초록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전문을 확인한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도 일본특허청과 유사하게 해외 특허
정보 검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Global 민간 IP 기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내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도 사용하고 있다.
비특허문헌의 경우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이 자체 구축한 의학 분야 데이터베이스와 의학
외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헌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20여 개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링크로 접근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림 3.13]은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데이터 보유 현황과 활용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국어 활용 검색은 제한적이지만, 자국 및 해외의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언어에 대한 장벽과 데이터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비특허문헌은 의학 및 의학
외의 분야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기반 통합 검색을 제공하여 주요 분야에 있어서 선행기술
조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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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심사관 선행기술 조사 개념도(그림 수정)

외부 조직
데이터
입수 / 구축

외부 특허청
(전문 요청)

외부 조직

휴먼번역 지원
조직 운영

국내
데이터해외 입수
1개국 ‘ 데이터

출판사
(전문 요청)

선행기술 조사

102개국

구축
데이터
103개국

자체 서비스

민간 IP
서비스

검색DB
(전문, 초록)

민간DB

103개국

3개
기업

해외청
대민
서비스

자체 비특허
DB, 저널

유료 비특허
문헌 구독
DB, 저널

PATENT
SCOPE

자체DB

유료DB

Espacen
et
…

• 의학분야
• 의학 외
분야

무료
구독
DB,저널

22개
이상

제
3

영어 (서지, 초록) 
중국어
기타 언어 (서지, 초
록)  영어

IPC, CPC,
민간 분류

3개 언어
실시간 기계 번역
(영어, 일본어, 한국어)

범
례

(배경색X): 미사용 DB/시스템
Or

(배경색O): 사용 DB/시스템

*기타 언어 문헌을 전부 영어로 번역하지는 않음

(나)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대민 검색 데이터 서비스 특징
∙ 이미지 검색 시스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해당 이미지와 문서에서의 유사한 이미지를
비교 및 분석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경우 중국 심사관 전용
CNIPR 검색 시스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CNIPR 검색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 선행기술 자동 검색
유사도가 높은 선행기술 문헌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화면으로 보여준다. 선행기술 자동
검색 항목으로는 유사성 검색, 침해성 검색, 참신성 검색 등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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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선정 및 조사 방법

제4장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기업의 데이터 현황 및 서비스 조사

4장에서는 한국특허청과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이하 민간 IP 기업)의 협력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 민간 IP 기업의 데이터 현황 및 서비스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특허 정보 서비스 관련 매출에 따라 해외 5개, 국내 2개를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 인터뷰, 문헌 및 온라인 자료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4장의 1절에서는 구체적인 민간 IP 기업 선정 및 조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2절에서는
각 민간 IP 기업별 데이터 보유 현황 및 특성, 3절에서는 민간 IP 기업의 주요 제공 서비스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 4절에서는 각 민간 IP 기업 서비스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여
한국특허청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선정 및 조사 방법
제

1.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선정 기준
본 연구조사를 위한 민간 IP 기업은 [표 4.1]과 같이 해외 5개, 국내 2개로 선정하였다.
먼저 해외 기업 선정 기준은 Outsell Inc의 2017년 보고서인 Patent Market Performance
Report를 참조하여, 매출 상위 5개 기업인 Clarivate Analytics(CA), CAS, ProQuest,
LexisNexis, CPA Global을 선택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은 공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매출
순위에 따라 윕스(WIPS)와 위즈도메인 (WISDOMAIN)을 선택하였다.
[표 4.1] 주요 민간 IP 기업 순위
기업명

주요 제공 서비스 DB

2016년 특허 관련 매출
(Million USD)

CA

Derwent Innovation (DI)
Derwent World Patents Index(DWPI)

451

CAS

STN

267

ProQuest

Dialog – Patents Collection

60

LexisNexis

Total Patent / Patent Optimizer / PatentAdvisor /
LexMachina

40

CPA Global

INNOGRAPHY, Advanced Analysis

34

(출처: Outsell Inc. 2017 Patent Market Perform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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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조사 방법
민간 IP 기업의 조사는 크게 데이터 보유 측면과 제공 서비스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데이터 보유 측면에서는 민간 IP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에 대한 조사 및 특징을 파악하였고, 제공 서비스 측면으로는 각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과 별도의 특징 기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별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 조사 방법
특허와 비특허 부문으로 나누어 제공 데이터 범위, 수집 대상, 검색 언어, 필드 특징,
번역 지원, 제공 형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추가 데이터로서 패밀리, 인용, 중간 서류철, 법적
상태, 분류 지원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 기본 데이터: 제공 데이터 범위, 데이터 수집 대상, 검색 언어, 필드 특징, 번역 지원,
제공 형태 등
∙ 추가 데이터: 패밀리, 인용, 중간 서류철, 법적 상태, 분류 지원 등
위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아래의 [표 4.2~4.4]와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각 기업별로
특징이 있는 주요 필드, 번역, 자체 구축한 패밀리 및 분류 등의 데이터는 별도로
정리하였다. [표 4.2]의 ‘검색 언어’는 입수한 공보를 특정 번역하여 저장하여 검색 시 해당
언어로 검색이 가능함을 뜻하며, ‘실시간 번역 지원’은 번역되지 않은 초록이나 전문 등의
검색 결과에 대해 지원하는 언어로 실시간 번역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표 4.2] 민간 IP 기업별 데이터 범위 조사 양식
조사대상

데이터 범위
특허

기업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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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허

전문, 초록, 서지 등
논문, 산업정보, 기업정보
등 비특허문헌 범위

데이터 수집
대상
수집 대상
국가·기관
수집 대상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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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언어

실시간
번역 지원

제공 형태

검색 지원
언어

지원 여부
및 번역
지원 국가

웹, API,
탑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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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민간 IP 기업별 필드 및 활용 조사 양식
조사대상

데이터 구분

주요 필드

필드 활용 내용

특허

표준화 여부 및
주요 추가 필드

기업별 특허 분야의
주요 필드 활용 내용 정리

비특허

비특허 분야

기업별 비특허 분야의
주요 필드 활용 내용 정리

기업 데이터베이스

[표 4.4] 민간 IP 기업별 추가 데이터 조사 양식
구 분
패밀리 정보

인용 정보

종 류

지원 여부

INPADOC

지원 여부(O, X)

기타 패밀리

지원 여부(O, X)

인용(Backward)

지원 여부(O, X)

피인용(Forward)

지원 여부(O, X)

법적 상태 정보

분류 데이터

비고

지원 여부(O, X)
IPC

지원 여부(O, X)

CPC

지원 여부(O, X)

USPC

지원 여부(O, X)

ECLA

지원 여부(O, X)

FI

지원 여부(O, X)

F-TERM

지원 여부(O, X)

기타 자체 분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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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체 분류 내용

나.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별 제공 서비스 조사 방법
서비스 기능 측면으로는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특징 기능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기능은 검색 기능, 결과 보기, 검색 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더불어 각 기업이 제공하는 특징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상세한 조사 양식은 아래의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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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민간 IP 기업별 서비스 기능 조사 양식
구 분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기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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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비 고

키워드 검색

지원 여부(O, X)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지원 여부(O, X)

연산자

지원 여부(O, X)

지원 연산자 표시

절단자

지원 여부(O, X)

지원 절단자 표시

최대 결과 보기 수

지원하는 최대 결과보기 수

대표 도면 보기

지원 여부(O, X)

전문 이미지 보기

지원 여부(O, X)

정렬 기준

지원 여부(O, X)

검색어 강조 표시

지원 여부(O, X)

검색기록 저장하기

지원 여부(O, X)

검색목록 결합

지원 여부(O, X)

검색 히스토리 저장

지원 여부(O, X)

검색쿼리 결합

지원 여부(O, X)

알림(ALERTS)

지원 여부(O, X)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지원 여부(O, X)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지원 여부(O, X)

내보내기 개수

공보 원문 다운로드

지원 여부(O, X)

원문 다운로드 개수 및 데이터 형식

특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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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멀티 하이라이트 등

ex) 자동 저장 등

ex) 관심 특허 알림 등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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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현황

본 2절에서는 국내·외 민간 IP 기업별로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여, 각 민간 IP
기업이 어떠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청이나 기관·기업들은 각 민간 IP
기업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기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Clarivate Analytics 데이터 현황
본 항에서는 Clarivate Analytics의 주요 서비스인 DI(Derwent Innovation)가 제공하는
94개국의 특허 정보(DWPI, 전문, 초록, 서지 등)와 WoS(Web of Science)의 비특허
정보(학술문헌 등)에 대한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 Clarivate Analytics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1) 기본 데이터 보유 현황
Clarivate Analytics의 특허 데이터는 DI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Clarivate
Analytics는 94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주요 43개국의
초록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영어로 직접 재가공하여 구축하여 영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주요 10개국(아래 [표 4.9] 참조)의 전문에 대해 휴먼번역 및 기계번역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영어 검색을 지원하지만,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만 일본어 원어 검색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검색 결과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제공
방식은 자체 플랫폼, API 연계, 직접적인 데이터 제공 등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능하다.
Clarivate Analytics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ESCI(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등의 학술지 등급을 선정하는
기업으로서 대량의 학술 정보 비특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DI 플랫폼 또는 Wo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180,000여 종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
그@리고 단행본 80,000여 종의 학술정보 등 총 14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Clarivate Analytics의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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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Clarivate Analytics 기본 데이터(특허 및 비특허) 보유 현황
조사
대상

데이터 범위
특
허

DI

WoS

비
특
허

43개국 DWPI, 21개국 전문, 43개국 초록,
93개국 서지, 26 개국 인용정보(DCPI)
∙
∙
∙
∙
∙

SCIE: 150개 분야 8,850여 종 학술지
SSCI: 55개 사회과학 분야 3,200여 종 학술지
AHCI: 예술·인문 분야 1,700여 종 학술지
ESCI: 5,000여 종 학술지
SPCI: 전 연구분야 180,000여 종 학술대회 논
문집

데이터
수집 대상
민간기업
및 94개
특허청

자체
서비스

검색
언어

실시간
번역

영어

영어

∙ 자체 플랫폼
∙ API 연계
∙ 데이터 제공

영어

-

∙ 자체 플랫폼
∙ 데이터 제공

제공 형태

(2) 추가 데이터 보유 현황
Clarivate Analytics의 패밀리 정보, 인용 정보, 법적 상태 정보, 분류 데이터 등 추가적인
특허 데이터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표 4.7]과 같이 정리하였다.
패밀리 정보의 경우 INPADOC 패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DWPI Family를
개발하여 활용중이다. 인용 정보는 IP5를 포함한 26개국의 출원인, 심사관 인용 정보를
DPCI(Derwent Patents 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특허 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분류 데이터 또한 DWPI Class, DWPI Manual Code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고, 국제 분류인 IPC, CPC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표 4.7] DWPI 추가 특허 데이터 현황
구 분
패밀리 정보

종 류
INPADOC

지원 여부
O

DWPI Family

O

인용(Backward)
피인용(Forward)
법적 상태 정보
IPC
CPC
USPC
ECLA
FI
F-TERM
분류 데이터
인용 정보

DWPI Class

DWPI Manu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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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발명 단위로 특허를 그룹핑
∙ 우선권 정보가 없는 특허라도 발명의 내용이 동일
한 경우 패밀리에 포함

O
∙ 26개국의 출원인, 심사관 인용 정보를 DPCI의 자
체 DB로 제공
O
O
O
O
X
X
X
X
∙ 50개 주요 국가 특허에 부여된 코드
∙ 화학, 엔지니어링, 전자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20개 분야 약 280여 개
코드로 구성
∙ DWPI Class보다 상세하고 세분화된 분류 체계
∙ IPC와 유사한 수준의 세분화, 다만 약학/고분자 등 화학 분야는 더 상세
한 분류 코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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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DWPI Family, DWPI Class, DWPI Manual Code는 아래 Clarivate
Analytics 데이터 주요 특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나. Clarivate Analytics 데이터 주요 특징
(1) DWPI 및 DI(Derwent Innovation) 특징
- DWPI 특징 요약
Clarivate의 DWPI 데이터는 30개 언어로 작성된 여러 특허 데이터를 관련 기술, 산업
전문가 등이 추가 필드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재작성된 초록(Enhanced DWPI Abstract)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문 데이터의
오류가 수정될 뿐만 아니라 본래의 공보에서 얻을 수 없었던 추가 정보가 기술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선행기술 조사 시 DWPI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문 확인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DWPI는 DWPI Class, DWPI Manual Code 등 분류 체계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검색을 하는데 이점이 있다.
이러한 DWPI 데이터는 특허청 및 기업의 자체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DWPI
사용자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으며, 시스템 구성에 따라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

증대시킬 수 있다.

4

[그림 4.1] Enhanced DWPI Abstract 개념

중국 공보 원본

장

Enhanced DWPI Abstract

129

제4장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기업의 데이터 현황 및 서비스 조사

- DI(Derwent Innovation) 특징 요약
Clarivate Analytics의 DI 플랫폼은 기업의 Web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DI에서도 위의
DWPI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1개 국가·기관의 특허 전문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DI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Clarivate Analytics에서 개발한 스마트 검색, 기계 번역,
각종 분석 및 보고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Clarivate Analytics 주요 필드 구성
Clarivate Analytics는 자체의 특허 전문가를 통해 공보의 제목(Title)과 발명의 명칭을
하위 필드로 구분하여, 요약 및 재작성한 초록을 제공해 준다. 주요 구축 필드 및 내용을
아래 [표 4.8]에 정리하였다.
[표 4.8] Clarivate Analytics 주요 필드(특허 및 비특허) 및 활용
조사대상

데이터
구분

주요 필드
Title

DWPI

WoS

특허

비특허

DWPI
Abstract

∙
∙
∙
∙
∙

필드 활용 내용

∙ Scope
∙ Use

∙ Novelty

∙
∙
∙
∙

∙ Mechanism
∙ Detailed
Description
∙ Technology
Focus
∙ Assignee Code

Novelty
Use
Advantage
Drawing
Description
∙ Activity

연구 분야별 카테고리
Essential Science Indicators: 22개 카테고리
Web of Science: 252개 카테고리
피인용 정보
Author ID

∙ 선행기술 조사 시 DWPI 하위
필드를 통해 충분한 정보 획득
∙ 별도의 전문 조사 시간 단축

∙ 상세한 연구 분야별 학술정보
검색
∙ 인용 정보를 통한 유사 연구 분
야 검색

∙ DWPI 필드명 및 상세 내용
- Novelty: 대표 청구항을 산업내 통상 사용되는 기술 용어로 요약하여 작성
- Use: 발명의 용도, 활용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
- Advantage: 출원인이 제시한 종래 기술 대비 본 발명의 개선점을 요약
- Drawing Description: 도면의 설명
- Activity: 제약/바이오 관련 특허의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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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hanism: 제약/바이오 관련 특허의 경우 약물의 작용기전
- Detailed Description: 청구항이 복잡하거나 화학식을 포함하는 경우, 독립항이 여러
개인 경우 필요시 제공
- Technology Focus: 발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재,
종속항이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
- Assignee Code: 특허 출원인에 대해 모회사 및 자회사를 포함한 4자리 코드를 할당
(3) Clarivate Analytics 번역 지원
Clarivate Analytics의 세계 30개 언어로 작성된 46개국의 공보를 DWPI의 초록으로
재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영문 번역이 진행된다. DWPI 데이터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초록, 서지에 대해 영문 번역도 지원하는데 휴먼번역으로는 10개 국가·기관의 번역을
제공하며, 한국을 포함한 3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기계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휴먼 번역과 기계 번역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분야 및 자체의 중요도에 따라서 휴먼 번역을 수행할지, 기계 번역을 수행할지 다르다.
[표 4.9] Clarivate Analytics 번역 지원 현황
조사대상

DI

데이터 구분

번역 언어

지원 여부

대상 국가

DWPI

영어

O

46개 국가·기관

DWPI 외 특허
전문, 초록,
서지

영어 휴먼번역

O

AR, BR, CN, ID, JP, MX, RU, TH, VN,
WO

영어 기계번역

O

AR, KR, WO

제

이를 통해 DWPI 사용자는 언어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하고 94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일본특허청,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 전문가가 번역한 전문까지 확인할 수 있다.
(4) Clarivate Analytics DWPI Family 특징
Clarivate Analytics는 자체 특허 패밀리 기준인 DWPI Family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DWPI Family는 기본적으로 우선권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특허를 그룹핑하고,
우선권 정보가 없는 특허라도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패밀리에 포함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3단계로 패밀리를 구분하고 있다.
- 1단계: 신규 문서에 관한 우선권 상세 정보는 DWPI에 존재하는 기존의 문서와
비교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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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우선권 상세 정보에 대한 기존 정보가 없는 경우, 특허들은 Basic(최초의
멤버)으로 구분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DWPI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통해 새로운
특허 패밀리를 생성
- 3단계: 기존 DWPI 기록과 매칭되는 우선권 정보가 있는 신규 문서들은 Equivalent
(후속 멤버)라고 부르며, 해당 특허들은 DWPI 레코드의 새로운 패밀리로 포함된다.
[표 4.10] DWPI 특허 패밀리 예시
DWPI 패밀리
패밀리 D1
(상호 연관된 DWPI
패밀리 record D1
& D2

DWPI 후속
(Equivalents)
DWPI 패밀리
record D1
DWPI 패밀리
record D2

특허 문헌
연속 출원

우선권

특허문헌 1

우선권 P1

우선권 P2

특허문헌 2

우선권 P1

우선권 P2

특허문헌 3

우선권 P1

우선권 P2

우선권 P2

우선권 P4

*구체적인 패밀리 내용은 별첨 A2 참조

따라서 DWPI Family 활용 시 발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색되므로 INPADOC Family보다
유사한 특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NPADOC 및 DWPI Family의 기준과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4.11]처럼 정리할 수 있다.
[표 4.11] INPADOC과 DWPI Family 비교
패밀리 구분

기준 및 특징

INPADOC

∙
∙
∙
∙
∙

직간접적으로 우선권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특허
넓은 범위의 패밀리 멤버 포함
우선권 정보의 공유가 없는 경우 동일 발명도 별개의 패밀리로 분류
미국의 경우 분할/계속/일부계속출원이 동일 패밀리로 묶임
패밀리 식별 정보: INPADOC Family ID

DWPI Family

∙
∙
∙
∙
∙
∙

특허를 발명 단위로 그룹핑
기본적으로는 우선권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특허
우선권 정보가 없는 특허라도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패밀리에 포함
미국의 경우 분할/계속/일부계속출원이 별개의 패밀리로 분리됨
패밀리 식별 정보: DWPI Accession Number
관련 용어: Basic (최초의 멤버) & Equivalent (후속 멤버)

(5) Clarivate Analytics 분류(DWPI Class, DWPI Manual Class) 특징
Clarivate Analytics는 특허 검색 시 발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두 가지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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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WPI Class는 50개 주요 국가 특허에 부여된 코드로서 화학, 엔지니어링, 전자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20개 분야의 약 280개 코드로 구성되었으며, DWPI Manual
Code는 IPC와 유사한 수준의 세분화된 코드를 제공하고 약학/고분자 등 화학 분야는 더
상세한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Clarivate

Analytics의

자체

분류코드(DWPI

Class,

DWPI

Manual

Code)와

국제분류코드인 IPC, CPC의 특징 및 활용 방법, 활용 주의점 등을 비교하여 [표 4.12]에
요약하였다.
[표 4.12] DWPI Class, DWPI Manual Code, IPC, CPC 특징 및 활용방법 비교
분류 코드
(검색필드)

특징 및 활용 방법

코드 사용시 주의사항

IPC

∙ 특허청별로 코드 부여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
∙ 전 세계 모든 특허, 모든 기술에 대해 부여
∙ 상대적으로 코드 체계가 덜 세분화되어 결과 모집
된 국제코드
단 특허수가 너무 많을 수 있음

CPC

∙ 바이오나 통신 분야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분
∙ US, EP등 일부 국가 특허에 부여된 코드
야에 대한 모니터링 시 업데이트에 따른 코드 변경
∙ 세분화된 코드 체계로 관심 분야 기술을 더
에 주의
정확히 특정할 수 있음
∙ EPO 심사관들에 의한 코드 지정은 상대적으로 느
∙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 기술 트렌드 파악에
리므로 기술 모니터링 시에 IPC 또는 DWPI
더 효과적
Manual Code를 함께 검색식에 활용하는 게 좋음

DWPI Class

DWPI Manual
Code

∙
∙
∙
∙
∙

효율적 특허의 검색 및 분석을 목표로 CA에서 창안한 코드
50개 주요 국가 특허에 부여된 코드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의 기술 분류
화학, 엔지니어링, 전자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20개 분야 약 280여 개 코드로 구성
CA DWPI 전문가 그룹에 의한 일관된 코드 부여 기준 적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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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PI Class 보다 상세하고 세분화된 분류 체계
∙ IPC와 유사한 수준의 세분화, 다만 약학/고분자 등 화학 분야는 더 상세한 분류 코드 제공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Clarivate Analytics의 자체 분류 코드 사용 시 두 가지 장점을 통해
특허 검색 효율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50개국 특허에 대해 Clarivate Analytics 전문가에 의한 동일한 기준 분류 코드
적용으로 검색 정확성 향상
∙ 검색 시 코드 선택 및 조합을 통한 발명의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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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xisNexis 데이터 현황
LexisNexis의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는 주요 서비스인 TotalPatent One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TotalPatent One에서 제공하는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다.

