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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CPC의 이해

  1.1 CPC의 개요

   1.1.1 특허분류의 목   의의

  칼리마코스는 고  그리스 학자이자 알 산드리아 학 의 표 인 시인이다. 

기원  3세기 알 산드리아 도서  장이 된 그는 기존 문헌들을 정리하기 해 

'피나 스'를 술했다. 피나 스는 '모든 그리스 문화의 유명한 작품들의 서 '이란 

뜻으로 문헌의 형식과 주제에 따라 자 목록을 정리한 일종의 도서 분류표 다.

  당시 사람들은 피나 스를 통해 방 한 문헌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피나 스는 도서 목록을 효과 으로 분류한 세계 최 의 

검색 도구 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분류'의 이 이 비단 도서 검색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마트에서 물건을 

찾을 때, 좋아하는 음악가의 음반을 구매할 때, 우편물을 구분할 때 등 우리는 생활 

속 곳곳에서 분류의 혜택을 리고 있다.

  특허도 마찬가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매년 300만 건 이상의 

특허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각국 특허청은 많은 양의 특허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고 검색하기 해 '특허분류'에 따라 특허문헌을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국제표 인 국제특허분류(IPC)를 사용해 왔고, 2020년 

재 우리나라 특허청 데이터베이스(DB)에는 국내문헌 483만 건, 미국문헌 1,190만 

건, 일본문헌 1,800만 건, 유럽문헌 377만 건 등 총 8,896만여 건이 탑재되어 

있으며, 모든 문헌에는 IPC가 부여되어 있다.

  특허분류를 이용하면 이처럼 방 한 특허문헌에서 원하는 기술분야의 특허 정보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하학  구조, 기능, 효과 등에 특징이 

있어 키워드 검색이 어려운 문헌도 특허분류를 통해서는 검색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특허문헌이 IPC로 분류되므로 외국어에 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해외 특허문헌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 도 있다. 이에 따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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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등 주요 특허청은 특허분류를 선행기술 검색의 핵심 도구로 인식하여 

특허분류체계의 정비와 활용에 막 한 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 출원인은 특허 략을 수립하기 해 특허분류를 사용할 수 있다. 특허분류를 

활용하여 경쟁 기업의 특허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특허 권리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의 특허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공백기술에 해서는 특허 획득 략을 

수립함으로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분류는 특허 정보를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한 나침반이자 특허 

략 수립의 기반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특허분류체계를 갖추고 특허분류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그 나라의 특허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 더욱 치열해지는 특허 분쟁에 효율 으로 응하기 해서는 특허분류의 

요성을 인식하고 특허분류를 효과 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허분류를 활용해 특허 

략을 수립하는 것이 특허 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1.1.2 CPC의 배경  역사 

  ‘국제특허연구원(IIB, Insititut International des Brevets)’은 독일특허청에서 

개발된 ‘기술분류(IdT, Indeling der Techniek)’라는 분류시스템을 사용하 는데, 

이는 주로 ‘독일특허분류(DPK, Deutsche Patent Klassification)’에 기 를 둔 

것이었다. 1968년에 시행된 IPC의  이후, IIB는 IdT에서 IPC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으로 분류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 는데, 이 분류시스템은 후에 ECLA가 

되었고 1991년부터 모든 문서는 ECLA를 따라서 분류되었다.

  IPC 코드(7만여 개)는 선행기술조사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특허출원량이 많은 

특허청은 국가별로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유연성 있고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내부분류를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각국 특허청과 사용자 공동의 

로벌 분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두되어 2000년부터 3극(미국, 

일본, 유럽)간 조화 로젝트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IPC 개 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IP5(한국, 미국, 일본, 국, 유럽)간 IP5 분류 조화 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3극 특허청이 각기 다른 내부분류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3극 간의 

이해충돌로 분류조화 로젝트의 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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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내부 특허분류체계  비교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2010년 10월 특허조사의 효율성, 자원 약(재분류 

비용 감)을 하여 양청 공통 분류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력  특허분류)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2년여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 다.

  미국특허청이 100여 년 동안 유지해온 USPC를 버리는 격 인 결정을 함으로써 

국제 인 특허분류 논의의 틀을 통째로 바꿀 기가 마련되었다. 유럽심사 들이 

1930년 부터 모든 미국 특허문헌을 ECLA로 분류했기 때문에 미국특허청이 재분류 

부담 없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양 청은 CPC의 효율  개발을 해 ECLA 양식을 정리하고 유럽심사  주도로 

특정 기술분야(600개)의 분류기 을 마련하 다. 이후 CPC는 ECLA를 기반으로 

유럽의 보조분류(ICO, KW)  USPC의 일부분(BM 분야)을 통합하고 Y섹션을 

추가하여 개발되었다. CPC의 표기 형식은 알 벳과 숫자를 혼용했던 ECLA와 달리 

IPC의 방식과 동일하게 서 그룹 뒤에 숫자를 표기한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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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PC 표기의 

 

   1.1.3 CPC의 목   의의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CPC는 IPC를 기반으로 하며,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이 ECLA와 USPC를 보완한 특허분류체계로서, 효율 인 분류체계의 

구축을 목 으로 공동 개발, 리  유지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유럽특허청이 CPC를 공식 으로 사용하면서 CPC가 ECLA  USPC를 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시범 실시기를 거쳐 2015년 면 도입하여 재까지 

특허 검색  분류 목 으로 CPC를 활용하고 있다.

  CPC 정의서는 분류와 검색이 용이하도록 IPC 정의서와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분류개소의 정확한 범 와 규칙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 으로 체 

서 클래스 672개  633개에 이 정의서가 제공되었다.

  CPC의 주요 장 은 IPC보다 분류개소가 세분화되어 효율 인 선행문헌 검색이 

가능하며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특허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는 이다. 

  1.2 타특허분류

   1.2.1 IPC(국제 특허분류,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국제 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정 가입국은 ’20년 재 62개국이지만 IPC는 정 



5

가입과 무 하게 100개국 이상의 특허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 8일에 가입하 다.

  각국 특허청은 특허문헌의 분류·검색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국의 모든 출원건에 

해 IPC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한, 매년 IPC가 개정됨에 따라 각국 특허청은 

과거 문헌을 개정된 IPC로 재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특허문헌에 

포함된 기술  권리 정보에 용이하게 근하기 한 수단, 산업재산권 통계 작성 

 기술 발 의 평가를 한 도구로 IPC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 표2와 같이, IPC는 2020.01 버 을 기 으로 8개의 섹션, 131개의 클래스, 

646개의 서 클래스, 7,518개의 메인그룹, 68,030개의 서 그룹으로 구성된다.

표 2. IPC 구성(2020.01 버 )

   1.2.2 FI (일본의 특허분류, File Index)

  FI는 1996년 7월부터 일본 공개공보에 표기되기 시작하여 일본 특허문헌에만 

부여되고 있는 일본의 내부분류로, IPC를 효과 으로 세분화하기 하여 개기호, 

분책 식별 기호를 IPC 분류기호에 부가시킨 형태이다. 일본특허청은 특허 심사 시 

효과 인 선행기술 검색을 하여 FI를 부여하고 있다.

 * 개기호 : IPC의 최소단 인 그룹을 더욱 세세하게 개하기 하여 이용하는 

기호로, 101부터 시작하는 3자리수의 숫자가 사용됨

 * 분책식별기호 : IPC 는 개기호를 세세하게 개하기 해 이용하는 기호로, 

‘I’, ‘O’를 제외한 A~Z의 알 벳 1개 문자가 사용됨

  FI 분류체계는 IPC 제8 을 기 으로 설계되었으며, 1년에 1∼2회 추가, 폐지, 

갱신 등이 실시되고, FI가 개정되면 과거 문헌 체가 개정된 FI로 재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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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일본특허청은 IPC 2020.01 버 을 기반으로 FI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이다. FI는 IPC와 같이 계층을 도트(dot)로 표시하여 계층화한 구조이다.

표 3. FI의 표기 

그림 2. FI의 구조 

   1.2.3 F-term (일본의 특허분류, File Forming Term)

  F-term은 특허의 기술분야가 모호한 경우, FI만으로는 수천에 이르는 특허문헌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FI를 보완하기 하여 1999년부터 사용하 다.

F-term은 FI를 임의의 기술분야(테마)마다 각 기술 (목 , 용도, 구조, 재료, 

제법, 처리 조작 방법, 제어 수단 등)으로 재구분 는 세부 으로 구분한 것으로, 

사용자는 (목 +용도) 는 (구조+제어 수단) 등으로 F-term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재 체 기술은 약 2,600여개의 테마로 나뉘어 있고, 그  약 1,800여개(70%)의 

테마에 F-term이 부여되고 있다.

그림 3. F-term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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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erm은 테마코드와  기호  숫자로 구성된다.

그림 4. F-term의 구조 

   1.2.4 USPC (미국의 특허분류, US Patent Classification)

  USPC는 IPC와는 상이하게 기능 주로 분류되어 IPC 생성 부터 미국에서 

사용되던 특허분류체계로서 Electronic, Chemical, Mechanical로 구분되는 3개 

Group, 450여 개의 클래스, 15만여 개의 서 클래스로 구성된다.

  USPC는 클래스/서 클래스 형식으로 표기된다. ) 417/64

그림 5. USPC의 구조 

  미국특허청은 CPC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USPC와 병행 사용하 으며, 

2015년부터는 CPC만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USP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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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 인 IPC와의 구조  차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1.2.5 ECLA (유럽의 특허분류, European patent CLAssification)

  ECLA는 유럽특허청에서 사용한 특허분류체계로서 IPC의 기 가 되었고, 

IPC보다 약 6만여 개가 많은 약 13만여 개로 구성되어 기술의 특성을 더 세 하고 

정확하게 표 한다.

  ECLA는 IPC의 서 그룹 뒤에 알 벳 는 숫자가 추가된 구조로서 IPC보다 

기술의 특징을 더 세부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이 2013년 1월부터 미국과 

공동 개발한 CPC를 사용함에 따라 ECLA는 2012년까지만 사용 후 폐기되었다.

그림 6. ECLA의 구조  표기 

   1.2.6 기타 특허분류체계

  상기 언 된 특허분류체계 외에 독일의 DEKLA, 1970년 이  유럽의 IdT 

(Indeling der Techniek), 2013년 이  유럽의 ICO(Indexing COdes)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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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체계가 있다. 이  ICO는 인덱싱 코드(제2 의 분류 기호와 인덱싱 코드 

참조)로서 특정 변환 방식을 통해 CPC 분류체계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1.3 CPC의 계층 구조

   1.3.1 CPC의 구조

  CPC 분류표는 ‘메인 트 크’, ‘인덱싱 코드’(‘2000 시리즈’라고도 불림), ‘Y 섹션’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IPC와 비교할 때 CPC의 가장 큰 특징은 부가정보로 부여하는 인덱싱 코드(2000 

시리즈)와 Y 섹션의 존재이다. 이들에 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표 4. CPC 분류표의 구성

    1.3.1.1 메인 트 크(Main trunk)

  CPC는 IPC와 마찬가지로 섹션, 클래스, 서 클래스  메인그룹 는 

서 그룹의 계층  구조이며 하나의 서 클래스 기호에 1~3자리 숫자, 사선(/)  

2~6자리 숫자가 IPC 표 에 따라 구성됨으로써 IPC보다 세분화된 형태이다. 

그림 7. CPC의 구조  표기 

  메인 트 크에서 CPC의 분류개소에 상응하는 IPC의 분류개소가 존재할 경우 

일반 으로 그 CPC 타이틀(title)은 해당하는 IPC 타이틀과 동일하다.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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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의 분류개소가 존재하지 않아 CPC로만 추가된 정보는 호 { } 사이에 

기재된다.

