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터�기능�활성화�버튼

Result Dashborad 활성화�버튼

Result Dashborad 화면

결과�내�재검색�수행�입력창

톰슨 이노베이션 BLUEPRINT FOR SUCCESS
기술 분야 내 동향 분석

• 주목 받는 기술분야는?

• 이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가?

•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한 신규 시장이
   있는가?

특정�기술에�집중된�특허�모집단과�톰슨�이노베이션의 Result Dash-
board 로�특정�기술영역의�트렌드를�분석하고�이와�같은�질문에�대한 
답을�쉽게�찾을�수�있습니다. 

쉽고�간단한�특허�분석�단계
1. 분석�대상�기술�분야에�대한�특허�검색을�수행하세요.
2. 정제된�결과를�얻기�위해�필터�기능을�활용하세요.
3. 결과값을�분석하세요.

Smart Search를� 활용하여� 특정� 특허와� 기술 
내용이�유사한�특허들을�찾으세요.

Smart Search 검색팁!
• 분석� 대상� 기술� 분야의� 대표� 특허를� 찾고 Smart 

Search 필드에�붙여�넣으세요.

• 발명의� 명칭, 초록, 청구항� 등을� 입력하면� 유사 
특허부터�순서대로�보여줍니다.

• 전문가에� 의해� 재작성된 DWPI Title, Abstract는 
통상의�기술�용어로�발명의�용도와�내용을�작성하여 
제공하므로�검색에�훨씬�효과적�입니다.

검색�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보고자하는� 기술� 분야, 국가에� 집중 
하세요.
• IPC-4 Character (Category) 필드를�활용하여�특정 

기술�분야에�집중하세요.

• 대상� 기술�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특정� 분류� 코드로 
결과�내�재검색을�수행하세요 .

• Assignee로�필터링하여�기술

STEP 1 - 기술영역�찾기

STEP 2 - 결과의�검토와�필터링

특정�기술�분야에�집중한�정확도�높은�검색을�위해�특허�기술�분류�코드를�검색식에�추가하세요. Browse 버튼을�이용하여 
기술�영역이�표기된�정확한�코드를�찾으세요.

Note :



Country Code는� 특허의� 국가� 분포를� 보여줍니다. 혁신의� 근원 
지와�특허�출원국�분포를�통해�특허의�시장성과�개발�기회를�확인 
할�수�있습니다.

특정�국가를�선택하고�결과를�필터링�하세요.
• 전세계에서�선택�국가의�특허�분포 (Publication year)
• 특정�국가�내에서�신규�발명의�비율 (Priority Year-Earliest)

Priority Year-Earliest는�최우선일�정보를�통해�발명의�최초�출원 
시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혁신의� 속도와� 정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원수가� 하락한다면� 과거� 몇� 년� 동안에� 보호� 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견이� 적은� 것입니다. 분석시� 기술� 분야� 내� 특허 
모집단을�패밀리�단위로�묶어�중복�제거하고 Work File로�만드는 
것이�효과적입니다. 그리고 Result Dashboard를�검토하여�기술 
분야�내�새로운�혁신의�통향을�확인합니다. 이�작업을�위해�뒤에 
나오는 Collapse Your Results by Family 관련� 설명을� 참조 
하세요.

STEP 3 - 질문에�대한�결과�분석하기
RESULT DASHBOARD는�직관적인�개요를�제공합니다.

COUNTRY CODE ‒ 어떤�시장이�세계적인가?

Count of Citing Refs는�여러�번�인용이�된�가장�영향력있는�발명 
을�찾는�것을�도와줍니다. Note : 우측�그래프에서 X축�왼쪽으로 
갈수록�후방인용수가�높고�오른쪽으로�갈수록�후방인용수�낮음
가장�왼쪽�막대에�해당하는�후방인용수가�높은�특허를�선택하세요.
• 모집단�내에서�가장�혁신적이고�중요한�특허�도출
• 가장�중요한�발명의�최신성�분포( Publication Year)

COUNTRY CODE ‒ 어떤�시장이�세계적인가?

Priority Year-Earliest ‒ 얼마나�활발한�분야인가?

발명의�특허�보호가�확대되는�추세인지�확인하고�싶다면 Publica-
tion Year를�살펴보세요. 기술의�보호가�필요하다면 Publication 
Year는�상승�추세일�것입니다.
특정�년도를�선택하고�필터링�후 Country Code 로�분석하여�해당 
년도�특허�출원국�분포를�확인하세요.
(Country Code)

PUBLICATION YEAR ‒ 지속적으로�특허출원이�있는가?