가. LexisNexis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1) 기본 데이터 보유 현황
LexisNexis는 107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모든
서지, 초록, 전문에 대해 영어와 일본어로 기계 번역하여 해당 언어로 검색 및 내용 검토가
가능하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대해 별도의 실시간 번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웹 기반의 자체 플랫폼이다. 비특허 데이터의 경우는 미국의 소송정보, 기업의
구조정보, 비특허문헌의 인용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은 전부 영어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번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13]과 같다.
[표 4.13] LexisNexis 기본 데이터(특허 및 비특허) 보유 현황
조사
대상
TotalPat
ent
One

데이터 범위

데이터 수집 대상

검색
언어

실시간
번역 지원

특허

32개 국가 전문, 107여개
국가 서지

특허청 및 각 국의 별도 서비스
Provider

영어,
일본어

-

비특허

미국 소송 정보,
산업 정보, 기업 정보 등

미국 소송 데이터 전체, 글로벌
기업 및 산업 데이터

영어

-

제공
형태
자체
플랫폼

(2) 추가 데이터 보유 현황
패밀리 정보의 경우 INPADOC, Main Family, Extended Family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용/피인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적 상태 정보는 INPADOC Legal뿐만 아니라 결제
상태(Payments status), US 소송 정보(Litigation Information), 국가 통보(National
Notification) 등의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 준다. 주요 분류인 IPC, CPC, USPC, ECLA, FI,
F-TERM을 전부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ICO와 Locarno 분류도 활용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표 4.1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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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TotalPatent One 추가 특허 데이터 현황
구 분
패밀리
정보

종 류

지원 여부

INPADOC

O

Main Family

O

패밀리 구성원의 모든 우선권 주장 번호가 완전히 동일

Extended Family

O

최소 하나 이상 동일한 우선권 주장 번호를 포함

인용(Backward)

O

피인용(Forward)

O

인용
정보

법적 상태 정보

O

IPC

O

CPC

O

USPC

O

ECLA

O

FI

O

F-TERM

O

분류
데이터

비고

∙ INPADOC Legal Status
∙ Prime Legal Status

기타

∙ US Litigation Information
∙ National Notification

ICO26), Locarno27)

나. LexisNexis 데이터 주요 특징
(1) LexisNexis 주요 필드 구성
LexisNexis는 법적 상태와 연관된 필드를 추가하여 표준화된 Legal Status Data를
제공하고, 출원인 데이터에 대한 정제 및 표준화를 통해 실제 특허 보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제

가능하다. 또한, 비특허문헌에 대해 소송 연관 필드, 인용 정보 필드를 별도로 구축하여

4

특허의 소송 및 쟁점 상태, 인용 분석 등을 지원한다. [표 4.15]를 통해 TotalPatent One의

장

주요 필드 및 활용을 정리하였다.
[표 4.15] LexisNexis 주요 필드(특허 및 비특허) 및 활용
조사 대상

TotalPatent
One

데이터
구분

특허

비특허

주요 필드

필드 활용 내용

∙ Prime Legal Status Code
∙ Standardized Assignee
∙ Normalized Assignee

∙ 표준화된 Legal Status를 제공하여 특허와 연관
된 다양한 법적 정보를 확인
∙ 출원인 데이터의 정제 및 표준화를 통해 실제
특허 보유자 확인 가능

∙ 소송 연관 필드
∙ 인용 정보 필드

∙ 소송 내 쟁점 특허 번호 등의 연계

26) ICO(In Computer Only): ECLA 특허분류에서 파생된 분류로서 발명의 사소한 특징이나 ECLA 코드가 없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유럽 특허청에서 사용. ICO 코드 구조는 K, L, M, N, P, S, T로 구성되며 첫 번째 문자를 제외하고는 ECLA 구조와 동일
27) Locarno: 디자인(Design)을 위해 고안된 분류로서 32개의 클래스와 219개의 하위 클래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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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Patent One 주요 필드 구성
- 표준화된 법적 소유자(Legal Owner Standardized): 발명가를 포함하여 현재 및 이전
특허 소유자의 표준화된 이름을 검색
- 정규화된 법적 소유자(Legal Owner Normalized): 발명가를 포함하여 현재 및 이전
특허 소유자의 정규화된 이름을 검색.
- 법적 대리인명(Legal Representative Name): 법적 대리인의 이름을 검색
- 법적 상대(Legal Opposition): 미국의 소송 자료집 번호(Litigation Docket Numbers)를
사용하는 모든 관련 자료의 검색
- 정규화된 출원인(Normalized Assignee): 정규화된 출원인 이름을 검색
- 정규화된 현재 출원인(Normalized Current Assignee): 현재의 출원인에 대한 검색
- 비특허문헌 인용(Non-patent Citations): 비특허문헌 인용 검색
- 비특허문헌 인용 코드(Non-patent Citation Origin): 비특허문헌 인용 코드 검색
- 비특허문헌 인용 관련성(Non-patent Citation Relevance): 비특허문헌 인용 관련성
코드 검색
(2) LexisNexis 번역 지원
LexisNexis는 107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특허 데이터에 대해 영문 번역을
제공해 준다. 최근에는 일본어 번역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LexisNexis는 [그림 4.2]처럼 기계 번역을 위한 특별 팀을
운영하고 고유의 번역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번역 내용의 정확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비특허 데이터에 대한 번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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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LexisNexis 기계 번역 프로세스

[표 4.16] LexisNexis 번역 지원 현황
조사대상

데이터 구분

TotalPatent One

특허 전문, 초록,
서지

번역 언어
∙ 영어 번역
∙ 일본어 번역 제공
∙ 기타 아시아 언어 번역 확대 중

대상 국가
107개 국가(기관)
제
4
장

(3) LexisNexis 전문 데이터 확대 및 품질 확보
현재 LexisNexis는 107개국으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32개국의 전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 데이터의 경우 총 1억 2천만 건 이상의 문헌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86만 개의 검색 가능한 PDF 문헌, 70만 개 이상의 특허 출원 관련 이미지를
보유하여 방대한 범위의 특허 정보를 서비스한다.
LexisNexis의 데이터 확대 전략은 방대한 범위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수집의 대상을 현재 32개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로 출원인 정보, 법적 정보를 자체 표준화하여 실제
특허 소유자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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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A Global 데이터 현황
CPA Global은 1억 건 이상의 특허 데이터와 소송 정보, 재무 정보, 학술문헌을 보유하고
있으며 INNOGRAPHY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3항에서는 CPA Global의
INNOGRAPHY가 지원하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 CPA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1) 기본 데이터 보유 현황
CPA Global은 전 세계 100여 개 특허청으로부터 수집한 1억 건 이상의 미국 및
국제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유한 대다수의 문헌을 영어로 기계 번역하여
제공하므로 영어로 데이터 검색 및 내용 검토가 가능하다. 비영어(non-English) 검색
결과의 경우에도 영어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여 특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특허의 경우 900만 건의 기업 재무정보, 미국 및 국제 소송정보, 2,200만 건의
학술문헌 검색을 지원한다. CPA Global의 데이터 현황은 아래의 [표 4.17]에
정리하였다.
[표 4.17] CPA Global 기본 데이터(특허 및 비특허) 보유 현황
조사 대상

데이터 범위

데이터
수집대상

검색
언어

실시간
번역
영어

특허

IP5를 포함한
1억 건의 특허 정보

전 세계
100여 개
특허청

영어

비특허

900만 건의 기업 재무정보
미국 및 국제 소송정보
2,200만 건의 학술문헌

전 세계
102개
관할지역

영어

INNOGRAPHY

제공 형태

웹 플랫폼
-

(2) 추가 데이터 보유 현황
CPA Global은 INPADOC Family와 Simple Family 데이터를 지원하며, 특허 및
소송정보, 학술문헌으로부터의 인용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특허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IPC, CPC, USPC 분류를 지원한다. 아래 [표 4.18]를 통해 CPA Global의 추가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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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CPA Global 추가 특허 데이터 현황
구분

종류
INPADOC
Simple Family
인용(Backward)
피인용(Forward)

패밀리 정보
인용 정보
법적 상태 정보

IPC
CPC
USPC
ECLA
FI
F-TERM

분류 데이터

지원 여부
O
O
O
O
O
O
O
O
X
X
X

나. CPA Global 데이터 주요 특징
CPA Global은 특허 데이터의 발명자, 인용, 특허 소유자(Assignee)에 대한 필드를 주요
필드로 구축하여 자체 보유한 기업의 재무/금융 정보, 소송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실제의
기술 보유자를 파악하는데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4.19] CPA Global 주요 필드(특허 및 비특허) 및 활용
조사대상

데이터 구분

INNOGRAPHY

특허 / 비특허

주요 필드
∙ Citation
∙ Inventor

∙ Assignee

필드 활용 내용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의 인용, 발명자 필드 등을
분석하여 실제 기술 보유자 파악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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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Quest 데이터 현황
ProQuest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학술 문헌,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자 출판 서비스 기업이다. 본 4항에서는 ProQuest의 데이터 및 그 특징을 살펴본다.

가. ProQuest 비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ProQuest는 비특허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을 [표 4.20]에
정리하였다. 기술, 공학, 과학 관련 각 분야의 출판사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학교, 연구소의 학술논문, 정부기관 보고서, 언론사의 뉴스 및 기사, 컨퍼런스
발간자료 등을 제공한다. 학술문헌의 특성상 9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문헌을 영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 결과에 대해 14개 언어에 대해 기계 번역을
지원해주고 있다. 제공 형태는 자체 플랫폼, DB 구독, 자체 DB 탑재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표 4.20] ProQuest 기본 데이터(비특허) 보유 현황
조사 대상

데이터 범위

데이터 수집 대상

검색 언어

실시간
기계 번역

ProQuest

∙ 기술, 공학, 과학 관련 각 분
야의 출판사 데이터
∙ 정부기관보고서
∙ 대학교(학위논문)
∙ 연구소
∙ 뉴스 및 기사
∙ 컨퍼런스 발간자료

전 세계의
출판사, 정부기관,
대학교, 학회,
연구소, 언론사,
컨퍼런스 등

영어

14개 언어
기계번역

제공 형태

∙ 자체 플랫폼
∙ DB별 구독
∙ 자체 DB탑재

나. ProQuest 데이터 주요 특징
(1) ProQuest 주요 필드 구성
ProQuest는 검색 기능 강화를 위해 약 300여 개의 필드를 제공한다. 크게 일반 검색
필드, 한정자 필드, 고급 검색 필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급 검색 필드에는 11개의 기본
필드, 13개의 도형 및 표 검색 필드, 229개의 명령어 검색 필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필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1] ProQuest 주요 필드(비특허) 및 활용
조사대상

데이터 구분

ProQuest

비특허

주요 필드
∙ 도형 및 표 관련 검색 필드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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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Quest 번역 지원
ProQuest의 제공 자료는 90% 이상이 영어 자료이며, 9% 내외는 유럽 언어(독일,
스페인, 프랑스)로 제공되고 있다. 해당 언어의 텍스트 형태 자료는 14개 언어에 대한
실시간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4.22] 따라서 ProQuest의 사용자는 언어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하여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다.
[표 4.22] ProQuest 번역 지원 현황
조사대상

데이터 구분

기계 번역 지원

대상 국가

ProQuest

비특허 초록 및 전문

14개 언어
기계번역

EN, KR, JP, CN, ES, FR, DE, IT, PT, RU,
PL, NO,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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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S 데이터 현황
CAS는 과학 기술, 의료, 생물, 화학 등 화학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본
5항에서는 CAS가 보유한 비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가. CAS 비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CAS는 화학물질, 화학반응, 생물 및 화학 관련 분야의 참고문헌, 화학 공급 기업,
화학물질 규제, 특허 마커시28) 표현(Markush Representations) 등 전 세계의 화학 관련
15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로된 대다수의 데이터는 영어로 기계 번역되어, 사용자는 영어로 데이터
검색 및 내용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영어 기계 번역을 지원하고 있어 검색된
문헌이 영어가 아닐 경우에도 영어로 기계 번역할 수 있다. 제공 형태는 자체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PC클라이언트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래 [표 4.23]에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4.23] CAS 기본 데이터(비특허) 보유 현황
조사
대상

데이터 범위
화학물질
(Substances)
화학반응
(Reactions)
참고문헌
(References)

STN
화학 공급 기업

데이터
수집 대상

1억 4천억 건의
유기물 및 무기물질
1억 1천만 건의
화학반응 및 수율, 실험 절차 등
생물 의학, 화학, 공학, 재료
과학, 농업 과학 및 농업 분야
등의 학술문헌
전 세계
153개 DB
기업정보, 화학물질 제품정보,
카탈로그 등

화학물질 규제

150여 개의 규제 목록

특허 마커시 표현
(Markush
Representations)

120만 건의 마커시 표현

검색
언어

실시간
기계 번역

제공 형태

영어

영어

∙ 자체 플랫폼
∙ 클라이언트 설치

나. CAS 데이터 주요 특징
∙ CAS 주요 필드 구성
CAS는 CAS Registry Number, Chemical Name, Molecular Formula, Registration
Source, Structure 등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필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손쉽게 화학
28) 화학물 구조 일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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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도식하거나 화학 구조식을 생성할 수 있으며, 화학 반응 조건, 화학 기업 정보 등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유사 화학물질 등의 연관 검색도 가능하다. CAS의 주요
필드를 아래 [표 4.24]에 정리하였다.
[표 4.24] CAS 주요 필드(비특허) 및 활용
조사 대상

STN

데이터 구분

비특허

주요 필드
∙
∙
∙
∙
∙

CAS Registry Number
Chemical Name
Molecular Formula
Registration Source
Structure

필드 활용 내용
∙ 화학 관련 주요 필드를 활용하여 화학 물질, 구
조, 물질 정보 등의 파악이 용이
∙ 또한, 연관 화학 물질 검색 등을 지원

제
4
장

143

제4장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기업의 데이터 현황 및 서비스 조사

6. WIPS 데이터 현황
WIPS는 특허 검색 서비스인 WIPS ON을 통해 전 세계 86개국의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WIPS ON에서는 비특허 데이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항에서는 WIPS
ON의 특허 데이터에 대해 조사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 WIPS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1) 기본 데이터 보유 현황
WIPS가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를 [표 4.25]에 정리하였다. WIPS는 IP5를 포함한
12개국의 전문 정보 및 86개국의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 검색 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원어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과 영문을 동시 입력하는 한영
통합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어, 영어, 중국어의 한국어 번역을 제공하며 중국어의
경우에는 영어 번역까지 가능하다.
[표 4.25] WIPS 기본 데이터(특허) 보유 현황
조사
대상

데이터 수집 대상 및 범위

검색 언어

실시간
기계 번역

제공 형태

WIPS ON

12개 국가·기관 전문,
86개 국가·기관 서지 정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한, 일한, 중한,
중영

자체 플랫폼

(2) 추가 데이터 보유 현황
WIPS의 추가 데이터 보유 현황은 아래의 [표 4.26]와 같다. INPADOC과 DOCDB
패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0개국의 공개/등록 문헌의 인용 및 피인용 관계 정보를
제공하여, 핵심 특허 선별이나 검토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ECLA를
제외한 IPC, CPC, USPC, FI, F-TERM 등의 주요 분류들을 지원하여 특허 검색 시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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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WIPS 추가 특허 데이터 현황
구 분
패밀리 정보
인용 정보

종 류

지원 여부

INPADOC

O

DOCDB 패밀리

O

EPO 심사관에 의해 구축된 패밀리

인용(Backward)

O

피인용(Forward)

O

10개국 공개/등록 문헌의
인용 및 피인용 관계 정보 제공

법적 상태 정보

분류 데이터

비고

O
IPC

O

CPC

O

USPC

O

ECLA

X

FI

O

F-TERM

O

기타

X

나. WIPS 데이터 주요 특징
WIPS는 IP5 특허 문헌에 대해 한국어 번역을 지원하고, 중국어의 경우는 영어 번역까지
가능하다. 기계번역을 통해 각 특허 문헌의 번역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전문가들의
수작업을 통해 신규 기술용어 및 특허용어에 대한 부정확한 표현을 사전 검토 후,

제

교정·삽입함으로써 기계번역 시스템이 갖는 오류를 감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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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에서는 WIPS의 번역 지원을 정리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 전문에
대해 한국어 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어의 경우에는 전문에 대해 영어 번역이 가능하다.
[표 4.27] WIPS 번역 지원 현황
조사대상

데이터 구분

WIPS ON

특허 전문

번역 언어

지원 여부

대상 국가

∙ 영한, 일한, 중한 기계번역

O

US, JP, EP, CN

∙ 중영 기계번역

O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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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SDOMAIN 데이터 현황
WISDOMAIN은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 검색 및 분석을 지원하는 기업으로서,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체 가공한 생사정보, 최종 소유권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외의 비특허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7항에서는
WISDOMAIN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하였다.

가. WISDOMAIN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1) 기본 데이터 보유 현황
WISDOMAIN은 IP5의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87개국의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언어는 한국어, 영어가 가능하며 일한 번역 및 구글 기계 번역을
지원하여, 각 국의 특허 문헌을 실시간 번역하여 살펴볼 수 있다. WISDOMAIN의 특허
데이터 현황을 [표 4.28]에 정리하였다.
[표 4.28] WISDOMAIN 기본 데이터(특허) 보유 현황
조사 대상

데이터 수집 대상 및 범위

WISDOMAIN

IP5 전문 및 87개국 특허 정보

검색
언어
한국어,
영어

기계
번역

제공 형태

일한

자체 플랫폼

(2) 추가 데이터 보유 현황
[표 4.29]를 통해 WISDOMAIN의 추가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정리하였다. INPADOC
패밀리 정보를 지원하며, 인용/피인용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국가별 기술 분류 체계인
IPC/CPC와 USPC, FI, F-TERM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4.29] WISDOMAIN 추가 특허 데이터 현황
구 분
패밀리 정보

종 류
INPADOC
인용(Backward)
인용 정보
피인용(Forward)
법적 상태 정보
IPC
CPC
USPC
ECLA
분류 데이터
FI
F-TERM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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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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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O
O
X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비고

제2절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현황

나. WISDOMAIN 데이터 주요 특징
(1) WISDOMAIN 주요 필드 구성
WISDOMAIN은 [표 4.30]과 같이 출원인, 생사 정보(Life Status), 평가 스코어 등의
주요 필드를 별도 구축하고 이를 선행기술 검색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수작업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생사 정보 및 최종 권리자 등의 주요 정보를 검색만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4.30] WISDOMAIN 주요 필드(특허) 및 활용
조사대상

WISDOMAIN

데이터
구분

주요 필드

필드 활용 내용

∙ Current Assignee
∙ Life Status / Final Status

특허 권리의 최종 소유자 파악,
특허의 권리 유효 여부 확인

∙ Patent Evaluation Score
∙ Inventor Evaluation Score

특허 평가 결과 및 발명자 평가 결과를
수치화하여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특허만을
선별

특허

(2) WISDOMAIN 번역 지원
WISDOMAIN은 [표 4.31]와 같이 일본어 특허 문헌에 대해 한국어 번역을 지원하며,
제

기타 국가 언어의 경우 구글 번역을 연동하여 번역을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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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WISDOMAIN 번역 지원 현황
조사대상

데이터 구분

WISDOMAIN

특허

번역 언어
일한 기계번역
구글 기계번역

장

대상 국가
JP
구글 번역 지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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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주요 데이터 서비스 현황

1. Clarivate Analytics 서비스 현황
Clarivate Analytics는 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 플랫폼인 DI(Derwent Innovation)
플랫폼을 통해 원문 특허 정보, DWPI, DPCI, 연구논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Clarivate Analytics의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DI의 주요
서비스 기능 및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가. DI 개요
DI 플랫폼은 40여 개 특허청이 사용하고 있는 DWPI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시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서치(Smart Search)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클러스터링 기반의 등고선
맵(ThemeScape Map)29), 인용 맵 등의 분석도구를 통해 기업의 경쟁 현황, 기술 현황,
상업적 기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 정보 및 과학문헌을 통합한
콘텐츠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준다.
DI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한 URL은 아래와 같다.
∙ 접속주소: https://www.derwentinnovation.com/login
[그림 4.3] DI(Derwent Innovation) 시스템 접속 화면

29) Derwent Innovation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헌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도구로 등고선 지도와 유사한 레이아웃을 통해 연
수 분야의 키워드 및 주제 분야, 분야 간의 관계, 볼륨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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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I 서비스 기능
DI의 검색 기능, 결과 보기, 검색 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특장점 등을 조사하여 [표
4.32]에 정리하였다. DI에서는 조사 양식의 서비스 기능을 전부 지원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자회사 및 계열사 정보를 알 수 있는 Corporate Tree,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텍스트
클러스터링 기반의 특허 분석 기능(등고선 맵, 인용관계 분석 등) 등을 제공한다.
[표 4.32] DI 서비스 기능
구분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기타 특징

