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OMSON INNOVATION®  검색팁 

검색팁 27. Highlight 기능으로 내 키워드 색칠하기 

  검색 결과 중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지 한 눈에 쉽게 알아보기 위해 HIGHLIGHT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키워드마다 다른 색상으로 HIGHLIGHT 설정하여 검토가 편리합니까? Record View의 HIGHLIGHT 
기능을 활용하면 검색된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볼 수 있고, My Terms 설정에서 원하는 추가 키워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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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Highlight기능 사용하여 검색 결과 내 키워드 확인하기 
 

1.사용자가 Highlight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On/Off 선택 메뉴 중 On을 선택한다. 

2.사용자가 Highlight 하고 싶은 화면 표기 영역을 선택한다. – Results (결과 리스트 화면), Record Views 

(개별 특허 검토 화면), Printing, Alerts and Saved Searches 

3. Highlight 할 검색 조건들을 모두 동일한 색으로 할지, 각각 다른 색으로 보이게 할지 선택한다. (모두 동일한 

색으로 할 경우, default color는 노란색이며 색깔은 변경이 가능하다.) 

4. 사용할 필드의 값이 내가 검색에 활용한 Search Field에 한정되길 원하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 검색 예시: Search Field 를 “Title, Abstract and Claims” 으로 정하고 검색 키워드를 입력한다. 

Highlighting Fields 메뉴에서 “Restrict”로 선택할 경우, 검색 키워드는 Title, Abstract and Claims에만 

한정하여 지정한 색깔로 표기된다. “Do not restrict”를 선택할 경우, 키워드는 모든 인덱싱된 텍스트에서 

색깔 표기된다. 예를 들면 Description, DWPI Title 필드 등에서도 키워드가 색칠된다.  

5. 키워드가 특허에 몇 번이나 hit 되어 나타나는지를 키워드별(By Term 선택) 또는 필드별(By Field 선택) 중 

메뉴 선택하여 간단한 통계를 볼 수 있다.  

아래 화면에서 설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ighlight 기능을 ‘ ON’하고,  

• Highlight 가능한 화면 표기 영역을 모두 선택한 후,  

• 키워드별로 다른 색상으로 색칠하도록 Multiple Colors 선택하고, 원하는 색도 함께 선택하였다.  

• 또한, 키워드를 색칠하는데 검색 필드 내로만 제한하지 않도록 선택하고, 

• 한 특허 내 키워드 hit 통계를 보기 위한 기본 설정은 “By Field”로 하였다. 



Step 2. Highlight 기능을 사용하여 Records View에서 키워드보기  
  

Highlight된 부분을 Record View에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기능이 켜져있어야 되므로, Record View 

Preference  설정으로 가서 Display Panels 메뉴에서 Highlighting을 체크한다.  

 

검색을 실행한 후에, Record View 화면을 열면 검색어가 어디에서 hit 되어 나타나는지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음 검색어를 찾을땐, 화살 표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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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y Terms 메뉴에서 추가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한 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Save를 클릭한다.  

2.아래 예시 화면에서 새로운 키워드인 “ammonium” 이 검색어 리스트 맨 아래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왼쪽의 네모 박스를 체크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Highlight 기능이 켜진다. 이 때 My Terms에 있는 

키워드 모두의 Highlight 기능을 체크 박스로 켜거나 끌 수 있다.  

3.이러한 검색어 리스트는 .csv 또는 .txt의 파일 형태로 업로드 가능하다.  

4.또한, My Terms에 있는 모든 검색어 리스트의 색상은 변경 가능하다.  

5.마지막으로 Save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한다.  

STEP 3: My Term에서 키워드 추가하기  
 
만약 사용자가 검색어 외에 추가적으로 키워드를 Highlight 하고 싶을 경우, My Terms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검색 결과 화면이나 Record View 에서 Highlight 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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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정 변경으로, 아래 예시 화면과 같이 “ammonium” 또한 Highlight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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