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OMSON INNOVATION 검색팁
검색팁 07. 패밀리 수를 통해 핵심 특허를 찾는 방법

예를 들어 일련번호 식별 영역(IPC 분류상 G06F3/00)의 EP 특허 실시허락 상황 검색하려면
 

1.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련 기술영역 검색

2. License 필드에 검색하고자 하는 실시허락 시기와 연도를 입력
   

 2009년의 특허 실시허락을 검색하고자 하면 2009* 입력,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특허 허가를 

검색하고자 하면 200* 입력, 지난 세기 90년대의 특허 실시허락을 검색하고자 하면 199* 입력.

예[1] 피인용 횟수로서 특허의 중요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1. 검색 결과 화면에서 Export & Reports를 클릭한다. 

2. File Format을 csv 또는 엑셀 형식으로 전환한다.

3. Count of Citing Patents(피인용 횟수)를 우측 다운로드 표에 추가한다.

4. 전환한 엑셀 표에서 정렬 기능으로Count of Citing Patents을 내림차순 정렬하면, 

특허 피인용 횟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핵심특허라는 것은 어떤 기술 영역의 어떤 제품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이다.  
Derwent가 재작성한 Title/Abstract를 이용하여 빠르게 특허를 검토하는 방법 외에, 일종의 구조화된 방법으로 신속히 
핵심특허를 판단할 수 있다. 
1. 피인용된 횟수로 판단한다.  특허 인용은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술한 혹은 심사관이 심사과정 중 확인한 해당 
특허문헌의 기술(技術)내용과 서로 연관 있는 다른 특허문헌들을 가리키는데, Thomson Innovation은 17개 국가의 특허 
인용 정보를 가지고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특허일수록 피인용 횟수가 많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 피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특허문헌에서 언급하는 기술이 아마도 해당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특허가 
다른 특허를 인용한 수가 적을수록 그 특허기술은 보다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것임을 말한다.  만일 어떤 특허가 다른 
특허를 인용한 횟수가 많다면 그 특허기술은 이미 성숙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 패밀리 내 특허의 수로 판단한다. 패밀리 특허의 수는 특허의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것은 어떤 
발명이 가지는 잠재시장과 경제적 파워의 범위를 반영한다.  특허 출원인은 어떤 시장에 예기되는 상황에 입각하여 해당 
국가에 특허출원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출원인이 어떠한 발명으로 어느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였는지를 
분석하면 출원인의 경영전략, 시장개발 방향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같은 이치로 한 회사가 어떠한 기술로써 
대량의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이 사실을 통해 해당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 또한 판단할 수 있다.
   

3. 특허의 소송 정보로서 판단한다.  미국 특허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나의 특허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다면, 기업은 특허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색팁 17’ 참조. 
   

4. 미국 정부의 투자 배경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색팁 4’ 참조.
   

5. 유럽특허의 라이센스 정보로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색팁 6’ 참조.

주  의

검색 결과를 파일 형식으로 전환하여 다운로드할 때 패밀리 특허 중복 삭제가 되지 않은 특허 리스트를 전환해야 

한다.  패밀리 특허의 중복 삭제는 데이터의 누락을 발생시킬 수 있다.  패밀리 특허 내 각국 특허들은 해당국에서 각각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심사시 인용되는 선행문헌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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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특허의 패밀리수로 특허의 중요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1. 검색 결과를 ‘INPADOC패밀리’로 sorting하여, 중복되는 패밀리 특허를 제외하고, 가장 위쪽에 표시된 
패밀리의 대표 특허를 모두 선택한다. 
2. 검색 결과 화면에서 기능버튼 Export & Reports를 클릭한다.
3. File Format을 csv 또는 엑셀 형식으로 선택한다.

4. ‘INPADOC Family Members’를 우측 다운로드 항목에 추가한다.

5. 전환한 엑셀 표에서 ’INPADOC Family Members’의 양을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공식은 ; 
=(LEN(TRIM(F2))-LEN(SUBSTITUTE(TRIM(F2)," ",)))/2+1, 여기서 F2는 ‘INPADOC Family Members’가 있는 
셀의 위치이다.  
6. 엑셀 표에서 “정렬”기능을 이용, ‘4번’에서 계산해 낸 패밀리 특허의 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패밀리 특허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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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데이터를 전환할 때 패밀리 중복 삭제된 데이터를 전환해야 한다.  특허의 중복 삭제가 되지 않은 특허로 패밀리 

특허의 수를 계산하면, 앞쪽에 배열된 몇 개는 분명 동일 패밀리 내의 특허이다. 

중복 삭제 후의 데이터를 선택

“ INPADOC Family Members ”을 
 우측 다운로드 표에 추가

csv 또는 엑셀 형식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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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내고 싶은 빈 셀에 
공식을 입력, 공식 안에 F2는 패밀리 
특허수를 계산하고자 하는 셀이 
위치한 좌표로서, 전환된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 교체가능

첫 번째 셀 계산 후, 마우스를 해당 
셀 우측 하단에 대고, 
마우스가‘ + ’ 표시로 바뀐 후 더블 
클릭하면, 전체 엑셀 중 패밀리 
특허수 일괄 계산 가능

7 엑셀 표 안에서 INPADO 패밀리 
특허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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