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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기능소개

핵심특허선별하는인자

소유권변동및기타중요사항확인

를이용한회사선별하기

간단히제품과의관련성보기



 

편리한 자동 “GROUPS” 만들기 기능 추가 

된기능소개

- Expiration date 
- Remaining Life 
- Dead or Alive 



Rebranding 
Product name  Compan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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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Records 

Note: Patent search only.    
Available to ALL subscriptions. 
 
Benefits: 
1. Easily manipulate large result sets. 
2. More accurate counts on dashboard, filters 

and 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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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CULTURE and LEGAL STATUS in DERWENT 

INNOVA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ata 

point on a gallon of 
milk? 

What do video 
games and legal 

status have in 
common? 

What Bon Jovi 
song from the 80s 
will remind you of 

Legal Status? 

Expiration date Remaining Life Dead or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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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s:  Dead/Alive (and indeterminate) 

• Records are either Dead, Alive or 

Indeterminate 

• Dead means that a patent is no longer 

in force. It has expired naturally, or 

lapsed and prematurely expired. 

• Alive denotes that a patent has not 

expired and is still in force and able to 

be asserted 

• Indeterminate : there is no information 

or in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ny 

determinations 

• A patent that is dead will have an 

expiration date that has passed and 

zero life rem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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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s:  Estimated Expiration and Remaining Life 
 

Expiration Date:  

A calculated date for when the patent will no longer be in force and able to be 

asserted.     

A patent may  

 expire naturally by reaching its expiration date   

 expire prematurely, for example when the maintenance fee is not paid 

within the grace period. 

 extend past its “earliest effective filing date” based-term because of legal 

status events related to term extensions 

 

Remaining Life (the flip side of expiration) 

Time before a patent is predicted to expire, as calculated from Estimated 

Expiration Date.  

Remember: 
A patent that has expired has an estimated remaining life of 0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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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board for Legal Professionals 



10 PREDICTIVE DATA in Record View: 

the new “Key Summary Data” 
 

 
 

 

.  

DWPI Family: shows dead/alive 
status for the family.  
The rules:  
 If any member of the family is 

alive, the family is alive.  
 If a member(s) is 

indeterminate, but there are 
alive members, the family is 
alive.  

 If all members are dead, the 
family is dead. 

View Factors:  a pop-up 
with the factors that were 
relevant to calculating the 
expiration date of the 
patent on view.  



11 PREDICTIVE DATA in Record View: 

when the “factors” really matter 
 

 
 

 

.  



12 PREDICTIVE DATA in Record View: 
getting to the granted patent 



13 PREDICTIVE DATA in Record View: 
getting to the granted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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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EMO-READY 1.  Result Set Preferences: 

• Pick Dead/Alive, Estimated Expiration 

Date and Estimated Remaining Life to 

display 

• Create a legal status dashboard: 

 

2.  Export & Report Preferences: 

 

 

 

 

 

3.  Record View Preferences: 

• To see the Key Summary Data 

 

 

 

 



 

편리한 자동 “GROUPS” 만들기 기능 추가 

핵심특허선별하는인자
검색식및 정보이용

이용
소송정보이용



기술 Category 및 해당 공개연도 선정  
  - 특정 assignee/inventor 로 변경 가능 



기술 Category 및 해당 공개연도 선정  
  - developed 된 Text field를 이용해서 AI 분야의 특허를 선정 

Family Members/Family Countries 가 많을 수록 활용할 수 있는 
coverage가 많은 특허임으로 시장 가치는 높아짐 
 
Citing 빈도수가 많을 수록 특허의 가치가 높아짐, 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citing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Application country  시장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넣어줌 US, EP, JP 
가 3극으로 넣어주고 CN을 추가로 넣어 줄수도 있음 



기술 Category 및 해당 공개연도 선정  
  - Citation을 이용한 선정 

Avg. citation (3.209)을 통해서 연도 기준으로 평균적인 citation을 
구하거나, 특허 개별로 citation을 구할수 있음 

Application Year Patents Cited by  Avg citation (3.209)  

2011 353 1063 3.01 

2008 290 833 2.87 

2007 365 1142 3.13 

2006 354 1072 3.03 

2005 335 1124 3.36 

2004 380 1205 3.17 

2003 306 1098 3.59 

2002 295 948 3.21 

2001 332 1135 3.42 

2000 283 933 3.30 

인용 개수를 각 범위별로 
만들어서 선택이 가능함 예를 
들어 인용 횟수가 100~25에 
범위안에 드는 특허를 선택하고 
싶으면 각 범위를 클릭하면 됨 



기술 Category 및 해당 공개연도 선정  
  - Citation을 이용한 선정 

특허에 대한 가치적인 내용을 litigation, Opposition, (IPR & PGR & CBM) 에 
해당 되는 특허인지를 통해서 골라 낼수 있음 



기술 Category 및 해당 공개연도 선정  
  - 각 특허의 Dead/Alive를 볼수 있으며, 각 조건에 맞추어 sub search 

(window)에서 선택적으로 sorting이 가능 

각 조건을 sub search를 통해서 좁힐 수있음 
예를 들어 특허 중에서 Alive & Grants & 
Expiration Year & Remaining Life 을 
이용해서 해당 특허를 선별함 



기술 Category 및 해당 공개연도 선정  
  - developed 된 Text field를 이용해서 AI 분야의 특허를 선정 

DWPI Family를 통해서 특허의 Family상태가 죽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음 
– 죽어 있는 family가 많을 수록 무효이슈및 가치가 적어질 수 밖에 없음 
 
Expiration Date and Remaining Life 를 이용해서 특허의 존속기간및 남아 
있는 기간이 많을 수록 가치가 높아짐  



 

편리한 자동 “GROUPS” 만들기 기능 추가 

소유권변동및기타중요사항확인
검색식및중요인자선별



US Reassignment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각/매입 정보  



US Reassignment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각정보  

최종 권리자가 해당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넘어갔음을 
알수가 있음 또한 넘어간 날짜를 
검색식으로 좁혀서 검색이 
가능함 



US Reassignment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각정보  

Expert로 써치하는 경우 기술 
분류및 다양하게 범위를 좁혀서 
검색이 가능함  
Tap을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option을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함  



US Reassignment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각/매입 정보  

미국특허 다양한 권리 변동: 
license, merger, settlement, 등등, 
유럽 license를 찾아서 특허가 
매입이 가능한 상태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음 



를이용한회사선별하기
를이용한매입 매각대상선별



DPCI 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각할 대상 정보  

Samsung을 인용하는 특허들의 
리스트를 구할수 있음 그리고 
특허들의 Top Assignee를 
구할수 있음 순서대로 보면, 
LG Electronics, IBM, 등으로 
나오고 있음 



DPCI 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각할 대상 정보  

Samsung 특허중에서 모바일에 
관련된 Manual code를 
이용해서 인용된 리스트를 
구할수 있음, 예를 들어 Mobile 
phone으로 범위를 좁히면 
Qualcomm, LG 
electronics순으로 회사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음 



DPCI 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각할 대상 정보  

RC_X or RC_Y로 검색할 경우 좀더 대상자를 찾기가 용이함 



DPCI 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입할 대상 정보  

LG electronics 특허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특허들의 
리스트를 볼 수 가 있음 
그중에서 Top Assignee의 
정보를 이용해서 매입할 
특허들을 선별할 수가 있음 



 

편리한 자동 “GROUPS” 만들기 기능 추가 

간단히제품과의관련성보기

내용확인필요



US Reassignment정보를 활용 
  - 특징적인 회사/기관의 IP Portfolio 매입할 대상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