그림 8. CPC 분류표의 

  CPC 분류표는 넓은 기술분야(서 클래스)를 세분하는 분류 개념을 정리한 

구성도이다. 이 개념들은 특정 유사성 는 련성( : 기술  특징)을 바탕으로 

그룹화되어 계층  구조로 정리되어 있다. 그룹 분류 단 에서 계층의 최상단에 

치한 그룹(더 이상의 모그룹이 없는 그룹)이 ‘메인그룹’이다. 메인그룹 에는 

도트가 없고 CPC 기호가 항상 ‘/00’으로 끝난다( : G06F 5/00, H01L 21/00). 

메인그룹 하단에 들여쓰기로 시작하는 그룹이 ‘서 그룹’이다. 각 서 그룹은 

모그룹인 메인그룹으로 분류된 개념을 더욱 세분화( 는 제한)한다.

  CPC 분류표는 사용자가 필요한 분류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층 구조로 

표기된 그룹과 그 타이틀 외에도 주(note), 참조(reference), 주의(warning), 

표제(guidance heading)와 같은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룹 타이틀과 그룹 기호는 해당 그룹으로 분류된 기술 주제와 그 하 그룹을 

정의한다(각 CPC 그룹의 타이틀은 모그룹의 타이틀과 표제 범  내에서 해석된다). 

따라서 특허문헌이 어떤 그룹으로 분류되려면 해당 그룹의 범 뿐만 아니라 

모그룹의 범 에도 속해야 한다.1)

  CPC는 국식 어로 작성된다. 기본 으로 미국식 어와 매우 유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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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도 있다. 다음은 미국식 어와 국식 어의 이다. 

표 5. 미국식 어  국식 어의 

  CPC 타이틀의 용어는 반드시 USPC 서 클래스에 쓰인 용어와는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를 들면, CPC 그룹 타이틀을 복수로 표기했다고 해서 그 

그룹에 꼭 여러 개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로 표기되어 있어도 

요소 하나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다음 서 그룹의 는 단일 는 복수의 

풍선(Balloons)을 모두 포함한다.

) A61B 1/00082   .... {Balloons}

  등  그룹 즉, 도트 개수와 모그룹이 같은 그룹 사이에는 상  우 가 

부여되지 않는다. 등  그룹 간 우 는 해당 부분을 장하는 분류 규칙, 이를테면 

최 개소우선규칙(First Place Priority Rule, FPPR), 최후개소우선규칙(Last Place 

Priority Rule, LPPR) 는 우선 지시 주(precedence note) 등이 있을 때만 

결정된다.

    1.3.1.2 인덱싱 코드(Indexing codes) 는 2000 시리즈(2000-series)

  CPC의 인덱싱 코드는 IPC 분류표  유럽특허청에서 사용하던 ICO, KW 코드를 

도입한 것으로 그룹 기호가 2000으로 시작하므로 2000 시리즈라고도 불린다. 

참고로 Y섹션에는 2000 시리즈 기호가 없다.

  인덱싱 코드로의 분류는 메인 트 크  정의서에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비의무  분류로서 부가정보의 할당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ICO를 도입한 그룹들은 메인 트 크 그룹을 그 로 복사한 그룹(‘거울(mirrored) 

인덱싱 코드’라고 한다), 메인 트 크 그룹을 더 세분화한 그룹(‘세분화(breakdown) 

인덱싱 코드’라고 한다)  세분화 규칙과는 다른 기 으로 직교 개념을 도입한 

그룹(‘직교(orthogonal) 인덱싱 코드’라고 한다)으로 구성된다. 

  세분화 인덱싱 코드는 계층 으로 상 의 메인 트 크 그룹에 해 기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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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고 많이 세분화된 코드이다. 과거에는 메인 트 크와 그것의 하 에 배치된 

인덱싱 코드 사이에 회색으로 표시된 거울 그룹인 ‘개소 구분(place holder) 그룹’ 

코드가 배치되어 특허문헌에 세분화 그룹을 부가정보로 부여하는 노력이 소홀해진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4년 10월부터 거울 그룹을 표시하지 않고 

세분화 그룹을 메인 트 크 간에 삽입한 ‘ 간 삽입(interleaved)’ 분류표를 

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세분화 그룹을 포함한 체 구조를 더 악하기 쉽게 하여 

부가정보를 더 정확하고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다.2) 

  메인 트 크

  메인 트 크

  메인 트 크

  인덱싱 코드

  인덱싱 코드

G06F 3/06

G06F 3/0601

G06F 3/08

G06F 2003/0601

G06F 2003/0691

. Digital input from or digital output to record carriers

.. {Dedicated interfaces to storage systems}

.. from or to individual record carriers, e.g. punched card

.. {Dedicated interfaces to storage systems}

.. {buffering arrangements}

표 6. 과거 메인 트 크  세분화 인덱싱 코드의 

  메인 트 크

  메인 트 크

  메인 트 크

  메인 트 크

  메인 트 크

  인덱싱 코드

  인덱싱 코드

       …

  메인 트 크

G06F 3/06

G06F 3/0601

G06F 3/0602

G06F 3/0628

G06F 3/0668

G06F 2003/0691

G06F 2003/0692

      …

G06F 3/08

. Digital input from or digital output to record carriers

.. {Dedicated interfaces to storage systems}

... {specifically adapted to achieve a particular effect}

... {making use of a particular technique}

... {adopting a particular infrastructure}

.. {buffering arrangements}

.. {digital I/O from or to direct access storage devices, 

e.g. magnetic, optical, magneto-optical disc]

…

.. from or to individual record carriers, e.g. punched card

표 7. 2020.08 버  메인 트 크  세분화 인덱싱 코드의 

  직교 인덱싱 코드는 세분화 인덱싱 코드의 경우처럼 단일 계층 으로 상 의 

메인트 크 그룹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일반 으로 해당 서 클래스의 여러 그룹과 

련이 있으므로 분류에 을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직교’라고 말한다. 즉, 직교 

인덱싱 코드는 메인트 크의 분류라인에 ‘직교’한다. 새로운 직교 인덱싱 코드는 

메인트 크 내에 새로운 그룹 형성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여되도록 한다. 

호 { }는 직교 인덱싱 코드에 사용하지 않는다.

   http://www.cooperativepatentclassification.org/cpcSchemeAndDefinitions/ExplanationInterleav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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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트 크

  직교 인덱싱 코드

  직교 인덱싱 코드

  메인 트 크

  직교 인덱싱 코드

  직교 인덱싱 코드

G06F 3/033

G06F 2203/033

G06F 2203/0331

G06F 3/041

G06F 2203/041

G06F 2203/04101

. Pointing devices displaced or positioned by the user

. Indexing scheme relating to G06F 3/033

.. Finger worn pointing device

... Digitisers

. Indexing scheme relating to G06F 3/041-G06F 3/045

.. Finger worn pointing device

표 8. 직교 인덱싱 코드의 

  IPC의 인덱싱 코드는 그 로 CPC에 복사되었고, CPC 인덱싱 코드에서 사용된 

넘버링(2000+)과의 일 성을 해 본래 IPC 인덱싱 코드 앞에 2를 붙인다.

  IPC

  CPC

F21Y  101/00

F21Y 2101/00

Point-like light sources

Point-like light sources

표 9. IPC 인덱싱 코드  CPC 인덱싱 코드의 

  일부 서 클래스( : F21W, F21Y)는 색인용으로만 사용된다. 이런 서 클래스는 

다른 서 클래스(들)로 분류된 기술 주제의 색인 역할을 한다.

    1.3.1.3 Y 섹션(Y Section)

  Y 섹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기존의 IPC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 주제를 다루기 

해 유럽특허청이 ECLA에 도입한 분류이다. Y 섹션 기호는 부가정보로만 

할당된다. 

표 10. Y 섹션의 구성

    1.3.1.4 하이 리드 분류표

  하이 리드 분류표는 분류 효율성을 높이기 해 CPC의 특정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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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각 하이 리드 분류표는 주분류 개소와 인덱싱 분류표로 구성된다. 

인덱싱 분류표는 분류개소로 포함되지 않는 기술 을 구체화하는 보충  

분류표이다. 하이 리드 체계로 분류 시 해당 기술에 합한 모든 분류기호가 먼  

부여된다. 그다음, 검색 목 상 유용한 정보 요소가 확인되면 먼  부여된 

분류기호(하나 이상)와 련된 인덱싱 분류표의 한 인덱싱 코드가 추가 

부여된다. 하이 리드 분류표의 주(note)는 주분류 개소와 인덱싱 분류표 모두로 

분류되기 한 요건을 개 으로 명시한다. 하이 리드 분류표를 다 (multiple) 

분류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다  분류에서는 여러   하나는 색인으로 

존재하고  하나는 주분류 개소로 존재한다. 다음은 A62D의 로 유해 성분 처리 

공정은 주분류 개소로(A62D 3/00 이하) 분류되는 한편 성분 자체는 색인으로 

분류된다.

) A62D 3/00   유해 화학물질의 화학  변화에 의해 유해 화학물질을 무해 는 

덜 유해하게 만드는 공정 (연소에 의한 유독가스 소모 F23G 7/06)

주[notes]

1.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유해한 화학물질의 험성을 근  는 감소시킴으로써 유용한 

제품, . 시멘트, 을 얻는 화학  는 물리 화학 인 공정. 

이러한 공정은 … 공정 단계를 수반하며, 이 공정 단계가 신규하고 

비자명한 경우에는, 이 공정 단계는 그룹 A62D3/00로 분류된다.

 

4. 이 그룹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의 성질과 련된 그룹 

A62D2101/00의 인덱싱 코드를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1.5 분류표 설명

  CPC 분류표는 PDF 형태로 제공되는데, 분류개소의 특성  구성요소에 따라 

다른 기호와 색상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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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CPC 분류표의 표시 기호들

   1.3.2 CPC의 계층  구성

  CPC의 계층  최상층은 섹션(section)으로, A 섹션부터 H 섹션까지의 8개 

섹션과 추가된 Y 섹션까지 총 9개 섹션이 있다. 각 섹션은 클래스(class)로 

세분된다. 클래스는 서 클래스(subclass)로 세분되고, 서 클래스는 메인그룹(main 

group), 서 그룹(subgroup)으로 다시 세분된다. 서 그룹이 CPC 내 최소 검색 

단 이다. 각 섹션, 클래스, 서 클래스, 메인그룹, 서 그룹에 따라 고유한 CPC 

분류기호가 부여된다.

그림 9. CPC의 계층 구조

  서 그룹 간의 계층은 타이틀의 앞에 있는 도트의 개수로만 정해진다. 즉, 그들의 

들여쓰기 벨로만 정해질 뿐 서 그룹 번호의 자릿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주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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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1B 1/02    ·  가래; 삽

1/022   · · { 이식; 신축자재식; 다른 도구와의 조합}

1/024   · · {칼날에 부착된 발 보호구}

1/04    · · 이가 있는 것

1/06    ·  괭이; 수동경작기

1/065   · · {동력을 갖춘 것}

  상기 에서 1-도트 서 그룹 1/02가 2-도트 서 그룹 1/04보다 상  계층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의 계층구조를 그림으로 간략히 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서 그룹 간의 계층 구조

   1.3.3 섹션(Section)

  CPC 섹션은 총 9개이다. A 섹션부터 H 섹션이 모든 기술분야를 포함하고, Y 

섹션은 특수한 기술을 한 섹션이다. 각 CPC 섹션은 섹션 내 모든 CPC 클래스를 

나열한다. 다음은 9개의 CPC 섹션과 그 타이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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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섹션 인간의 필수품

  B 섹션 처리조작; 운수

  C 섹션 화학; 야

  D 섹션 섬유; 종이

  E 섹션 고정 구조물

  F 섹션 기계 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

  G 섹션 물리

  H 섹션 기

Y 섹션 새로운 기술 발 의 일반  태깅 (tagging); 

IPC 일부 섹션에 퍼져 있는 교차섹션 (cross-sectional) 기술의 일반  태깅;

이  USPC 교차참조 기술 콜 션 (XRACS)  요약에 포함되었던 기술

그림 11. CPC의 섹션 구조

   1.3.4 서 섹션(Subsection)

  일부 섹션은 서 섹션의 타이틀을 포함하는데, 이는 련 있는 클래스들을 한데 

묶을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2. CPC 서 섹션

) C섹션 – 화학; 야

서 섹션: 화학

C01 무기화학

C02 물, 폐수, 하수 는 오니(슬러지)의 처리

서 섹션: 야

C21 철 야

C22 야 (철 야  C21); 철 는 비철합 ; 합 의 처리 는 비철 속의 처리( 기 

분해 는 기 동 방법에 의한 속의 생산 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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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클래스(Class)

  각 섹션은 분류의 2번째 계층인 ‘클래스’로 세분된다. 각 클래스는 클래스 기호와 

타이틀을 포함한다. 

