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OMSON INNOVATION 검색팁
검색팁 04. 미국 정부의 투자에 의해 발생한 특허를 찾는 방법

예를 들어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나사의 투자배경을 가진 특허를 검색하고자, government interest 화면에서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or NASA”를 입력하면 4,463건의 특허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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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적지 않은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를 보유하였을 것으로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미국특허의 “등록특허 검색 DB”와 “공각국의 정부는 미래기술 및 신기술에 대해 학술기구 혹은 국가 주도의 연구기관

/ 법인연구기구 혹은 산학(産學)과 연계하여 기술 안배와 연구개발을 진행, 유효한 기술의 상품화를 희망한다.  
 즉, 각국의 정부는 미래기술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그러한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이유로 특허를 출원한다.  첫째는 국방의 목적으로써 미국 정부가 특허를 출원한 후에는 타인의 해당 특허 출원을 
저지할 수 있다.  둘째는 정부가 연구개발한 성과의 기술이전이다. 

    미국 정부가 경비를 투입하여 연구한 기술은 미국 특허 명세서의 본문에서 --Government Interest--라는 특정 표시가 
등장한다.  보통은 본문이 시작하는 1페이지에 나타나며, 표제는 일반적으로 “STATEMENT OF GOVERNMENT INTER-
EST” 혹은 “STATEMENT OF GOVERNMENT RIGHTS”로 쓴다.  이 단락에서는 해당 특허가 어느 정부의 지원계획으로 
전개되었는지 설명하고, 아울러 각각의 계획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리하여 미국정부가 추진한 관련 미래기술에 대한 장려 / 개발을 이해하고 싶을 때, 바로 Government Interest(
검색어)를 통해 정부가 지원/장려하여 추진한 관련 특허를 추적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원/장려한 
연구개발은 통상 비교적 선진적인 인력 및 설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중요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허의 분류번호 혹은 어떤 기술에 얼마만큼의 정부 특허가 있는지를 찾으려면, 먼저 기술 키워드 혹은 
미국 특허 분류번호, 국제 특허 분류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창에 “government rights” or "government interest"라고 
입력하여야 한다.  특허 설명서 본문에는 statement of government rights와  statement of government interest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두 가지를 동시에 검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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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컴퓨터 영역 내에서 미국 정부가 계획을 지원하여 발생한 특허를 검색하기 위해선, 먼저 IPC분류 

혹은 키워드를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검색하고, 
 

3. 다시 government interest에 “government rights or government interest”를 입력한다. 이렇게 하면 해당 

영역의 특허 123건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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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미국 정부가 지원한 항목의 명칭 혹은 부문의 명칭을 알고 싶다면, 직접 검색이 가능하다 : 어떠한 영역 내의 특허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다면, “government rights” 혹은 “government interest” 등 키워드를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

IPC 분류 혹은 키워드로 관련 
기술영역 검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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