지원 여부

비고

키워드 검색

O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O

연산자

O

논리(AND, OR, NOT),
인접(ADJ, NEAR, SAME)

절단자

O

?, *30), *n

최대 결과보기 수

30,000

대표 도면 보기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기준

O

검색어 강조 표시

O

검색기록 저장하기

O

검색목록 결합

O

제

검색히스토리 저장

O

4

검색쿼리 결합

O

장

알림(ALERTS)

O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O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HTML, PDF, XML, CSV, TXT

공보 원문 다운로드

O

최대 500개 / PDF, TIFF 지원

CMOS31) 알림, Watch32) 알림

등고선 맵
(ThemeScape Map)

등고선 지도와 유사한 레이아웃을 통해 연수 분야의 키워드 및 주제
분야, 분야 간의 관계, 볼륨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

인용관계 분석

DPCI 정보를 활용한 인용 분석

Corporate Tree
비특허 정보 검색 및
특허 정보와의 연동 분석

출원인 검색 시 출원인 기관(자회사 및 계열사) 정보를 Tree 형태로
표현
비특허 데이터(저널, 컨퍼런스 발표 논문집, 도서, 신문, 잡지 등)의
검색과 더불어
특허 분석 시 비특허 데이터를 연동하여 분석 지원

30) 물음표(?)는 글자 하나, 별표(*)는 여러 개의 글자로 검색어가 변형
31) CMOS(Compli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새로운 공개 문헌에 대해서 통보 받기 위한 알림 기능
32) 특정한 특허의 변동사항(패밀리, 법적 상태, 새로운 공개 단계, 인용 변동, Reassignments 등)에 대해 변동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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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검색 기능 예시
DI 플랫폼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새로운 팝업 창에 검색 시작을 위한 DASH BOARD
화면이 표시되고, [그림 4.4]처럼 통합 검색(스마트 검색) 혹은 분야별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4.4] DI의 DASH BOARD 화면 예시

‘Patent’ 검색 시 아래의 [그림 4.5]처럼 화면이 나타나며, 다양한 필드를 통해 특허 검색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4.5] DI의 특허 검색 기능 예

특허 Collection 변경

필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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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에서는 연산자를 통해서도 필드를 지정하여 검색을 진행할 수 있고, Browse 기능을 통
해서도 가능하다.
[그림 4.6] DI의 Browse 검색 필드 예시

또한, 아래의 [그림 4.7]처럼 스마트 검색을 이용하면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기술
설명이나 청구항에 대해 자동으로 검색식을 생성하여 편하게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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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I의 스마트 서치(Smart Search) 기능 활용 예시
기술 설명 혹은 청구항 내용 붙여 넣기

스마트검색 알고리즘

자동 검색식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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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I 특징
(1) 등고선 맵(ThemeScape MAP)
DI에서는 빅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 등고선(ThemeScape) 지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텍스트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그 중 등고선 맵(ThemeScape
Map)은 DI에서 제공하는 특허, 학술 문헌 등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도구로서
등고선 지도와 유사한 레이아웃을 통해 연수 분야의 키워드 및 주제 분야, 분야 간의 관계,
볼륨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등고선 맵에서는 맵을 생성할 때 포함한 레코드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림 4.8]처럼
토픽 리스트, 그룹, 시간 분할, 토픽 검색 메뉴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DI의 등고선 맵 기능 예시

(2) 특허 인용(Citation) 검색 및 관계 분석
특허 출원시 참조한 선행문헌이 있을 때 출원인은 특허 출원 명세서에 선행특허 또는
선행기술 등을 인용해야 한다. DI는 특허 간의 기술적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인용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특정인의 특허 출원에 이미 출원된 특허가 인용되었다면
특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 이미 특허 출원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는가? 이미 출원된 기술로부터 다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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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출원된 특허에서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 이미 출원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특허 출원자로부터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가?
[그림 4.9] DI의 인용(Citation) 검색 예시

또한, DI 사용자는 특허 혹은 과학 논문에서 인용/피인용 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인용
지도(Citation Maps)를 생성하여 인용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10] DI의 인용 지도(Citation Maps) 예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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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porate Tree
DI에서는 출원인 검색 기능 활용 시 출원인의 기관(자회사 및 계열사) 정보를 [그림
4.11]처럼 Tree 형태로 표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출원인 검색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자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특허
∙ 경쟁사의 특허
∙ 인수 합병한 회사를 포함한 특정 법인이 소유한 모든 특허
[그림 4.11] DI의 Corporate Tree Searching Browse 화면 예시

(4) 비특허 정보 검색 및 특허 정보와 연동 분석
DI를 활용하여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인 WoS의 검색도 수행할 수 있다. WoS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116년간 100여 개 국가와 5,600여 개의 엄선된 학회로부터 입수한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색인화하여 저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 사회과학, 예술
및 인문학 분야까지 포함하는 12,500개 이상의 저널, 171,000건 이상의 컨퍼런스 발표
논문집, 72,000건의 도서를 포함하며, 116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각종 신문, 뉴스, 잡지
자료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의 Derwent Innovation 특징 (1)~(3)에서 소개한 분석 기능들은 방대한 WoS의
비특허문헌 정보를 함께 적용하여 정확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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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xisNexis 서비스 현황
LexisNexis는 TotalPatent One 플랫폼을 통해 특허데이터 및 소송, 산업정보 등의
비특허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LexisNexis의 주요 서비스인
TotalPatent One의 서비스 기능 및 특징에 대해 기술한다.

가. TotalPatent One 개요
TotalPatent One은 데이터 현황에서 언급한 대로 32개국의 특허 전문 데이터를 포함한
107개국의 초록, 서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데이터의 영문 번역 및 검색을
지원한다. 또한 300개에 달하는 검색 필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맨틱(Semantic) 검색,
연산자 검색과 더불어 다양한 비주얼 및 비교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송
정보, 기업 구조 정보, 특허 및 인용 정보 등 비특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TotalPatent One에 접속하기 위한 URL은 아래와 같다.
∙ 접속주소: https://www.totalpatentone.com/
[그림 4.12] TotalPatent One 시스템 접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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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otalPatent One 서비스 기능
TotalPatent One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검색 기능, 결과 보기, 입출력 및 다운로드,
특징을 정리하면 [표 4.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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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TotalPatent One 서비스 기능
구분

O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O

연산자

O

논리(AND, OR, NOT),
인접(NEAR, PRE)

절단자

O

%, *, ?, ~

최대 결과보기 수

10,000

Work folder에서는 50,000개까지 가능

대표 도면 보기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기준

O

검색어 강조 표시

O

검색기록 저장하기

O

검색목록 결합

O

검색 히스토리 저장

O

검색 쿼리 결합

O

알림(ALERTS)

O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O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CSV, Excel, Word, XML, PDF

공보 원문 다운로드

O

CSV, Excel, Word, XML, PDF

결과보기

검색기록

기타 특징

비고

키워드 검색
검색기능

입출력 및
다운로드

지원 여부

그래픽 필터 기능

검색 결과 필터 시 차트 등의 그래픽을 함께 지원

유사(Similarity) 검색

자체 구축한 알고리즘으로
문서 간의 제목 및 초록의 대조를 통해 유사한 문헌을 검색

∙ 검색 기능
TotalPatent One에서는 [그림 4.13]와 같이 “Objects” 및 필드를 활용한 쿼리 기반
검색을 지원한다. “Objects“는 TotalPatent One에서 지원하는 검색 방법으로서, 데이터를
분류, 이름, 날짜, 텍스트, 숫자, 법적 상태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색 필드와 함께
Objects를 조합하거나, 별도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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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TotalPatent One 기본 검색 화면 예시

∙ 결과 보기
[그림 4.14]은 검색 결과 예시 화면이다. TotalPatent One의 특징에서 설명할 ① 그래픽
필터가 가능하며, ② 워크폴더 저장, ③ 문헌 다운로드, ④ 모든 문헌 선택, ⑤ 그래픽
열기/닫기, ⑥ 그리드 뷰 방식 보기, ⑦ 정렬, ⑧ 중복 제거, ⑨ 다음 결과 보기 등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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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과 화면에서 특정 키워드의 빈도 등을 그래픽으로 나타내거나 도면 등을 한
화면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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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TotalPatent One 검색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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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otalPatent One 특징
(1) 그래픽 필터 기능
TotalPatent One에서는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면 [그림 4.15]와 같이 그래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필터링 항목은 IP5를 포함한 주요 10개국 특허청 및 기관,
발명자(Inventors), 출원인(Assignment)에 대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국가별,
발명자별, 출원인별 대략적인 특허 데이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TotalPatent One 그래픽 필터 예시

(2) 유사(Similarity) 검색
TotalPatent One은 다양한 유사 키워드 검색을 지원한다. 초기 검색 시 아래의 [그림
4.16]와 같이 유사한 용어(term)를 함께 검색하여 결과를 제공하고, 검색 결과는 키워드별
빈도를 제목, 초록, 클레임, 설명 등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그림 4.16] TotalPatent One 유사 키워드 검색 예시

158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제3절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주요 데이터 서비스 현황

다음은 유사 문헌(Similar documents) 검색이다. 유사문헌 검색은 검색한 문헌과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모든 문헌과 대조하여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한다. 문헌
대조 시 제목과 요약만을 검토한다. 1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며 유사할수록 높은
점수로 나타난다.(패밀리 그룹은 제외된다.)
[그림 4.17] TotalPatent One 유사 문헌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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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A Global 서비스 현황
CPA Global은 2015년 INNOGRAPHY社를 인수하며 자체 보유한 특허 관련 데이터를
INNOGRAPHY 서비스(이하 INNOGRAPHY)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3항에서는
INNOGRAPHY에서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 기능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 INNOGRAPHY 개요
CPA Global은 INNOGRAPHY를 통해 특허, 상표, 기업, 소송 및 비특허문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분석, 특허 전략,
소송 전략 등의 50여 가지의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석을 지원한다.
INNOGRAPHY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한 URL은 아래와 같다.
∙ 접속방법: https://app.INNOGRAPHY.com/home
[그림 4.18] CPA Global INNOGRAPHY 접속 화면

나. INNOGRAPHY 서비스 기능
CPA Global은 INNOGRAPHY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해 검색 기능, 결과 보기, 입출력
및 다운로드, 기타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표 4.3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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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INNOGRAPHY 서비스 기능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구분
키워드 검색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지원 여부
O
O

연산자

O

절단자
최대 결과 보기 수
대표 도면 보기
전문 이미지 보기
정렬기준
검색어 강조 표시
검색기록 저장하기
검색 목록 결합
검색 히스토리 저장
검색쿼리 결합
알림(ALERTS)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공보 원문 다운로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특허 평가 및 채점
기타 특징

키워드 분석 분류
특허 분석 지도
특허 계층 분석

비고
O
O
논리(AND, OR, NOT),
인접(ADJ, NEAR, SAME)
|, *
100

CSV, DOC, PDF
CSV, DOC, PDF
특허의 인용, 소송, 연수 및 내용 등을
CPA Global 자체 기준으로 평가하여 특허 가치 정보 획득
관련 기술의 주요 키워드 시각화
주요 경쟁사의 특허 분포 시각화
특허와 관련된 기술 용어를 계층적으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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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GRAPHY 검색 기능 예시
INNOGRAPHY는 [그림 4.19]과 같이 특허, 기업, 소송, 상표, 비특허 등을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키워드 검색과 쿼리 기반의 검색도 지원한다.
[그림 4.19] INNOGRAPHY 검색 기본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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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GRAPHY 결과 보기 예시
[그림 4.20]는 INNOGRAPHY 검색 결과 예시화면이다. 100건씩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크롤 형식으로 추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한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필터 및
표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각화 그래프를 지원하며, 그룹핑, 정렬,
하이라이트 등이 가능하다.
[그림 4.20] INNOGRAPHY 검색 결과 표시 종류 예시

다. INNOGRAPHY 특징
(1) INNOGRAPHY 특허 평가 및 채점 예시
아래의 [그림 4.21] 좌측 하단처럼 특허의 인용, 소송, 연수 및 내용 등을 CPA Global
자체 기준으로 평가하여 특허의 가치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4.21] INNOGRAPHY 특허 평가 및 채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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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NOGRAPHY 키워드 분석 분류
검색한 항목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자체 보유한 데이터의 텍스트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
하면, 주요 키워드를 [그림 4.22]처럼 시각화하여 한 눈에 주요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2] INNOGRAPHY 키워드 분석 분류(관련 기술의 주요 키워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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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NOGRAPHY 특허 분석 지도
주요 경쟁사들의 특허 보유를 분포 형태로 나타내어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기능이다. [그림
4.23]과 같이 나타나며 기업이나 기술 분야 등을 필터링하여 원하는 범위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4.23] INNOGRAPHY 계층 분석을 통한 주요 경쟁사의 특허 분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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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NOGRAPHY 특허 계층 분석
특허와 관련된 기술 용어를 [그림 4.24]과 같이 계층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사용
자는 특정 기술 용어의 상위 기술뿐만 아니라 하위에 어떤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효과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24] INNOGRAPHY 특허 계층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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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Quest 서비스 현황
본 4항에서는 ProQuest의 서비스 개요, 기능, 그리고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가. ProQuest 개요
ProQuest는 전자출판 서비스 기업으로서 단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천 권의 저널, 신문
및 잡지의 전문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를 제공하며 수천 가지 종류의 출판물에 대한 초록 및
색인을 제공한다.
다음의 URL 주소를 통해 ProQues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ProQuest 접속: https://search.ProQuest.com/index
[그림 4.25] ProQuest 시스템 접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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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Quest 서비스 기능
ProQues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 기능, 결과 보기, 검색 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기타 특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이를 아래의 [표 4.3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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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ProQuest 서비스 기능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구분
키워드 검색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연산자
절단자
최대 결과 보기 수
대표 도면 보기

지원 여부
O
O
O
O
100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 기준
검색어 강조 표시
검색기록 저장하기
검색목록 결합
검색 히스토리 저장
검색 쿼리 결합
알림(ALERTS)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O
O
O
O
O
O
O
O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공보 원문 다운로드

비고

논리(AND, OR, NOT),
?, *

PDF, HTML, XML, XLS, TXT, RTF,
EndNote, RefWorks 등

O
PDF
색인 분석(주제, 키워드, 인덱스, 저자, 출처, 식별자 등)을 통한
연관어 검색 지원
색인분석 및 본문 텍스트, 참고문헌(인용)을 통한
유사 검색 지원

연관어 검색
기타 특징
유사 검색

∙ ProQuest 검색 기능 예시
ProQuest의 검색 기능은 아래의 [그림 4.26]~[그림 4.27]처럼 기본 키워드 검색 및
연산자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4.26] ProQuest 검색 기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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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ProQuest 검색 연산자 사용 예시

∙ ProQuest 결과보기, 입출력 및 다운로드 예시
검색 결과에 대해 상세보기, 내보내기 및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4.28] ProQuest 검색 결과 활용1 (관련 검색, 결과 한정, 자료 유형 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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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oQuest 특징
ProQuest는 자체 구축한 알고리즘을 방대한 데이터에 적용하여 연관어 검색 및 유사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연관어 검색 및 유사 검색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연관어 검색 기능
연관어 검색은 기본적으로 각 데이터의 주제, 키워드, 인덱스, 저자, 출처 등의 식별자를
분석하고 방대한 시소러스 분석 결과를 적용한다.
∙ 유사 검색 기능
유사 검색 기능도 마찬가지로 색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본문의 텍스트와
참고문헌(인용)을 활용하여 유사성을 검사하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검색 용어와 연관이 높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고 검색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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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S 서비스 현황
CAS는 FIZ Karlsruhe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일본에서는 JAICI(Jap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hemical Information)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의 주요 화학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본 항에서는 CAS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SciFinder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 SciFinder 개요
SciFinder는 화학 물질 및 반응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저널 기사 및 특허 정보(기타 문서
유형 포함) 색인을 포함하는 화학 문헌 관련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주제,
저자 및 물질 이름 또는 CAS Registry Number별로 검색하거나 편집기를 사용하여 화학
구조, 하부 구조 또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화학, 생화학, 화학 공학, 재료 과학,
나노 기술, 물리학, 환경 과학 및 기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핵심 연구 도구로 활용된다.
SciFinder 서비스는 다음의 URL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 SciFinder 접속: https://scifinder.cas.org/
[그림 4.29] SciFinder 접속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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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ciFinder 서비스 기능
SciFinder의 기본 서비스 기능을 조사하여 아래 [표 4.36]에 정리하였다. 서비스 기능
조사 양식의 기능을 전부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물질 검색, 반응 검색, 화학 관련
참조문헌 검색 등을 지원한다. 화학 물질 등을 검색할 때에는 화학 구조 도식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학 물질 검색 시 그와 유사한 물질의 검색도
가능하다.
[표 4.36] SciFinder 서비스 기능
구분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기타 특징

지원 여부

키워드 검색

O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O

연산자

O

절단자

O

최대 결과 보기 수

50

대표 도면 보기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기준

O

검색어 강조 표시

O

검색 기록 저장하기

O

검색 목록 결합

O

검색 히스토리 저장

O

검색 쿼리 결합

O

알림(ALERTS)

O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O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공보 원문 다운로드

O

논리(AND, OR, NOT, OF)

PDF, TXT, EXCEL, Structure
Format(MOLfile, SDfile), ris33)

유사 물질 검색

화학 물질 검색 시 유사한 물질 검색 지원

화학구조 도식

화학 구조를 도식화하기 쉽도록 기능 지원

33) citation managemen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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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Finder 검색 기능 예시
연구 주제별, 화학물질(substances)별, 화학반응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4.30] SciFinder 검색 초기 화면

∙ SciFinder 결과 보기 예시
퀵 뷰 형태로 결과보기가 가능하며, 화학구조 식 및 그림을 확인가능하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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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SciFinder 퀵 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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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iFinder 특징
(1) 화학 구조 드로잉
SciFiner에서는 화학 물질, 반응 등을 검색할 때 손쉬운 드로잉 도구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직접 화학 구조식을 입력하지 않아도 드로잉 도구를 활용하여 화학 구조 도식 및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4.32] SciFinder 화학 구조 드로잉 검색 기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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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 화학 구조 검색
화학 구조 검색 시 자동으로 유사한 화학구조를 확인이 가능하며, 검색 결과에서도 유사
한 화학 구조를 표시해준다.
[그림 4.33] SciFinder 유사 화학 구조 자동 완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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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SciFinder 유사 검색 결과 예시

173

제4장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기업의 데이터 현황 및 서비스 조사

6. WIPS 서비스 현황
WIPS는 1999년 온라인 특허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WIPS ON, WINTELIPS,
WIPS Global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검색 뿐 아니라, 특허 분석 서비스(패밀리
정보, 청구항, 스마트 앵글) 및 리포트 기능을 추가적으로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
항에서는 대표적으로 WIPS ON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가. WIPS On 개요
WIPS ON은 국내 최초 온라인 특허 검색 서비스이며 특허 검색 업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WIPS ON에 접속하기 위한 URL은 아래와 같다.
∙ 접속주소: http://www.wipson.com
[그림 4.35] WIPS ON SERVICE 접속 화면

나. WIPS On 서비스 기능
WIPS ON에서는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능을 갖춘 검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별 최대 53개 항목의 검색 필드를 제공하며, 일본어, 중국어 원어 검색이
가능하여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발명의 설명 분리구축, 검색 이력, 특허
분류 코드 등 업무에 유용한 검색 편의 기능을 제공해 준다.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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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WIPS ON 서비스 기능
구 분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기 타

WIPS ON

비고

키워드 검색

O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O

연산자

O

절단자

O

최대 결과 보기 수

200

대표 도면 보기

O

전문 이미지 보기

O

정렬기준

O

검색어 강조 표시

O

검색기록 저장하기

O

검색 목록 결합

O

검색 쿼리 저장

O

검색 쿼리 결합

O

ALERTS

O(SDI)34)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O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O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O

개별 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PDF)

4

대량 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O

장

XLSX, CSV, TXT,
MDB(Microsoft Access),

분석 기능

패밀리/인용/청구항 분석 기능

번역 서비스

일한, 영한, 중영, 중한 번역

스마트 앵글

다각적 특허 통계 분석 시스템

스텝 검색

기존 사용 검색식 수정 및 활용 가능

∙ WIPS ON 검색기능 예시
WIPS ON을 통해 기본 검색, 원어 검색, 키워드 추천, 특허 분류 코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영 검색, 심판 검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WINP ON의 검색 예시로써 검색 이력이나 다양한 필드, 분류코드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어 입력시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등의 기능을 지원해준다.