① 클래스 기호   : 섹션 기호 뒤에 두 자릿수 숫자를 붙인다. ) H01

② 클래스 타이틀 : 클래스의 내용을 표시한다. ) H01 기본  기 소자

③ 클래스 색인 : IPC의 클래스 색인 정보가 CPC에 포함된다. 클래스 색인은 

G10에만 있다.

   1.3.6 서 클래스(Subclass)

  클래스 으로는 분류의 3번째 계층인 ‘서 클래스’들이 있다. 각 서 클래스는 

기호와 타이틀을 포함하고 서 클래스 색인  표제(guidance heading)를 

포함하기도 한다. 

① 서 클래스 기호   : 클래스 기호 뒤에 1개의 어 문자를 붙인다. ) H01S

② 서 클래스 타이틀 : 서 클래스의 내용을 최 한 정확하게 표시한다.

) H01S 유도방출을 이용한 장치

③ 서 클래스 색인 : IPC의 서 클래스 색인 정보가 CPC에 포함된다. 일부 

서 클래스에 그 내용을 개 으로 악하기 한 색인이 

있다.

④ 잔여(residual) 서 클래스 : 다른 서 클래스로 분류되지 않는 기술을 한 

서 클래스이다.  ) F21K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

   1.3.7 그룹(Group)

  그룹은 CPC의 최소 검색 단 로서 메인그룹, 서 그룹, 잔여 메인그룹이 있고, 

CPC 분류표에 모두 나열된다. 

① 메인그룹 : 도트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기호는 항상 ‘/00’으로 끝난다.

② 서 그룹 : 메인그룹을 세분하고, 기호는 사선(/)과 그 뒤에 00 외의 숫자로 

끝난다.

③ 잔여 메인그룹 : USPC의 ‘기타(miscellaneous)’ 서 클래스와 유사하다. 

서 클래스로 분류된 기술  각 메인그룹으로 세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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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남은 주제(즉, 서 클래스의 나머지 범 )가 잔여 

메인그룹으로 분류된다. 잔여 메인그룹의 타이틀은 체로 

‘달리 속하지 않는’ 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이라는 

문구가 붙는다.

) H02S 99/00 이 서 클래스의 다른 그룹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술

  타이틀을 해석할 때는 어버 의 경우 서 그룹 타이틀이 문자로 시작되면 

체로 완결된 표 으로 해석하고 소문자로 시작되면 덜 종속 개된 상  계층 

타이틀의 연속으로 읽는다. 그러나 한 버 의 경우 소문자 구분이 없으므로 

문맥을 살펴 읽거나 어버 을 참고하여 읽어야 한다.

)   H01S 3/00  이

3/14  · 활성 매질로 사용되는 물질에 특징이 있는 것

     → H01S 3/14의 타이틀은 ‘활성 매질로 사용되는 물질에 특징이 있는 

이 ’로 해석

)   H01S 3/05  · 학  공진기의 구조 는 형상

     → H01S 3/05의 타이틀은 ‘ 이 의 학  공진기의 구조 는 형상’으로 해석

  한편, CPC 각각의 그룹은 그 범 가 상호 배타 으로 서로 첩되지 않는다.

그림 13. CPC 그룹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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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CPC 표기 기호의 구성요소

   1.4.1 타이틀(Title)

  타이틀은 해당 기호가 부여된 기술의 범 를 정의한다. 일반 으로 각 CPC 분류 

단 의 타이틀은 상  계층의 타이틀을 포함하여 해석된다. 를 들어, CPC 

서 그룹의 타이틀은 상  그룹(모그룹)의 타이틀을 포함하여 해석되고, 그 

모그룹의 타이틀은 그 상  그룹, 가장 높게는 섹션의 타이틀까지 포함하여 

해석된다.

  CPC 타이틀은 체로 단일 요소(single part) 는 다  요소(multi-part)의 

형태를 취한다. 다음은 그 이다.

① 단일 요소 타이틀 : 단일 개념이나 정보로 된 주제 사항을 정의하거나 나타냄

) A47C 1/00  특수 목 을 해 변형된 의자

② 다  요소 타이틀 : 서로 다른 분류 정보 요소들이 CPC 타이틀에 함께 

기재되었을 때 세미콜론으로 분리되며, 이들 각각은 

분류 상에 차이가 있는 독립  요소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 문의 세미콜론 세 개는 해당 서 클래스가 

네 개의 서로 다른 기술 주제 즉, 냉장고, 냉각실, 

아이스박스, 다른 분류개소로 분류될 수 없는 냉각  

동결장치를 분류하는 서 클래스임을 나타내고 있다.

) F25D 냉장고; 냉각실; 아이스박스; 다른 서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냉각 는 동결장치

   1.4.2 참조(Reference)

참조는 타이틀의 호 안에 기재된 문구로써 고려되어야 하는 타분류개소를 

가리킨다 참조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참조가 삽입된 분류개소  그 하  

분류개소 체에 용된다

참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한정참조(Limiting reference) : 한정참조는 해당 분류개소의 분류 요건에 

충족하는( 는 해당 분류개소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주제 사항을 그 분류개소의 

범 에서 제외함으로써 분류개소의 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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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분류 는 범 의 첩을 막을 수 

있다. 한정참조는 그룹 타이틀에 삽입된다.

) A01F 7/02 회 구가 있는 것(탈곡 

실린더 는 요면체 A01F 12/18)

② 정보참조(Informative reference) : 정보참조는 해당 분류개소의 범 에 속하지는 

않으나 검색에 유용할 만한 유사 주제 사항의 

치를 가리킨다. 정보참조는 정의서에만 

공개/제시된다.

③ 우선참조(Precedence reference) : 우선참조는 한정참조의 외 형태로서, 동일 

서 클래스 내에 ‘우선하는(taking precedence)’ 

분류개소를 지시한다. 우선참조의 목 은 

유사 그룹 간 분류 복을 막는 것이다. 

다음은 우선참조의 이다.

) A01F 15/02 압축상자가 있는 것(A01F 

15/ 046이 우선)

  참조의 이용  해석에 한 몇 가지 요 은 다음과 같다.

① 참조는 주로 타이틀의 끝 부분에 치한다. 만약 타이틀이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된다면, 참조는 참조와 련된 마지막 부분 다음에 치한다. 

외 으로, 참조가 그 앞의 모든 부분과 련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문맥에서 알아볼 수 있다.

   ) A47C   의자(차량에 특히 합한 좌석 B60N 2/00); 소 ; 침 (가구류 일반 

B68G)

② 서 클래스 는 그룹의 타이틀에 따르는 참조는 모든 하  계층의 개소에 

용된다.

③ 하나의 그룹이 인용된 곳에서는 가장 련성이 높은 그룹이 인용되지만, 이 

인용된 그룹이 반드시 유일한 련 그룹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인용된 

그룹과 계층 으로 련한 그룹들에 유의해야 한다.

④ 두 개 이상의 주제 사항 항목이 동일 분류개소로 참조되는 곳에는 콤마로 

구분한다. 그리고 참조 끝부분에 해당 개소의 분류기호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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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01G 9/02   용기, . 화분 는 원  상자(꽃바구니, 화분용 지지구 는 

용기 A47G 7/00); 꽃 재배용 유리용기

⑤ 상이한 개소들을 참조하는 각 주제 사항의 항목과 련된 참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독립 으로 읽는다.

   ) A01K 1/00   축사; 그것을 한 시설(건물구조, 건물의 형상 E04; 건축물의 

환기 F24F)

  외 으로, 용어의 상당 부분이 같은 경우에는 공통 용어가 일단 주어지고, 다른 

기호들은 콤마로 구분한다.

  ) A01L 11/00   편자제작용 도구 는 기구(압연에 의한 말편자 만들기 B21H 

7/12, 단조에 의한 것 B21K 15/02)

   1.4.3 주(Notes)

  주는 CPC 개소(클래스, 서 클래스, 메인그룹 는 서 그룹의 타이틀) 다음에 

기재하는 보충 설명이다. 주에 지시된 내용은 해당 CPC 개소와 그 하  개소에만 

용된다. 를 들어, 클래스 타이틀 뒤에 삽입된 주는 그 클래스 체에 용되고, 

서 클래스 뒤에 삽입된 주는 그 서 클래스에만, 메인그룹 뒤에 삽입된 주는 그 

메인그룹에만 용된다.

  주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분류범 를 지시하는 주

) G01N 21/00의 주

이 그룹은 빛 그 자체의 주 수 특성의 조사 는 재료 특성의 측정은 포함하지 않

는다.

② 용어 는 표 을 정의하는 주

) B22F의 주 (2)

(2) 이 서 클래스에서, 하단의 용어 는 표 은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 속분말’

에는 비 속 재료를 상당 부분 함유하는 분말도 포함된다.

③ 분류 규칙을 진술하는 주

) G01R의 주 (5)

(5) 이 서 클래스에서 그룹 G01R 17/00은 그룹 G01R 19/00~G01R 31/00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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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주의 표기 

   1.4.4 주의(Warning)

  주의는 IPC에는 없는 CPC의 특수 태그로서, 표  분류 행에서 불완 하거나 

이탈된 상태를 나타내는 등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해 필요한 것으로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IPC와의 차이 는 불완 한 분류 표시

) B65D의 주의

다음의 IPC 그룹은 CPC 분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IPC 그룹에 해당하는 분류 

주제는 다음의 CPC 그룹으로 분류된다. 

B65D5/34(IPC)는 B65D5/325(CPC)로 분류된다

B65D5/35(IPC)는 B65D5/32(CPC)로 분류된다

B65D5/355(IPC)는 B65D5/0005(CPC)로 분류된다

그림 15. 주의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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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되거나 치가 변경된 CPC 그룹 표시

 

) A61B 5/14의 주의

2010년 4월 1일 이후부터 본 그룹과 하  서 그룹들은 특허문헌의 신규 분류

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 그룹들의 과거문헌(backlog)은 계속해서 A61B 5/15와 

그 서 그룹으로 재분류되고 있다.

③ 재분류 작업  표시

 

) G01C 21/1652의 주의

재분류 ; G01C 21/165 한 참고 

   1.4.5 표제(Guidance Heading)

  서 클래스의 많은 부분이 공통된 특정 기술 주제와 련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시작 에 그 기술 주제를 명시하는 표제가 기재된다. 표제는 별도의 기호가 

없고, 일부 메인그룹 앞 는 ‘Guidance Heading’ 표시 다음에 기재된다.

