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슨 이노베이션 BLUEPRINT FOR SUCCESS
특허 포트폴리오의 라이센싱 기회 식별

• 어느곳에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있는가?

•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되는
  영역이 있는가?

• 라이센싱, 소송 또는 합작
  대상기업이 존재하는가?

톰슨�이노베이션은�특허�포트볼리오�가치가�최대화되도록�돕습니다. 
해당� 도구로� 분석� 인용을� 보여주어� 라이센싱�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분석의�쉬운�방법
1. 포트폴리오에서�자주�인용된�특허를�식별합니다.
2. ThemeScape map에서�자주�인용된�기술�카테고리를�찾습니다.
3. 영향력있는�기술�카테고리의�인용사례를�분석합니다.
4. 라이센싱�기회를�가지는�영향력있는�특허를�비교합니다.

1. 라이센싱을�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publication 
number의�목록을 TXT 파일로�저장하세요

2. 톰슨� 이노베이션을� 열고 Patent 메뉴박스를� 선택 
하고 Publication Number 탭을�클릭하세요

3.        버튼을�클릭하고�목록을 upload한�후 Search를 
클릭하세요

Note : 톰슨이노베이션은 publication number을 
확인해�줍니다. 확인되지�않는�번호로�문제가 
발생시�문제�해결을�위한�창이�나타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영향력있는� 특허� 목록을� 추출 
하기� 위해� 탐색을� 실행할때� 표시된  Result 
Dashboard를�사용합니다.
1. Count of Citing Refs Patents 의�양식을�선택하고  
           아이콘을�눌러�설정하세요.
2. 최상위�두개의�인용범위에�대하여�막대�그래프�혹은 

버블� 그래프를� 선택하고 Filter Results를� 클릭 
하세요.

3. Export버튼을�클릭하여�영향력�있는�특허의�목록을 
생성하고 ThemeScape map을�시각화�하세요.

4. Format메뉴를�클릭하고 Excel2007을�선택하세요
5. 사용�가능한 Fields에서 Brief field set을�선택하고 

오른쪽�화살표를�클릭한�후 Create를�클릭하세요.
6. 추출된� 파일이� 표시된 Order Status화면에서 

Available Now 링크를� 클릭한� 후 Excel 시트를 
여세요.

STEP 1 - 특허�포트폴리오�추가와�영향력�있는�특허�식별
특허�포트폴리오�추가하기

영향력�있는�특허�식별하기



1. Reset버튼을�클릭하여 filter를�초기화하고�원래 
의�결과로�돌아가세요

2. Analyze, ThemeScape를�클릭하세요 
3. Map의 Name을�입력하고 Save를�클릭하세요
4. Map이�생성되면        아이콘을�클릭하여�여세요
Note : 톰슨이노베이션은 publication number을 

확인해�줍니다. 확인되지�않는�번호로�문제 
가�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이� 나타납 
니다.

STEP 2 - 영향력�있는�기술�카테고리�찾기

COUNTRY CODE ‒ 어떤�시장이�세계적인가?

ThemeScape map과� 영향력� 있는� 특허목록을 
이용하여� 어떤� 기술�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인용 
횟수를�갖고�있는지�파악할�수�있습니다. 이는�라이 
센싱에�대한�기회가�될�수�있습니다.
1. Topic Search       패널을�열고�메뉴에서 Docu-

ment IDs를�선택하세요.
2. 추출� 생성된� 영향력� 있는 publication 번호를 

박스에�붙여넣고 Search를�클릭하세요.
3. 자동생성�된�새�그룹의 Name을�입력하고 Save

를�클릭하세요.
자주�인용된�인용구를 map에서�빨간�점으로�확인 
할�수�있습니다.

COUNTRY CODE ‒ 어떤�시장이�세계적인가?

ThemeScape map의� 최고점은� 기술�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더� 많은� 분석을� 위해� 이� 점들을 
이용하여�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추출되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1. 분석하고자� 하는� 기술�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카테고리의�등고선을�클릭하세요.

2. Export를� 클릭하고 Export & Reports를� 선택 
하세요.

3. Format 메뉴를� 클릭하고 Excel 2007을� 선택 
한후 Create를�클릭하세요.

4. ThemeScape map을�최소화하세요.
5. Order Status 화면의 Available now링크를 

클릭하고 Excel시트를�여세요.

더�넒은�분석을�위한�기술�카테고리�추출

다양한�기술영역에서�영향력있는�특허를�보유하고�있다면 ThemeScape로�기술�카테고리로�포트폴리오를�빠르게
분류해서�좀�더�단기간에�라이센싱�분석을�할�수�있습니다.



STEP 3 - 기술�카테고리에서�잠재적으로�라이센싱�가능한�특허�찾기
FORWARD CITATION SEARCH 실행

주요�인용 Assignees 식별

1. 톰슨�이노베이션�로고를�클릭하여 Dashboard로 
돌아가세요

2. Patent 메뉴박스를� 클릭하고 Publication 
Number탭을�클릭하세요.

3. ThemeScape에서� 추출한� 엑셀파일의� 숫자를 
박스에�붙여넣으세요.

4. Specialized Search 메뉴를� 클릭하고 Patent 
Citation Forward를� 선택한� 후 Search를 
클릭하세요

보여지는 Assignee를� 선택하고   아이콘을 
클릭하여�어떤 Assignees가�얼마나�많이 portfolio
를�인용하는지�확인합니다.
이�데이터의�유의사항 :
• Portfolio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주요� 인용자원 

(자가인용)으로�투자, 포트폴리오�구축�또는�특허 
방어를�나타낼�수�있습니다.