34)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검색식뿐 아니라 경쟁사 모니터링(양도/양수, 문헌 업데이트), 상태 정보, 심판
정보, 패밀리, 인용, NPE Alert 정보의 업데이트 현황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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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WIPS ON 검색화면 예시

[그림 4.37] WIPS ON 원어검색, 키워드추천, 분류코드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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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및 영문으로 다국가 데이터베이스의 특허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4.38] WIPS ON 한영 통합 검색 예시

3개국 심판 검색이 가능하며, 심판 내용/상태 정보/심(판)결문 등의 상세한 검토가 가능
하며, 심판과 연계된 특허, 특허와 연계된 심판 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39] WIPS ON 심판 검색 예시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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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S ON 결과보기
검색결과 필터를 통해 바로 통계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의 재검색도 가
능하다. 중복제거, 패밀리 그룹핑을 실행하여 검토시간을 감소할 수 있으며, 서브 통계 결과
를 통해 검색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검색 결과에 대해 중복제거, 패밀리 그룹, 필터, 다운
로드 등 연동 기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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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WIPS ON 검색 결과 리스트 예시

또한, 한 화면에서 두 개 문헌의 청구항(번역문), 발명의 설명(번역문), 도면 등의
기술내용을 동시에 비교 검토할 수 있다.
[그림 4.41] WIPS ON 비교보기 기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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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IPS On 특징
(1) 이지뷰어 기능
이지뷰어 기능을 통해 문헌 보기, 도면 보기, 원문 보기를 각각의 뷰어로 구분하여
원하는 형태로 살펴볼 수 있고, 단축키를 활용해 보다 편리한 특허 검토가 가능하며,
형광펜, 플래그, 메모 등의 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42] WIPS ON 이지뷰어 기능

제

(2) 항목별 분류 및 인용 분석

4

12개국 특허의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항목별 분류’ 기능을 제공한다. 다량의 특허 정보
중 필요로 하는 정보만 분류할 수 있으며, 최대 20개 항목 간의 AND/OR 조합을 통해
사용자 목적에 맞는 문헌만 선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43] WIPS ON 항목별 분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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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참증단계, 자기인용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인용 정보의 검토가 가능한 ‘인용
분석’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심판, 거절 이유, 이의 증거 등 인용 참증단계 정보를 활용하여
특허 선별 및 검토가 가능하다. 대표출원인 기준 타인 인용, 자기 인용 문헌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44] WIPS ON 인용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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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SDOMAIN 서비스 현황
본 항에서는 위즈도메인 서비스에 대한 개요 및 서비스 기능의 내용을 조사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 WISDOMAIN 개요
위즈도메인은 특허 검색에 있어서 다양한 편의 기능 및 부가가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IP
분석 기능을 통해 특정 분야의 핵심 기업들을 파악하고,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하며,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기업의 기술적 위치를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WISDOMAIN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URL은 아래와 같다.
∙ 접속주소: https://www.wisdomain.com

[그림 4.45] WISDOMAIN 시스템 접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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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DOMAIN 서비스 기능
WISDOMAIN이 제공하는 검색 기능, 결과 보기, 검색 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등 주요
서비스 기능과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표 4.38] 정리하였다.
[표 4.38] WISDOMAIN 주요 서비스 기능

검색기능

결과보기

검색기록

입출력 및
다운로드

기 타

구 분
키워드 검색
쿼리 검색 (커맨드 라인)
연산자
절단자
최대 결과 보기 수
대표 도면 보기
전문 이미지 보기
정렬기준
검색어 강조 표시
검색 기록 저장하기
검색 목록 결합
검색 쿼리 저장
검색 쿼리 결합
ALERTS
문헌번호 리스트 가져오기
문헌 데이터 내보내기
내보내기 데이터 형식
개별 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대량 특허 복사본 다운로드
인용트리 분석
워드 클라우드
키워드 맵

위즈도메인
비고
O
O
O
O
200
O
O
O
O
O
O
O
O
O
O
O
O
PDF, CSV, XML, XLS
O
문헌에 따라 상이
O
특허의 인용관계를 TREE 구조로 표시
특허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를 Text Mining으로 시각화
특허를 구성하는 기술용어를 분석하여
키워드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등고선 맵으로 표시

∙ WISDOMAIN 검색기능 예시
위즈도메인은 기본 키워드 검색부터 연산자 검색, 항목별, 번호 검색 등이 가능하며 사용
자가 간단한 키워드나 구문, 연산자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식을 지원한다.
[그림 4.46] WISDOMAIN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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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WISDOMAIN 연산자 검색 예시

나. WISDOMAIN 특징
제

(1) 워드클라우드

4

검색된 특허에서 출연 빈도가 높은 단어를 확인할 수 있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단어를 선택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특허만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 4.48] WISDOMAIN 워드클라우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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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트리 분석
하나의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특허들의 인용, 피인용 관계를 리스트로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허의 인용관계를 TREE 구조로 표시해 주고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림 4.49] WISDOMAIN 인용트리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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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 맵
특허를 구성하는 기술용어를 분석하고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대량의 특허를 조망하여 볼
수 있도록 등고선 맵 형태로 표시하는 기능이다. 기술 분야의 IP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정 기술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50] WISDOMAIN 키워드 맵 예시

제
4
장

185

제4장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기업의 데이터 현황 및 서비스 조사

8. 국내․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제공 방식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용 특허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사용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플랫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민간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플랫폼 접근 방식: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 API 접근 방식: API를 이용한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 데이터 탑재 방식: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탑재를 통한 사용
[그림 4.51] 플랫폼 접근 방식: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상용특허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사용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에 접근하고, 부여받은 아이디, 패스
워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검색,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4.51]와 같이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화된 검색 기능, 분석 기법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52]의 방식은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상용 특허 데이
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SQL 검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데이터 검색, 조회
등을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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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API 접근 방식: API를 이용한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아래 [그림 4.53]의 방식은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가공,
탑재하여 활용하는 경우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통합 검색 등에 이용할 수
있으나, 역시 별도의 검색, 조회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며, 데이터 가공에 따른
추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정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
4

[그림 4.53] 데이터 탑재 방식: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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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유형별 비교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유형별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39] 데이터 서비스 제공 유형별 비교
서비스 제공 유형

플랫폼 접근 방식

API 접근 방식

데이터 탑재 방식

특징
∙ 민간 IP 기업이 자체 구축한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검색, 인용분석, 텍스트 분석 등 고급검색
및 분석이 가능
∙ 민간 IP 기업의 보유 데이터 및 시스템에
기반한 최적화된 UI 활용
∙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
션이 불필요
∙ 사용자가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에 기업 API
연동 가능
∙ 자체 시스템의 검색 결과에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원문 접속이
가능

단점

∙ 기존에 구축했던 자체 시스템에서의 통합
검색이 어려움
∙ 별도의 로그인 절차 필요

∙ 원문 데이터 접근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
(로그인 절차, 특정 IP 접속 등)
∙ 민간 IP 기업이 자체 구축한 기능과 UI를
사용할 수 없음

∙ 데이터 가공에 따라 추가 노력이 필요할
∙ 사용자가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에 기업의
수 있음
데이터를 탑재하여 통합 검색이 가능
∙ 민간 IP 기업이 자체 구축한 기능과 UI를
∙ 검색 결과에서 바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없음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민간 IP 기업의 주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하여 아래의 [표
4.40]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40] 민간 IP 기업의 주요 서비스별 제공 방식 비교

DWPI

플랫폼 접근 방식
O

제공 방식
API 접근 방식
O

데이터 탑재 방식
O

DI

O

X

X

LexisNexis

TotalPatent

O

X

X

CPA Global

INNOGRAPHY

O

X

X

ProQuest

STN
SciFinder
ProQuest

O
O
O

X
X
O

X
X
O

WIPS

WIPS ON / WIPS Global

O

X

X

WISDOMAIN

WISDOMAIN

O

X

X

민간 IP 기업
CA

CAS

188

주요 서비스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제4절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및 서비스 특징

제4절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및 서비스 특징

본 4절에서는 국내·외 민간 IP 기업 7개 기업(해외 5개, 국내 2개)의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데이터 현황을 비교하고, 서비스 방향의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은 크게 보유 데이터 관점과 서비스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보유 데이터 관점에서는 특허
․비특허 데이터의 제공 및 수집 범위, 검색 언어, 제공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기업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필드와 제공하는 번역 범위를 추가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제공하는
서비스 관점에서는 인용 분석, 관련 특허 맵과 등과 같은 각 기업에서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비교 분석한다.
4절의 구성으로, 1항에서는 민간 IP 기업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2항에서는 7개 기업 중
특허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5개 기업, Clarivate Analytics, LexisNexis, CPA Global, WIPS,
WISDOMAIN)을 분석하였으며, 3항에서는 비특허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5개 기업,
Clarivate Analytics, LexisNexis, CPA Global, CAS, ProQuest)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4항에서는 민간 IP 기업별로 구축하는 주요 필드를 정리하고 특징을 나타냈으며, 5항에서는 각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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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별 주요 특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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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조사 기관인 5개의 해외 민간 IP 기업별 데이터베이스 특징을 Outsell의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41] 민간 IP 기업별 데이터베이스 특징
기업

글로벌 특허 정보 시장 분석내용

Clarivate
Analytics

∙ 특허 정보 시장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DWPI로 Web of Science의 문헌 4,800만 건과 특
허 문서 9,700만 건을 이용할 수 있음.
∙ 특허의 유사성을 매핑하는 ThemeScape 기능 제공 등 기능상의 강점 보유
∙ 시맨틱 검색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DWPI는 이 분야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평가됨.

ProQuest

∙ ProQuest Dialog는 지적 재산, 과학, 문학 및 비즈니스 정보를 수집하는 선도 기업
∙ Dialog는 선행기술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과학 및 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비
특허문헌 검색 플랫폼을 제공
∙ Dialog는 지난 3년 동안 초보 사용자가 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검색 플랫폼을 개선해왔으
며 많은 기능이 DWPI와 경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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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sNexis

∙ LexisNexis의 비즈니스 모델은 Clarivate Analytics, Questel 및 INNOGRAPHY와 같은 순수 IP 및
과학 문헌 제공 기업과 차이가 있음
∙ 특허 법률 전문가에게 매력적인 제품.
∙ 핵심 특허 연구 솔루션인 TotalPatent는 100개가 넘는 특허청들의 문서를 통해 시장에서 가장 포괄
적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 2016년 11월에 새로운 플랫폼 LexisNexis TotalPatent One 출시
∙ TotalPatent는 순수 특허 연구를 위한 제품임.

CPA Global

∙ CPA는 2015년에 INNOGRAPHY를 인수
∙ INNOGRAPHY는 특허 분석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특허 데이터를 관련 데이터 세트와 기존의 법률,
과학 및 기술 연구와 연관시킨 분석으로 통찰력을 제공
∙ CPA는 INNOGRAPHY의 분석 기능을 IP 검색 서비스 및 IPMS 솔루션에 통합함.
∙ CPA Global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 사용자에게 동일한 올인원 패키지를 제공함.

CAS

∙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와 FIZ Karlsruhe에서 STN을 공동으로 운영
∙ CAS는 화학 정보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보 제공자 중 하나
∙ American Chemical Society와 FIZ Karlsruhe는 FIZ Karlsruhe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최상 품질의 특
허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출처: Outsell Inc. 2017 Patent Market Performance Report)

또한, IP5를 대상으로 각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아래 [표 4.42]에
정리하였다. 주요 선진특허청은 Clarivate Analytics와 CAS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2] 민간 IP 기업별 대 특허청 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USPTO

EPO

CNIPA

JPO

CA

O

O

O

O

LexisNexis

O

CPA Global

O

O

ProQuest

O

O

CAS

O

O

WIPS

O

O
O

O

2.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특허 데이터 제공 특징
조사 대상 기업 중 특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IP 기업은 Clarivate Analytics,
LexisNexis, CPA Global, WIPS, WISDOMAIN으로 5개 기업이다. 각 기업이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 현황 및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43]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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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민간 IP 기업별 특허 데이터 현황 및 제공 형태 비교
실시간
기계 번역

제공 형태

영어, 일본어*

영어

∙ 자체 플랫폼
∙ API 연계
∙ 맞춤형 데이터
제공

전 세계
107개 특허청

영어, 일본어

-

∙ 자체 플랫폼

IP5를 포함한
1억 건의 특허 정보

전 세계
100여 개 특허청

영어

영어

∙ 자체 플랫폼

WIPS

12개국 전문,
86개국 서지정보

전 세계
85개국 특허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한, 일한,
중한, 중영

∙ 자체 플랫폼

WISDOMAIN

IP5 전문 및
87개국 특허 정보

전 세계 87개
특허청 및 기관

한국어, 영어

-

∙ 자체 플랫폼

민간 IP 기업

특허 데이터 범위

특허 데이터 수집

Clarivate
Analytics

43개국 DWPI,
21개국 전문, 43개국 초록,
93개국 서지,
26 개국 인용정보(DCPI)

민간기업 및
94개 특허청

LexisNexis

32개 국가 전문, 107여개
국가 서지

CPA Global

검색 언어

*일본특허청에 한에서 일본어 UI 및 일본 문헌의 일본어 검색 제공

∙ 특허 데이터 수집 범위
조사 대상 기업 모두 선진특허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LexisNexis와 CPA Global의 경우 100여 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Clarivate Analytics는 94개 국가·기관, WIPS와 WISDOMAIN은 80여 개

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다.

4
장

∙ 특허 검색 언어 및 번역
검색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CPA Global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일본어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번역 서비스의 경우 Clarivate Analytics가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의 특징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각 국가의 공보를 영어 초록(DWPI)으로 재가공하는 것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기계번역을 활용하고 있다. LexisNexis의 경우는 영어 번역만 가능했으나
최근에 일본어 번역 지원이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번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 특허 데이터 제공 형태
기본적으로 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있다.

다만 Clarivate

Analytics만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이나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1

제4장 국내· 외 민간 IP 정보 서비스기업의 데이터 현황 및 서비스 조사

3. 비특허 데이터 제공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비교
조사 기업 대상 중 비특허 데이터를 제공하는 5개 기업으로 Clarivate Analytics,
LexisNexis, CPA Global, CAS, ProQuest가 해당된다. 각 기업의 비특허 데이터 범위와
검색 언어, 제공 형태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4.44] 민간 IP 기업별 비특허 데이터 현황 및 제공 형태 비교
민간 IP 기업

Clarivate
Analytics

비특허 데이터 범위
∙
∙
∙
∙
∙

SCIE: 150개 분야 8,850여 종 학술지
SSCI: 55개 사회과학 분야 3,200여 종 학술지
AHCI: 예술·인문 분야 1,700여 종 학술지
ESCI: 5,000여 종 학술지
SPCI: 전 연구 분야 180,000여 종 학술대회 논문집

검색 언어

실시간
번역

제공 형태

자체 서비스

-

자체 플랫폼
데이터 제공

영어

-

자체 플랫폼

LexisNexis

∙ 미국소송정보
∙ 산업정보

CPA Global

∙ 900만 건의 기업 재무정보
∙ 미국 및 국제 소송정보
∙ 2,200만 건의 학술문헌

영어

-

자체 플랫폼

∙ 1억 4천만 건의 유기물 및 무기 물질
∙ 1억 1천만 건의 화학반응 및 수율, 실험 절차 등
∙ 생물 의학, 화학, 공학, 재료 과학, 농업 과학 및 농업
분야 등의 학술문헌
∙ 기업정보, 화학 물질 제품정보, 카탈로그 등
∙ 150여 개의 규제 목록
∙ 120만 건의 마커시 표현

영어

영어
기계 번역

자체 플랫폼
클라이언트
설치

영어, 원어

14개국
언어
실시간
기계 번역

자체 플랫폼

CAS

ProQuest

∙
∙
∙
∙
∙
∙

∙ 기업정보 등

기술, 공학, 과학 관련 각 분야의 출판사 데이터
정부기관보고서
대학교(학위논문)
연구소
뉴스 및 기사
컨퍼런스 발간자료

∙ 비특허 데이터 수집 범위
CA와 ProQuest는 대량의 논문 및 저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LexisNexis와 CPA Global은
주로 소송 정보, 산업 정보, 기업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CAS은 화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통합 검색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CA는 논문의 SCI 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CA의 비특허
데이터를 활용하면 주요한 국제 저명 학술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비특허 번역 서비스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의 기업 중 CAS와 ProQuest만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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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CAS의 경우 영어 기계번역이 가능하며, ProQuest는 14개 언어의
기계번역을 지원한다.
∙ 비특허 데이터 제공 형태
주로 기업별 플랫폼 기반의 연간 구독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CAS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직접 PC에 설치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내부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CA는 Backfile 형태로 데이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주요 필드 가공 특징
각 민간 IP 기업은 자체적으로 특허 공보에 추가 필드를 생성하거나 재구축하여 기업과
특허청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별 특허 및 비특허문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larivate Analytics
Clarivate Analytics는 기술 영역별 전문가들을 통해, 특허 공보의 제목 및 초록을
재가공하여 DWPI 문헌을 생성하고 있다. Clarivate Analytics가 표준화하여 작성하는
필드는 제목, 초록, 발명, 출원인명, 장점, 기술 분류 코드(CPC, DWPI) 등이다. 이를 통해
심사관이나 이용자는 전문을 확인하지 않고도 특허의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제

비특허문헌의 경우, Clarivate Analytics는 SCI 등급의 기준을 제시하고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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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서, 정확한 연구분야별 카테고리 필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인용 정보, 저자

장

이름, ID 등을 제공한다.
∙ LexisNexis
LexisNexis는 문헌별 법적 상태 정보와 출원인 정보를 표준화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특허의 출원인 추적과 더불어 주요 법적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CPA Global
CPA Global은 특허 데이터보다는 기업의 특허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출원인 정보를 자체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정보와 출원인
정보를 연계하여 실제의 특허 보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출원인별 기술 분석에 대한 특장점을 가질 수 있다.
∙ ProQuest
ProQuest는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기업으로 290여 개의 필드를 자체 표준화여 제공하고
있다. 검색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형 및 표를 필드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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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
CA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화학 정보 검색을 위한
다양한 필드를 구성하고 있다. CAS가 관리하는 주요 필드는 화학 물질(Substance), 화학
구조, 화학 물질 이름, CAS Registry Number, 반응(Reaction), 물질별 규제 정보, 수율,
용매, 촉매, 관련 참조문헌 등의 화학 관련 전용 필드이다.
[표 4.45] 민간 IP 기업별 주요 필드 가공 및 특징
민간 IP 기업

데이터
내용

주요 필드
Title

특허
Clarivate
Analytics
(DI)

비특허

LexisNexis
(TotalPatent
One)

특허

비특허
CPA Global
(INNOGRAPHY)

특허

ProQuest

비특허

DWPI
Abstract

WIPS
(WINTELIPS)

WIS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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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허

특허

특허

∙ 특허분석을 통한 주요 정보를 재
작성하여 제공
∙ 특허의 초록, 신규성, 장점, 도면
Mechanism
설명 등 재작성되는 12개 항목은
Detailed
해당 기술 전문가에 의해 작성됨
Description
∙ 선행기술 조사 시 DWPI 하위 필
Technology
드를 통해 충분한 정보 획득
Focus
∙
별도의
전문 조사 시간 단축
DWPI Assignee

∙ Novelty

∙
∙
∙
∙

∙
∙

Novelty
Use
Advantage
Drawing
Description
∙ Activity

∙
∙

∙ 연구 분야별 카테고리
Essential Science Indicators:: 22개 카테고리
Web of Science: 252개 카테고리
∙ 피인용 정보
∙ Author ID

∙ 상세한 연구 분야별 학술 정보 검색
∙ 인용 정보를 통한 유사 연구 분야
검색

∙ Prime Legal Status Code
∙ Standardized Assignee
∙ Normalized Assignee

∙ 표준화된 Legal Status를 제공하여
특허와 연관된 다양한 법적 정보
제공(소송정보 포함)
∙ 출원인 데이터의 정제 및 표준화를
통해 실제 특허 보유자 확인 가능

∙ 소송 연관 필드
∙ 인용 정보 필드

∙ 소송 내 쟁점 특허 번호 등의 연계

∙ Citation
∙ Inventor

∙ Assignee

∙ 도형 및 표 관련 검색 필드


CAS
(STN)

∙ Scope
∙ Use

활용 내용

∙
∙
∙
∙
∙
∙
∙
∙
∙
∙

∙ 식별자
∙
화학물질
∙
화학 구조
∙
화학물질 이름
∙
CAS Registry Number
∙
발명의 설명
∙
기술 분야
∙
배경 기술
∙
발명 효과
Current Assignee
Life Status / Final Status
v출처