) A01B 3/00~17/00

쟁기(Plough)

A01B 3/00   고정 날이 있는 쟁기

A01B 5/00   구동되지 않는 회 구가 있는 쟁기, : 디스크(disc)

A01B 7/00   쟁기, 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크 형상의 농기구

A01B 9/00   구동 회 구가 있는 쟁기

)

그림 16. 표제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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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클래스 색인(Class Index)

  CPC는 IPC와 달리 클래스 색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CPC가 IPC를 기 로 

하므로 IPC의 클래스 색인이 있던 부분에 색인 정보를 제공한다. 클래스 색인은 

G10에만 있다.

 

 ) G10 악기; 음향

주

  1. 이 클래스는 음악 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으로 모든 음향발생

장치를 포함한다. 

  2. 이 클래스에 있어서, 다음 용어는 지시된 의미 로 사용된다. 

       ▪“악기”는 단일의 음향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서 클래스내의 색인 신에 다음의 클래스내의 색인을 두는데 상이한 

서 클래스에 속하는 기술이 하기의 3개의 기본형으로 나 어지는 것

을 보여주기 함이다.

      ▪기명악기;

      ▪ 악기;

      ▪타악기;

   이들이 거의 모든 악기와 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1.4.7 서 클래스 색인(Subclass Index)

  CPC는 한 서 클래스 색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IPC의 서 클래스 

색인이 있던 부분에 색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  메인그룹과 서 그룹이 많은 일부 서 클래스 타이틀 뒤에는 메인그룹의 

내용을 략 으로 악할 수 있도록 정보 요약을 해놓은 색인이 기재된다. 이 

색인들을 활용하면 서 클래스 체를 일일이 훑지 않아도 되므로, 합한 

메인그룹을 찾는 작업이 더욱 수월해진다.

 

 ) H01C

서 클래스 색인

  고정 항기 3/00, 7/00, 8/00, 11/00

  가변 항기 10/00

  기타 항기 13/00

  세부 1/00

  제조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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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CPC의 부여

  2.1 분류의 원칙 

   2.1.1 발명정보와 부가정보

  IPC와 마찬가지로 CPC 분류표  메인 트 크의 CPC 기호를 ‘분류기호’라고 

부른다. 한편, Y 섹션의 기호뿐만 아니라 인덱싱 분류표의 CPC 기호는 ‘인덱싱 

코드’라고 부른다.

  IPC와 같이 (IPC 가이드의 §§77~78 참조), ‘발명정보’는 특허문헌의 체 

명세서( 를 들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청구항) 안에 있는 기술 정보  

공지기술에 한 부가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기호만 부여된다. 

여기서 공지기술에 한 부가사항 은 특허문헌에 명확하게 설명된 모든 

신규하고 비자명한 주제 사항 을 의미하며 주제 사항 은 선행기술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허문헌에 기재된 주제 사항과 이미 공지된 모든 주제 

사항의 차이를 나타낸다

  IPC와 같이 (IPC 가이드의 §§79~80 참조), ‘부가정보’는 본질 으로 공지기술에 

한 부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일 수 있는 

사소하지 않은 기술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 분류기호, 인덱싱 코드가 

부여된다. 를 들어 부가정보는 조성물 는 혼합물의 구성 요소와 방법 는 

구조의 요소나 구성 부분  분류된 기술 주제의 용도 는 응용을 특정함으로써 

발명정보를 보충한다 분류기호에 의해 분류된 발명에 세분화 인덱싱 코드, 직교 

인덱싱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분류기호에서의 분류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하거나 주제 사항의 다른 측면을 반 하게 한다.

  다음의 세 가지 를 통해 특허문헌에 포함된 발명정보와 부가정보를 구분해 보자.

    2.1.1.1 사례 1(기계분야), FR 2090100 A1

▪ 발명의 요지

  컨베이어 벨트 를 움직이고 있는 물질의 무게를 측정하기 한 장치와 방법에 

한 발명이다. 이 측정 장치는 컨베이어 벨트의 비 방향을 가로지르는 탄성지지 

부재, 지지 부재의 끝단을 고정하는 래임 부재, 지지 부재와 연결된 로드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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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속도 측정 수단은 움직이는 벨트의 스피드를 측정한다. 속도 측정 

수단에 의해 일정시간 동안 분된 양을 로드셀로 측정하여 벨트가 운송한 물질량을 

측정한다. 지지 부재는 롤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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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정보 

<I-1>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운송되는 물질의 무게를 측정하기 한 

방법과 장치는 컨베이어 벨트의 비 방향을 가로지르는 탄성지지 부재, 지지 

부재의 끝단을 고정하는 임 부재, 지지 부재와 연결된 로드셀로 구성되어 있다.

<I-2> 장치 <I-1>에서 타코메타(회  속도계)는 벨트의 속도를 측정하고, 로드셀에 

의해 인장력을 측정한다. 시간의 단 로 분된 벨트의 속도와 인장력에 의해 

벨트에 의해 운반된 물질의 유율(Flow rate)을 결정한다. (청구항 제1항~2항, 제6항) 

☞ 발명정보<I-1> : 속도 측정 수단에 의해 일정시간 동안 분된 양을 로드셀로 

측정하여 벨트가 운송한 물질량을 측정

☞ 발명정보<I-2> : 시간의 단 로 분된 벨트의 속도와 인장력에 의해 벨트가 

운송한 물질의 유율을 결정

▪ 부가정보 

<A-1> 지지 부재는 롤러를 가질 수 있으며, 도면에서는 롤러와 지지 부재와의 여러 

가지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도면 1~5의 정보). (즉, 방법이나 구조의 요소나 구성 

부분을 나타내는 부가 정보)

☞ 부가정보<A-1> : 도면 1~5의 정보로서, 롤러를 갖는 지지 부재

▪ 유력한 분류 후보 도출

*

 * 캐치워드 인덱스 : 1) 캐치워드 인덱스는 기술 분야에 해서 사용자를 한 

분류 장소로 안내하는 약 2만여 개의 기술 용어/키워드가 

알 벳순으로 정렬된 목록으로써, 기술 주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분류의 일부를 표시하고, 분류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치를 할당할 수 있는 기술  주제를 

나타낸다.

                     2) 캐치워드 인덱스는 WIPO 홈페이지 (https://www.wipo.int 

/publications/en/details.jsp?id=348&plang=E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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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 G01G 11/00   이동 인 재료의 연속한 흐름의 량을 측정하는 장치; 컨베이어 

벨트 울

   G01G 11/04   · 기  량 감지 장치를 가진 것

   G01G 11/14   · 합계 는 통합 장치를 사용하는 것

☞ B65G 39/00   롤러, . 구동롤러, 는 롤러-웨이에 통합된 그것의 배열 는 

기계  컨베이어의 기타 유형

   B65G 39/04   ·· 그 롤러가 단일 축에 부착된 다수의 롤러 형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

▪ 분류기호에 한 분석  선택

    2.1.1.2 사례 2(화학분야),　GB 1277325

▪ 발명의 요지

  셀  화합물을 화학식 CH3Se(CH2)nCH (NHX)COY (n은 1에서 3까지 숫자, X 

는 H 는 –OR1, R1은 H, alkyl, aryl, aralkyl 는 aralkoxy groups에서 

선택되고, Y 는 OH 는 OR2에서 선택되고, R2는 alkyl)에 해당하는 방법은 

알칼리 속 methaneselenol으로 화학식 Halogen-(CH2)n(NHX)COY의 할로겐화 

알  아미노산 유도체와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할로겐화 알  아미노산 유도체는 alpha-amino-gamma-bromobutyric acid, 

L-alpha-amino- gamma-bromobutyric acid와 그들의 에스테르를 선택할 수 있다. 

알칼리 속 methaneselenol은 방사성 셀 늄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pH 

8-10에서 potassium sulfite으로 비정질 red selenosulfate를 변환시키고, 강한 

염기성 생성 용액을 만들고 dimethyl sulfate를 첨가하고, dimethyl selenide를 

복구하고, 알루미나 용액에서 알칼리 속으로 후자를 감소하고, 알칼리 속 

methaneselenol을 남기기 해 암모니아를 증발시켜서 제조될 수 있다.

  제조 방법은 활성을 갖고 방사성 셀 늄을 포함한 방사성-진단제를 제조하기 



30

해 사용될 수 있는 selenomethionine와 련된 화합물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발명정보

<I-1> 화학식 CH3Se(CH2)nCH(NHX)COY(n은 1-3의 숫자, X는 H 는 –OR1에서 

선택되고, R1은 H, alkyl, aryl, aralkyl 는 aralkoxy groups에서 선택되고, Y는 

OH 는 OR2, R2는 alkyl에서 선택됨)의 셀 노 화합물의 제조 방법은 화학식의 

할로겐화 alpha-amino acid 유도체를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알칼리 속 

methaneselenol을 가진 Halogen- (CH2)n(NHX)COY. (청구항 제1항)

☞ 발명정보<I-1> : 할로겐화 알 -아미노산 유도체와 알칼리 속 메탄셀 놀의 

반응을 포함하는 화학식 CH3Se(CH2)nCH(NHX)COY에 

응하는 셀 늄 화합물의 제조 방법

▪ 부가정보 

<A-1> 방사성 셀 늄을 포함한 방사성-진단제를 제조하기 해 이용될 수 있는 

특허 공개는 같은 필드에서 한 문헌을 검색하고 발견하기 해 잠재 으로 

유용하지만, 발명정보로 간주될 수는 없다(page 1 lines 63-70).

향을 미치는 분류는 아니지만, <I-1>에 의해 포함된 더 상세한 세부 : 

할로겐화된 알 -아미노산 유도체는 알 -아미노-감마-bromobutyric acid와 

L-alpha-amino- gamma-bromobutyric acid와 그들 에스테르를 선택할 수 있다. 알킬 

속 methaneselenol은 방사성 셀 늄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pH 8-10에서 

potassium sulfite으로 비정질 red selenosulfate를 변환시키고, 강한 염기성 생성 

용액을 만들고 dimethyl sulfate를 첨가하고, dimethyl selenide를 복구하고, 알루미나 

용액에서 알칼리 속으로 후자를 감소하고, 알칼리 속 methaneselenol을 남기기 

해 암모니아를 증발시켜서 제조될 수 있다. (청구항 제2항-제6항)

  즉, 본원 발명의 제조 방법이 방사성 셀 늄을 함유하는 방사성 진단제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발명의 상세한 설명 1Page 63행~70행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청구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련 문헌을 

검색하는데 유용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발명 정보로 간주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정보를 나타내기 하여 A61K 51/00을 부여한다.(기술 주제의 용도 는 

응용을 나타내는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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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A-1> : 셀 노메티오닌과 그 유도 화합물은 방사성 원소인 셀 늄을 

포함하여 학 활성을 가지는 방사성 진단제를 제조하는데 

사용

▪ 유력한 분류 후보 도출

☞ C07C 391/00 셀 늄을 함유하는 화합물

☞ A61K 51/00 생체 내 치료 는 시험에 사용하기 한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제재

▪ 분류기호에 한 분석  선택

<I-1> 청구된 제조 방법이 청구항 제1항에 언 된 셀 늄 화합물에 특정되므로, 

서 클래스 C07B(유기화학의 일반 인 제조)는 서 클래스에 하지 않다. 

화합물의 제조를 한 명확한 개소가 없으므로, 제조 방법이 화합물을 한 개소에 

분류된다(클래스 C07의 타이틀의 주(4)). 

C07C 391/00 셀 늄을 포함한 비환식의 화합물을 한 오직 하나의 개소가 있다. 

C07C에서 최후개소 우선규칙은 본 문헌의 정확한 분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C07 클래스 타이틀 아래의 주(3)은 C07 서 클래스 사이에 최후개소 규칙을 

부과하지만, 이것이 단지 C07C가 발명 정보 <I-1>에 해 알맞기 때문에 본원의 

분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캐치워드 인덱스가 정확한 서 클래스 뿐 

아니라 정확한 그룹을 나타낸다.

