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슨 이노베이션 BLUEPRINT FOR SUCCESS
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빠른 조사

• 원하는 시장에 발명을 어떤 방법으로
  특허화 할 것인가?

• 파고들수 있는 틈새시장은 어떤 
  상태인가?

• 특허가 가능한가?

발명이�창의적이고�특허가�가능하다면�선행기술을�찾는�조사가�필요 
합니다. 발명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 언어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톰슨� 이노베이션은� 쉽게�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당신의�발명과�가장�가깝게�연관있는�특허를�분석할�수�있는�도구를 
제공합니다.

선행�기술�조사�개요

1
검토하고 
보고할 
작업 추적

2
발명과 
유사한 특허 
찾기

3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의 
결과에 집중

4
필요에 따라 
검색범위를 
조절해 관련있는
기록을 검토

• Search History에�조사내용�자동�기록
• 관심기록을�쉽게�찾기�위해 Marked List 

정리

• Smart Search는�발명의�내용을�분석하여 
유사한�특허를�찾습니다.

• Text Field 검색은� 유사한� 핵심단어로 
특허를�찾습니다.

• Classification code검색은� 특정� 기술 
영역에�집중하게�합니다.

• Patent families 를�검토하여�개별�특허가 
아닌�발명에�집중합니다.

• Result Dashboard의� 결과를� 정제하여 
선행기술과�같은�것에�집중합니다.

• 검색결과를� 빠르게�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유사한�문헌을�표시해�둡니다.

• 표시된� 문헌� 가운데� 유사성을� 기반으로 
검색�전략을�재정비�합니다.

• 깊이�있는�검토를�위해�고도로�관련�있는 
특허의�최종�리스트를�저장합니다.



Search History는� 실행하는� 각� 검색의� 검색어, 
모음,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새로운 search history를�생성하세요.
1. Dashboard의 Sreach History를�클릭하세요
2. New Search History를�클릭하세요
3. 새로운 Search History의 Name을�입력하고 

Save를�클릭하세요

Marked List는�검토�할�때�결과set의�기록�표시 
를�쉽게�합니다. 선행�기술�조사의�시작�전, 검색 
범위를�조정할�때 marked list를�정리하여�이전 
에� 조사한� 기록들을� 구체화� 하거나�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기록을� 추적�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1. Dashboard의 Saved Work, Work Files을 

클릭하세요.
2. Marked List옆에 Run 아이콘      을� 클릭하 

세요
3. Clear All을�클릭하세요

STEP1 - 검토하고�보고할�작업�추적

검색�결과는�자동으로�저장됩니다

MARKED LIST를�정리하세요

톰슨�이노베이션은�선행기술�조사의�각�단계별로�자동�기록할�수�있어�상당한�주의를�갖고�조사를�진행할�수�있습니다. 더하여 
marked list정리는�포괄적인�연구를�할�수�있도록�해줍니다.

Note : Marked list를 General 환경설정에서�설정하여�기록�할�때마다�매번�자동으로�정리할�수�있습니다.



Note :
Smart Search는� 가져온 text에서� 핵심단어를� 추출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여� 비슷한� 특허를� 찾습니다. 이� 핵심� 단어들을 
검토하여 Smart Search가�발명의�요점를�정확히�식별하고�후속�검색(예:claims 또는 abstract)에�이�단어들을�사용�할�수 
있습니다.
검색�기록은�이�핵심단어들만�저장되고�보안을�위하여�원문은�저장되지�않습니다..

Samrt Search는 fields의� 기술적� 언어에� 친숙 
하지� 않더라도� 발병에� 대한� 설명으로� 비슷한 
특허를�찾기�쉽게�만듭니다.
1. 발명의� 설명에� 대한� 문서에서� 가져온 text를 

입력합니다.
2. Search를�클릭합니다.
3. SmartSearch는� 입력한 text로� 부터� 핵심단 

어를� 추출하여� 그� 단어들과� 관계된� 특허를 
찾고�관련도�순으로�결과를�보여줍니다.

톰슨� 이노베이션의 Text search fields는� 특정 
기술�이용에�맞추어�검색을�쉽도록�합니다.
부분의� 특정� 핵심단어를� 빠르게� 검색하는데 
도움이�됩니다.
• DWPI fields는� 핵심단어로� 검색할때� 관련된 

모든�특허를�찾을�수�있도록�표준화�된�용어를 
사용합니다.

• 선택사항으로�분류코드를�이용하여 text 검색의 
범위를�지정하세요.

