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슨 이노베이션 BLUEPRINT FOR SUCCESS
특허권의 행사 및 방어

•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 자사 특허가 침해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톰슨�이노베이션은�특허�소송�진행을�위한�훌륭한�정보원입니다.
침해� 소송에� 대응할때, 특허� 출원의� 소송� 기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잠재적�피해를�산정할�수�있으며�발명에�대한�신규성을�확고히�할 
수�있습니다.
자사 IP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내� 포트폴리오� 내� 가장� 가치있는 
특허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고, 잠재적인� 침해를� 알아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개발� 분야에� 대한�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에�대한�대응
침해�위험�특허를�톰슨�이노베이션에�설정해�두세요.

소송기록을�이용하여�위험수준�정하기

특허의�법적�상태와�안전도�확인하기

1. 톰슨�이노베이션을�열고 Dashboard의 Publica-
tion Number를�선택합니다.

2. Publication number 창에� 대상� 특허� 번호를 
입력하고�검색버튼을�누릅니다.

3. 하이퍼링크처리된 Publication number를� 클릭 
하여� 개별� 특허� 정보� 확인창인 Record View를 
엽니다

4. 특허가 Quick View로� 보인다면� 우상단의 Full 
View버튼을�클릭합니다.

Record view에� 인용정보, 청구항, 법적상황� 등과 
같은�개별특허의�가능한�모든�정보가�수록되어�있습 
니다. 이�정보는�침해�위험�특허의�위험�수준을�정하고 
방어를�위한�도움을�줄�수�있습니다.

1. Legal Status 링크를�클릭하세요.
2. US Litigation 섹션에�들어가세요.
3.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는� 특허관련� 과거� 소송을 

주목하세요.
4. 소송� 기록에� 있는 Docket number를� 사용하면 

다른� 소송� 전문� 툴에서� 사건의� 상세� 정보� 조사가 
가능합니다.

소송이�빈번한�특허는�심각한�위협을�나타냅니다.

특허가�여전히�유효한지�파악하는것은�중요합니다.

• 특허가� 효력을� 상실하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의�법적�상태�정보를�재검토�해�보세요.

• Get Family Legal Status를�클릭하여�특허가�등록 
되지�않았거나�어딘가에서�성공적으로�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확인하세요.

• Download, File History를� 클릭하여� 침해위험 
특허의�포대를�확인하세요.



침해�위험�특허에�대한�무효�조사�수행

특허를�무효화�하는�것은�특허�소송에�대한�잠재적인 
방어입니다. 톰슨�이노베이션은�특허�무효화를�위한 
근거�자료�제공을�지원합니다.

• DPCI Cited Patents 정보에서 X, Y 카테고리로 
분류된� 선행자료를� 검토하세요. X, Y 문헌은� 심사 
관이� 유사� 문헌으로� 분류한� 것으로� 잠재적으로 
위험� 특허의� 신규성을� 공격할� 증거가� 될� 수� 있습 
니다.

• 추가적인� 무효� 증거� 수집을� 위해 3페이지의� 자사 
중요특허의� 무효� 위험성� 판단� 내용을� 참고로 
위험특허에�대한�선행기술조사를�수행하세요.

특허�가치�분석을�위한�예비조사

특허� 평가하는것은� 어렵지만� 특허정보� 자체가� 가치 
지표를�내포할�수�있습니다.

• 자주� 인용되어�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특허를 
인용정보에서�검토해보세요

• 가치� 성장� 잠재성� 판단을� 위해� 특허권� 잔존� 기간 
대비�인용�히스토리를�확인하세요

• 글로벌�잠재성과�상업성�판단을�위해�패밀리�내�등록 
현황을�검토하세요

청구항과�침해�제품의�연관도�검토

자사� 제품이나� 특허의� 침해� 관련성� 판단을� 위해 
청구항과�제품의�연관도�분석을�수행하세요. 