<A-1> 방사성 셀 늄을 포함한 방사성-진단제를 제조하기 해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의 제조 방법의 타이틀은(page 1 lines 63-70) 같은 역에서 한 문헌 

검색에 잠재 으로 유용하지만, 발명 정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RADIODIAGNOSTICS를 캐치워드에서 검색하면 결과가 없지만, 와 같이 

RADIOACTIVE[물질]는 A61K 51/00의 한 범 를 찾아낸다. 최후개소 

우선규칙이 A61K(서 클래스 주4)에서 사용된다. 담체가 있는 발명의 화합물의 

타이틀이 없으므로, 비의무  부가분류 A61K 51/00은 문헌에 표기할 만하다.



32

발명정보는 항상 부가정보에 앞서서 표기되므로, C07C 391/00이 분류에서 

처음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2.1.1.3 사례 3( 기/통신분야),　DE 20120335 U1

▪ 발명의 요지

  본원은 디스 이상에서 커서를 제어하기 한  포인  장치를 포함한다. 본 

장치는 몸체내의 공간에 즈를 포함하는 센서 시스템을 가지며, 그 공간은 제거 

가능한 투  패 로 덮여있다. 몸체에 부착된 패 로 본 장치는 학 터치패드로 

사용된다. 고정면에 치되고, 패 이 제거되면 본 장치는  마우스로 사용된다. 

패  검출 소자는 패 의 존재를 검출하기 해 몸체에 탑재되고,  디지타이 로 

사용될 때의 진 모드와  마우스로 사용될 때의 후진 모드 사이에서 포인  

디바이스 스 칭을 한 스 치로 쓰인다. 본원에 따른 발명의 목 은 진 모드와 

후진 모드에서 작동하는 포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원은 다음의 실시 를 더 포함한다. 학 포인  장치는 제거 가능한 

투 을 구비하며, 투 은 투  버튼이 수용되도록 구멍이 정의되어 있다. 

버튼의 상단 표면에 압력을 가하여 처음 치에서 다음 치로 움직이면,  센싱 

시스템으로부터 상단 표면의  거리가 바 게 된다. 압력이 가해진 때에만 

포인  장치가 사용되도록 인식되고, 버튼이 리면  센싱 시스템은 선 투과성 

버튼의 상단 표면에 한 물체의 움직임의 을 맞춰 물체의 상  이동을 

검출할 수 있다. 본 실시 의 목 은 학 시스템의 원치 않는 활성화를 막는 

것이다. 센서는 마우스, 랩톱 장치의 표면, 키보드, 이미지 투사 장치의 리모콘 등 

안에 설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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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면

▪ 발명정보

<I-1> 포인  디바이스는 시스템 구성에 맞춰지고, 학 마우스나 학 

디지타이 로 사용된다.(청구항 제1항-제7항). 청구항은 단지 구조  세부에 해 

언 하지만, 명세서로부터 그것이 포인  장치의 제어 회로가 그에 따라 수정되는 

것이 명확하다.

<I-2> 학 센싱 시스템을 덮는 도  패 을 포함하고, 버튼으로 작용하여 

캐비티에 보유된 가동 도 부를 포함하는 포인  장치(마우스 는 

터치패드)(청구항 제8항). 압력이 가해지면, 버튼의 상단 표면은 학 센싱 

시스템으로부터 상단 표면의  거리를 변환함으로써 제1 치에서 제2 치로 

이동한다.

☞ 발명정보<I-1> : 제어 회로를 포함한 학 센싱 시스템을 구비한 학 마우스 

는 학 디지타이 (변환 수단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디지타이 )

☞ 발명정보<I-2> : 패 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학 신호 수신에 

용하여  거리를 변환(사용자에 의해 변  는 치가 

결정되는 포인  디바이스)

▪ 부가정보

<A-1> ‘패  검출 소자’(청구항6)의 출력에 바탕을 둔 동작의 두 가지 모드( 진, 

후진 모드)간의 스 칭은 부가 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기계  형태이다. <I-2> 역시 

커서 방향의 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패  검출 소자’로부터의 신호를 고려한 

제어 회로의 수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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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출원서는 분류하기에 가치 있을 수 있는 실시 들을 도면7~9에서 보이고 

있다. 도면7은 키보드의 상면에 치한 포인  장치를 보여주며, 도면8은 노트북 

컴퓨터의 면에 치한 포인  장치를 보여 다. 

  본 발명의 상기의 두 실시 에 하여 기술된 정보가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종래기술 검색의 목 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면7과 도면8의 

내용은 부가 정보로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도면9에 의한 정보는 분류하기에는 

불충분하다.

☞ 부가정보<A-1> : <I-2>에 의한 제어 회로

☞ 부가정보<A-2> : 청구항 제1항에서 포인  장치가 집 된 키보드

☞ 부가정보<A-3> : 청구항 제1항에서 포인  장치가 집 된 랩톱 컴퓨터

▪ 유력한 분류 후보 도출

▪ 분류기호에 한 분석  선택

<I-1> 서 클래스 G06F의 타이틀은 ‘ 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이며, 이는 

발명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한다. 한 G06F의 타이틀은 다른 분류와 련된 어떠한 

참조도 포함하지 않는다. 메인그룹 G06F 3/00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를 포함하며, 원 도트 그룹 G06F 

3/01은 ‘사용자와 컴퓨터와의 상호 작용을 한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다.

<I-2> 투 도트 그룹 G06F 3/03은 ‘기구의 치 는 변 를 코드 신호로 변환하기 

한 장치’를 포함하고, 쓰리 도트 그룹 G06F 3/033은 ‘사용자에 의해 변  는 

치가 결정되는 포인  디바이스. . 마우스, 트랙볼, 펜 는 조이스틱 그 부속 

도구’를 포함하며, 쓰리 도트 그룹 G06F 3/041은 ‘변환 수단에 의해 특징이 있는 

디지타이 , . 터치스크린 는 터치 패드용의 것’을 포함한다. 한, G06F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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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포 도트 그룹 G06F 3/042은 ‘ 자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서 그룹 G06F 3/033과 G06F 3/042는 발명정보의 분류에 있어 둘 다 정확한 

기호이다. 왜냐하면, 발명정보가 마우스와 디지타이 로 모두 쓰일 수 있는 포인  

장치로 언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서 그룹 G06F 

3/042가 먼  리스트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타이 가 청구항 제1항에 

언 되어 있고(패 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학 신호 수신에 용되는), 

마우스는 청구항 제2항에 언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I-1>  <I-2>의 검토결과, 본 문헌은 G06F 3/042와 G06F 3/033로 

분류된다.

<A-1> 메인그룹 G06F 3/00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 기구’를 포함하고, 원 도트 그룹 G06F 3/01은 ‘사용자와 계산기와의 

상호작용을 한 입력 장치’를 포함하며, 투 도트 그룹 G06F 3/03은 ‘기구의 치 

는 변 를 코드 신호로 변환하기 한 장치’를 포함한다. 

  한, 쓰리 도트 그룹 G06F 3/033은 ‘사용자에 의해 변  는 치가 결정되는 

포인  디바이스. . 마우스, 트랙볼, 펜 는 조이스틱 그 부속 도구’를 포함하며, 

그리고, G06F 3/038은 ‘제어  인터페이스 장치, . 드라이버 는 디바이스에 

매입된 제어 회로’를 포함한다. 

☞ 따라서 G06F 3/038은 정확한 분류개소이다.

<A-2> 메인그룹 G06F 3/00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 기구’를 포함하고, 원 도트 그룹 G06F 3/01은 ‘사용자와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한 입력 장치’를 포함하며, 투 도트 그룹 G06F 3/02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스 치를 이용하는 입력 장치, . 키보드 는 다이얼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따라서 상기 서 그룹 하 의 서 그룹에서는 한 서 그룹이 없으므로, 

상기의 서 그룹이 알맞은 분류개소이다.

<A-3> 클래스 G06의 타이틀은 ‘산술 논리 연산 계산 계수’로 분류될 정보를 

제공한다. 올바른 서 클래스는 G06F로 ‘ 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이다. 

메인그룹 G06F 15/00은 ‘디지털 컴퓨터 일반’을 포함하며, 원 도트 그룹 G06F 

15/02는 ‘입력은 키보드를 통하여 계산은 내장 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동 으로 



36

조작하는 것, . 포켓 계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A-3>는 범용 목 의 컴퓨터와 

련이 있기 때문에 분류개소로 당하지 않다. 

  G06F 15/00의 타이틀에서 세부를 다룰 때는 메인그룹 G06F 1/00, G06F 

13/00으로 언 된다. 상기 메인그룹  ‘그룹 3/00, 13/00  21/00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를 포함하는 G06F 1/00만이 하다. ‘구조상의 세부 는 장치’를 

포함하는 원 도트 서 그룹 G06F 1/16이 G06F 1/00 하 의 분류개소로 합할 수 

있다. 그러나 G06F 1/16은 무 일반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분류개소로 

합하지 않다. 한, <A-3>는 불충분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따라서, <A-3>의 분류는 부여되지 않는다.

   2.1.2 주제 사항의 범주

  발명의 기술 주제 사항은 방법, 생산물, 장치 는 물질( 는, 이들의 사용 방법 

혹은 응용 방법)을 표 할 수 있다. 이들 용어는 다음 시와 같이 보통 주제 

사항의 범주로 명명되고, 이들 용어의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① 방법 : 합, 발효, 분리, 성형, 운반, 섬유의 처리, 에 지의 변환과 달, 건축, 

식료품의 제조, 시험, 기계조작 방법과 그들의 작동 방법, 정보의 처리와 

송

② 생산물 : 화합물, 조성물, 직물, 제조 물품

③ 장치 : 화학  는 물리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공구, 도구, 기계, 조작을 

수행하기 한 장치

④ 물질 : 혼합물의 성분

  여기서, 장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물로 볼 수 있다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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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물’이라는 용어는 생산물이 래하는 기능에는 련 

없이, 방법의 결과를 나타내기 해 사용된다. 를 들어, ‘화학  는 제조 방법의 

최종 생산물’이다.

  한편, 용어 ‘장치’는 의도된 용도 는 목 과 련된다는 을 꼭 기억해야 한다. 

를 들어, ‘가스를 발생하기 한 장치, 단을 한 장치’ 등이 그것이다. 한, 

물질은 그 자체로 생산물이 될 수 있다.

   2.1.3 기능지향개소  응용지향개소

  특허문헌에서 취 되는 발명의 기술주제는 ‘물(物)’의 고유 성질 는 기능 는 

‘물(物)’의 사용 방법 는 응용 방법  어느 하나에 한 것이다. 용어 ‘물(物)’은 

를 들면 방법, 생산물 는 장치와 같이 유형, 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기술 사항을 

의미하여 사용된다. 상기 사항은 CPC 체계에 반 되며, CPC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분류하기 한 개소를 마련하고 있다.

① 기술 주제 1(기능지향개소) : ‘일반 인’ 것. 즉, 고유의 성질 는 기능에 특징을 

갖는 것; 특정 사용 분야에 한정되지 않거나 는 사용 분야에 한 언 을 

무시하여도 기술 으로 향이 없는 것, 즉, 어떤 분야에서의 사용에 특별히 

합하지 않는 것

 ▪ F16K에는 밸 를 통과하는 특정한 유체의 성질 는 밸 가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의 성질에 향을 받지 않는 구조 는 기능에 특징이 있는 

밸  항목이 있다.

 ▪ C07에는 응용에 한 특징이 아닌, 화학  구조에 특징이 있는 유기 화합물의 항 

목이 있다.

 ▪ B01D에는 일반 인 필터에 한 항목이 있다.