톰슨�이노베이션의 Result Dashboard는�결과�리스트�내�특허들의�분포를�직관적으로�시각화합니다. 이�시각화�분석�자료는기술 
분야�내�특허�모집단의�분석�개요를�제공합니다.



차트(Chart) 기능은�더�다양한�분석�결과를�제공합니다.

Top IPCs by Year(Classification 탭에서)은� 지난 15년� 동안의 
Top5 IPC-4 character codes로� 누적막대도표를� 생성합니다. 
이는� 시간에� 따른� 기술영역의� 발전과� 잠재적으로� 기술의� 새로운 
응용을�확인하도록�돕습니다.
Tips:
• Edit를� 클릭하고 Primary Field의 DWPI Manual Codes (5 charac-

ters)를�선택하여 DWPI 분류�코드로�분석합니다.
• DWPI 또는 INPADOC family로�모집단을�그룹핑하여�기술�발명에�대한 

동향을�검토합니다.

TOP IPCS BY YEAR

Result Dashboard 또는� 기본� 차트� 양식� 외에� 분석� 필드를� 활용하여 
Custom Charts를�작성하고�저장할�수�있다.
1. 분석하고자� 하는� 모집단� 도출� 후� 화면� 하단에서 Analyze ‒ Charts 

메뉴를�클릭합니다.
2. 차트창�하단 Create Custom Chart 의�탭�메뉴에서 Bar 또는 Line 탭을 

선택합니다.
3. Primary field 에서�분석하고자�하는�필드를�선택하세요( 예: Priority 

Country Code 또는 Inventor)
4. Secondary Field에서� 년도� 필드� 선택(예: Application Year)하고 

Items의�갯수를�설정하여�확인합니다.
5. View Chart를�클릭합니다.

CREATE YOUR OWN CHARTS FOR CUSTOM ANALYSIS

Top Assignees by Year(Assignees 탭에서)은� 지난 15년간 
특허를� 출원한 Top 5 assignees로� 누적막대도표를� 생성합니다. 
이는�시장�진입�및�철수시�기술의�보호수단인�특허에�대한�기업의 
활동�추이를�보여줍니다.
Tips:
• Edit를� 클릭하고 Primary Field의 DWPI Assignee/Applicant 를 

선택하면 DWPI 출원인�정보를�이용하여�분석합니다.
• Secondary Field의 Priority Year-Earliest DWPI를�사용하여�발명의 

최초�출원년도를�기준으로�분석합니다.

TOP ASSIGNEES BY YEAR

Document Pace of Filing(General 탭에서)는� 과거� 최대 100
년까지� 각� 년도별� 출원수의� 비율을 % 로� 계산한�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특허� 출원� 동향을� 보여주며, 출원의 
증가�또는�감소�시기를�파악�할�수�있는�정보를�제공합니다.
Tips:
• 특정�년도�내에�분석�할�필드를�두개�까지�추가�할�수�있습니다. 예) Top 

5 assignees 의�년도별�출원�동향을�분석하여�기술분야�내�기업의�활동 
시기를�파악함.

DOCUMENT PACE OF FILING

톰슨�이노베이션은�쉽고�편한�특허�동향�분석�보고서�작성을�돕는�다양한�차트�기본�양식을�제공합니다. 뿐만�아니라, 특정�정보에 
집중한� 맞춤형� 차트(custom charts) 를� 생성하여� 양식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위하여� 특허� 리스트� 맨� 아래 
Analyze 메뉴에서 Charts를�클릭하세요. 그리고�생성하고자�하는�차트�양식이나�차트�종류를�선택하세요.



THEMESCAPE는�상세한�분석(IN-DEPTH ANALYSIS)을�제공합니다.
특허�또는�논문�모집단을 THEMESCAPE MAP 으로�분석하세요.

TIME SLICES 분석을�통해�시간에�따른�기술�발전을�확인하세요

혁신의�주요�내용�탐구

ThemeScape는 SmartSearch로�찾은�특허의�트렌 
드를�시각화�하는�것을�도와줍니다. 기술분야 Map을 
생성하고�우선권�국가와�년도를�이용해�해당�분야가 
어떻게�발전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1. Analyze - ThemeScape를�클릭하세요
2. Name에�작성할 Map의�이름을�넣으세요
3. Field Option 탭을�클릭하세요
4. Available Fields에서 Chosen Fields로 Priority 

