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슨 이노베이션 BLUEPRINT FOR SUCCESS
연구분야의 경쟁환경에 대한 분석

• 연구원이 어떤 연구분야에 종사하고 
   있나요?

• 특정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 새로운 분야에서 연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나요?

당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경쟁적인�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필요합니다. 톰슨�이노베이션은�이런�환경에�대한�분석을�쉽게 
만들어�드립니다.

경쟁사�정보�분석의�쉬운�방법
1. 당신이�원하는�연구�분야를 Smart Search로�실행합니다.
2. 빠른�확인을�위해 Dashboard의�결과를�확인합니다.
3. ThemeScape로�경쟁사�행동을�분석합니다.
4. Text Cluster로�경쟁사의�기술�포트폴리오를�분류합니다.

STEP 1 - Smart Search로�기술분야�조사
예시를�이용한�기술분야의�문서�찾기

예시를�이용한 Smart Search 구동하기

Smart Search는�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입력해서 
비슷한� 특허및� 관련문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mart Search는� 입력된 Text를� 분석 
하고� 당신에게� 맞는 Smart Theme를� 이용한� 주요 
단어를�추출합니다.

Tip for Smart Search

• 발명품의� 특성이� 명확히� 들어나는 Text를� 사용합 
니다.

• 특허 Title, Abstract, 그리고�그�외�각항들의 Text는 
정확한�검색을�위한�기본이�됩니다.

• 전문가에�의해�재작성된 DWPI Abstract는�통상의 
기술� 용어로� 발명의� 용도와� 내용을� 제공하므로 
검색에�훨씬�효과적입니다.

톰슨�이노베이션의 Dashboard에서 Smart Search
를�구동할�수�있습니다.

1. 톰슨�이노베이션에�접속합니다.
2. Dashboard의�검색창에�예시와�같이 Text를�붙여 

넣고           를�클릭�합니다.

Smart Search는� 입력한 Text, 추출된� 주요단어 
그리고 Text의� 기술사항에� 알맞은� 특허를� 분석합 
니다.

• Smart Search 키워드와� 유사한� 특허를� 찾고 
추출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클래리베이트社가 
개발한�특허�출원�중인�알고리즘을�사용합니다.

• Top 1,000 특허를� 먼저� 보여주어� 가장� 중요한 
결과부터�확인하도록�합니다.



Assignee 관점에서
• 주요�참여자�보기
• 시장의�영향력있는�소수�또는 

일반�참여자들�확인
• 틈새�연구�참여자들�찾기

Assignee의�분류와�검토
• Assignee의�최고�기술을�보기�위한 

IPC-4 character도표
• 적절한�협업을�가능하게�하는 

Assignee의�다른 data point

Inventor 관점
• 해당�기술영역에서 Top 

발명가들�보기

Inventor의�분류와�탐색
• Inventor가�소속된 Assignee 확인
• Inventor가�연구하는�기술을 IPC-4 

분류로�확인
• 최근�출원�경향�파악을�위한 

최우선일�확인

새로운�발명의�발전�트랜�확인을 
위한�최초�우선일�관점에서
• 최초�우선일은 Patent families 

(invention) 의�원�출원일을 
나타낸다.

• 출원의�증가는�연구분야의 
성장을�의미한다.

• 출원의�감소는�축소�될지도 
모르는�분야를�보여준다.

필터링할때�최초�우선일�확인
• 관련�분야에�어떤 Assignee 혹은 

Inventor가�참여�또는�철수하는지 
확인

• 특정�기술의�출원�동향을�보기�위해 
IPC-4 분류�코드�확인

마우스를 IPC-4 Character 
Codes 위로�옮겨서�다음을 
확인하세요.
• 포괄적�기술분야�내�관련�특허 

확인

IPC-4 code 선택�및�필터링하여
• Assignees 및 Inventors 연구�기술 

분야�파악

STEP 2 - Dashboard에�경쟁자�정보에�대한�결과�나타내기

ASSIGNEE- 누가�이�분야의�최고�권위자인가?

INVENTOR- 누가�주요 INVENTOR인가?

우선권 - 새로운�기술�발전의�동향�분석?

IPC-4 CHARACTER- 기술의�응용�분야는?

Dashboard의�결과는�경쟁관련�주요�내용을�이해하는데�도움을�줍니다. 트렌드�파악이나�시장의�주요�연구자와�같은�정보를�한 
눈에�볼�수�있게�구체화된�시각�정보를�제공합니다. 해당�기술에서�특정 Assignees 의�특허�또는�다른 Assignees 와 Inventor의 
협업과�같은�내용을�결과로�도출한 Dashboard 그림에서�해당�영역을�선택하거나�필터링하여�쉽게�얻어�낼�수�있습니다.
다음 4개의�도표는�경쟁환경에�대하여�직관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한�화면에�제공됩니다. 화면에�제공되는�도표들을�살펴보고, 
다른�형태의�도표들로�어떻게�바뀌는지�보기�위하여�특정�포인트를�선택하여�필터링해�보세요.