② 기술 주제 2(응용지향개소) : 특정 용도 는 목 에 ‘특별히 합한’ 즉, 소정의 

용도 는 목 을 해 개조되거나 특정하게 만들어진 것

 ▪ A61F 2/24는 사람의 심장에 삽입하기 해 특히 합한 기계 인 밸 를 한 

개소이다.

③ 기술 주제 3(응용지향개소) : ‘물(物)’의 특정한 용도 는 응용

 ▪ A24D 3/00, A47J 31/06과 같이, 특정 목 에 특별히 합하거나 다른 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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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된 필터는 응용지향 개소로 분류된다.

④ 기술 주제 4(응용지향개소) : 보다 큰 시스템으로의 ‘물(物)’의 결합(incorporation)

 ▪ B60G는 차량 휠의 서스펜션에의 스 링의 결합에 한 항목을 갖는다.

  상기 ①의 범주의 개소는 ‘기능지향개소’로 불리며, ②~④의 개소는 

‘응용지향개소’로 불린다. 기능지향개소와 응용지향개소는 후술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분류개소( 를 들어, 서 클래스)는 CPC의 다른 개소와의 계에서 항상 

배타 으로 기능 지향 이거나 응용 지향 이지는 않다. 를 들어, F16K(밸  

등)와 F16N(윤활)은 양자 모두 기능지향 서 클래스이나, F16N에는 윤활계에 해 

특히 합한 밸 의 응용 개소( 를 들면, F16N 23/00 역상 밸 의 특수한 사용 

방법)가, F16K에는 게이트 밸  는 슬라이드 밸 의 윤활에 한 특징이 있는 

응용 개소가 있다.

  더욱이, ‘기능지향개소’  ‘응용지향개소’라는 표 은 반드시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소는 다른 개소보다 더 기능지향 일 수 있거나 혹은 다른 

개소보다 덜 기능지향 일 수도 있다. 들 들면, F02F 3/00은 일반 인 연소 

엔진의 피스톤에 한 것으로, F02B 55/00의 연소 엔진의 로터리형 피스톤에 

특정된 것보다는 더 기능지향 이고, F16J(일반 인 피스톤)보다는 덜 

기능지향 이다.

   2.1.4 발명의 기술 주제의 분류

    2.1.4.1 일반  사항

  각 발명이 본질 으로 계되는 기술 주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단히 

요하다. 발명의 기술 주제는 가능한 한 개개의 부분이 아닌 체로서 분류되도록 

고안되나, 발명의 구성 부분이 그 자체로 공지기술에 한 부가사항을 

나타낸다면(즉, 신규하고 비자명한 주제사항) 발명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CPC의 합한 개소를 결정하기 해서는 앞서 설명한 발명의 기술 주제를 한 

분류개소, 기능지향개소  응용지향개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를 들어, 만일 

특허문헌에 피스톤이 나타나 있으면, 기술 주제가 피스톤 그 자체인지 는 기술 

주제가 다른 것인지, 특정 장치에 쓰이는 피스톤의 특별한 용 는 보다 큰 

시스템( , 내연기 )에서의 피스톤의 배치인지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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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발명정보가 오직 특정 사용 분야에만 련이 있고, 그러한 주제의 분류를 

완벽하게 포함하려고 의도된 응용지향개소가 존재한다. 기능지향개소는 주제의 

구조  는 기능  특징이 2개 이상의 사용 분야에 용될 수 있거나, 특정 사용 

분야에의 용이 발명정보라고 생각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을 포함한다. 를 

들면, 메인그룹 C09D 5/00은 다양한 응용지향 피복 조성물을 포함( 를 들어, 

C09D 5/16은 오염방지 페인트를 다룸)하는 반면, 그룹 C09D 101/00에서 201/00은 

피복 조성물의 기능지향 인 면 즉, 피복 조성물의 기본 재료가 되는 합체 

물질을 다룬다.

  기술 주제를 기능지향개소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는 응용지향개소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여야 한다.

① 특정한 용이 언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거나 완 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기능지향개소로 분류되어야 한다.  사항은 여러 용들이 

개 으로 언 되어 있는 경우에 있을 수 있다.

② 만일 주제의 본질 인 기술  특징이 ‘물(物)’의 고유 성질 는 기능과 그의 

특수한 사용 는 보다 큰 시스템에 한 특정한 용 는 그 시스템으로의 

결합 모두에 계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능지향개소와 응용지향개소 양쪽 

모두로 분류하여야 한다. 우리 청은 주분류, 부분류 개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분류에 어려운 이 있다. 발명주제를 자세히 찰하여 

핵심사항을 조 이라도 더 잘 반 하는 개소를 주분류로 분류하고 나머지 

개소를 부분류로 분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③ 만약 상기 두 경우의 가이드가 사용될 수 없다면, 분류는 기능지향개소와 

응용지향 개소 모두로 하여야 한다.

④ 보다 큰 시스템( 는 조합)을 체로서 분류하는 경우에는, 부분 는 세부가 

신규하고 비자명하다면 부분 는 세부에 주의를 기울여 ‘시스템’과 ‘그것의 

부분  세부’ 양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차량 가장치라는 

큰 계에 결합된 스 링의 경우, 이것은 ‘큰 계’에 련 있는 것으로 단하여 

그 계의 개소(B60G)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物)’ 그 자체 즉, 스 링이 

신규하고 비자명하다면, 그것을 한 개소(F16F)에 분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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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2 기술 주제 사항의 범주에 한 분류개소의 선정

  상술한 사항들에서 보듯, 발명의 기술 주제는 다른 주제 사항 범주들로 표 될 

수 있다. 만약, 이 범주들  하나가 특정 기술 주제를 한 분류의 타이틀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범주에 존재하는 한 개소에 분류 된다. 이런 

경우, 비록 그러한 개소의 타이틀이 주제 사항의 범주가 그곳에 하다는 것을 

직 으로 가리키지는 않지만, 참조, 주, 정의서 는 분류표의 다른 그룹에서 

비슷한 주제 사항을 한 항목과 같이 다른 방법을 통해 지시될 수 있다. 분류 

정의서는 타이틀에 구체화되지 않은 주제사항과 련된 범주를 한 한 

분류개소에 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은 합한 분류개소를 선정하는 특정 상황에 해 설명한다.

① 화학 원소의 주기율표

  CPC의 모든 섹션에서 상반된 지시가 없는 경우, 언 되는 화학 원소의 주기율 

시스템은 아래 표에 표시된 것처럼 8개의 그룹을 가진 원소 주기율 시스템이다. 

를 들어, C07F 3/00의 그룹 ‘주기율 시스템의 2번째 그룹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화합물’은 IIa 열과 IIb 열의 원소들을 가리킨다.

그림 17. 화학 원소의 주기율 시스템 

표 12. 8개의 그룹을 갖는 화학 원소의 주기율 시스템에 해당하는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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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합물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분류한다.

 ▪ 발명의 주제가 화합물 그 자체(유기, 무기 는 고분자)에 한 경우, 화학 

구조에 따라 C 섹션으로 분류된다. 

 ▪ 화합물 그 자체가 한 특정 사용 분야에도 계되는 경우, 그 사용 분야가 

주제의 본질 인 기술  특징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사용 분야를 포함하는 

개소로도 분류된다. 

 ▪ 그러나 화합물이 공지되어 있고 발명의 주제가 화합물의 응용에만 련된 

경우에는 화학 구조는 화합물 그 자체에 한 개소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발명정보로서 그 사용 분야를 포함하는 개소에만 분류된다.

③ 화학 혼합물 는 조성물

  발명의 주제가 혼합물 는 조성물 그 자체에 련이 있는 경우, 만약 

C03C(유리), C04B(시멘트, 세라믹), C08L(유기  고분자 화합물의 조성물), 

C22C(합 )와 같은 분류개소가 존재한다면 그 화학  조성물에 해당하는 

분류개소에 분류된다. 

  상기와 같은 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용도나 응용에 따라 분류된다. 

용도나 응용 역시 발명의 주제의 본질 인 기술  특성을 구성한다면 혼합물 는 

조성물은 ‘화학  조성물’과 ‘그것의 용도 는 응용’ 모두에 분류된다. 

  그러나 혼합물이나 조성물이 공지되어 있고 발명의 주제가 오로지 그 용도에만 

련된 경우에는 혼합물이나 조성물은 화학  혼합물 는 조성물 그 자체에 한 

개소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발명정보로서 그 사용 분야를 포함하는 개소에만 

분류된다.

④ 화합물의 제조 는 처리

  발명의 주제가 화합물의 제조 방법 는 처리 방법에 한 경우, 해당 화합물의 

제조 방법 는 처리 방법에 해당하는 개소로 분류된다. 만약, 그와 같은 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화합물의 개소로 분류된다. 

  제조 방법으로부터 나온 화합물이 신규할 때, 그 화학 구조에 따라 분류된다. 

발명의 주제가 ‘화합물 군’의 제조 는 처리를 한 일반  방법과 련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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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해당 그룹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이 사용되는 그룹으로 분류한다.

⑤ 장치 는 방법

  발명의 주제가 장치와 련이 있을 때, 해당 장치를 한 개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개소로 분류된다. 그런 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치는 그 장치로 수행되는 

방법에 맞는 개소로 분류된다. 

  한, 발명의 주제가 물건의 제조 는 처리를 한 방법과 련이 있을 때, 

수행되는 방법에 맞는 개소로 분류된다. 그러한 개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물건의 

제조 는 처리는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의 개소로 분류된다. 만약, 그 물건의 

제조에 한 개소가 없다면 제조 장치 는 제조 방법은 그 물건을 포함하는 

개소로 분류된다.

⑥ 제조 물품

  발명의 주제가 물품과 련이 있을 때, 그 물품을 한 개소에 분류된다. 만약 

물품 자체를 한 개소가 없다면, 한 기능지향개소로 분류되거나(즉, 물품에 

의해 구 되는 기능에 따라 분류됨),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용도 분야에 따라 

분류된다. 

  즉, 분류될 물품이 책 제본을 해 특별히 용된 아교-분배기일 경우, B42C 

9/00 그룹(제본에 특별한 아교 는 착성 물질을 도포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제본을 한 아교-분배기에 맞는 특정 개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능 즉 ‘아교를 

도포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⑦ 다단계 공정  산업 랜트

  발명의 주제가 공정 혹은 장치의 조합으로 각각 구성된 다단계 공정 혹은 산업 

랜트에 련될 때, 그런 조합을 한 개소, 를 들면 서 클래스 B09B와 같이 

그것의 체로서 분류된다. 만약 그런 개소가 없다면, 공정 는 랜트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에 맞는 개소로 분류된다. 

  발명의 주제가 조합의 구성 요소 즉, 공정의 각 단계 혹은 랜트의 기계에 

련이 있는 경우, 그 구성 요소 역시 각각 분리되어 분류된다.

⑧ 세부  구조 부분 

  발명의 주제가 주제 사항의 구조  혹은 기능  세부이거나, 그 부분이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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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면 다음의 규칙을 용하여 분류한다.

 ▪ 한 종류의 주제 사항에만 당하거나 특별히 용되는 세부 는 부분은 

그러한 개소가 있을 경우 그 종류에 한 주제 사항의 세부 개소로 분류된다.

 ▪ 만약, 그러한 개소가 없다면 그 세부 는 부분은 해당 주제 사항을 한 개소로 

분류된다.

 ▪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주제 사항에 당한 세부나 부분은, 더 일반 인 

성질의 세부 개소가 있다면 그 개소에 분류된다.

 ▪ 만약, 그러한 더욱 일반 인 성질의 개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세부 는 

부분들은 그들이 명시 으로 용된 모든 종류의 주제 사항에 따라 분류된다. 

를 들어, A45B에서는 그룹 11/00 ~ 23/00이 여러 종류의 우산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그룹 25/00은 2종류 이상의 우산에 용할 수 있는 우산의 

세부를 다루고 있다.