Year Earliest ‒DWPI를�옮기세요
5. 화살표를�이용하여 Priority Year Earliest가�날짜 

관련�필드�중�가장�상위에�위치하도록�옮기세요

Time Slices는 Map에서�설정한�특정�기간�내�특허 
집단을�보여줍니다. 년도별 Time slices 분석을�통해 
시간에� 따란� 기술� 영역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추이를�확인하세요.
1. Time Slices를�열고 New를�클릭하세요
2. Time Slice의 Name에�들어가세요
3. Automatic Slicing 옵션을� 선택하고 Annual을 

선택하세요
4. Save를�클릭하세요
5. Time Slice 항목에�설정된�년도별�리스트�를�클릭 

하여 Map에� 나타나는� 기술� 영역의� 발전� 추이를 
검토하세요

ThemeScape는�모집단�내�국가(각국�특허청) 기준 
으로� 자동�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정보를� 분석하여 
혁신의� 근원지와� 시간에� 따른� 연구� 동향을� 확인하 
세요.
1. Groups을�열고 Countries 항목을�보세요
2. 검토하고자�하는�국가를�선택하세요
3. Map에서�해당�국가의�특허�분포를�확인하세요
4.T ime Slices를�열고�개별�년도를�클릭하여�혁신이 

일어나는�곳의�변화를�찾으세요

Note :
• ThemeScape는�모집단�크기가�클�때�특히�유용한�분석툴이므로 Map을�생성하기�전에            아이콘을�클릭하고 Retrieve All 

Smart Search 결과를�선택하세요.
• 개별�특허가�아닌�발명�단위의�동향�분석을�위해 DWPI (또는 INPADOC) family로�특허를�그룹핑하면�시간�경과에�따라�기술 

환경이�어떻게�변하는지를�보다�잘�볼�수�있습니다.



추가�분석을�위한�모집단�추출

톰슨� 이노베이션은� 견고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추출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추가 
작업이�가능하도록�지원합니다.

• 국가별로 Assignee 정보를�정리, 정규화
• 피벗�차트�혹은�상세�필터를�생성
• 내장된� 분석� 도구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필드를 

활용한�추가�분석

선택한�데이터를�쉽게�추출할�수�있습니다.

• 결과� 리스트, Work File 또는� 차트에서 Export 
버튼이나�링크를�클릭하세요

• ThemeScape는 Map 에� 있는� 모든� 특허� 또는 
선택된� 일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Export 
화면에서� 추출할� 양식과� 필드를� 선택하세요. 편의 
를� 위해 Available Fields 창에� 미리� 그룹핑� 된 
Field Sets 가�있습니다. 예) Assignee Report

 
 
 
 
 

효과적인�분석을�위한 TIPS!
Time and Date Fields ‒ 시간�및�날짜�관련�필드
Publication year와 Priority year-Earliest 와�같은�시간�필드로�검색시, 현재�년도는 publication이�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과거 
년도보다�특허수가�적을�수�있습니다.

Collapse Your Results by Family ‒ 패밀리로�그룹핑하여�중복제거
더� 성숙한� 기술� 영역에서� 산업� 트렌드에� 대한� 더� 나는� 시야를� 가지기� 위하여 DWPI 혹은 INPADOC Family로� 모집단을� 정리하고 
Family 당 1개�대표�특허를�기준으로 Work File을�저장한�후, 저장한 Work File 에�대한 Result Dashboard를�검토하세요 .
1.       아이콘을�클릭하고 Retrieve DWPI Families 혹은 Retrieve INPADOC Families를�선택하세요
2. Display and Sort 메뉴를�열고�패밀리�대표�특허인 Preferred Document 를�설정하세요
     • DWPI family의 Basic Patent
     • INPADOC families의 Earliest Record
3. Family 단위로�그룹핑하기�설정이�끝나면 OK를�클릭하세요
4. 결과�리스트화면에서 collapse all 아이콘 (      →      )을�클릭하고 select all 체크박스�를�클릭하세요.

5. 화면�하단의 Add To 메뉴에서 New Work File을�선택하여 DWPI Basic 또는 earliest INPADOC records를�패밀리�대표�특허로 
포함하는�새로운 Work File 을�생성합니다.

6. 생성한 Work File을� 실행하면 Result Dashboard 화면에서는 DWPI Basic 또는 earliest INPADOC records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분석�결과를�보여줍니다.

7. 좌상단 Thomson Innovation 로고�클릭�후 Dashboard 메뉴에서 Saved Work 클릭, 그�다음 Work Files 선택하세요.
8. 작업할 Work File 실행을�위해 Run아이콘(      )을�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