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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팁 33. SMART SEARCH 검색 결과를 기존 결과값에 추가하기 

SMART SEARCH란 무엇일까요? 

1. Smart Search 는 특정한 기술 분야와 관련한 결과 리스트를 얻기 위한 시맨틱 검색 방법이다.  

2. 이러한 결과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완벽히 매치되지 않더라도, 검색어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일치되는 내용을 가져온다.  

3. Smart Search는 사용자에게 친근한 영어, 라틴어를 사용한 유럽의 언어 및 일본어로 기술적으로 서술한 
용어를 검색할 수 있게 해 준다.   

4. Smart Search의 알고리즘은 검색식이 서술하고 있는 기술분야와 관련된 결과 리스트를 적절히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 검색자가 수행하는 작업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SMART SEARCH는 기존의 특허 검색을 보완하는 기능이다.   

1. 숙달된 특허 검색자들은 종종 본인만의 복잡한 검색 방법 전략을 구축하여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을 
찾는다.  

2. 이 때에 Smart Search 는 보조적인 방법으로서 사용자가 놓친 부분을 찾아 줄 수 있다.   

3. Marked List나 Search History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기존의 검색에서 놓쳤지만 Smart Search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결과 리스트를 쉽게 식별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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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기존 검색 방식을 사용하여 찾은 모든 결과를 따로 Mark 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에서는 기존의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여서 1,428개의 특허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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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결과를 선택하고 Marked List에 추가한다.  

Mark된 기록은 선택박스 옆에 노란불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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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 Search를 사용한 후에 Mark되지 않은 특허가 있는지 검토한다.  Smart Search는 기본적인 컨셉을 
사용하여 검색이 진행되며, 검색 결과는 자동적으로 관련성(Relevancy)이 높은 순(100-1)으로 정렬된다.   

• Mark되지 않은 검색결과들은 이전 검색결과에서 찾지 못한 Smart Search 를 통한 고유의 결과값이다.  

• 검토를 위한 팁: Smart Search를 통해 찾은 특허들 중 mark 되지 않은 건들을 검토하고, 혹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mark한다.  

• 검색결과는 Relevancy 점수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어지기 때문에 낮은 Relevancy 점수의 
특허이거나 더이상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건 중 mark가 되지 않은 특허가 있으면 검토를 멈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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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으로 Smart Search 검색 결과 리스트만 선별하는 방법! 
Search History에서 검색식 세트 조합 기능을 활용한다!  

1. 기존의 검색식 결과 세트와 Smart Search에 의한 결과 세트를 클릭하고, Combine버튼을 누른다.  

3. Smart Search 전체 검색 결과(Query #2)에서 일반 검색식 조합 검색 결과(Query #1)를 제외한 결과만 보여진다. 

2. 중간에 ‘NOT’ 연산자를 넣고, ‘Search’를 클릭한다.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OR’ 설정 되어있다.)  

Date of issue: 2016-09-1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