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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절차 

(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특허청간 공동심사프로그램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EPO: European Patent Office ;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출원 

특허출원절차 



국내외 각국 특허출원일정의 실예 

1. 한국 :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2. 일본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단, 출원일이 2001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 
3. 유럽특허청(EPO) : 서치리포트 공개(Publication)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가능 
-PCT 출원에 의한 유럽 지역단계 진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제단계 국제조사보고서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하지만, 지역단계 진입기간 내라면 가능함 
*미국은 별도의 심사청구가 없음 

국가별 심사청구기간 

1.  특허출원절차 



미국특허출원 절차 

1.  특허출원절차 



2.  특허명세서 

발명의 명칭 

요약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과제 

과제해결수단 

효과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 

실시 예 

특허청구범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목적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예시) 심혈관 질환의 치료방법 

(예시) 1일 1회 심혈관 질환 치료용의 약학적 제형으로서, 칼슘채널차단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또는 전환효소 억제제의 고정용량 복합제를 1이상 속도조절 부형제와 
함께 포함함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명세서 기재요건 



주요국 특허공보 Front Page 

2.  특허명세서 

일본 

유럽 

미국 

한국 



3. 발명의 종류/특허의 종류 

方法 

材料 

物 

用途 

심혈관계 질환 치료용 복합제제 

심혈관계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심혈관계 질환 예후 진단방법 

심혈관계 질환 위험의 예측방법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방법 

심혈관용 생분해성 스탠트 

심혈관에 대한 스탠트 삽입술 훈련기구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용 C-말단 트립토판 펩타이드의 용도 

발명의 종류 

기본특허 

개량특허 

주변특허 

특허의 종류 



4. 주요국 특허청 심사 

Search Sources/Tools USPTO EPO JPO 

DWPI O 

EAST/WEST O 

DIALOG O O 

STN O 

ProQuest O O 

INSPEC O 

Internet O O O 

USPTO Web DB O O 

Espacenet O O 

J-PlatPat O O 

Internal Library O O 

Others O O O 

Derwent World Patent Index ; 전세계 특허정보; 재편집입력 

미국특허정보/판례정보 

세계 최대 데이터뱅크; 600여종의 DB 

Chemical Abstract DB; 화학관련 논문/특허; 화학구조식 검색 

세계 학술 데이터베이스 

세계 전기전자관련 논문 

미국특허 DB;  
https://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search-patents 

유럽특허 DB; https://worldwide.espacenet.com/ 

일본특허 DB;  
https://www.j-platpat.inpit.go.jp/web/all/top/BTmTopPage 

주요국 특허 심사관 조사 데이터베이스 

USPTO: 미국특허청, EPO: 유럽특허청, JPO: 일본특허청 



5. 특허정보조사 (선행조사) 

한국특허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http://appft.uspto.gov/netahtml/PTO/index.html 

https://worldwide.espacenet.com/advancedSearch?locale=en_EP 

https://www.j-platpat.inpit.go.jp/web/all/top/BTmTopPage 

미국특허  

유럽특허  

일본특허  

무료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국내 유료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http://www.wipson.com/service/mai/main.wips 

http://focust.wisdomain.net/ 

https://patentpia.com/kr/search/keyword 



6. Patent Portfolio 

특허전략 수립은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연구개발전략과 연계 



6. Patent Portfolio 

IBM과 Cross License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 

독보적인 특허 

돈 되는 특허 

특허 포트폴리오 

기업의 특허전략 



6. Patent Portfolio 

기업 특허포트폴리오의 실예 

Our patent portfolio is consistently recognized as one of the strongest in the technology industry; 
we hold close to 5,000 patents worldwide, and we continue to innovate 

Hewlett-Packard Company Ink-Jet Printer Patent Portfolio 

Toyota Nox 저감관련 특허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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