∙ 저자
Molecular Formula
물질별 규제정보
수율
반응/용매/촉매
관련 참조문헌 등
해결 수단
해결 과제
출원인 및 인명

∙ Patent Evaluation Score
∙ Inventor Evaluation Score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의 인용, 발
명자 필드 등을 분석하여 실제 기
술 보유자 정보 제공
∙ 도형 및 표에 대한 검색 정확성
향상
∙ 연관어 검색 및 유사 검색 제공
∙ 화학 관련 주요 필드를 활용하여
화학 물질, 구조, 물질 정보 등의
파악이 용이
∙ 연관 화학 물질 검색 등을 지원
∙ 발명의 상세 설명에 대한 필드 구
축으로 조사 목적별로 검색 가능
∙ 특허 보유자 정보 제공
∙ 특허 권리의 최종 소유자 파악
∙ 특허의 권리 유효 여부 확인
∙ 특허평가결과 및 발명자평가 결과
를 정량화하여 원하는 점수에 해
당하는 특허만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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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검색 및 분석 도구 특징
민간 IP 기업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각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 4.46]에서 정리하였다.
∙ 데이터 분석 기능 관점
- 텍스트 클러스터링 기반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 분석
각 민간 IP 기업들은 보유한 특허 및 비특허 데이터에 텍스트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원하는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CA, CPA Global,
WISDOMAIN 기업이 지원하고 있다.
- 인용(Citation) 분석
각 기업이 보유한 인용, 출처, 발명자 등을 분석하여 실제 특허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지 등을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기능이다. CA, ProQuest, WIPS,
WISDOMAIN 기업이 지원하고 있다.
∙ 검색 지원 관점
- 스마트 검색
스마트 검색은 단순 키워드뿐만 아니라 발명의 내용, 청구항 등 자연어를 입력하면 A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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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통해 검색식을 생성하거나 주요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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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다. CA, LexisNexis 기업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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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Similarity) 검색
유사 검색은 각 기업별 알고리즘에 따라 보유한 문헌에서의 유사도를 검사하고 검색
결과 시 유사성이 높은 문헌을 보여주는 검색 기능이다. 혹은 검색 용어에 대한 유사한
다른 용어를 추천해 주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조사한 기업은 전부 유사 검색을
지원한다. CAS의 경우는 화학 물질이나 구조에 대해서도 유사 검색을 지원한다.
[표 4.46] 민간 IP 기업별 주요 서비스 특징 비교
대상 기업

특징
등고선 맵

Clarivate Analytics
(DI)

내용
∙ 등고선 지도와 유사한 레이아웃을 통해 연수 분야의 키워드 및 주제
분야, 분야 간의 관계, 볼륨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

인용 관계 분석

∙ CA의 DPCI 정보를 활용한 인용 분석

Corporate Tree

∙ 출원인 검색 시 출원인 기관(자회사 및 계열사) 정보를 Tree 형태로
표현

스마트 검색

∙ 청구항, 발명의 내용 등의 자연어를 입력하면 검색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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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LexisNexis
(TotalPatent One)

CPA Global
(INNOGRAPHY)

특징
그래픽 필터 기능

∙ 검색 결과 필터 시 차트 등의 그래픽을 함께 지원

구문(Semantic) 검색

∙ 청구항, 발명의 내용 등의 자연어를 입력하여 검색

유사(Similarity) 검색

∙ 자체 구축한 알고리즘으로 문서 간의 제목 및 초록의 대조를 통해
유사한 문헌을 검색

특허 평가 및 채점

∙ 특허의 인용, 소송, 연수 및 내용 등을 CPA Global 자체 기준으로
평가하여 특허 가치 정보 획득

키워드 분석 분류

∙ 관련 기술의 주요 키워드 시각화

특허 분석 지도

∙ 주요 경쟁사의 특허 분포 시각화

특허 계층 분석

∙ 특허와 관련된 기술 용어를 계층적으로 시각화

연관어 검색

∙ 색인분석(주제, 키워드, 인덱스, 저자, 출처, 식별자 등)을 통한 연관
어 검색 지원

유사 검색

∙ 색인분석 및 본문 텍스트, 참고문헌(인용)을 통한 유사 검색 지원

ProQuest

CAS
(STN)
WIPS
(WIPS ON)

WISDOMAIN

내용

유사 물질 검색

∙ 화학 물질 검색 시 유사한 물질 검색 지원

화학 구조 도식

∙ 화학 구조를 도식하기 쉽도록 기능을 지원

분류 및 인용 분석

∙ 다각적 특허 통계 분석 시스템

인용 트리 분석

∙ 특허의 인용관계를 Tree 구조로 표시

워드 클라우드

∙ 특허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를 Text mining으로 시각화

키워드 맵

∙ 특허를 구성하는 기술용어를 분석하여 키워드들의 연관관계를 파악
하여 등고선 맵으로 표시

6.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데이터 서비스 선정 기준 도출
본 장에서는 민간 IP 기업의 데이터 및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각 민간
IP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및 그 특징에 대해 작성하였고, 3절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4절에서는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 민간 IP 기업마다
제공 데이터 범위, 제공 방식, 분석 도구 및 검색 기능, 번역 지원 등 다양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들을 비교·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민간 IP 기업 서비스는
특허청에서의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여러 혁신 기업들이 그들의 기술을 분석하고 방향을
선정하는 주요한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민간 IP 기업은 특허 데이터 보유 범위의 확대 및
비특허 데이터 확보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검색 기능 및 도구들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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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의 마지막으로 이러한 민간 IP 기업의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때의 선정 기준을
제안하여, 특허청의 민간 IP 기업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선정 기준은 수차례에 걸친 주요 선진특허청의 심사관 및 민간 IP 기업 전문가의 질의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민간 IP 기업의 특허 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정 기준으로는 ‘정보 제공 다양성’,
‘심사관 검색 편의성’,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성’, ‘특허 데이터 분석기능 다양성’ 등
4가지를 도출하였으며,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구독 및 확대를 위한 기준으로는 ‘연간
사용횟수(문헌 다운로드, 접속 건수)’, ‘문헌 단위의 인용 비율’, ‘비용 대비 효용 평가’,
‘문헌의 영향력 평가’, ‘심사관 구독 요청’ 등 5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4.47] 한국특허청 특허 및 비특허문헌 구독 주요 검토 항목
구분

선정 기준

내 용

정보 제공 다양성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 특허에서 제시하는 기술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 특허 출원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 제공
∙ 특허 관련한 법적 정보 제공

심사관 검색 편의성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 검색을 위한 작업의 편의성이 확보되는
서비스
∙ 스마트 검색 : 자연어에 의한 자동 쿼리 생성, 검색 추천어, 이미지
검색, 검색식 저장 및 활용
∙ 모국어 또는 단일 언어 검색 환경제공

민간IP기업
특허 데이터
서비스 선정
기준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성

민간IP기업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선정
기준

한국특허청의 관점에서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데이터베이스 탑재 : 민간 IP 기업 제공 정보를 한국특허청 DB에 탑
재하여 사용(한국특허청 정보와 민간정보 통합 검색 가능, 민간기업
제공기능 사용 불가능)
∙ 민간 IP 기업 Platform 사용 :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Platform에
접속하여 사용

특허 데이터 분석 기능
다양성

심사관들이 기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분석 툴을
제공하는 서비스
∙ 국가/출원인/기술분류별 특허 출원 동향 및 기술의 최신성 분석
∙ 특허 맵(기술별 특허분포)/출원인 간 관계 분석

연간 사용 횟수

∙ 한국특허청 내 심사관/선행기술 조사원이 문헌을 사용하는 횟수

정량적
항목

문헌 단위의
인용 비율

∙ 한국특허청 내 심사관/선행기술 조사원이 인용하는 비율

비용 대비 효용 평가 ∙ 인용비율, 사용횟수와 문헌 사용 비용을 비교하여 평가

정성적
항목

문헌의 영향력 평가
심사관 구독 요청

∙ 각 문헌 해당분야에서의 영향력 (선진특허청 구독여부, 문헌의 수준
객관적 평가 결과)
∙ 참조지표 : Impact Factor
∙ 한국특허청 내 심사관/선행기술 조사원의 구독요청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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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데이터 서비스 민간 IP 기업 선정 기준
‘정보 제공 다양성’은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에서 제시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심사관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출원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권리를 가진 소유자 확인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적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심사관이 특허에 대한 법적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관 검색 편의성’ 항목은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에서 검색을 위한 작업의 편의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특히 심사관들은 민간 IP 기업 서비스의 스마트 검색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검색은 자연어 문장을 그대로 검색하거나 혹은
자연어 문장에 의한 자동 쿼리 생성, 검색 추천어 제시 등이 대표적인 기능이며, 이외에도
이미지 검색, 검색식 저장 및 활용 등의 기능이 있다. 또한, 모국어 또는 단일 언어 검색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심사관은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선행기술 조사의 품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특허청은 한국어 또는
단일 언어(영어)로 된 검색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언어에 대한
문제없이 원활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성’은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특허청 자체 시스템에 탑재하거나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민간 IP 기업 정보를 특허청 자체 시스템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민간 IP 기업 정보와 특허청이 구축한
데이터를 통합 검색할 수 있다. 심사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여 민간
IP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으며, 기존 데이터와 통합 검색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외부의 웹으로 접근하여 별도의 로그인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민간 IP 기업에서 보유한 데이터에 최적화된 U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의 검색
알고리즘, 다양한 특허 분석 툴, 번역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자체 시스템에 탑재 혹은 민간 IP 기업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 데이터 분석 기능 다양성’ 항목은 심사관들이 기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분석 툴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 출원인, 기술분류별 특허 출원 동향
분석이나 기술의 최신성 분석 등이 대표적이며, 특허 맵(기술별 특허 분포) 및 출원인 간
관계 분석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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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은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 시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한국특허청의 환경과 심사관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민간 IP 기업 선정 기준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구독 및 확대 등의 선정 기준은 3개의 정량적 항목과 2개의
정성적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적 항목에서 ‘연간 사용 횟수’는 한국특허청에서 심사관이나 선행기술 조사원이 해당
문헌을 검색하는 빈도이다. 자주 사용하는 문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문헌은 무엇인지, 잘 사용하지 않는 문헌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구독 여부
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문헌 단위의 인용비욜’은 문헌이 한국특허청 내 심사관 혹은 선행기술 조사원에게
얼마나 인용되는지의 비율을 뜻한다. 인용 비율은 국가 활용 지표로도 사용되는 InCities
등을 참고하여 국가별, 분야별 총 논문수를 기본 데이터로 하고, 인용된 논문의 비율, 평균
피인용 횟수 등으로 파악 가능하다.
‘비용 대비 효용 평가’는 위의 두 항목인 연간 사용 횟수, 문헌 단위의 이용 비율과
문헌의 사용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을 확인한다. 제한적인 예산에서 비용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심사관이나 선행기술 조사원에게 풍부한 문헌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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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항목으로‘문헌의 영향력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문헌이 다른 주요
선진특허청에서 구독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한국특허청에서도 구독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학술문헌 수준의 평가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Impact Factor 등의 지수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심사관 구독 요청’은 주기적으로 심사관이나 선행기술 조사원이 필요로 하는 문헌을
파악하고, 어떤 문헌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를 근거로 하여 비특허문헌의 구독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특허청은 비특허문헌의 구독 및 확대 시 [표 4.47]에서 정리한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구독 중인 문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심사관 구독 요청’을 제외한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구독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구독 중인 비특허문헌에
대해서는 ‘심사관 구독 요청’을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문헌의 영향력 중심으로 나머지 4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참조하여 구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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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제1절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한국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서 IP5 심사관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선행기술 조사 시 심사관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및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IP5의 심사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선행기술 조사 시 초록 및 전문 검토의 편의성이다. 다양한 국가의 공보는
1차적으로 해당 특허청의 시스템이나 민간 IP 기업 시스템을 통해 검색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공보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구글 등 외부 시스템의 검색이 필요하여 불편함을 초래했다.
두 번째로는 특허 데이터에 대한 번역 지원이 주요 항목으로 꼽혔다. 지식재산권의
글로벌화에 따라 심사관들의 해외 특허 정보의 검토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의 공보 확인이 필연 시 되고 있다. IP5는 심사관이 다양한 언어로 된 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번역 체계 강화를 꾀하고 있다. 번역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양한 언어의
공보를 영어 또는 자국어로 번역하고, 특허청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여 심사관이 자국의 언어나
영어로 보유한 데이터의 통합 검색을 지원하는 것과, 공보의 내용이 자국어 외의 다른 언어로
되었을 때의 실시간 기계번역이나 외부 조직에 요청하여 번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해외 공보 검토에
불필요한 많은 시간의 소요 또는 검색 누락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선행기술
조사에서 중요한 지원으로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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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검색 정확성 및 시스템의 편리성이다. 심사관들은 검색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고 있다. 국제 분류 체계인 IPC,
CPC뿐만 아니라 ECLA, USPC, FI, F-TERM 등 주요 선진특허청에서 자체 개발한 분류 체계,
ICO, Locarno 등의 분류 체계로부터 파생된 분류 체계, DWPI Class, DWPI Manual Code 등
민간에서 개발한 분류 체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검색식 작성의 편의성이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검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검색은 검색 시스템마다의
기능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발명 내용 등의 자연어 문장을 그대로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혹은 자연어 문장을 검색식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다. 심사관은 스마트 검색을 통해 검색 쿼리
작성 등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고 검색 시간 효율 및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203

제5장 한국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위에서 언급된 주요 세 가지 항목을 지원하기 위해 IP5는 자체 심사관 시스템의 개선,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IP5에서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현황을 비교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서 2~4장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함축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특허청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한국특허청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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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1. IP5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현황 및 특징
가. IP5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현황 요약
한국특허청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IP5의 특허 데이터 서비스 현황, 특허 데이터
보유 현황, 번역 및 검색, 분류 체계,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 5.1]에 나타내었다.
[표 5.1] IP5 특허 데이터 서비스 현황 요약
구분

대상국가·기관

IP5/WIPO
KIPO
그 외
국가·기관

IP5/WIPO
EPO
IP5 해외
데이터
보유
현황
USPTO

서지, 초록, 전문

USPTO

공개/등록 전문

JPO

일본어 초록, 분류, 전문

CNIPA

영문 초록, 공개/등록 전문, 법적 상태

WIPO

전문

DE, GB 등 20개 국가·기관

서지, 초록, 전문 등 국가별 상이

KIPO

서지, 영문 초록, 전문

USPTO

서지, 초록, 전문

JPO

서지, 영문 초록, 전문

CNIPA

서지, 영문 초록, 전문

WIPO

서지, 초록, 전문

그 외
국가·기관

DE, GB 등 36개 국가·기관

서지, 초록, 전문

AM, CZ 등 63개 국가·기관

서지, 초록

IP5/WIPO

KIPO, EPO, JPO, CNIPA, WIPO

서지, 초록

그 외
국가·기관

GB, DE, FR, CH, CA

서지, 초록

WIPO

서지, 초록, 전문

USPTO

서지, 초록, 전문

EPO

서지, 초록, 공개 전문, 법적 상태

CNIPA

영문 초록, 일본어 초록, 공개 전문

KIPO

영문 초록

그 외
국가·기관

GB, DE, FR, CH, CA

공개 전문
(*독일은 초록, 전문)

IP5/WIPO

KIPO, EPO, JPO, CNIPA, WIPO

그 외
국가·기관

DE, GB 등 97개 국가·기관

구분

초록/전문 DB
분리 여부

주요 초록 DB

KIPO

X

-

검색 데이터베이스

EPO

O

DOCDB

EP-FullTEXT

USPTO

X

-

PatFT , AppFT

JPO

O

-

Image/Text products–Kind codes ABUY

CNIPA

O

CNABS

CNTXT

IP5/WIPO
JPO

CNIPA

IP5
초록/전문
DB
비교

정보종류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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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패밀리, 인용정보, 법적 상태

주요 전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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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번역
지원
비교

구분

기본
검색 언어*

기본 검색 언어
사용가능 국가

번역 대상 및 내용

실시간
기계번역 지원

KIPO

한국어

4개 국가·기관

일본문헌 -> 한국어
WIPO/EPO/USPTO 영어문헌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EPO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104개 국가·기관

104개 국가 사용언어

32개 언어

USPTO

영어

10개 국가·기관

64개국 언어 (목표)

-

JPO

일본어

3개 국가·기관

EPO/USPTO/CNIPA 영어문헌 ->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CNIPA

중국어, 영어

주요 국가·기관

영어 문헌 -> 중국어
기타 언어 문헌 -> 영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기본 검색 언어: 시스템에 저장된 번역문헌에 대한 검색 언어를 의미함(원어 검색 기본제공)

IP5 분류
활용

구분

IPC

CPC

FI

F-TERM

ECLA

USPC

KIPO

O

O

O

O

EPO

O

O

USPTO

O

O

JPO

O

O

CNIPA

O

O

구분

기업명

서비스명

특허 데이터 범위

검색
언어

실시간
번역

제공 형태

CA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자체 DB 탑재

CPA Global

INNOGRAPHY

100여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기업 플랫폼

CA

DI,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자체 DB 탑재
기업 플랫폼

IBM

IBM TDB

IBM 특허정보(1958~1998)

영어

-

자체 DB 탑재

CPA Global

INNOGRAPHY

100여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기업 플랫폼

LexisNexis

TotalPatant

107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일본어

-

기업 플랫폼

WIPS

WINTELIPS

11개국 특허 전문 정보,
86개국 특허 서지 정보

영어

한국어

기업 플랫폼

CA

DI,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일본어

영어,
일본어

자체 DB 탑재
기업 플랫폼

LexisNexis

TotalPatent

107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일본어

-

기업 플랫폼

NRI Cyber
Patent

NRI Cyber Patent
Desk

IP5 외 18개국 특허 정보

일본어

일본어

기업 플랫폼

CA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자체 DB 탑재

LexisNexis

TotalPatent

107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일본어

-

기업 플랫폼

SuoYi

Patentic

중국, 미국, 유럽 특허

O

O
O

O

민간 분류

O

O
O
O

EPO

USPTO
IP5
민간IP
서비스
활용
비교

JPO

C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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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기업 플랫폼
중국어
*KIPO는 민간 IP 기업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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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5 특허 데이터 번역 및 구축 현황
IP5의 특허 데이터 번역 및 구축 현황을 비교하였다. 한국특허청은 자국을 포함한 27개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어 전문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의 초록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유럽특허청은 본 청을 포함하여 105개 국가·기관의 초록 데이터를 공식 언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며. 미국특허상표청은 자국 포함 11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특허청도 자국을 포함한 11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영어 문헌에
대해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102개 해외 국가·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는 등 자국을 포함한 총 103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영어 문헌은 중국어로 하고, 기타 언어의 문헌은 영어 문헌으로 번역을 수행하고 있다.
(2) IP5 실시간 기계번역 및 지원 조직 현황
IP5는 심사관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기계번역 기능 및 번역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IP5는 실시간 기계번역의 엔진 및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통해 심사관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번역 품질 결과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럽특허청의 경우
32개 언어에 대한 실시간 기계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특허청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일본특허청은 영어·중국어·한국어,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영어·일본어·한국어 등 IP5의
언어를 우선하여 실시간 기계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는 별도의 번역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기계번역의
결과에 대해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각 지원 조직에게 휴먼번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2~3일 내에 처리되어 번역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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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5 분류 활용 현황
심사관은 선행기술 조사 시 여러 가지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여 검색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IP5 모두 기본적으로 국제 분류 체계인 IPC, CPC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은 각자의 분류 체계를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ECLA, 미국특허상표청의 USPC, 일본특허청의 FI,
F-TERM에 해당한다. 한국특허청과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별도의 분류 체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는 민간 분류 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검색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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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5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 현황
2017년 기준, 주요 50여 개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다. 산업재산권 시장에서 과학기술의 내용이 글로벌하게 공유되면서 한국 이외의
다양한 국가의 산업재산권 검색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신기술들은 그 복잡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심사에 수반되는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에 보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와 다양한 부가 정보가 제공되어 심사관들의 효과적인 특허 검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여러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특허 정보를 각 기업마다 특징적으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심사관들이 “신규성 검토”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하거나, 현재까지는
완전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출원인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 특허청들은 특허 및 실용신안 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민간 IP 기업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심사관용 내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었으며, 대민 검색 서비스 분야에 적용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각 IP5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 IP 기업의 사용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해당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Platform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활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기존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통합 검색 기능이 제공되고 있었다.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Platform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검색 및 분석 기능 사용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의 경우, DWPI(Clarivate Analytics), INNOGRAPHY(CPA Global) 두 가지의
민간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DWPI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Clarivate의 DI 서비스와 CPA Global의 INNOGRAPHY는 해당 기업의
Platform에서 사용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에서는 DWPI와 IBM 특허정보 데이터
베이스인 TDB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고, INNOGRAPHY(CPA
Global), TotalPatent One(LexisNexis), WINTELIPS(WIPS) 3개 상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Platform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도,
유럽특허청과 같이 Clarivate의 DWPI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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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Clarivate의 DI 서비스와 NRI Cyber Patent Desk(NRI Cyber Patent) 및
TotalPatent(LexisNexis)는 해당 Platform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역시 DWPI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TotalPatent(LexisNexis)와 Patentic(SuoYi)
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Platform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
[표 5.2] IP5 민간 IP 기업 서비스 특허 데이터 도입 요약
구분