• 다른 assignees의�인용은�잠재적�라이센스�또는 
대비해야할�경쟁자나�소송�위험�각각을�나타낼�수 
있습니다.

• 특정 assignees를� 선택하고 Filter Results를 
클릭하여�이 assignees들이�인용한�특허를�검토 
하세요.

주요�인용 Assignees 식별

EP와 PCT특허에� 대한� 인용심사관의� 선행� 기술 
검색� 보고서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참조 
유형으로 X와 Y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특허를 
나타내며� 이는� 상당히� 유사한� 특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참조유형을�사용하는�포트폴리오의�특허를 
인용하는 Assignees는� 가장� 유력한� 라이센싱 
후보가�될�수�있습니다.
1. Search within your results메뉴를� 클릭하고 

Relevance Category를�선택합니다.
2. 포트폴리오의� 특허번호, SAME 및 (X or Y)을 

입력하세요( 예 : US20060089542A1 SAME (X 
or Y)

3. Subsearch를� 클릭한� 후� 보이는 Assignee를 
검토하여�부정적으로�특허를�인용한�각 assign-
ee를�확인합니다.

4. Back버튼을� 클릭하여� 특정� 검색� 결과로� 돌아 
갑니다.

5. 모든영향력있는�특허에�대하여�이�부분의�과정을 
반복합니다.

DWPI사용자는 DPCI Patent Citation Forward를�선택하여�발명단계에�따른�인용을�검색하거나 DWPI family 전체의�특허 
인용을�찾을�수�있습니다.

Tip :



STEP 3 - 기술�카테고리에서의�인용�분석(이어서)
새로운�기술�영역으로의�이동�탐색

후방인용특허�찾기

DPCI Citation Search 를�사용하는 DWPI 구독자는 DPCI Count of Citing Accession Number를�선택하면�개별특허의�인용
정보가�아닌�패밀리(발명) 단위의�인용�정보를�얻음으로써�더�포괄적인�인용�영향�분석�수행이�가능합니다.
후속�발명�트렌드�분석을�위한�최상의�결과를�위해�후방�인용�정보를�검토하기�전�자기�인용�정보는�제외하면�좋습니다. 
Result Dashboard에서�관심 assignee 선택�후 Filter Results를�실행하세요.

Tip :

IPC4-character 코드는�높은�수준의�특허를�설명합 
니다. 이�코드의�설명을�이용하여�포트폴리오를�이용 
한� 특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설명은� 기반기술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특허를�나타냅니다.(이동)

1. 나타난 IPC-4 Charater를�선택하고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 마우스를�각�데이터�위로�옮기고�각�코드의�정의를 
확인하세요.

3. 기술영역을�벗어나�설명된�코드를�선택하고 Filter 
Results를�클릭하여�새로운�응용의�가능성이�있는 
특허를�확인하세요.

포트폴리오에서� 특허를� 인용한� 특허는� 인용� 문헌이 
있을�수�있습니다. 이것은�핵심�발명의�외부�라이센싱 
기회를�나타냅니다.
1. 보여지는 Count of Citing Refs Patents 을�선택 

하고         아이콘을�클릭하세요
2. 상위 2~3개의� 인용범위의에� 대해� 막대� 그래프 

혹은� 버블� 그래프를� 선택하고 Filter Result를 
클릭하세요

3. Result Dashboard를�이용하여�가장�많이�인용된 
특허를� 검토하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와� 이 
특허의� 기술영역을� 확인하여� 라이센싱� 기회를 
살피세요

4. 검토가� 끝난� 후 Reset을� 클릭하여 forward 
citation search로�돌아가세요.



STEP 3 - 라이센싱�기회로�영향력�있는�특허�평가
영향력�있는�특허의�인용 map 생성

라이센싱�기회와�시장 TRENDS에�대한 CITATION MAP 검토

       아이콘을�클릭하고 Display and Sort Option을�선택하여�결과�목록에 citaion count fields를�추가하세요. 모든�사용자는 
Count of Citing Refs-patents에�엑세스하여�결과의�각�특허를�얼마나�많은�특허가�인용하였는지�볼�수�있습니다. 
DWPI사용자는 DPCI Count of Citing Patens를�추가할�수�있고�또한 Count of Citing Accession Number를�추가하여 
Count of Citing Authorithies와�얼마나�많은�발명이�특허를�인용�하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Tip :

Citation map을� 검토하여� 시장과� 라이센싱� 기회를 
확인하세요.
• Appearance를� 클릭하고 Assignee의 Order 

Nodes By와 Color Nodes By 모두를� 설정하여 
시간에� 따라� 영역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 인용 trends 보기 : field의� 내용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거나�감소 

• 특허를�인용한�초기�발명자들은�라이센싱�후보가�될 
수�있습니다.

• 새로이� 잠재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는� 참여자들은 
라이센싱�후보가�되거나�잠재적�소송대상이�될�수 
있습니다.

Note : Citation map은 Google Chrome을�지원하 
지�않습니다.

1. 많은� 인용에서 forward citation 검색한� 특허의 
Publication number를�클릭(영향력�높은)

2. 도구창에서 Citation Map링크�클릭
3. BY Time & Generation radio 버튼을� 선택하고 

Create를�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