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층 필터 디스플레이 (HIERARCHICAL FILTERS DISPLAY) 를 활용할 것인가?

본 검색 예시는 계층별 메뉴를 통해 항암 리스트에서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상위 

용어 (parent term)를 사용해야 할지 관련 하위 용어 (child term) 를 사용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경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계층별 

필터는 검색 결과 세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 이번 검색 예시에서는 ‘beta 2 adrenoreceptor agonist’에 대한 특허 보고서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검색 결과 필터링을 위해 좌측 컬럼이나 또는 각각의 개별 컬럼 하단에 있는 ‘Filters’ 버튼을 사용합니다. 표시된 컬럼의 필터를 

클릭하면 팝업 박스가 열립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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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검색 예시에서는 ‘asthma’과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으로 필터링을 실시합니다. 해당 박스를 클릭하여 

손쉽게 필터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본인이 선택한 용어가 계층별 디스플레이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고 싶다면 OFF 버튼을 눌러 화면을 ‘on’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다른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 선택했던 필터들은 꺼지게 됩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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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각의 필터 옆에 표시 된 숫자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Cortellis 보고서 중 해당 용어와 매치가 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상위 용어에 대한 숫자는 전체 인용 수, 즉 해당 상위 용어와 관련된 하위 용어의 인용 횟수를 합친 총 합을 뜻합니다.

6. 본 검색 예시에서는 ‘asthma’과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에 대한 계층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용어 

모두 ‘respiratory disease’이라는 상위 용어 아래에 위치합니다. 오른쪽 괄호 안의 숫자 (611)은 이 상위 용어와 관련된 인용 

빈도를 의미합니다.

7. ‘asthma’은 ‘respiratory tract allergy’와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라는 양쪽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층 상에서 어디서든 한번만 해당 용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8. 용어 앞의 (+) 혹은 (-) 표시를 사용하여 해당 용어를 기준으로 계층도를 확대하거나 다시 축소하는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우징을 통해 다양한 주제어 하에 용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 볼 수도 있습니다.

9. 용어 옆의 (+) 아이콘은 해당 용어 아래 더 많은 하위 용어가 존재하나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며 확대 디스플레이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용어의 바로 다음 하위 계층으로 확장하여 디스플레이 됩니다.

10. 용어 옆의 (-) 아이콘은 해당 용어가 ‘확장된’ 상태로 추가적인 하위 용어 계층에 다시 숨김 상태로 축소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하위 계층이 축소되어 숨겨집니다.

11. 상위 계층과 연관된 용어를 선택하면, 검색을 실시 할 때 그 용어 및 하위의 모든 용어가 적용됩니다.

12. 하위 용어를 선택하면 그 용어가 계층상의 특정 상위 계층에 속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그 상위 용어에 강조 표시가 됩니다.

13. 특정 상위 계층과 관련 된 모든 하위 용어를 선택해도 그 상위 용어는 선택되지 않지만, 상위 용어를 선택하면 그 아래 모든 하위 

용어가 검색에 포함됩니다.

14. 복수의 필터–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는 연산자 OR 로직이 적용됩니다. 한편 서로 다른 카테코리의 필터 간에는 AND 로직이 

적용됩니다.

그림 5



15. 다른 필터에서도 계속 검색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색 범위가 설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적용 버튼을 눌러 검색을 

실시합니다.

16. 특허 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몇 가지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페이지 별로 확대할 수도 있고 정렬 방식을 

변경하거나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alert및 export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림 6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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