EPO

USPT
O

JPO

CNIPA

기업명

서비스명

특허 데이터 범위

언어

실시간
번역

제공 형태

CA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자체 DB 탑재

CPA
Global

INNOGRAPHY

100여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기업 플랫폼

CA

DI,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자체 DB 탑재
기업 플랫폼

IBM

IBM TDB

IBM
특허정보(1958~1998)

영어

-

자체 DB 탑재

CPA
Global

INNOGRAPHY

100여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기업 플랫폼

LexisNexis

TotalPatent
One

107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일본어

-

기업 플랫폼

WIPS

WINTELIPS

11개국 특허 전문 정보,
86개국 특허 서지 정보

영어

한국어

기업 플랫폼

CA

DI,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일본어

영어,
일본어

자체 DB 탑재
기업 플랫폼

LexisNexis

TotalPatant

107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

기업 플랫폼

NRI Cyber
Patent

NRI Cyber
Patent Desk

IP5외 18개국 특허 정보

일본어

일본어

기업 플랫폼

CA

DWPI

94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영어

자체 DB 탑재

LexisNexis

TotalPatent

107개 국가·기관 특허정보

영어,
일본어

-

기업 플랫폼

SuoYi

Patentic

중국, 미국, 유럽 특허

영어,
중국어

중국어

기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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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르면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의 모든 특허청은 민간 IP 기업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Clarivate Analytics의 DWPI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1995년부터 심사관용 시스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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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QUE에 DWPI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상표청은

1998년부터 DWPI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여 EAST/WEST를 통해 심사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 조직인 STIC(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심사관들은 Clarivate Analytics의 DI Platform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은 2002년부터 일부 일본어로 번역된 정보가 포함된 DWPI 데이터베이스를
심사관용 시스템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DWPI 데이터의 인용, 피인용 정보를
제공해 주는 DCPI(Derwent Patent Citation Index)와 DI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도 내부 심사관용 시스템의 검색을 위하여 DWPI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여 활용하며 DCPI 서비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과 일본특허청이 사용하고 있는 Clarivate Analytics DI Platform은 AI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 쿼리를 생성해 주는 스마트 검색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Text
Mining 기법을 이용한 여러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 Clarivate Analytics로부터 일본어로 번역된 맞춤형 UI(User
Interface)를 제공받고 있다.
일본특허청과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경우, 자국 내의 민간 IP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업의 Platform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어, 중국어 번역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NRI Cyber
Patent의 경우 IP5를 포함한 23개국의 특허 데이터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갖고 있으며,
중국의 SuoYi의 경우 유럽특허청와 미국의 특허 데이터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선진특허청은 서로 다른 민간 IP 기업들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민간 사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사업무와 선행기술 조사의
적시성, 정확성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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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5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특징
한국특허청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 가.항의 IP5 데이터 서비스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리·요약하여 [그림 5.1]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5.1] IP5 산업재산권·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및 선행기술 조사 개념도

∙ 한국특허청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특징
한국특허청은 해외 5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입수하여 주요 국가
중심으로 해외 26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24개 국가․기관의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이며, 일본특허청 전문 및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초록, 청구항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을 제외하고는 미국특허상표청이나 일본특허청보다 많은 국가 범위의 특허
데이터를 구축 및 서비스하고 있어 특허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수준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특허 데이터 범위 확대보다는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
주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국특허청에서는 IPC, CPC 분류 체계를 활용 가능하며, 일본 문헌의 경우에는 FI,
F-TERM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특허청에 비하면 자체의 자체 분류 체계나
민간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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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의 심사관은 자체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 별도의 상용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는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자체 보유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검토 범위나 기술 분석
정보 등의 보완을 위해서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도입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허 데이터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Google, Naver 등의
포털 및 해외 대민 서비스를 활용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한다.
∙ 유럽특허청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특징
유럽특허청은 104개 해외 국가·기관의 초록과 41개 해외 국가·기관의 전문 데이터까지
총 105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IP5 중 가장 많은 국가의 특허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특성상 유럽특허청은 38개 가입국에 대한 특허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다수 국가의 특허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허
데이터 구축 시 104개 국가의 언어로 된 공보를 유럽특허청의 공용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기계번역하고 있어 심사관은 공용어 기반의 검색 및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유럽특허청은 특허 구축 범위의 확대 및 공용어 번역 작업으로 심사관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시간 기계번역에 있어서도 유럽연합국에 대한 언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IP5 중
가장 많은 범위인 32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2011년부터 ITR(IT
Roadmap)35)의 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기계번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였고,
자체적인 심사관 설문조사 결과 번역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더 정확한 번역이 필요하다면 정보 지원 조직에 요청하여 휴먼번역을 진행할 수 있고
결과는 2~3일내에 받아서 선행기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에서 활용하는 분류 체계는 IPC, CPC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ECLA, 민간
분류 체계인 DWPI Class, DWPI Manual Code까지 활용하고 있다. 심사관은 여러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할 수 있어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럽특허청은 다른 IP5보다 많은 국가의 특허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IP 기업 서비스를 사용하여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IP 기업 서비스는 DWPI로서 DOCDB에 데이터를 탑재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공보와 통합 검색이 가능하며, 심사관 시스템인 EPOQUE에서 검색 시 DOCDB와
DWPI의 결과를 함께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5.2]은 DOCDB와 DWPI의 검색 결과
35) ITR의 자세한 내용은 2장. 1절. 나. 항의 내용 참고

212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제1절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예시이다. 심사관은 DOCDB의 초록 공보보다 DWPI 문헌에서 더 많은 정보36)를 획득할 수
있어 별도의 전문 검색 필요성이 줄어들며, 다양한 필드의 내용으로부터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5.2] 유럽특허청 DOCDB 및 DWPI 검색 결과 예시

∙ 미국특허상표청 및 일본특허청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특징
미국특허상표청과 일본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데이터 보유 특징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국 및 해외 주요 10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타
IP5와 비교하면 데이터 범위 측면에서 다소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특허청의 경우
특허 데이터 구축 시 별도로 번역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주요 10개국으로부터 영어
서지 및 초록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영어 기반의 검색 및 심사가 가능하다.
일본특허청은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의 서지 초록을 일본어로

제

번역하여 구축하고 있다.

5

보유한 해외 특허 데이터 범위가 작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보 누락 등의 공백은
민간 IP 기업 서비스를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두 특허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 IP 서비스는 Clarivate Analytics의 DI, DWPI와 LexisNexis의
TotalPatent이다. DWPI는 데이터는 자체 특허청 시스템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며, DI 및 TotalPatent는 기업의
외부 웹 플랫폼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DI는 기본적으로 영어 검색을 지원하나
일본특허청의 경우에는 일본어 검색까지 제공하여 DI 플랫폼 활용 시 언어적인 이점이
있다.
36) 구체적인 DWPI 추가 필드 및 구성 내용은 [별첨 A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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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 IP 기업 플랫폼 활용 시 심사관이 자주 활용하는 것 중 하나는 스마트
검색이다. 스마트 검색을 활용하면 발명의 내용 등의 자연어 문장을 그대로 검색에 활용할
수 있거나, 혹은 검색식으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사관은 검색 쿼리 작성 시
소모됐던 시간이나 오타, 오류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검색 분류 체계는 IPC, CPC와 더불어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각각에서
개발한 분류 체계 USPC 및 FI, F-TERM을 지원하고 있으며, 역시 민간 분류 체계인
DWPI Class, DWPI Manual Code 등 여러 가지 분류 체계가 사용가능하다.
심사관마다의 선행기술 조사 순서는 다르지만 위의 특허 데이터 현황과 질의 및
인터뷰로부터 미국특허상표청과 일본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순서를
정리하였다.
먼저 심사관은 자국의 특허의 초록을 우선 검색한 후에 DWPI를 활용해 주요 94개
국가·기관의 초록을 검토한다, 이후 자체 시스템에 구축한 해외의 10개 국가·기관의 전문
등을 확인하거나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하여 부족한 특허 데이터 범위 등을
추가 검색 및 검토한다.
이때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관련 주제에 대해 비특허 데이터의 통합
검색까지 가능하다. 또한,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 사용 시 자체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번역을 사용할 수 있어서 해외의 특허 데이터 검토 시 언어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스마트 검색을 활용하여 검색식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이후 별도의 보유하지 않은 전문 데이터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청에 요청할 수 있다.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특징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자국 및 해외 102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언어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유럽특허청의 DOCDB처럼
CNABS 데이터베이스에 DWPI를 탑재하여 선행기술 조사 시 활용하고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SuoYi의 Patentic 등 자국의 민간 IP 기업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해외 특허 데이터를 중국어로 번역해 줌으로써 언어에 대한
장벽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시스템에도 번역 기능은 있으나 번역
품질 등의 이유로 활용도는 낮게 나타났고, 구글 번역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심사관에
따라서 TotalPatent나 Google 등 영어로 된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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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특허청 산업재산권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앞에서는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의 특허 데이터 서비스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특허청의 특허 데이터 서비스 개선 사항 및 발전 방안을 ‘분류
체계 강화’, ‘번역 지원 확대’, ‘민간 IP 기업 서비스 도입’등 세 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본 2항에서는 발전 방안으로 도출된 각 항목에 대해서 한국특허청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점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간 IP 기업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적용 방안 및 기준 등을 기술하여 한국특허청이 추후 특허 데이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번역 지원
IP5는 해외 산업재산권 정보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AI 등의
첨단 IT기술을 적용한 기계번역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유럽특허청은 2011년부터
번역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고품질의 기계번역을 위해 구글의 번역 엔진을 비롯한 4개의
민간기업 번역 엔진에 유럽특허청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번역 품질을 향상시켜다. 기존의 통계
및 규칙 기반의 번역이 아닌 AI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번역 속도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켰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심사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계번역 품질의 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보지원 조직에 휴먼번역을 의뢰할
수 있고, 2~3일 내에 완료되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도
마찬가지로 정보 조직에서 휴먼번역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제

현재까지의 유럽특허청 번역 지원은 다른 해외청보다 선진화되었다고 사료되며, 타
IP5도 적극적인 번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 AI 기술을 적용하여 번역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기계번역의 점진적인 고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과 더불어 주요 특허청인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기타 아시아 언어에 대한 기계번역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기계번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특허청의 자체 개발이나 단순 민간 번역
서비스 사용이 아닌, 특허청과 민간 번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특허청에 최적화 된
맞춤형 기계번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계번역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바, 심사 대상의 분야나 기술,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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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 따라 번역 품질이 상이하다. 이러한 문헌들의 검토를 위해 별도의 번역 조직을
운영하여 필요시 휴먼번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서비스 활용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는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Clarivate Analytics의 DWPI 서비스는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특허청은 국내․외 105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WPI를 DOCDB에 포함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 공보 원문의 초록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DWPI에서는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특허상표청과 일본특허청은 각각 국내․외 11개 국가·기관의 특허 데이터만 보유하여,
해외 특허에 대한 검색 누락이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을 DWPI 및 DI, TotalPatent 등의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 활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한, 민간 IP 기업 서비스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영어(일본특허청의 DI는 일본어까지)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국내 외 103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다만 초록 데이터베이스(CNABS)를 별도 구축하여
DWPI를 탑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 특허 데이터
검토·언어장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특허청은 다른 IP5처럼 (상용)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자체 심사관 시스템 KOMPASS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Google, Naver 등의 포털이나 타 특허청의 대민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
Google, Naver 등의 포털에서도 다양한 특허 데이터 검색을 수행할 수 있으나, 비용․
저작권․보안 등의 문제로 상용 민간 IP 기업 서비스인 Clarivate Analytics나 LexisNexis가
보유한 특허 데이터보다는 정확성이 낮으며,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또한, 특허 데이터 심사에 최적화된 각 민간 IP 기업의 UI, AI를 활용한 스마트 검색,
특허청 시스템과의 통합 검색, 실시간 번역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없다. 특히,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조사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검색식 작성에 대해 AI를 적용한 스마트
검색으로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다. 특허청 심사관 시스템에 탑재할 경우는 통합
검색 및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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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간 IP 기업 서비스의 장점들은 심사관의 심사 시간 단축, 정확성 향상, 데이터
품질 등의 심사 품질 제고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타 IP5와 같이 민간
IP 기업 서비스 도입을 발전방안으로 제안한다.
• 특허 데이터 서비스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선정 기준
주요 선진특허청의 심사관, 민간 IP 기업의 인터뷰 및 질의 등을 통해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 시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에 관해 조사 및 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심사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간 IP 기업 서비스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정보
제공 다양성’, ‘심사관 검색 편의성’, ‘서비스 제공 유형 다양성’, ‘특허 데이터 분석 기능
다양성’의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요약 내용은 아래의 [표 5.3]과 같다.
[표 5.3] 민간 IP 기업 특허 데이터 서비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제공 다양성

내 용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 특허에서 제시하는 기술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 특허 출원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제공
∙ 특허 관련한 법적 정보 제공

심사관 검색 편의성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 검색을 위한 작업의 편의성이 확보되는 서비스
∙ 스마트 검색 : 자연어에 의한 자동 쿼리 생성, 검색 추천어, 이미지 검색, 검색식 저
장 및 활용
∙ 모국어 또는 단일 언어 검색 환경제공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성

한국특허청의 관점에서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데이터베이스 탑재 : 민간 IP 기업 제공 정보를 한국특허청 DB에 탑재하여 사용(한
국특허청 정보와 민간정보 통합 검색 가능, 민간기업 제공 기능 사용불가능)
∙ 민간 IP 기업 Platform 사용 :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Platform에 접속하여 사용

특허 데이터 분석 기능
다양성

심사관들이 기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분석 툴을 제공하는 서비스
∙ 국가/출원인/기술분류별 특허 출원 동향 및 기술의 최신성 분석
∙ 특허 맵(기술별 특허분포)/출원인 간 관계 분석

‘정보 제공 다양성’은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정보로는 특허에서 제시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심사관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출원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권리를 가진 소유자 확인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적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심사관이 특허에 대한 법적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관 검색 편의성’ 항목은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에서 검색을 위한 작업의 편의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특히 심사관들은 민간 IP 기업 서비스의 스마트 검색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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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검색은 자연어 문장을 그대로 검색하거나 혹은
자연어 문장에 의한 자동 쿼리 생성, 검색 추천어 제시 등이 대표적인 기능이며, 이외에도
이미지 검색, 검색식 저장 및 활용 등의 기능이 있다. 또한, 모국어 또는 단일 언어 검색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심사관은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선행기술 조사의 품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특허청은 한국어 또는
단일 언어(영어)로 된 검색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언어에 대한
문제없이 원활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성’은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특허청 자체 시스템에 탑재하거나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민간 IP 기업 정보를 특허청 자체 시스템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민간 IP 기업 정보와 특허청이 구축한
데이터를 통합 검색할 수 있다. 심사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여 민간
IP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으며, 기존 데이터와 통합 검색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외부의 웹으로 접근하여 별도의 로그인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민간 IP 기업에서 보유한 데이터에 최적화된 U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의 검색
알고리즘, 다양한 특허 분석 툴, 번역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자체 시스템에 탑재 혹은 민간 IP 기업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 데이터 분석 기능 다양성’ 항목은 심사관들이 기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분석 툴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 출원인, 기술분류별 특허 출원 동향
분석이나 기술의 최신성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특허 맵(기술별 특허분포) 및 출원인
간 관계 분석 등이다.
한국특허청은 민간 IP 기업 서비스 활용 시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한국특허청의 환경과 심사관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적용에 대한 준비, 투자비용과 노력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상용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탑재를 우선 활용하여 선행기술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 후, 민간 IP 기업의 플랫폼 사용을 고려하는 순차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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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류 체계 강화
선행기술 조사 시 분류 체계는 정확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같은 특허라 하더라도 기술 및 산업 등의 분류 체계는 각 국가·조직·지역에 따라 다른
분류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기관에 적합한 기술 분류 체계의 활용이 요구되며,
한국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강국인 한국의 산업발전 동향과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분류 체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는 IPC, CPC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선행기술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ECLA와 DWPI 분류 체계, 미국특허
상표청은 USPC, DWPI 분류 체계, 중국특허청은 DWPI 분류 체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특허청의 경우에는 IPC, CPC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일본 문헌에
대해서는 FI, F-TERM 지원이 가능하나 한국특허청의 자체 분류 체계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특허청에서 선행기술 조사 시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 체계를
통해 검색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한국 고유의 자체 분류 체계 개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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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심사 업무에 있어 기업의 경쟁 심화와 기술 발전의 고도화로 인해 비특허문헌의 검토 필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IP5는 심사관에게 특허문헌과 더불어 비특허문헌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특허청의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 IP5의 비특허 데이터 구독 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고, IP5의 심사관
및 민간 IP 기업 전문가와 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해 비특허문헌을 활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IP5의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IP5는 심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 중 하나로 비특허문헌에 대한 특허문헌과의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IP5는 각 청의 필요한 분야의 비특허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검색하여 제공함으로써 심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혹은 외부에 별도로 구축된 비특허문헌 검색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외부 플랫폼에 접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관에게 사용성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IP5에서 주로 구독하는 비특허문헌을 정리하였다. IP5는 주어진 자원 한에서 심사
업무나 산업의 중요성 등 필요성에 따른 다양한 비특허문헌을 구독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IP5가 주로 구독하는 비특허문헌을 조사 및 비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강국이 어떠한
비특허문헌을 활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한국특허청에서의 비특허문헌 구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IP5에서 구독하고 있는 비특허문헌에 대한 산업 분야를
살펴봄으로써 각 특허청은 어떠한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국특허청에서 검토해야할 산업
분야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특허청의 비특허문헌 구독 및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IP5의
비특허문헌 구독 기준을 조사하고 한국특허청의 비특허문헌 서비스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3가지 정량적 항목과 2가지 정성적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정량적 항목으로는 ‘연간 사용횟수’,
‘문헌단위의 인용비율’, ‘비용 대비 효용평가’를 선정하였고, 정성적 항목은 ‘문헌의 영향력
평가’, ‘심사관 구독 요청’을 도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항목들에 대해 조사하여 기술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특허청의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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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5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제공 현황
심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 중 다른 하나는 비특허문헌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의 제공이다. IP5는 폐쇄된 인터넷망(Closed Internet 또는 Intranet)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특허문헌 접근(Access)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폐쇄망을 활용한 보안정책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등과 함께
유관된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회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특허청은 외부 인터넷망의 정보를 검색 및 조회하기 위하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법을 사용하여 NPIS(Non Patent Information System)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에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상존한다. 따라서 입수
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내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구축
방향이지만, 내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상대적으로 구축 및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특허청에서의 비특허문헌 접근 방법은 25개의 임차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NPIS(Non Patent Information System)와 NDSL(National Document Science
Library),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연계된 아이콘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 및 특허청 내
등록된 IP를 이용하여 Google, Naver 등의 포털을 이용한 검색이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4차 산업에서의 기술의 변화 및 발전으로 인해 심사관들의 심사업무,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 등의 진행에서 더 많은 전문 정보 조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보다 많은 비특허문헌 조회 및 참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심사관들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비특허문헌을 편리하게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제

증가하고 있다.