⑨ 일반 화학식

  연 성이 있는 화합물의 규모 집합은 종종 일반 화학식을 사용하여 표 되거나 

청구된다. 일반 화학식은 특정한 선택지의 집합으로부터 선택된 변수로 된 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를 보유한 화합물류의 형식( 를 들면, ‘마쿠쉬(Markush)’ 화합물 

청구항)으로 표기된다.

표 13. 마쿠쉬형 화합물 청구항

  이 일반 화학식들의 사용은 많은 수의 화합물이 그 범  내에 있을 때와 다수의 

분류 개소로 각기 분류할 수 있는 경우, 분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검색에서 가장 유용한 개별 인 화합물만이 분류된다. 만약, 화합물들이 

일반 화학식을 사용하여 특정된다면 다음의 분류 차가 용된다.

▪ 1단계 : 만약 아래에 해당된다면, 신규하고 비자명한 모든 ‘완 히 규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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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들이 분류되어야 한다.

   - 그 자체로서 특별히 청구된 것 는 조성물로서 청구된 것

   - 청구된 방법의 생산물

   - 청구된 방법의 생산물들  어느 것의 유도체 

  여기에서, ‘완 히 규명된’ 화합물이라 함은 아래 경우의 화합물을 의미한다.

   - 그 구조가 정확한 화학  명칭 혹은 화학식으로 주어졌든지 는 그 구조가 

선택  구성요소의 리스트로부터 선택된 한 개 만의 특정 반응물로부터의 

제법에 의하여 추론될 수 있는 경우

   - 화합물이 물리  성질( 를 들어, 녹는 )에 의해 특정되는 것 는 그 제조 

방법이 실제 으로 상세하게 주어지는 실시 에 기술되어 있는 것

  즉, 실험식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화합물은 ‘완 히 규명된’ 화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을 주의해야 한다.

 ▪ 2단계 : 만약 ‘완 히 규명된’ 화합물이 없고 실제 실험을 하지 않은 

컴퓨터-생성 모델에서 유래된 화합물의 상황 등의 에서, 그 분류는 정확한 화학명 

는 개발된 화학식으로 화합물을 분류해야 한다. 즉, 분류는 하나 는 극소수의 

그룹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3단계 : 단일의 일반 마쿠쉬 화학식이 나타난 경우, 모든 는 잠재  구 의 

부분을 포함하는 가장 구체 인 그룹으로 분류해야 한다. 즉, 분류는 하나 혹은 

극소수의 그룹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4단계 : 상기 의무  분류에 더하여, 일반 화학식의 범  내에서 다른 

화합물들이 유용하거나 컴퓨터-생성 모델에서 직  유래된 화합물인 경우에는 

비의무  분류를 부여할 수 있다. 

 ▪ 5단계 : 가장 구체 인 분류 개소로 모든 ‘완 히 규명된’ 화합물의 분류가 

다수의 분류 기호를 래하는 경우( : 20개 이상), 분류기호의 수를 일 수도 있다. 

이것은 ‘완 히 규명된’ 화합물의 분류가 다음 상  계층 벨에 있는 단일 그룹 

아래의 다수의 서 그룹 부여를 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화합물의 분류는 상  그룹 하나로 할 수 있으며, 그 지 않으면 화합물의 분류는 보다 

구체 인 서 그룹들 모두로 특정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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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조합 라이 러리(Combinatorial Libraries)

  많은 화학  화합물, 생물학  개체들 는 다른 물질로 구성된 집합은 

라이 러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라이 러리는 거 한 멤버 수를 가지므로, 만약 

각각 많은 수의 분류개소로 분류가 된다면 검색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완 히 규명된’ 것으로 여겨지는 개별 인 요소들만을 일반 화학식의 

화합물과 같은 방식으로 를 들면, C 섹션의 화합물처럼 그 요소를 가장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룹으로 강제 으로 분류한다. 체로서의 라이 러리는 서 클래스 

C40B의 당한 그룹으로 분류하며, 상기의 의무  분류와 더불어 군의 다른 요소들이 

요할 때는 비의무  분류를 한다.

  2.2 분류의 유형

   2.2.1 발명정보(의무  분류)

  특허문헌에 공개된 모든 발명정보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CPC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는 

패 리특허에 공개된 모든 발명정보를 의무 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발명정보는 특허문헌(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청구항 등)에 상세히 공개된 

기술정보로, 공지기술에 새롭게 추가된 발명 정보(an addition to the state of the 

art)이다. 발명정보를 결정할 때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물론, 특허문헌의 

청구항을 참고하여 공지기술의 문맥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상기의 ‘공지기술에 새롭게 추가된 발명정보’란 특허문헌에 구체 으로 설명된, 

신규하고 비자명하면서 공지기술을 한 단계 발 시킨 모든 주제 사항을 뜻한다. 

즉, (특허문헌에) 새롭게 공개된 기술 주제를 말한다. 

  복수의 특허문헌을 하나로 묶어 분류해서는 안 된다. 특허문헌에 청구된 는 

공개된 서로 다른 발명 개체들은 각각 따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각각의 발명 

개체들은 각각의 청구항, 체 문항 는 기술 주제 카테고리( : 상품과 상품의 

제작방식)로 설명된다.

   2.2.2 부가정보(비의무  분류)

  부가정보는 공지기술에 한 새로운 추가 발명정보는 아니지만, 조사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기술 정보이다. 부가정보는 조성물/혼합물의 구성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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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구조의 요소 는 성분, 분류된 기술 주제의 사용 는 응용을 정의한다. 

따라서 부가정보를 통해 발명정보가 보충된다.

  의무 분류 상인 발명정보와 달리, 검색 지원을 한 부가 기술 정보의 분류는 

비의무 이다. 

  패 리특허에 부여된 각 기호는 ‘ 치(Position Attribute)’ 값을 지닌다.

  각 패 리특허에는 패 리특허의 발명주제사항을 분류하기 한 CPC 주분류 

기호가 있고, 분류기호의 가장 서두에 치(first-listed)한다. 이 CPC 주분류는 

패 리특허의 발명 체를 가장 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류기호로서 패 리특허 

당 하나만 부여된다. 패 리특허의 가장 최신 문서에 새로운 주분류 기호가 부여된 

경우, 기존의 주분류 기호를 체한다(기존의 주분류는 패 리특허 내에서 분류기호 

형태로 남는다). 일부 특허청은 주분류를 심사  업무분장에 활용한다.

  주분류 기호 외의 특허분류는 모두 ‘부분류’ 기호이다. 주분류 기호가 아닌 

발명정보 기호나 부가정보 기호가 부분류 기호에 해당한다.

   2.2.3 다  분류(Multiple Classification); 하이 리드(Hybrid) 시스템

  특허문헌의 발명정보가 서로 다른 발명 주제 카테고리(별도의 분류개소가 있는 

공정, 생산물, 장치, 물질 등)로 구성된 경우에 다  분류를 용한다. 는, 발명 

주제의 핵심 기술 특성상 기능지향개소와 응용지향개소 모두와 련이 있을 때도 

다  분류를 사용한다.

   2.2.4 CPC 콤비네이션 세트(CPC Combination Sets, C-sets)

  CPC 부여 시 련성 있는 개소들의 조합(combination, 그룹화된 기호)을 만들고 

이를 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CPC 콤비네이션 세트(CPC Combination 

Sets)라고 하며 주로 “C-sets”으로 표기된다. 

  C-Sets 분류는 단일 기호로 찾기가 쉽지 않은 결합된 기능을 검색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CPC의 기술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한 

특별한 분류 기법으로 CPC와 분리하여 별도의 필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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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Espacenet에서의 C-sets 표기 

  다단계 로세스에서의 작업 순서, 조성물의 구성 요소, 제조방법 등의 복합 인 

정보를 복수의 분류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표 할 수 있으며, 부여된 C-sets 

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CPC의 경우 세미콜론으로 각각의 분류코드를 구분하지만, C-set은 쉼표로 구분된 

2개 이상의 순 가 매겨진 유효한 CPC 기호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세트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표 14. C-sets의 구분기호

  C-sets은 화학, 기 자,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으며, C-sets에 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서 클래스 정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나의 C-set에서 첫 번째 개소는 "기본 심볼(base symbol)로 지정되며 

데이터베이스에서 1순 에 치하고, 두 번째 개소는 "후속 심볼(subs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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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로 지정되며 데이터베이스에 2순 에 치하며, 그 이상의 개소가 있으면 

"후속 심볼"로 지정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3순 에 치한다. C-sets 부여 시 

발명정보와 부가정보는 구분되어 부여되나 Espacenet의 결과에는 구분되어 

표기되지 않는다.

C05C9/005, C05D9/02, C05G3/0058, INV 

Base subsequent subsequent information value 

rank 1 rank 2 rank 3 INV or ADD

표 15. C-sets의 구성 

  C-sets은 모든 서 클래스에 사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33개 서 클래스에만 

C-sets을 부여하고 검색에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리스트는 “Guide to the 

CPC”(https://www.cooperative patentclassification.org/publications/Miscellaneous)

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19. C-sets이 용되는 서 클래스 리스트 

  C-sets이 용되는 규칙은 서 클래스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C-sets 이용 시 해당 서 클래스의 노트  정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C-sets은 기존의 CPC 코드 만을 이용한 검색의 단 을 극복하여, 다단계 공정, 

복잡한 조성물 등을 복수의 코드 조합으로 표 하고 검색할 수 있다. 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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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없이 부여된 CPC와 C-sets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해당 문헌의 기술 내용을 

쉽고 빠르게 악할 수 있다. 

그림 20. 서 클래스 A01N 정의서에 기재된 C-sets 련 특별규칙

  2.3 분류개소의 선택 규칙

  CPC 분류의 첫 단계는 분류해야 할 발명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발명 주제에 합한 CPC 분류 그룹을 찾는 것이다. 

  다음은 CPC로 분류할 발명 주제를 확인하는 일반 인 규칙이다.

  특허문헌 청구항에 포함된 모든 주제 사항과 그 주제 사항의 신규하고 비자명한 

요소/성분은 발명정보로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할 때는 각 청구항의 발명 주제 

체와 청구항 내 각 발명 실시 를 바탕으로 한다.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명세서( 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언 된, 신규하고 

비자명한 발명 주제 사항도 발명정보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항에 언 되었거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발명정보를 보충하는 

부가정보는 검색 목 에 유용할 경우, 분류를 하거나 색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특정 분야의 분류표나 정의서에는 추가 인 분류 코드나 인덱싱 코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를 들어, 다  분류가 꼭 필요한 CPC 개소는 주(notes)로 

설명되어 있다. 즉, 보다 효율 인 특허 검색을 해 해당 주제 사항을 특정 에 

따라 분류하라는 의무사항 내지는 다  분류를 용하라는 권장사항이 주에 

기재된다. 이는 해당 주제 사항의 특성상 합한 경우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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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서 클래스 확인

  서 클래스의 범 는 그 명칭과 정의항으로 정의된다. 분류담당자는 먼  

서 클래스의 명칭을 통해 분류 범 를 확인하여, 한 후보 서 클래스인지를 

결정한다. 

  후보 서 클래스를 결정하면, 서 클래스의 주, 참조, 정의서를 검토하여 

서 클래스의 범 가 분류하고자 하는 발명 주제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후보 서 클래스가 분류하고자 하는 발명 주제를 포함할 때까지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2.3.2 그룹 확인

  먼 , 분류하고자 하는 발명 주제를 포함하는 후보 메인그룹을 확인한다.

  주, 참조, 정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분류하려는 발명 주제를 제외하지는 않는지, 

그 그룹이 재 활용되는 분류 그룹인지(재분류 이 아닌지) 확인한다.

