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OMSON INNOVATION 검색팁
검색팁 13. 패밀리특허을 고려한 다운로드 방법

패밀리특허 안의 하나의 특허를 다운로드하면서 패밀리 내 다른 특허는 제외시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1.  검색결과 화면의 Display and Sort Options를 클릭한다. 

2.  Collapse by를 펼쳐, INPADOC Family 또는 Derwent Family 혹은 Application Number를 선택하고, 

3.  OK를 클릭하여 저장한다.  검색결과에서 서로 다른 중복삭제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중복삭제 된다 

4.  특허 모두를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된 것은 패밀리특허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하나의 특허로서, 

패밀리 내의 모든 특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5.  Document Delivery의 하위 메뉴 중 Order Patent Documents를 선택하여, 중복삭제 후의 특허 원문을 

다운받는다. 

6.  같은 원리로 Export & Report를 선택하면, 중복삭제 후의 특허 필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패밀리특허는 공동 우선권을 가진 개별국 혹은 PCT로 출원되고, 공개 또는 등록된, 발명의 내용이 일치하거나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한 무리의 특허를 말한다. 패밀리특허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패밀리특허 안의 개개의 특허 명세서의 발명에 대한 기재 내용이 완전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NPADOC의 패밀리특허는 확장된 패밀리의 개념으로(Extended Patent Family), 개개의 특허와 그 특허가 속한 패밀리 
내의 최소한 하나의 다른 특허는 최소한 하나의 특허를 우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하나의 패밀리특허 
안의 대단히 많은 기술정보가 종종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이 중 하나의 특허만을 열독한다면 전체 기술을 
파악하는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Derwent 패밀리특허는 동일한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만을 패밀리로 묶은  개념으로 기술의 분포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 톰슨로이터의 Derwent 데이터 베이스 작성 전문가는 처음 Derwent 데이터베이스에 진입한 특허를 
기본 특허(Basic Patent)로 정한다.  이후 Derwent 데이터베이스에 진입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만일 
우선권이 기본 특허의 범위 안에 있다면 기본 특허의 기록 안에 덧붙인다.  만일 기본 특허가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우선권을 가진 특허라면 그 특허를 기본 특허로 삼고, 새로운 기록을 생성한다. 즉 DWPI 패밀리는 1 발명 1패밀리로 특허 
패밀리가 분류되는 체계이다. 
   Thomson Innovation은 3가지 특허 중복삭제 방법을 제공하는데, INPADOC 패밀리 중복 특허 삭제, Derwent 패밀리 
중복 특허 삭제와 출원번호 중복 특허 삭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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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팁 01. 특정 기업의 중국 등록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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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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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특허 중복삭제 후 다시 원문 다운로드 시, 관련 패밀리특허 다운로드를 피하여, 연구자과 특허권자의 열독 및 분석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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