5

또한, 비특허문헌의 검색, 인용 및 참증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비특허문헌과 특허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대표적으로 STN이나 ProQuest 서비스와 같은 비특허문헌
서비스 기관에서는 특허와 연계된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고 패밀리 정보 등을 통한 특허
데이터의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외 여러 비특허문헌 서비스 기관에서
특허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서비스간의 결합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 심사관들에게 제공되는 비특허문헌의 종류는 출판사(Publisher)
기준으로 27개사로부터 전자 저널(Electronic Journal)을, 18개사로부터 전자책(Electronic
Book)을 구독하고 있다. 모든 구독 정보는 ‘특허 심사관 툴킷(Patent Exam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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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kit)’을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요구된다. 현재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용 시스템에서의 비특허 검색은, 특허와 연계된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검색하는
비특허문헌 통합 검색 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 현재 심사관용 시스템인 EAST/WEST 시스템을 대체하는 차세대
검색 시스템 S4P(Search for Patent)에서 특허와 비특허 모두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의 경우, 32개의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당한 분량의
비특허문헌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래 [표 5.4]에서는
각 내용별로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분이다.
[표 5.4] 유럽특허청(EPO)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구분

개수

제공자

비특허문헌 초록

6개

2차 데이터 수집기관, Clarivate, 미국의학도서관 등

비특허문헌 전문

11개

비특허문헌 발행 기관, 기업, IEEE, 미국물리학회, Springer 등

표준기술문서

9개

각종 표준관리 기관, JPEG 등

기타 비특허문헌

4개

여러 기관, IBM, Alcatel, 코넬대학 도서관 등

이러한 내부 데이터베이스는 초록, 저널 발행사들로부터 입수한 전문, 표준 기관(IEEE와
같은)으로부터 입수한 저널의 전문, 그리고 기타 (국방관련 출판물, 기업관련 자료 등)
데이터를 포함하는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럽특허청은 4개의 자체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8,000여 개의 저널을 검색할 수 있는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비특허문헌 검색을 위하여 심사관들에게 CiteNPL과 SearchNPL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CiteNPL은 심사관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어떠한 비특허문헌이라도
심사관용 내부 시스템으로 가져와 쉽게 인용 및 참증할 수 기능을 제공한다. SearchNPL은
900만 건 이상의 비특허문헌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공하여 심사관이 편리하게
비특허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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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EPO SearchNPL 사용예시

일본특허청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일본 국내 특허 데이터베이스,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등, 3개의 클러스터(Cluster) 구조의 검색
시스템이다. 모든 데이터는 IPDL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한 번의 쿼리 입력으로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특정

분야를

위한

자체

구축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로는

ICIREPAT와

같은

합금분야(alloy)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도구 사용, GIAS(Genetic Information
Analysis Service)와 같은 바이오 분야를 위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조회 등이 있다.
이외에 30여 개 이상의 비특허문헌을 구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특허청(JPO)은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데이터와

일본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보(Gazette)도

포함하고

있으며,

제

19세기말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55.5백만 건의 문건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IPDL 서비스는 1999년 3월부터 개시 되었으며, 2004년 10월부터는 INPIT(National

장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76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PAJ(Patent Abstract of Japan)는 IPDL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람이 일부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번역한 일본 특허문서의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 PAJ는 1993년부터 법적 상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일본특허청(JPO)의 경우 비특허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CS (Computer &
Software)와 그 외 NPL(Non Patent Literature)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특허 검색 시 유관된 비특허문헌을 함께 통합 검색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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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이 1997년부터 CSDB(Computer Software Database)를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과 특허 출원의 증가; 두 번째, 소프트웨어 매뉴얼과 같은 문헌을
입수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 출원 특허가 공개되어 검색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혁신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네 번째, 컴퓨터 관련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급증됨에 따라 재무나 금융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IP5의 각 특허청들은 심사관들의 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법의 비특허문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과 같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가공,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분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검색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특허청이나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 표준기술문서, 심사관들의
심사기록, 카탈로그 등 일부 데이터가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요하게 인용 및 참증되는 발행기관으로부터 입수된 데이터가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비특허문헌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가별 산업발전 환경이나 분야에 따라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특허상표청이 IBM 특허를 자체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한 것과, 일본특허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CSDB,
합금분야에 득화된 ICIREPAT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 있다.

2. IP5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구독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구독은 여러 개의 저널을 함께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
구독의 형태와 개별 저널을 구독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한국특허청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료 개별 저널 구독 서비스를 제외한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구독과 개별 저널 구독
비특허문헌 모두를 조사할 수 있었으나, 한국특허청을 제외한 IP5 특허청의 경우, 공개된
정보로는 모든 구독 서비스를 파악할 수 없었다.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독하는 비특허문헌 서비스의 경우는 대부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개별 저널
형태의 구독 서비스는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IP5가 공통으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개별 저널의 구독 서비스는 모두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표 5.7]에서 표기된 각 선진특허청 비특허문헌 구독 개수는 한국특허청을
제외하고는 전수조사에 의한 숫자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비특허문헌 구독 현황 [표 5.5]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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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허청이 구독하는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구독인지 개별 저널 형태의 구독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비특허문헌 중 저널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외한, 기술 표준, 전자책(e-Book),
각종 로그 및 강의관련 자료 등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 관리하고 있겠으나, 그 보유
및 구독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보 제공의 원천을 정화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조사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IP5 특허청의 비특허문헌의 개수로 단순 비교하여 구독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나, 한국특허청과 비교하여 유럽특허청이나
미국특허상표청이 구독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특허청이
확장 및 보완해야 할 비특허문헌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유럽특허청의

경우

타

IP5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가공,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허 데이터와 통합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 업무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선진화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구독문헌의 종류와 개수에서도 각국 특허청은 상이한데, 대부분 세계적인 메이저급 논문,
저널 등의 비특허문헌과 표준 기술 문서 등에 대한 구독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발전 분야, 과학기술발전 분야가 다름에 따라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표 5.5] IP5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비교
비특허문헌 통합 검색
특허 연계 통합 검색
자체 데이터베이스

KIPO
O
△
▲

EPO
O
O
O

USPTO
△
△
▲

JPO
△
△
O

CNIP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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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사용 데이터베이스 및 저널 통합 검색 가능 )
( △: 일부 기록 문서와 심사관 이력 등 제한적 통합 검색 가능 )
( ▲: 저널형태의 비특허문헌이 아닌 기술문서, 각종 로그, 강의 자료 등 )
한국특허청의 개별 저널 분류 기준은 2018년 현재, 2개 이상의 저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로, 1개 저널 구독의 경우에는 개별 온라인 저널 구독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개”로, 저널의 경우 ‘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아래 [표 5.6]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출판사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출판사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계약 상대방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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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는 IP5 각국이 구독 및 사용하고 있는 비특허문헌을 발행 및 출판 주체(기업,
기관 등 Publisher) 및 분야(종합, 화학/의학/바이오, 전기/전자, 기계/설비, 기타)를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며, 해당 비특허문헌을 해당 특허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경우 “(O)”,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이면서 전문을 포함하는 경우 “(I-F)”, 자체 데이터베이스이면서
요약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I-A)”형태로 기술하였다. 주요 검토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저널(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이 공동으로 구독하고 있으나 한국특허청은 구독하지
않는 목록)은 붉은 색 테두리 및 연한초록 배경색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표 5.6] IP5 비특허문헌 구독 현황 (발행기관별)
Publisher

Service

구분

KIPO

Britannica
CCDB
CCPD

Britannica

종합

O

Journal

종합

O

Journal

종합

O

Cornell Univ.

Library

종합

CSPD

Journal

종합

EBSCO Online

ASP, BSC, Computer Source

종합

ECS

Elsevier

EPO

USPTO

O
O
개별
저널
O

Journal of Electrochemical Society

종합

Science Direct

종합

EMBASE

종합

O(I-A)

COMPENDEX

종합

O(I-A)

Engineering Information

종합

O(I-F)

Scopus

종합

O

O

O

O

O

Faulkner

Technical Report

종합

O

Highwire

종합

O

IBM

Journal of R&D

종합

IP.com

Disclosures

종합

JDREAM III

JDREAM III

종합

O(I)
O

Wiley On-line

종합
종합

O

Kirk-Othmer

종합

O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
Technology

종합

O

JSTOR

Business & General Science Collection

종합

KISS(한)

KISS

종합

O

O

O

O
O

NURIMEDIA(한)

DBPia

종합

O

OUP

종합

O

PNAS

PNAS journals

종합

개별
저널

ProQuest

ProQuest Dialog

종합

O

QUESTEL

QUESTEL

종합

O

Springer Link

종합

O

Nature

종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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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xford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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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별
저널

Cochrance Library

Springer Nature

CNIPA

O(I)

Highwire Press

John Wiley & Sons

JP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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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er & Kluwer Journals

종합

O(I-F)

Springer Nature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종합

O(I-F)

Thomson (Clarivate)

Web of Science

종합

학술교육원(한)

e-artical

종합

O

Science

화학/의학/바이오

O

Science Signaling

화학/의학/바이오

O

Cancer Research

화학/의학/바이오

개별
저널

O(I)

ACS

화학/의학/바이오

O

STN

화학/의학/바이오

STN-Chemical Abstract
STN-Merck Index
Nano Letters

화학/의학/바이오

Chemical Review

화학/의학/바이오

AAAS
AACR

ACS Publications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화학/의학/바이오

O

O

O

O

O

화학/의학/바이오

O

O

O

O

O
O
O

ASBMB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화학/의학/바이오

개별
저널

ASH

blood - journal

화학/의학/바이오

개별
저널

ASM

Journa of Virology

화학/의학/바이오

개별
저널
O

O

O

ASPB

ASPB

화학/의학/바이오

Biomed Central,
Chemistry Central,
PhyMat Central

Open Access

화학/의학/바이오

BioOne

BioOne Complete

화학/의학/바이오

O

CambridgeSoft (Perkin
Elmer)

Merck Index–Online

화학/의학/바이오

O

CSJ Publication

BCSJ

화학/의학/바이오

O

O

O

O

IET

INSPEC

화학/의학/바이오

O

O(I-A)

O

O

IFIS

O(I-F)

Food & Science Tech. Abstract (FSTA) 화학/의학/바이오

O

O(I-A)

Informa
(Taylor&Francis Group)

Expert Opinion Therapeutic Patents
(지식재산권)

개별
저널

화학/의학/바이오

Mary Ann Liebert

Mary Ann Liebert

화학/의학/바이오

Medical Online

Journal

화학/의학/바이오

OVID

OVID–Journal

화학/의학/바이오

RSC Publishing

RSC

화학/의학/바이오

O

Sage Publication

Textile Research Journal

화학/의학/바이오

개별
저널
O

제

O

5

O
O
O

O

장
O

SPIE

SPIE Library

화학/의학/바이오

O(I-F)

O

Thomson (Clarivate)

BIOSIS

화학/의학/바이오

O(I-A)

O

O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Medicine(MEDLINE)

화학/의학/바이오

O(I-A)

O

O

ACM

Digital Library–Journal

전기/전자

O(I)

O

O

O

Applied Physics Letter

전기/전자

O

Journal of Applied Physics

전기/전자

AIP

전기/전자

O

O(I-F)

O

O

O

APS

APS

전기/전자

O

O

O

O

O

Cell Press

Journal

전기/전자

AIP Publications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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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IEEE/IET

전기/전자

O

IEICE

전자정보통신학회논문집

전기/전자

개별
저널

Ingenta

Water Environment Research

전기/전자

개별
저널

ION

Journals

전기/전자

JJAP

전기/전자

O

IOP

전기/전자

O

IOP Publishing

O(I-F)

O

O

O

O

O

O

O

O(I-F)

O

O

O

O

O

O

O(I-F)

Open Mobile Alliance

Journals

전기/전자

OSA Publishing

OSA

전기/전자

O(I-F)

Usenix

The Advanced Computing System
Association

전기/전자

AES

Journal of the Audio Engineering Society

기타

개별
저널

Bloomberg BNA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Web

기타

개별
저널

Globe White Page

IAM Magazine

기타

개별
저널

HeinOnline

HeinOnline

기타

INTA

Trademark Reporter (지식재산권 – 상표)

기타

Kenneth Mason
Publication

Research Disclosure On Web

기타

LawnB(한)

LawnB(한)

기타(법률)

O

TAPPI

TAPPI Journal

기타

개별
저널

TKC

TKC Law

기타(법률)

O

Westlaw

Westlaw

기타(법률)

O

Westlaw Japan

Westlaw Japan

기타(법률)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지식재산권 – 특허)

기타

개별
저널

日本関税協會

CIPIC journal (지식재산권)

기타

개별
저널

O

O

O

O

O
개별
저널
O

O
O

O

O

O

O

O

O

O

(위 표에서 표준기술문서는 제외. 약어의 설명은 [별첨 A5]에 정리)

위 표에서 제공하는 각 특허청의 구독 정보는 몇 가지 이유에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비특허문헌의 종류가 다양하고 유사한 문헌들을 여러 출판사 또는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각 특허청별로 구독 및 사용하고 있는
비특허문헌의 전체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표에서
조사된 IP5 각 특허청의 구독 데이터베이스 및 저널은 각 특허청이 구독하는 모든
서비스를 조사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IP5가 공통으로 구독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베이스 및 저널에 대한 현황은 모두 조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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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활용 방안
앞에서 정리된 비특허문헌 서비스 내용을 종합해 보면, IP5가 공통으로 구독하는
서비스와, 한국특허청이 확보하지 못한 서비스 중,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이
공통으로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이 각각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한국특허청은 아래의 [표 5.7]을 참고하여 구독 확대 후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대상으로는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이 공통으로 구독하고 있지만 한국특허청이 미
확보한 7개의 목록(Scopus, ProQuest, ACM, MEDLINE, Web of Science, Westlaw Japan,
BIOSIS)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SCI, SCIE 등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높은 문헌을 제공해 주거나, 여러 분야를 종합하여 비특허문헌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비특허문헌 구독 후보의 차 순위로는 유럽특허청 또는 미국특허상표청이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특허청이 구독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각각 19개, 22개)의 검토를 제안한다.
각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이 구독하는 비특허문헌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인 전기/전자 분야, 화학/의학/바이오 분야의 비특허문헌을
구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특허청의 구독 후보도 해당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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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주요 선진 특허청 비특허문헌 구독 비교
구분

비특허문헌 리스트

종합
(3)
IP5 공동구독

EPO/USPTO
공동구독
KIPO 미확보

EPO 구독
KIPO 미확보

∙ Nature
∙ Science Direct
∙ Willey On-line

∙
∙
화학/의학/
∙
바이오
∙
(6)
∙
∙
∙
종합
∙
(3)
∙

ACS
BCSJ
Science
STN
STN-Chemical Abstract
STN-Merck Index
ProQuest
Scopus
Web of Science

화학/의학/
∙ BIOSIS
바이오
∙ MEDLINE
(2)
∙ Cornell Univ. Library
∙ IP.com
∙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종합
∙ ProQuest
(8)
∙ QUESTEL
∙ Scopus
∙ Springer & Kluwer Journals
∙ Web of Science
∙ Biomed Central, Chemistry
화학/의학/
Central, PhyMat Central
바이오
∙ BIOSIS
(4)
∙ IFIS
∙ MEDLINE

종합
(8)
USPTO 구독
KIPO 미확보

∙
∙
∙
∙
∙
∙
∙
∙

∙
∙
화학/의학/ ∙
∙
바이오
(7)
∙
∙
∙

Cochrance Library
EBSCO Online
Faulkner Technical Report
Highwire Press
JSTOR
ProQuest
Scopus
Web of Science
BioOne
BIOSIS
CombaridgeSoft
Mary Ann Liebert
MEDLINE
OVID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개수

∙
∙
전기/전자 ∙
(6)
∙
∙
∙

기타
(1)

AIP
APS
IEEE-Xplor
IOP
JJAP
OSA

16

∙ Westlaw(법률)

전기/전자
∙ ACM
(1)
7
기타
(1)

∙ Westlaw Japan

∙
∙
전기/전자
∙
(5)
∙
∙

기타
(1)

ACM
Applied Physics Letter
ION
Journal of Applied Physics
Open Mobile Alliance

18

∙ Westlaw Japan(법률)

전기/전자 ∙ ACM
(2)
∙ Usenix

21

기타
(4)

∙
∙
∙
∙

Westlaw Japan(법률)
Boomber BNA
HeinOnline
Kenneth Mason Publication

(*종합 분야는 여러 분야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기/전자 분야는 물리, 통신 분야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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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7]에서 유럽특허청 및 미국특허상표청이 구독하지만 한국특허청이 구독하지
않는 목록 중 본 보고서의 조사 기업인 Clarivate Analytics의 Web of Science와
ProQuest의 서비스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작성한 4장에서 각
기업별로 확인할 수 있다.
- ProQuest 서비스 부연 설명
ProQuest는 전 세계 출판사, 정부기관, 대학교, 학회, 연구소, 언론사, 컨퍼런스
등으로부터 비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학술문헌 및 학위논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보고서, 뉴스 및 기사, 컨퍼런스 발간자료까지 약 5억 건의 다양한
비특허문헌을 제공한다.
검색 언어는 영어를 포함한 40여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ProQuest는 조사 대상 기업
중 유일하게 비특허문헌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14개 언어에 대한 실시간
기계번역을 지원한다. 따라서 ProQuest의 사용자는 비특허문헌에 대한 언어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ProQuest는 고급 검색 기능으로서 도형이나 표 관련 필드를 활용하여 검색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 검색, 연관어 검색 가능, 출판물 및 저자 검색 필드
제공 등 30여 개의 추가 필드를 제공하여 검색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 Web of Science 서비스 설명
Clarivate Analytics는 4장에 기술된 SCI, SCIE, SSCI, AHCI, ESCI 등 학술지 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인 WoS나 DI
플랫폼을 활용하면 선행기술 조사 시 SCI급의 국제 저명 학술지의 검토 및 통합 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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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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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는 180,000여 종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 그리고 단행본 80,000여
종의 학술정보 등 약 14억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중국국가지식산권국에서 WoS를 사용하여 선행기술 조사에
참고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 형식은 기업의 DI, WoS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자체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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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선정 기준
한국특허청의 비특허문헌 구독 및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돕고자 3가지 정량적
항목과 2가지 정성적 항목을 도출하였다. 정량적 항목으로는 ‘연간 사용횟수’, ‘문헌단위의
인용비율’, ‘비용 대비 효용평가’를 선정하였으며, 정성적 항목은 ‘문헌의 영향력 평가’,
‘심사관 구독 요청’을 도출하였다. 선정 기준의 내용은 4장. 4절. 6항에서 설명되어 있지만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부분만 다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5.8] 한국특허청 비특허문헌 구독 주요 검토 항목
구 분

정량적 항목

정성적 항목

항 목

내 용

연간 사용 횟수

∙ 한국특허청 내 심사관/선행기술 조사원이 문헌을 사용하는
횟수

문헌 단위의 인용 비율

∙ 한국특허청 내 심사관/선행기술 조사원이 인용하는 비율

비용 대비 효용 평가

∙ 인용비율, 사용횟수와 문헌 사용 비용을 비교하여 평가

문헌의 영향력 평가

∙ 각 문헌 해당분야에서의 영향력 (선진특허청 구독여부, 문헌
의 수준 객관적 평가 결과)
∙ 참조지표 : Impact Factor

심사관 구독 요청

∙ 한국특허청 내 심사관/선행기술 조사원의 구독요청 빈도

정량적 항목에서 ‘연간 사용 횟수’는 한국특허청에서 심사관이나 선행기술 조사원이 해당
문헌을 검색하는 빈도이다. 자주 사용하는 문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문헌은 무엇인지, 잘 사용하지 않는 문헌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구독 여부
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문헌 단위의 인용비욜’은 문헌이 한국특허청 내 심사관 혹은 선행기술 조사원에게
얼마나 인용되는지의 비율을 뜻한다. 인용 비율은 국가 활용 지표로도 사용되는 InCities
등을 참고하여 국가별, 분야별 총 논문수를 기본 데이터로 하고, 인용된 논문의 비율, 평균
피인용 횟수 등으로 파악 가능하다.
‘비용 대비 효용 평가’는 위의 두 항목인 연간 사용 횟수, 문헌 단위의 이용 비율과
문헌의 사용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을 확인한다. 제한적인 예산에서 비용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심사관이나 선행기술 조사원에게 풍부한 문헌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정성적인 항목으로‘문헌의 영향력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문헌이 다른 주요
선진특허청에서 구독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한국특허청에서도 구독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학술문헌 수준의 평가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Impact Factor 등의 지수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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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구독 요청’은 주기적으로 심사관이나 선행기술 조사원이 필요로 하는 문헌을
파악하고, 어떤 문헌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를 근거로 하여 비특허문헌의 구독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특허청은 비특허문헌의 구독 및 확대 시 [표 5.8]에서 정리한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구독 중인 문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심사관 구독 요청’을 제외한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구독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구독 중인 비특허문헌에
대해서는 ‘심사관 구독 요청’을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문헌의 영향력 중심으로 나머지 4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참조하여 구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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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기술 조사를 포함하는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한국특허청을 비롯한
IP5의 데이터 현황 및 데이터 서비스를 조사하고, IP5가 활용하고 있는 민간 IP 기업의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심사관 및 선행기술 조사 담당자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와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청의 심사품질 제고 및
발전방안의 제언을 위해 ‘IP5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주요 개선활동’, ‘IP5 산업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현황’, ‘IP5 데이터 서비스 현황’,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주요 선진 특허청은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및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의
적시성 확보와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의 ‘완전하고, 유용하고,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고품질
특허정보를 제공’, 미국특허상표청의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검색 가능한 특허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 증대’, 일본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적 개선 노력 강화’,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관리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를 근간으로 각 해외청은 체계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의 ITR(Information

Technology

Roadmap),

미국특허상표청의 특허 단일 플랫폼(PE2E, Patent End to End) 구축 프로젝트, 일본특허청의
인공지능강화 및 통합 플랫폼(J-Platpat) 구축, 중국국가지식재산권의 지식재산권 중요성 인식
강화 및 확대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각국 사례와 같이 IP5 해외 선진 특허청은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 데이터 서비스 발전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통합 플랫폼 개발, 번역 체계 강화, 인공지능 도입 등 다양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개선 활동에 따라 선진 특허청은 각자의 ‘데이터 확보 강화’ 및 ‘데이터
서비스 개선’,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활용’을 통해 선행기술 조사 지원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대한 선진 특허청의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특허청의 데이터 서비스 발전방향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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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청 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특허 부분에서는 ‘특허 데이터번역 및 탑재’,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활용’, ‘데이터서비스
(분류체계 중심)’ 관점의 시사점과 KIPO의 데이터서비스 발전방향 정의하였다.
주요 선진 특허청은 심사관이 모국어 또는 단일 언어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해외 104개국의 특허 데이터 서지 및 초록을 공식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자체 번역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간 IP 기업이 제공하는 특화된 정보를 통한
추가적인 기술 분석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과 일본특허청은 자체 구축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 국가 범위(11개국)는 작으나, 영어로 제공되는 민간 IP 정보를
활용하여 자체 보유 특허 데이터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일본어
인터페이스