청구항과� 제품� 세부� 기술의� 비교� 분석을� 위해� 엑셀 
형태로�대상�청구항을�추출할�수�있습니다.

1. 결과리스트에서 Export를�클릭하세요
2. 파일형식으로 Excel 2007을�선택하세요
3. 여러�개의�청구항�필드�중�분석�대상�청구항에�맞는 

것을� 선택하여� 오른쪽� 창으로� 옮깁니다 Tip: 각 
독립항별로�행을�구분하여�추출하면�더�편리하게 
분석할�수�있다

4. Create를� 클릭한� 다음� 추출� 완료되면 Available 
Now 링크를�클릭하세요

대량�특허�모집단을�대상으로�인용정보를�확인하기�위해�전방인용�정보를�추출할�수�있습니다.Tip :



특허의�현재�소유주에�대한�조사

침해로부터�자사 IP 보호하기
자사�포트폴리오에서�가장�가치있는�특허에�집중하기

톰슨�이노베이션은�문제�특허의�소유권�변동�기록에 
대한�조사를�지원합니다. 

Original Assignee, DWPI Assignee, Latest 
Assignee-US 필드와 US Reassignment 필드에서 
제공하는� 표를� 검토하여� 특허의� 현재� 소유권자를 
확인하세요.

• 특허권� 행사를� 주장하는� 회사가� 현재의 Assignee 
와�일치�합니까?

• 특허권� 행사를� 주장하는� 회사가� 발명의� 원개발 
사입니까?

• 특허의�소유권�변동이�있습니까?
• 현재�소유자가�특허�매입자�이거나 NPE 입니까?

자사�중요특허의�무효�위험성�판단

앞서� 고지한대로, 특허� 무효화는�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에�대한�강력한�방어수단이�될수�있습니다. 중요 
특허가� 소송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선행기술� 조사를 
하세요.

• 유사�발명특허를�찾아�내기�위해�중요�특허들�중�한 
개� 특허의� 청구항을� 키워드로 Smart Search를 
수행하세요

• 우선일�날짜를�기준으로�조사�기간을�한정하세요
선행기술을�쉽게�찾았다면, 다음�특허로�이동하세요. 
선행�기술이�잘�나오지�않는다면�권리�주장을�하려는 
자사� 특허의� 우선일을� 검색어를 Smart Search와 
조합하여�검색을�다시�수행해�보세요.

톰슨�이노베이션은�보유한�특허중�가장�가치있는�특허를�찾을�수�있도록�특허�포트폴리오를�평가하는�것을�도울�수�있습니다. 
포트폴리오�분석을�위해�특허의�인용�정보를�어떻게�활용하는지에�관한�세부사항은�본�활용사례�시리즈�중 “Identify License 
Opportunities” 편을�참조하세요. 추가적�대안으로�클래리베이트�애널리틱스社 IP 서비스팀으로부터�포트폴리오의�종합적인 
평가�분석�용역을�받아볼�수�있습니다. 이러한�분석에서는�포트폴리오�내�각�특허에�대한 Strength Metrics 를�통한�통계적�평가 
시스템이�사용되며, 이는�다음�단계에서�실제�특허권�보호�노력을�집중할�중요특허를�도출하는데�활용됩니다.



밀접한�관련�특허를�탐색하기�위한 THEMESCAPE 분석

ThemeScape는 Topic이라�부르는�기술대표�용어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분류합니다. 그럼으로써� 침해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유사�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 
들을�빠르게�식별할�수�있습니다.