Classification code는�특허에�적용되는�기술을 
식별합니다.
• 분류코드로 Smart Search 결과를�좁혀�기술의 

특정�측면에�초점을�맞춥니다.
• Smart Search의� 분류검색� 또는 text field 

검색을�결합하여�검색한�기술의�전망을�살펴�볼 
수�있습니다.

• 연구� 주제의� 전문가는 DWPI코드를� 적용하여 
정확성을�높이므로�정밀하고�포괄적인�검색이 
가능합니다.

STEP2 - 발명중�잠재적�선행기술�찾기

검색�결과는�자동으로�저장됩니다

TEXT FIELDS에서�핵심단어�찾기

TEXT FIELDS에서�핵심단어�찾기

톰슨�이노베이션의�강력한�검색�도구는�여러�방법을�제공하여�발명과�비슷한�특허를�찾습니다. 포괄적인�선행기술�검색을�위해�이 
방법들�중�몇개의�사용이�필요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처음에는 Smart Search 와�같은�포괄�검색을�하고�결과를�검토�한�후�이 
정보들을�활용하여�다음�단계�검색을�수행합니다.



발명은�다양한�기관들로부터�특허를�인정받을�수 
있습니다. DWPI나 INPADOC family의� 결과를 
요약하여�각�발명의�기록에�집중�할�수�있습니다.
1. Display and Sort Option을�여세요
2. Collapse by를� 클릭하고 DWPI또는 INPA-

DOC family 중�하나를�선택하세요
3. Preferred Document를�설정하세요
    • DWPI의�일반특허
    • INPADOC family의�최초기록

STEP3 - 가장�연관도�높은�특허에�집중

특허가�아닌�발명�검토하기

Result Dashboard와� 하위검색을� 통해� 발명의 
선행기술을�나타내는�중요문서에�신속하게�집중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들로� 가장� 연관있거나 
중요한�문서에�집중합니다.
• Relevancy로�결과를�필터링�하여�가장�적합한 

결과에�집중하세요
• Search within your results로�분류코드�또는 

DWPI abstracts와�청구항의�주요단어와�항에 
연관된�문서에�집중하세요.

• Count of Citing Refs로� 필터링하여� 높은 
영향력을�가진�발명에�집중하세요.

• 필요하다면 Assignee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특정� 경쟁자에� 집중하고� 그� 외에� 특허들은 
제외하세요.

관련성이�높은�중요문서에�집중하기

Smar Search는�연관성�높은 1,000개의�기록부터�시작하여�광범위하게�설계된�결과를�제공합니다. 이것은�포괄적�결과를�얻을 
수�있지만�이�결과에�초점을�맞춰야�할�수도�있습니다. 톰슨이노베이션은�여러�전략으로�가장�연관성�높은�선행기술에�집중할�수 
있도록�돕습니다.



하이퍼링크된 publication number를�클릭하여 
특허에� 대한� 모든�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록 
보기를�여세요.
• 전문가들이�편집한 DWPI의 title과 abstract 을 

검토하여�특허�기술을�쉽게�이해하세요,
• 링크로� 이동하여� 신속하게 title, abstract, 

claims를�검토하세요
• 강조된 panel을� 사용하여� 검색의� 주요단어에 

신속히�이동하세요
• 왼쪽이나� 오른쪽� 화살표로� 기록을� 신속히 

전환하세요.
• 기계적� 기술� 검토의� 경우 Quick View로� 특허 

도면을�빠르게�넘겨�검토하세요
• 스페이스�바를�누르면�더�쉽게�검토할�수�있도록 

기록을�쉽게�표시�할�수�있습니다.

STEP4 - 비슷한�발명�식별

잠재적�선행기술�식별, 저장, 그리고�공유하기

검색에서� 잠재적� 개선점을� 식별하고� 더� 많은 
검토을� 하기위해� 특허에 Marked List를� 사용 
하세요.
• 기록� 보기에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신속히 

기록표시를�하고�다음으로�넘어가세요.
• 결과에서       을�클릭하여 Marked List에�접근 

하세요.
• 유사한�값을�찾아�전략을�개선하세요.
• 조사가�끝나면�더�심화된�검토를�위해 Marked 

List에� 접근하여 Add To, New Work File을 
클릭하여�작업을�저장하세요.

MARKED LIST로�검토�지원과�개선�전략�탐색하기

높은�연관성이�있는�특허의�짧은�목록을�가지고�있다면�각�특허의�선행기술을�빠르게�검토하여�확인하세요. 후속검색�전략�세분화 
특히�관련�특허에�대해�더�심층적인�분석와�쉬운�식별을�하기위해�표시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