  발명의 기술 주제가 서 클래스 내 단일 그룹만으로도 완 히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해당 발명의 기술 주제를 포함하는 단일 그룹으로 분류하면 된다. 

  반면, 발명 하나의 기술 주제가 여러 그룹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 발명을 

가장 완 하게 포함하는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룹 분류 단계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 주제를 포함하는 그룹은 체로 그 그룹의 모그룹보다 더 정확하게 

기술 주제를 포함한다. 

  만약 발명 하나가 여러 그룹에 모두 완 하게 포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 그룹을 선정한다.

  최후개소우선규칙(LPPR)을 용할 수 있을 때에는, 후보 그룹  분류표상 가장 

하단에 치한 그룹으로 분류한다.

  최 개소우선규칙(FPPR)을 용할 수 있을 때에는, 후보 그룹  분류표상 가장 

상단에 치한 그룹으로 분류한다.

  상기 규칙을 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각각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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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우선규칙 확인  

  그룹 분류를 할 때마다 다른 그룹으로 우선 분류할 것을 명시하는 주  참조의 

존재 유무를 항상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지시 주  한정참조가 있으면 항상 

수한다. 

   2.3.4 응용/기능 분류개소 확인

  두 개 이상의 서 클래스/그룹이 (명세서에) 공개된 발명정보를 서로 다른 

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한 분류개소는 발명의 특정 용도를 

포함하는 반면 다른 분류개소는 발명의 일반  용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들 

개소를 각각 응용지향개소, 기능지향개소로 일컫는다. 응용을 한 특수한 변형이 

(명세서에) 공개된 경우에는 개 응용지향개소로 분류한다. 

  를 들어 심장 치환을 해 변형된 펌 는 A61M 1/10으로 분류되지만, 이와 

같은 특수 변형이나 개조가 없는 펌 는 일반 으로 펌 의 특정 구조에 따라 

F04B, F04C, F04D, F04F 등으로 분류된다.

  발명의 용도가 명목상 공개되면 체로 기능지향개소로 분류한다. 

   2.3.5 기타 특별 규칙의 확인

  발명이 유 과 련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유  발명을 포함하는 분류개소로 

분류한다. 명목상, 가령 이름만으로 종(species)이 공개된 경우에도 유  분류개소로 

분류한다. 완 히 자립 가능한(fully enabled) 종이 공개된 경우에는 개별 종을 

포함하는 분류개소로 분류해야 한다.

  분류하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  특징을 확실히 포함하는 분류개소를 찾지 못하면 

잔여 분류개소로 분류한다. 잔여 분류개소는 그룹과 서 클래스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잔여 분류개소 타이틀은 타 개소로 분류되지 않는 주제 사항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보고 잔여 분류개소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룹 분류를 할 때마다 분류표의 주  정의서를 검토하여 해당 그룹에 용되는 

특별한 분류 규칙(다  분류 는 인덱싱 분류 요건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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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CPC의 이용방법

  1.1 CPC 공식 웹사이트의 활용

   1.1.1 CPC 분류표  정의서 조회

  CPC로 분류된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기 해 CPC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알아보기로 하자. CPC의 분류표(Scheme)와 정의서(Definitions)를 확인하기 

해서 CPC 공식 웹사이트(https://www.cooperativepatentclassification.org/index) 

에 속한다.

그림 21. CPC 홈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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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화면 왼쪽의 ‘CPC Scheme and Definitions’를 클릭하면 최근 갱신된 CPC의 

분류표와 정의서를 확인할 수 있고, 세부 항목인 ‘Table’을 클릭하면 

섹션별/클래스별/그룹별 분류코드의 분류표와 정의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림 22. CPC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CPC Scheme and 

Definitions’ 메뉴 화면

그림 23. CPC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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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CPC-IPC 컨코던스(Concordances) 조회

  메인화면의 왼쪽 ‘CPC Concordances’ 메뉴를 클릭하면 CPC와 ECLA  CPC와 

IPC의 매칭 테이블인 컨코던스(Concordances) 테이블을 확인, 다운로드할 수 있다.

  CPC 컨코던스 테이블은 CPC와 타 분류체계의 응표이다. 그림 25의 를 들어 

설명하면, CPC 코드인 A01B1/022는 IPC에 없으므로 IPC 코드 A01B 1/02에 

응함을 나타낸다. 한, 각 CPC 코드의 계층구조를 나타내는 도트 수가 가장 

오른쪽 열에 표시된다.

그림 24. CPC 컨코던스 메인화면

그림 25. CPC-IPC 컨코던스 테이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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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유럽특허청 공식 웹사이트의 활용

   1.2.1 CPC 분류표 조회

  유럽특허청 홈페이지(https://worldwide.espacenet.com/)에 속하여 Espacenet을 

통해 CPC 분류표  정의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단어를 통한 분류코드 검색이 

가능하고 계층  구조가 가시화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다.

그림 26. 유럽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 속 후 화면 왼쪽 메뉴  ‘Classification search’ 메뉴를 클릭하면 

CPC 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CPC 분류표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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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 분류코드에 한 A~Y까지의 섹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섹션을 

클릭하면 해당 섹션에 포함된 클래스  그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웹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있는 검색창에 CPC 분류코드 는 단어를 

입력함으로써 필요한 CPC 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CPC 분류표의 세부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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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CPC를 이용한 특허문헌 검색

  일례로 H04B 10/25137가 부여된 특허문헌을 찾아보자. 우선, Espacenet의 

‘Advanced search’ 메뉴를 이용해 보자.

  그림에 나타나는 항목별 검색란의 ‘CPC’ 창에 H04B10/25137를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르면, 해당 코드가 부여된 특허문헌과 검색건수가 표시되어 출력된다.

그림 29. ‘Advanced search’ 화면에서의 CPC 분류코드 검색 

그림 30. ‘Advanced search’ 화면에서의 CPC 코드 검색 결과 화면



58

  분류 조회(Classification Search) 메뉴를 활용하여 련 특허문헌을 검색할 수도 

있다. 우선, 검색하고자 하는 분류인 H04B 10/25137을 찾고, H04B 10/25137 좌측

에 있는 네모 박스에 체크를 한 후 검색(Find patents) 버튼을 르면, 해당 CPC가 

부여된 특허 문헌의 리스트  검색 건수가 상단에 표시된다.

그림 31. ‘Classification Search’ 화면에서의 CPC 코드 검색

그림 32. ‘Classification Search’ 화면에서의 CPC 코드 검색 결과 화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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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각 특허문헌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특허문헌에 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Classification Search’ 화면에서의 CPC 코드 검색 결과 화면(2)

   1.2.3 C-sets를 이용한 특허문헌 검색

  기존 CPC 분류 부여 방식에서 간과할 수 있는 세부 기술요소에도 분류를 

부여하고 이들을 상호 연계하여 C-sets을 형성하므로, C-sets를 이용한 검색은 보다 

정 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효율을 극 화 할 수 있다.

  다음은 Espacenet에서 C-sets을 이용한 검색 방법을 알아보기 한 시이다. 

앞서 설명한 Espacenet의 ‘Smart search’의 ‘CPC’ 기입란을 이용하여 C-sets filed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자는 “cpcc”를 이용한다.

☞ ) ABS, PMMA  스티 -아크릴산 에스테르 공 합체로 구성된 고분자 조성물

표 16. 키워드를 통한 C-sets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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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Smart Search’ 화면에서의 C-sets 코드 검색 화면

  상기의 기술 련 C-sets을 검색하기 하여 C-set 내 한정한 “(cpcc=C08L25/14 

prox/distance<1 cpcc=C08L33/12) and (cpcc=C08L33/12 prox/distance<1 cpcc= 

C08L55/02)”을 검색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 ‘Smart Search’을 통한 C-sets 코드 검색 결과 화면

  1.3 KOMPASS의 활용

   1.3.1 KOMPASS의 코드 조회

  CPC 분류표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KOMPASS에 있는 코드 

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KOMPASS 메뉴 에서 코드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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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좌측 상단은 SEARCH와 INDEX로 구분되어 있으며, 

SEARCH는 CPC 코드나 타이틀을 직  입력하여 해당 CPC 분류표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이고, INDEX는 섹션부터 시작해서 하  계층으로 순차 으로 찾아 나갈 

수 있는 메뉴이다.

그림 36. KOMPASS에서 코드조회를 통한 CPC 조회 화면(1)

그림 37. KOMPASS에서 코드조회를 통한 CPC 조회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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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선행문헌 검색을 통한 CPC 조회

  분류체계 반에 한 지식이 없는 경우, 찾고자 하는 기술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 경우 과거 문헌에 부여된 CPC를 참고하여 후보를 

좁힐 수 있다. KOMPASS에서 찾고자 하는 기술주제의 요 키워드를 넣어 검색한 

결과 문헌들에 빈번하게 부여된 분류들이 유력한 후보가 된다. 유력 후보들로 

범 가 좁 지면 주, 정의서를 참고하여 분류표를 살펴서 정확한 분류개소를 찾을 

수 있다.

   1.3.3 CPC를 이용한 특허문헌 검색

  KOMPASS 시스템에 CPC 코드를 입력하여 특허문헌을 검색한다.

그림 38. KOMPASS 조회 화면

  KOMPASS에 있는 코드 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CPC를 입력할 수 있다. 코드 

조희 메뉴를 이용하여 원하는 CPC를 찾고, 이를 클릭하면 CPC 분류란에 자동으로 

그 코드가 입력된다. 이 방식은 코드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특정 기술분야의 

CPC를 찾는 동시에 KOMPASS에서 특허문헌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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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CPC 찾기 제(자동차 연료분사장치)

  자동차는 25000~30000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므로 많은 기술분야와 연 되고 

해당하는 CPC도 많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의 CPC  자신이 원하는 CPC를 

정확하게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 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연료분사장치를 

찾아보기로 하자. 

F01PF02PF02MF02DF02BF01LF01M F01PF02PF02MF02DF02BF01LF01M

F01NF01N

B60KF16H B60KF16H
B62D21,25B62D21,25B60KB60K

B60KB60KB60QB60Q

B60HB60H

B60RB60R

B60CB60C

B60TB60T

F16D

,

F16D

,
E05BE05B

B60K

,

B60K

,

그림 39. 자동차와 련된 CPC

그림 40. 교통 제어와 련된 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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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분사장치는 흡기 매니폴드에서 공 하는 공기와 연소실 내 는 흡입구멍 

내의 분사밸 에서 공 하는 가솔린을 실린더에서 혼합하고 압축하여 화 러그의 

불꽃 화로 연소시키는 장치이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자.

그림 41. 기화기식 연료 공 장치

그림 42. 자제어식 연료 공 장치

  이 연료계의 CPC는 략 다음과 같다.

그림 43. 연료계의 세부 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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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연료분사장치의 CPC를 찾아보자.

① CPC 분류표에서 키워드 입력 검색

  CPC 분류표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기 해서는 KOMPASS → 코드 

조회로 이동하여 키워드 검색에 ‘연료분사’를 입력한다. 검색결과를 참고하면 해당 

CPC 서 클래스는 F02D 는 F02M 하 에 련 개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KOMPASS 코드 조회를 이용한 련 CPC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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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키워드 검색 

  특허문헌 검색시스템에서 기존 문헌에 부여된 CPC를 참고하여 CPC를 유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KOMPASS를 사용할 경우, 청구항 검색에 ‘연료분사’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부분 문헌이 F02D 는 F02M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5. KOMPASS의 특허문헌 검색을 이용한 련 CPC 코드 찾기

  이처럼 CPC에 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할 때는 키워드로 검색하고, 그 결과 

얻어진 CPC를 참고하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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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각국의 특허분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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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IPC, FI, CPC 분류표 비교 샘

* H04M 3/00 : 자동 는 수동 교환기( 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