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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PC 분류뷰어 소개

 PIPC 분류 뷰어는 특허분류을 민간에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정보진흥센
터(PIPC)가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제특허분류(IPC)와 협력적특허분류(CPC)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향후 FI, 
F-term, 상품/디자인분류, 산업분류, 과학기술분류 등을 추가하고 특허분류와 연
계 정보까지 확충 예정입니다.

1.1 주요기능

  l 코드(IPC / CPC) 검색 및 조회 기능

  l 연산자(AND , OR)를 통한 키워드 검색 기능

  l 노트, 경고, 정의서 검색 및 조회

1.2 시스템 사양

  l 운영체제 : 윈도우 10이상 

  l  RAM : 4GB 이상

  l  저장공간 : 1GB 이상

    ※ 인터넷 연결 필수

1.3 프로그램 구성

  l  설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은 웹 사이트 

   https://www.pipc.or.kr/business/cpcService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l  본 매뉴얼은 윈도우 설치 SW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웹용 분류 조회 
서비스는 아래 링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ipc.or.kr/business/cpc/search  

  l 본 문서는 코드뷰어 2021.11.25.일 배포판을 대상으로 합니다.

https://www.pipc.or.kr/business/cpcService
https://www.pipc.or.kr/business/cpc/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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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방법

2.1 Microsoft Edge을 통한 설치

  설치파일 다운로드시 백신에 의해서 차단 메시지가 표시되며, 아래 그림과 같
이 [유지] -> [파일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2.2 Google Chrome을 통한 설치

  다운로드 후 받은 파일을 실행시, 백신에 의해서 차단 메시지가 표시되며, 아
래와 같이 [추가정보]->[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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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nternet Explorer을 통한 설치

  다운로드 후 받은 파일을 실행시, 아래 그림 같은 경고창이 표시됩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2.4 설치 프로그램 표시

  설치프로그램이 정상 실행된 경우 아래 화면이 표시됩니다. [설치]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정상 설치된 경우,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프로그램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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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설명

3.1 검색 기능

  검색엔진을 활용한 검색기능을 지원합니다.  (CTRL + ENTER)

  l 코드 검색 기능 : 검색식 입력창에 코드를 입력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 코드
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시: “G06F3/08” 입력 후 CTRL + ENTER 혹은 “검색” 버튼 마우스 클릭

  l 문장 검색 기능 : 문장을 분석하여 의미가 유사한 코드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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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키워드 검색 기능 : 검색 키워드 또는 검색식을 활용하여 검색엔진에서 반환된 
코드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불리안 검색을 지원하므로 아래 “검색엔진 사용 가이
드”를 참고하여 연산자를 활용한 검새기 가능합니다.

    예시 : “Smart + Card” 검색

  l 검색엔진 사용 가이드 : 아래 표와 같이 연산자를 통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연산자 설명 주의점

AND 또는 +
ex) 금속 AND 합성
“금속”과 “합성”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코드 검색

OR 또는 ,
ex) 무기 OR 유기
“무기” 또는 “유기”를 포함하는 분류코드 검색

NOT 또는 !
ex) (유기 AND 화합물) NOT 암모늄
“유기”와 “화합물”을 포함하면서 “암모늄”을 포
함하지   않는 분류코드 검색

절단자검색 
(*)

ex) 니트로*
“니트로”로 시작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분류코드 
검색

단일문자 절단자검색은 시
스템에 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문검색 (“”)
ex) “복합체 형성”
“복합체를 형성하는”과 같은 구문을 포함한 분류
코드 검색

구문검색 내에서는 절단자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드검색 
(fieldname: )

ex) 금속 AND 합성 AND code:(B*)
“금속”과 “합성”을 포함하는 분류코드를 B섹션
으로 한정하여 검색

code, cpc, ipc 등의 필드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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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색 옵션 

  l 정의서 검색 : 코드 정의서를 포함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정의

서 표시 영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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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계층검색  : 상위 계층의 타이틀을 포함하여 키워드를 검색해 줍니다.

    예시 : 심장혈관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전거 운동 기구에 관련된 분류를 찾
으려면, 계층검색을 활성화하고 “심장 + 자전거”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A63B2022/0641은 A63B22/00의 하위에 존재하며, 심장혈관계 훈련장치 중 
자전거 운동기구와 관련된 분류입니다. 계층검색을 통해 기술적 연관성이 높
은 분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63B22/00 : 심장혈관계를 좋은 상태로 하기 위해 동작의 민첩성 또는 정합성을 길들이기 위해 특히 

적합한 훈련장치

A63B2022/0641 : 운동 기구의 측면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예. 자전거에서의 움직임을 모의 실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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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노트검색 : 코드를 설명하는 노트를 포함한 검색을 수행합니다.

    예시 : “자전거 + 바퀴”  ※ 노트검색을 하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l  경고검색: 코드를 설명하는 가이드(Guide) 및 경고(Warning) 를 포함한 검

색을 수행합니다.

    예시 : “기계 + 피스톤 + 배치” 

 ※ 경고검색을 하지 않으면 해당 코드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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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기 옵션 

  l 정의서 표시 : 코드 정의서 영역의 표시여부를 지정합니다. 

     * 정의서가 표시중인 경우 자동으로 정의서가 표시됩니다.

  l  색상표시 : 코드의 레벨(Level)에 배경색을 적용합니다. 

     예시 : 색상표시 ON

     예시 : 색상표시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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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도트수(레벨)표시 : 도트수 또는 레벨(Level)의 수를 표시합니다.

  l  트리표시 : 도트표시 또는 트리 표시를 설정합니다.

예시 : 트리표시 ON

 

예시 : 트리표시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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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부모표시 : 검색시 계층내 상위 코드를 함께 표시합니다. ( 서브그룹까지)

    예시 : “(유기+화합물) + 효소 not 암모늄”검색 / 부모표시 OFF

    예시 : “(유기+화합물) + 효소 not 암모늄”검색 / 부모표시 ON

  l  노트표시 : 코드에 노트가 있는 경우 표시합니다.

  l  경고표시 : 코드에 경고가 있는 경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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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가 기능

  l  펼치기 : 코드의 하위 노드 전체를 표시합니다. * 메인그룹부터 지원

  l  연관분류 : 코드와 함께 사용된 코드들을 표시합니다.

    예시 : A23L3/3463 (유기화합물; 미생물; 효소)의 연관분류 표시

l  서브클래스 : 코드의 서브클래스를 표시합니다.

l  EPO바로가기 : 웹브라우져를 통해 espacenet에서 코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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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의 기능

4.1 리스트 관리 기능 

  리스트를 편집하여 사용자만을 위한 코드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l  복사 붙여넣기 삭제를 버튼을 통해서 리스트 편집이 가능합니다.

    예시① : 검색건에서 8개 복사

    예시② : 다른 검색결과에 8개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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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록 저장/불러오기 기능 

  l 목록저장 :  코드리스트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합니다.

l  불러오기 : 하드디스크의 코드리스트를 현재 창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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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중창 지원

 본 프로그램은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조회 가능하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화면
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4.4 사용자 지원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l 특허정보진흥센터 사용자 지원 문의 : patcls_help@pipc.or.kr

mailto:patcls_help@pi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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