1. 앞서� 수행한 SmartSearch의� 결과리스트� 화면 
에서 Analyze, ThemeScape를�클릭하세요

2. Map의 Name을� 입력하고 Save를� 클릭하여 
ThemeScape 을�생성하세요.

3. Map의�진행이�끝난�후�실행�아이콘을�눌러 Map을 
여세요

MAP 상에�유사�특허�표시하기

1. Topic Search를� 열고 Look for를� 클릭하여 
Document ID를�선택하세요

2. 문제� 특허의 Publication number(톰슨� 이노 
베이션의�기준양식)를�입력하고 Search를�클릭하 
세요

3. 자동생성된� 그룹의 Name을� 입력하고 Save를 
클릭하세요

4. 문제�특허�있는�부분을�확대하여�같은�지역에�있는 
다른�특허들을�살펴보세요

• 등고선의�선부분을�클릭하여�해당�피크�내�특허 
들을�살펴보세요

• 선택도구를� 이용하여� 임의의� 원하는� 영역에서 
유사�특허들을�확인하세요

• 화면�상단 Document viewer에서�선택�특허들 
의�정보를�확인하세요

MAP 상에�유사�특허�표시하기

ThemeScape는� 주요 Assignee 별� 특허집단을 
그룹화하여 Map에�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자동 
생성된� 그룹들을� 이용하여� 관심� 분야� 내에� 특허가 
겹치는�경쟁사�및�분포를�분석할�수�있습니다.

• 기술�분야�내�주요�활동�기업들을�검토해�보세요
• 자사와� 타� 경쟁사들을� 선택하여� 특허� 분포를� 비교 

하세요
• 공통� 관심� 기술� 영역이� 어디인지 Map에서� 확인 

하세요
• 주요�활동�기업�리스트와�경쟁이�활발한�지역(over-

lap area)의� 핵심� 기술� 용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분야�내�추가�연구�개발을�모니터링하기�위한 
알람을�설정하세요



특허의�최신�트렌드�모니터링

특허환경은�끊임없이�변화합니다. 새로운�특허는�제품에�대한�침해소송을�촉발할�수�있으며�경쟁자의�발전은�자사가�보유하고 
있는�특허를�침해할�수�있습니다. 톰슨�이노베이션은�항상�최신�업데이트를�유지합니다. 그래서�잠재적�소송�위험�증가를�확인할 
수�있도록�하며�침해�가능성에�대한�경계를�유지하게�합니다.

규�특허�출원에�대한 ALERT REPORT

Alert 기능을�설정하면�검색식에�해당하는�신규특허 
출원시�알람을�제공합니다. Alert을�생성하기�위해 :

1. 자사� 제품이나�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찾기� 위한 
검색식을�만들고�검색을�수행합니다

2. Alert을�클릭하고 Name을�입력합니다.
3. Run Options 탭을� 클릭하여� 알람� 수신� 조건을 

선택하고 Save를�클릭합니다.
설정한� 검색식에� 맞는� 신규� 특허� 정보를� 알람으로 
받을�수�있습니다.

효과적인 Alert 검색식�설정을�위한 Tips
• 포괄적�검색를�위해 Title/ Abstract/ Claims 필드 

조합을�사용합니다
• 검색에�사용할�키워드를�찾기�위해 Smart Search

나 ThemeScape를�활용합니다.
• 특정� 경쟁자들에� 대한 Alert에� 집중하기� 위해 

ThemeScape 혹은 Result Dashboard에서

자사�특허의�신규�인용에�대한 WATCHED RECORDS REPORT

Watched records는�보유특허의�변경사항�발생이나 
경쟁특허의�모니터링에�활용됩니다.

1. 확인하고자� 하는� 특허의 Publication Number 
Search를�실행하세요.

2. Select all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Watch 
Records를�클릭하세요

3. 확인하고자� 하는 event를� 선택하고 Save를 
클릭하세요

Tip : 알림을�받을�사람의�이메일�주소를�추가하세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정확히� 무엇이� 변경되었 
는지에�대한�알림을�받을�것입니다.

• 특허에�대한�새로운�인용
• 경쟁사�해외�출원에�대한�패밀리�변동 ‒ 관심�국가에 

등록�여부�확인
• 경쟁사�국내�특허의�신규�공보�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