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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팁 26. 특허 Results Dashboard 기능을 활용한 빠르고 효율적인 검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특허 검색으로 얻은 많은 양의 특허로부터 모집단 범위를 좁혀 나가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는 먼저 결과값을 대략적으로 검토한 후 검색 조건을 추가하여  
모집단 규모를 좁히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때, 수 천 건의 특허 검색 결과가 포함하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빠르게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과 모집단의 정보를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한 눈에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Results Dashboard의 기능은 특허 검색 결과값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상호관계에 있는 charts와 

graphs를 제작하여 많은 양의 특허 모집단이 담고 있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sults Dashboard는 검색 결과 화면 내에서 자동으로 중요 특허를 charts와 graph와 같은 시각적인 내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검색 결과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능의  시각화된  주요  정보는  설정에서  선택된  조건들에  해당하는  top ranking을  즉각적으로 

시각화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현재 특허 4개의 defaults view를 통하여서 보여집니다. 이러한 Result Dashboard의 

즉각적이고 새로운 시각화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초기 모집단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where to focus)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위의 내용은 특허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적용되며, TI의 모든 구독유형- Express, Pro, Analyst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특허 검색후 Result Dashboard는 아래와 같이 4개의 Dashboard의 형태로 검색결과 페이지 내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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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t Option을 클릭하면 Bar, Bubble, Line and Map의 4가지의 시각화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Results Dashboard의 기본 설정은 Country Code, Assignee, Current IPC and Publication Year이며,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dashboard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필드가 선택되면 해당 dashboard의 data는 차트 또는 그래프로 업데이트됩니다.  

4.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여 커서를 지도 안의 나라, 하나의 bar, 또는 하나의 bubble 위에 올려놓으면, 해당 
지점에 대한 특정 세부 사항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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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된 dashboard 안에서 마우스 커서를 하나의 Bubble 위로 이동하면, 해당 bubble에 대한 IPC 코드의 
자세한 설명이 아래와 같이 tooltip 안에 보입니다.  

아래의 확장된 dashboard안에서 분류코드 해당하는 문서를 보고 싶으면, 원하는 Bubble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Filter Results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값에 해당하는 문서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하나 이상의 Bubble 
클릭이 가능) 

5. 네 개의 dashboard 중 하나의 차트 및 그래프 오른쪽 위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해당 dashboard의 
확장된 view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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