Tip :         아이콘을�클릭한�후,          를�클릭하여�보고서나�프레젠테이션�용도로�사용할�해상도�높은�스냅샷을�다운로드�받는다.



Tip : ThemeScape는�기본적으로�일반적으로�발명이�구체화된 fields를�사용합니다. 이것은�영어와 DWPI의 Title 그리고 abstract 
을�포함합니다. 특허의 Abstract 내용을�이용해서�구체적으로�전체적인�기술의�내용을�조명할�수�있습니다.

STEP 3 - THEMESCAPE로�기술�경쟁자�행동�분석
THEMESCAPE MAP만들기

ThemeScape는�기술영역에서의�경쟁자행동을�시각 
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연구분야보다� 더 
넓은�분야에�사용할�수�있습니다.

1. 결과의� 모든 filter를� 재설정� 하세요 (예 : 특정 
assignees의 filters )

2. Analyze, ThemeScape를�클릭
3. Name을�입력하고 Save를�클릭
ThemeScape map이�시작됩니다. ThemeScape로 
map을� 만들�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 
니다.

기술영역에서 ASSIGNEE의�포트폴리오�확인하기

ThemeScape는� 자동으로 Top Assignees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그룹을� 통해서� 경쟁영역� 대한� 관심 
도와�투자를�확인할�수�있습니다.

• 특허�소유권자를�전체�기술�영역에서�분포도를�확인 
하기�위해서�각각에�대해서�선택을�하면�됩니다.

• 특정� 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특허권자들의� 주요 
활용들을�확인합니다.

• 특허권자들의� 활동이� 적거나� 없는� 부분도� 확인합 
니다.

• 만약�어떤 assignee에�대해�특정�관심�분야가�있다 
면�그�부분의�특허들을�선택하고 New를�클릭하여 
새로운�특허�그룹을�생성하세요.

ASSIGNEE의�포트폴리오�비교하기

ThemeScape에서� 여러� 개의� 그룹을� 어떻게 map
에서�비교하는지�확인합니다. 이것은�두 assignee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는  예제에� 유용하게 
사용할�수�있습니다

1. 비교하고자�하는 assignee들의 Checkbox를�선택 
합니다.

2. 반드시 Combine Model을 Union으로� 설정합 
니다.

두 assignee의�포트폴리오는 map 위에�다른�색상의 
점으로� 표시됩니다. 겹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높은 
경쟁도를�나타낼�부분입니다. 

각 assignee가�갖는�유일한�영역은 licensing 기회가 
있거나�경쟁상품을�개발할�수�있는�부분�입니다.



Tip :

Combine Mode는�여러�개의�그룹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 map 에서�이�선택지들의�시각화�방법을�바꿉니다.
• 선택된�모든�기록을�조합하여�나타내기
• 모든�선택된�그룹에�속한�기록을�교차하여�나타내기
• 각각�선택된�그룹의�기록을�구별하여�나타내기
기록은�작업하고자�하는�출력방법�선택을�고려하여�표시됩니다.

STEP 3 - THEMESCAPE로�기술�경쟁자�행동�분석(이어서)
시간에�따른�포트폴리오�발전�시각화하기

Theme Slices는� 시간에� 따른� 조직의� 연구� 또는 
특허출원�전략을�확인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이�발전을�보려면

1. 원하는�연구의 assignee 그룹을�선택합니다.
2. Time Slices 패널에�들어가 New를�클릭합니다.
3. Name을�입력하고 Automatic Slicing annually

를�선택합니다.
4. Save를�클릭하면 time slice collection이�생성한 

대로�확장됩니다.
Time Slices를� 통해� 시간에� 따른� 특허전략� 변화를 
확인합니다. 한� 분야에� 머물거나� 새로운� 기술� 영역 
으로�이동하는�회사를�확인합니다.

더�많은�분석을�위하여�관심 ASSIGNEE 부분�저장하기

ThemeScape는� 작업� 이후� 재� 확인작업을� 위하여 
특허 map에서� 작업한� 기록을�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특허권자를� 구분하기 
위해�집중하고�있는�부분을�저장할�수�있습니다.

1. 저장하고자�하는�그룹이나�그룹들을�선택합니다.
2. 저장하고자�하는�기록을�토대로 Combine Mode

을�설정합니다.
3. Export버튼을�클릭, Work File선택, 그리고 Save

를�클릭합니다.
4. Name을�입력하고 Save를�클릭합니다.