등의

민간

IP정보

서비스

활용으로

검색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과 일본특허청은 주요국 특허 데이터를 자체 번역하고 있으며, 영어 및
자국어로 제공되는 민간 IP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언어 장벽 해소 및 검색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처럼 각 선진 해외청은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위에서 기술한
데이터 보유 범위 확대 및 언어 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민간 IP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의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특허 검색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술전문가가 특허 공보를
재작성하여 13개의 필드로 재작성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와 연관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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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데이터, 소송 데이터 등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제 특허 보유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민간 IP 기업에서 가공한 특허의 상세 설명 정보로 검색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분류체계와 함께 각 청에서 개발한 분류체계/민간분류체계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ECLA, 미국은 USPC,
일본은 FI 및 F-Term 등 각 국에 적합한 자체 기술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도입하였고,
추가적으로 주요 선진 해외청들은 민간분류체계까지 함께 활용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특허 부분에서의 선진 해외청의 데이터 서비스 현황에 따라 한국특허청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 째로, 민간 IP 정보 서비스 기업 도입이다. 민간
IP 기업이 가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특허 데이터의 확대와 검색 정확성 향상 등 선행
기술분석 품질 제고를 위한 민간 IP 기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해외 특허 데이터의
한국어 번역 강화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심사관의 해외 데이터 검토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추가 분류체계
도입 검토이다. 선행기술 검색 정확도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발전 동향과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특허청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
각 국가 및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다수의 새로운 기술이 출현 및 기존의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선행기술 조사 시 비특허문헌 검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 특허청의 비특허 보유 및 구독 현황,

특징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한국특허청의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진 특허청은 가능한 많은 비특허문헌을 구독하여 심사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은 현재 24개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으며, 유럽특허청은 32개,
미국특허상표청은

35개,

일본특허청은

21개,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22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주요 해외 특허청의 경우 모두 특허데이터베이스와 구분되는 별도의 학술문헌 비특허

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특허청은 20여개 이상의 상용 비특허

6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럽

장

특허청의 심사관은 선행기술 조사 시 다른 특허청보다 월등히 많은 비특허를 통합검색 할 수
있어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핵심특허 출원, 보유 등의 결과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E2D2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주요 저널, 보고서 기사 등
15,000건의 비특허문헌 통합 검색이 가능하며, 일본특허청은 민간 IP 기업인 JdreamIII의
비특허 데이터를 자체 NPL 데이터베이스 탑재하여 통합검색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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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야” 비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의학관련”
비특허문헌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이 특징으로 다른 산업보다도 의학에 관하여
비특허문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특허청의 비특허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으로는 ‘비특허문헌 구독 확대’와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 검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강국인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에서 구독 중인 문헌을 참조하여 영향력과
최신성이 높은 문헌을 중심으로 구독확대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차 확대
후보로써,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높은 문헌 종합 비특허문헌(SCIE 전체 문헌 제공, 통합 검색
제공

등)을

검토하고,

2차

후보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분야인

전기·전자분야,

화학·의학·바이오 분야의 비특허문헌을 구독 확대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특허청은 현재 학술문헌보다는 표준 기술 문서 중심의 자체 비특허문헌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지는 않으므로 학술문헌 검색을 위해서는
NPIS의 별도 접속이 필요하고, 다른 해외 특허청에 비해서 특허 및 학술문헌의 통합 검색은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심사관에 요청 및 문헌의 중요도에 따라 학술문헌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검색 편의성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 민간 IP 기업 및 비특허문헌 주요 검토 항목 도출
한국특허청 데이터 서비스 발전의 고려사항으로 언급한 민간 IP 기업 도입 및 비특허문헌
구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선진 특허청의 심사관과 민간 IP기업 전문가의 질의 및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민간 IP 기업 서비스 주요 선정 기준’ 및 ‘비특허문헌 구독 주요
검토 항목’을 도출하였다.
민간 IP 기업 서비스 주요 선정 기준으로는 ‘제공 정보의 전문성’, ‘심사관 검색 편의성’,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성’, ‘특허 데이터 분석기능 다양성’의 네 가지 항목을 도출하였다.
비특허문헌 구독 주요 검토 항목으로는 ‘연간 사용 횟수’, ‘문헌 단위의 인용 비율’, ‘비용 대비
효용 평가’, ‘문헌의 영향력 평가’, ‘심사관 구독 요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특허청의 데이터 서비스 발전방안으로 ‘민간 IP 기업 서비스 도입’, ‘해외
특허 데이터의 한국어 번역 강화’, ‘추가 분류 체계 도입 검토’, ‘주요 비특허문헌 구독 확대’를
제안하였다. 해당 발전방안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추세에 맞는
심사품질을 선도하며 “강한특허”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 서비스 발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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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A1

EPO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 검색 방법 사례

EPO의 심사관들은 대부분 선행기술 조사 시 전문 확인 전에 초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DOCDB과 DWPI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본 별첨에서는 DOCDB와 DWPI 두
데이터베이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예시를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DOCDB의 초록 문헌은 단순히 타이틀(Title)과 요약(Abstract)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DWPI의 초록 문헌은 Clarivate Analytics의 기술영역별 전문가들이 직접 발명의 내용을
검토하여, 타이틀(Title) 및 초록(Abstract)을 재작성하고 추가적인 하위 필드를 생성하고
있다.
[그림 A1.1] DOCDB와 DWPI의 초록 문헌 비교 예시

구체적인 DWPI의 초록 문헌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Novelty, Use, Advantage, Drawing
Description, Activity, Mechanism, Detailed Description, Technology Focus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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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1] DWPI 초록 문헌 내용
구분

주요 내용

DWPI Title
Novelty
Use

DWPI
Abstract
하위 검색
필드

∙ 기술 분야 + 발명의 용도 + 신규성
∙ 대표 청구항을 산업 내 통상 사용되는 기술 용어로 요약하여 작성
∙ 발명의 용도, 활용 관련 정보를 기재

Advantage

∙ 출원인이 제시한 기존 기술 대비 본 발명의 개선점을 요약

Drawing
Description

∙ 도면의 설명

Activity

∙ 제약/바이오 관련 특허의 경우 적용 증

Mechanism

∙ 제약/바이오 관련 특허의 경우 약물의 작용기전

Detailed
Description

∙ 청구항이 복잡하거나 화학식을 포함하는 경우, 독립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 필요시
제공

Technology
Focus

∙ 발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재, 종속항이나 상세한 설
명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

DWPI를 활용한 검색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wivel mount for vehicle headrest display 검색 예시
심사관은 차량용 헤드레스트 디스플레이용 스위블 마운트(Swivel mount for vehicle
headrest display)를 검색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A1.2]처럼 발명의 내용에 따라 8개로
분류된 검색개념(Search Concept)을 적용하였다. 발명의 사용(Use)에 따른 주요 키워드로
monitor, seat, injury, accident, crash, attached, pivot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사어/동의어들을 나열하였다.
[그림 A1.2] 검색 개념 (Search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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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쿼리를 작성하여 DOCDB와 DWPI의 검색한 결과를 보면 DOCDB의 경우 초록에서 2개
컨셉(display, seat)이 검색되어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에 DWPI는 초록에서 4개의
컨셉(display, seat, mount, injury)이 검색되어 아래의 [그림 A1.3]처럼 보다 다양한 키워드를
반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A1.3] DOCDB와 DWPI의 결과 비교 예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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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A2

민간 특허 패밀리(Family) 활용 사례

특허 패밀리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특허 출원의 그룹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패밀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특허
패밀리간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일 우선권 패밀리, INPADOC(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패밀리와 Clarivate가 자체로 구축한 DWPI 패밀리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단순 패밀리의 경우 아래의 [표 A2.1]과 같이 단일 우선권을 중심으로 패밀리 그룹이
형성된다. 즉, 우선권의 간접 참조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단일 우선권 기반이기 때문에
패밀리 크기가 크지 않으며, 각 문헌 간 기술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표 A2.1] 단일 우선권 패밀리 예시
특허 문헌

단일 우선권 패밀리

단일
패밀리(P2)
단일
패밀리(P3)

연속 출원
단일
패밀리(P1)

우선권

특허 문헌 1

우선권 P1

특허 문헌 2

우선권 P1

우선권 P2

특허 문헌 3

우선권 P1

우선권 P2

특허 문헌 4
특허 문헌 5

우선권 P2

우선권 P3
우선권 P3

[표 A.21]의 경우 특허 문헌 1~3은 단일 패밀리(P1), 특허 문헌 2~4는 단일 패밀리(P2),
특허 문헌 3~4는 단일 패밀리(P3)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 문헌 4의 경우 P2, P3에
중복되게 나타나며, 특허 문헌 2~3의 경우 P1, P2와 중복된다.
INPADOC 특허 패밀리는 단순 패밀리와는 반대로, 직간접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우선권을
공유하는 모든 특허를 포함하여 패밀리를 구성한다. INPADOC 특허 패밀리는 특허청에서
최초 출원할 때 제출된 특허 출원과, 타 국가의 특허청에서 우선권 기한(Priority Year) 내에
출원된 동일한 특허 출원에 의해 발생된 모든 특허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표 A2.2]
의 예시처럼 직간접적인 우선권을 고려하여 패밀리 그룹이 형성되기 때문에 단일 특허
패밀리와 달리 매우 큰 패밀리 그룹이 형성된다. 하지만 간접 참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패밀리의 기술적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리하면, 패밀리 멤버는 반드시 단일 우선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표 A.2.2]의
예시와 같이 특허문헌 1~5는 모두 동일한 패밀리 P1, P2, P3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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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2] EPO INPADOC 특허 패밀리 예시
특허 문헌

INPADOC
패밀리

연속 출원

INPADOC
패밀리
(P1, P2, P3)

우선권

특허 문헌 1

우선권 P1

특허 문헌 2

우선권 P1

우선권 P2

특허 문헌 3

우선권 P1

우선권 P2

특허 문헌 4

우선권 P2

우선권 P3

특허 문헌 5

우선권 P3

이에 비해 상용 특허 패밀리인 DWPI Family는 특허를 발명 단위로 그룹핑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패밀리를 구분한다. 기본적으로는 우선권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특허를 패밀리로 간주하며, 우선권 정보가 없는 특허라도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패밀리에 포함한다.
∙ 1단계: 신규 문서에 관한 우선권 상세 정보를 DWPI에 존재하는 기존의 문서와 비교하여
분석
∙ 2단계: 우선권 상세 정보에 대한 기존 정보가 없는 경우, 특허들은 Basic(최초의
멤버)으로 구분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DWPI 데이터베이스 내에 새로운 특허 패밀리를
생성
∙ 3단계: 기존 DWPI 기록과 매치되는 우선권 정보가 있는 신규 문서들은 Equivalent(후속
멤버)라고 구분되며, 해당 특허들은 DWPI 데이터베이스 내 패밀리로 포함된다.
[표 A2.3] DWPI 특허 패밀리 예시
DWPI 패밀리

패밀리 D1
(상호 연관된
DWPI 패밀리
record D1 &
D2

DWPI
후속
(Equiavlaents)
DWPI 패밀리
record D1
DWPI 패밀리
record D2

특허 문헌
연속 출원

우선권

특허 문헌 1

우선권 P1

우선권 P2

특허 문헌 2

우선권 P1

우선권 P2

특허 문헌 3

우선권 P1

우선권 P2

우선권 P2

우선권 P4

‘DWPI 패밀리코드 D1’을 위한 기본 문헌은 특허 문헌 1로서 이는 우선권 P1, P2, P3를

별

가지며, 우선권 P1, P2를 갖는 특허 문헌 2는 1과 균등 특허로 ‘DWPI 패밀리 레코드 D1’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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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P1, P2, P4를 갖는 특허 문헌 3은 추가적으로 우선권 P4를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패밀리(D2)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DWPI 패밀리 레코드 D1과 DWPI 패밀리 레코드 D2는 공통된 두 가지 우선권(P1,
P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Derwent DB에서 상호참조가 되며, 이는 DWPI 패밀리로
나타내게 된다.
∙ 특허 검색을 통한 패밀리 정보 예시
실제 출원된 문헌을 기준으로 INPADOC 패밀리와 DWPI 패밀리를 선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원번호: US20090327961A1 검색 시
(System and method for filtering and organizing items based on common elements)
- INPADOC Family 결과 수: 215건
- DWPI Family 결과 수 : 2건
INPADOC 패밀리의 경우 우선권 기준으로 연결되는 모든 특허 문헌을 패밀리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가 215건으로서 상당히 많은 특헌 문헌이 패밀리로 구성된다. DWPI
패밀리는 우선권뿐만 아니라 발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패밀리를 구성함으로써 2건만이
패밀리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PADOC 및 DWPI의 Family의 기준과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A2.4] INPADOC 및 DWPI의 Family 기준 및 특징
패밀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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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특징

INPADOC Family

∙
∙
∙
∙
∙

직간접적으로 우선권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특허
넓은 범위의 패밀리 멤버 포함
우선권 정보의 공유가 없는 경우 동일 발명도 별개의 패밀리로 분류
미국의 경우 분할/계속/일부 계속 출원이 동일 패밀리로 묶임
패밀리 식별 정보: INPADOC Family ID

DWPI Family

∙
∙
∙
∙
∙
∙

특허를 발명 단위로 그룹핑
기본적으로는 우선권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특허
우선권 정보가 없는 특허라도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패밀리에 포함
미국의 경우 분할/계속/일부 계속 출원이 별개의 패밀리로 분리됨
패밀리 식별 정보: DWPI Accession Number
관련 용어: Basic(최초의 멤버) &Equivalent(후속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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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술 분류 체계 활용 사례

선행기술 조사 시 키워드 검색만을 사용할 경우 부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mouse를 검색할 경우 컴퓨터 주변 기기인 mouse와 동물의 mouse가 혼동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검색을 수행하면 관심 분야에 보다 적합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분류 체계는 검색 정확성을 높이는데 매우 주요하게 사용된다.
[그림 A3.1] 키워드 및 기술 분류 체계 활용 검색 예시

기술 분류 체계의 종류는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IPC, CPC, FI,
F-TERM 등이 있다. IPC는 전 세계 모든 특허, 모든 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국제 코드이나,
특허청별로 코드 부여 기준이 다르며, 코드의 세분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서 검색 시
세부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CPC는 IPC보다 세분화된 코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을 보다 정확히 특정할 수가
있다. 또한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 기술 트렌드 파악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바이오 및 통신
분야처럼 기술의 변화가 급격한 분야는 기술 분류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류 코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EPO의 경우 심사관들에 의해 분류 코드 지정이
이루어지는데 최신 분류 코드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larivate Analytics는 DWPI 기술 분류 체계(DWPI Class,

별

DWPI Manual Code)를 개발하였다. DWPI Class는 50개국의 주요 국가 특허에 부여된
코드이며,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로 기술을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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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20개 분야의 약 280여 개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DWPI
Manual Code는 DWPI Class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분류 체계 코드로서, IPC와 유사한
수준의 세분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학/고분자 등의 화학 분야에서는 더 상세한 분류 코드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A3.1] 분류 코드
분류 코드

특징 및 활용방법

코드 사용 시 주의점

IPC

∙ 특허청별로 코드 부여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
∙ 전 세계 모든 특허, 모든 기술에 대해 부여된
∙ 상대적으로 코드 체계가 덜 세분화되어 결과
국제 코드
모집단 특허수가 너무 많을 수 있음

CPC

∙ 바이오나 통신 분야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기
∙ US, EP 등 일부 국가 특허에 부여된 코드
술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시 업데이트에 따른
∙ 세분화된 코드 체계로 관심 분야 기술을 더
코드 변경에 주의
정확히 특정할 수 있음
∙ EPO 심사관들에 의한 코드 지정은 상대적으
∙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 기술 트렌드 파악에 더
로 느리므로 기술 모니터링 시에 IPC 또는
효과적
DWPI Manual Code 를 함께 검색식에 활용
하는 게 좋음

DWPI Class

DWPI Manual
Code

∙
∙
∙
∙
∙

효율적 특허의 검색 및 분석을 목표로 Clarivate에서 창안한 코드
50개 주요 국가 특허에 부여된 코드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의 기술 분류
화학, 엔지니어링, 전자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20개 분야 약 280여개 코드로 구성
DWPI 전문가 그룹에 의한 일관된 코드 부여 기준 적용

∙ DWPI Class 보다 상세하고 세분화된 분류 체계
∙ IPC와 유사한 수준의 세분화, 다만 약학/고분자 등 화학 분야는 더 상세한 분류 코드 제공

∙ DWPI 기술 분류 코드 사용 예시
DWIPI 기술 분류 코드 활용 사례로 “자동차 원격 공기압 측정”에 대한 코드 선택 및 조합의
예시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다음의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 관련이 있는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 예비 조사를 통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특허 분류 코드를 정리
- 기술 용어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매칭되는 기술 분류 코드를 조사
- 기술 분류 코드의 분류 체계(Hierarchy)를 검토하고 적합한 코드 선택
위의 접근법을 통해 “자동차 원격 공기압 측정”에 대한 특허 검색을 위해 적절한 기술들과
코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도식하면 아래처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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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2] DWPI Manual Code를 사용한 코드 선택 및 조합 예시
“Motor vehicle remote tyre pressure measurement”

Vehicle tyre
monitoring

Measuring inflation pressure
S02-F01C4A

Remote monitoring

Monitoring using radio transmission

또한 DWPI Manual Code의 화학 및 전자 분야의 상세 분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화학 분야는 7개의 세부 분류와 86개의 DWPI Class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자 분야는 13개의
세부 분류와 195개의 DWPI Class로 구분되어 있다.
[표 A3.2] DWPI Manual Code 화학 및 전자 분야 상세 분류
분야

분류
A

Chemical Patents
Index (CPI)

Electrical Patents
Index (EPI)

B
C
D
E
F
G

: Polymers and Plastics
Class(예시): A95 (Polymer used in transport applications)
Code(예시): A12-T01 (Tyres)
: Pharmaceuticals
: Agricultural chemicals
: Food, Detergents, Water Treatment, Biotechnology
: General Chemicals
: Textiles and Paper Making
: Printing, Coating, Photographic

H,J,K
L,M
P,Q
S
T

:
:
:
:
:

U
V
W
X

:
:
:
:

Petroleum, chemical engineering, nucleonics, explosives
Refractories, ceramics, cement, electro(in)organics, metallurgy
General/Mechanical (variable class-code coverage)
Instrumentation, measuring and testing
Computing and control
Class(예시): T04 Computer peripheral equipment
Code(예시): T04-F04B1 Mouse
Semiconductors and electronic circuitry
Electronic components
Communications
Electric power engineering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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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P
CN
JP
KR
US
WO
AM
AP
AR
AT
AU
BA
BE
BG
BR
BY
CA
CH
CL
CO
CR
CS
CU
CY
CZ
DD
DE
DK
DO
DZ
EA
EC
EE
EG
EM
ES
FI
FR
GB
GC
GE
GR
GT
HK
HN
HR
HU
ID
IE
IL
IN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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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기관별 코드
국가·기관명
유럽특허청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세계지적재산기구
아르메니아
아프리카 지역 공업 소유권 기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슬로바키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독일
독일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알제리
유라시아 특허 기구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이집트
유럽연합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걸프협력회의
그루지야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온두라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인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코드
JO
KE
KG
KZ
LT
LU
LV
MA
MC
MD
ME
MN
MO
MT
MW
MX
MY
NI
NL
NO
NZ
OA
PA
PE
PH
PL
PT
RO
RS
RU
SA
SE
SG
SI
SK
SM
SU
SV
TH
TJ
TN
TR
TT
TW
UA
UY
UZ
VN
YU
ZA
ZM
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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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명
요르단
케냐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모로코
모나코
몰도바 공화국
몬테네그로
몽골
마카오
몰타
말라위
멕시코
말레이시아
니카라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산마리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엘살바도르
태국
타지키스탄
튀니지
터키
트리니다드 토바고
타이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별첨

별첨 A5
약어
ACS
OSA
AAAS
AIP
APS
IOP
ASPB
RSC
SPIE
ASH
AACR
ASBMB
ECS
ASM
TAPPI
AES
IEICE
ACM
ASP
BSC
IET
IFIS
ION
JDREAM
BSCJ
CSPD
CCPD
CCDB
INTA
IAM
CIPIC

비특허문헌 약어표
설명
American Chemistry Society
Optical Society of America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merican Physical Society
Institute of Physics
American Society of Plant Biologists
Royale Society of Chemistry
Society of Photo-Optical Instrumentation Engineers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America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merican Society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The Electrochemical Society
American Society of Microbiology
The Technical Association of Pulp and Paper Industry
Audio Engineering Society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ssociates Programs Source
Business Source Corporate
The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Service
Institute of Navigation
Japan Document REtrieval System for Academic and Medical field
Bulletin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China Science Periodocal Database
China Conference Paper Database
China Dissertation Database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Customs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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