STEP 4 - Text cluster로�관심�있는�분석영역�더�분석하기
경쟁자�포트폴리오에서 Text cluster만들기

Text cluster 는� 경쟁자� 포트폴리오와� 넓은� 기술 
영역을� 포함한� 연구분야와� 그� 하위� 분류의� 적절한 
내용과�범위를�빠르게�볼�수�있도록�도와줍니다.

1. 특정 Assignee 에� 대한� 결과를� 필터링하기� 위해 
Result Dashboard를� 사용하세요. 또는 Theme 
Scape에서� 작업한� 정보를 Work File로� 저장한 
내용을�여세요.

2. Analyze, Text cluster 를�클릭하세요.
3. 분석을�원하는 fields를�선택하여 Create를�클릭하 

세요.

Text cluster로�하위�영역의�내용�및�범위�확인

Text cluster로�특정�출원인이�보유한�기술에서�하위 
영역의�내용및�범위를�확인합니다.

• 어떤� 하위� 분류영역에서� 출원수가� 많은지� 혹은 
적은지�표시된�숫자를�가지고�확인합니다.

• Cluster로�하위�분류와�관련된�특허를�확인합니다.
• 하위� 분류에서� 특정� 용도의� 특허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cluster를�확장합니다.
• 특정 Cluster로�기술분야를�나타내는�표를�만드는게 

가능합니다.
• 분류되지� 않은 cluster를� 검토하고� 회사의� 신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특허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일자로�내림차순�정렬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차트로�나타낸�기술발전

차트는�시간에�따른�특정�기술영역의�발전을�나타냅 
니다.

1. 분석할�기술영역(또는 sub-영역)을�선택합니다.
2. Analyze, Charts 를�클릭합니다.
3. Create Custom Chart 아래의 Line을�클릭하고, 

Line 차트를�클릭합니다.
4. Primary field로 Priority Year Earliest을�분석한 

차트를� 생성합니다. Top20의 item을� 포함하고 
collapse by DWPI family 및 preferred docu-
ment ‒ Basic Patent로� 설정합니다. (DWPI 
미구독자는 INPADOC Family - Earliest Docu-
ment 로�설정합니다.)

Note :
특정�필드로�기술영역의�다른�내제된�내용을�분석합니다. Title ‒ DWPI는�발명의�간결한�설명을�제공�하고, DWPI Abstract 는 
기술의�응용영역에�초점을�둡니다. 또한�기술의�장점과�신규성에�집중합니다. 모든 DWPI fields는�정확하고�통찰력�있는�분석을 
위해서, text cluster를�생성하기�쉬운�명확하고�표준화된�언어를�사용합니다.



엑셀에서�추가�분석을�위한�모집단�추출하기

DERWENT PATENT CITATIONS로�더�폭넓은�경쟁�정보�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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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한�추가�분석 

선택한�데이터를�쉽게�추출할�수�있습니다.

1. Result set, work file, 혹은 text cluster에서 
Export를� 클릭하세요. 필터링, 하위검색� 혹은 
선택된 text cluster에� 대한� 데이터� 추출이� 가능 
합니다.

2. ThemeScape 은 Map 에� 있는� 모든� 특허� 또는 
선택된�일부를�추출할�수�있습니다. (예: Groups, 
Time slices, 등고선, searches 혹은� 자유선택 
양식등)

Export 화면에서�추출할�양식과�필드를�선택하세요. 
편의를� 위해 Available Fields 창에� 미리� 그룹핑� 된 
Field Sets 가�있습니다. 

예) Assignee Report

1.특허�검색�양식에�접속합니다.
2.Change Collections 링크를�클릭하고 Enhanced 

Patent Data - DWPI and DPCI를�선택합니다.
3.Cited Patents ‒ DPCI 필드를�선택, 자사의�사명을 

입력하고�필드창�옆에�있는 “Not” 을�선택합니다.
4.Assignee/Applicant ‒ DWPI 필드를� 선택하고 

자사의�사명을�입력합니다.
5.Publication Year 필드를� 선택, 과거 20년으로 

지정하고 Search를�클릭합니다.

Derwent Patent Citation Index (DPCI)는 DWPI 전문가� 팀에� 의해� 수집되고� 표준화된 family level의� 인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DCPI는� 자사를� 인용한� 경쟁사의� 특허를� 찾기� 쉽게� 도와줍니다.DWPI의� 정규화된� 데이터는� 결과에서� 자기� 인용 
자료를�제거하는데�역시�도움이�됩니다.

경쟁에�관한�정보는�종종�라이센싱�분석과�겹쳐집니다. 인용분석에�대한�자세한�내용은�본�활용사례�시리즈의 ‘특허�포트폴리오의 
라이센싱�기회�식별’ 편을�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