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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연구기획연구기획연구기획 범위와범위와범위와범위와 과정과정과정과정

� 연구기획·과제선정·평가 등 전주기적 특허 및 논문 분석 정보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 4P(Power Patent)4P(Power Patent)4P(Power Patent)4P(Power Patent) 의의의의의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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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 분석은 paper, patent, product 분석을 통해 유망•틈새 분야를 발굴하고, 발굴

된 분야에서 핵심기술, 원천 특허(포트폴리오) 도출하기 위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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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특허분석특허분석특허분석(출원동향출원동향출원동향출원동향)

� 특정분야에 대한 특허검색식 설정하여, 국가별 특허출원 검색함

� 특허 검색을 통해 해당분야에서 출원 증가 추이, 주요출원인 등 확인 가능



� 논문논문논문논문 분석분석분석분석

�논문 검색을 통해 피인용지수 높은 기술, 국가별 연구동향 확인 가능



� 제품제품제품제품(시장시장시장시장) 분석분석분석분석



---- TF(Technology Factor)TF(Technology Factor)TF(Technology Factor)TF(Technology Factor)모델모델모델모델 - 유용성(Utility)과 경쟁성(Competitiveness)을 평가 모델

� 단순성능목표 달성 외에도 사업화 가능성/경쟁성 확보되어야 유용한 기술



� 시장 자체의 크기와 시장 점유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찰

� 시장의 크기를 우선 확인한 후, 개발 아이템의 시장 점유율 확인 필요

� 단순 시장 관점뿐만 아니라, 아이템 유통 방안 수립 필요

� 시장성시장성시장성시장성 분석분석분석분석 항목항목항목항목



• 각국각국각국각국 특허청특허청특허청특허청 DBDBDBDB

• NAVER NAVER NAVER NAVER 특허검색특허검색특허검색특허검색

• Google PatentGoogle PatentGoogle PatentGoogle Patent

• KIPRISKIPRISKIPRISKIPRIS

(www.kipris.or.kr)(www.kipris.or.kr)(www.kipris.or.kr)(www.kipris.or.kr)

<무료 DB> <유료 DB>

• WIPSON(윕스온)

• DELPHION

• THOMSON REUTERS

• LEXIS NEXIS

• DERWENT

� 표현상의 유의점 : 핸드폰, 스마트폰… 

� 의미상의 유의점 : 셀룰러폰, 무선통신장치…

� 표기상의 유의점

① 외래어 표기상의 유의점 : 티비…

② 외국어 표기상의 유의점 : centre…

③ 오기상의 유의점 : 자 동 차…

KEYWORD가 가장 중요

추
천



특허검색특허검색특허검색특허검색 무료사이트무료사이트무료사이트무료사이트(www(www(www(www....kipriskipriskipriskipris....orororor....kr)kr)kr)kr)
한국의한국의한국의한국의 특허특허특허특허////실용실용실용실용////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상표상표상표상표 정보정보정보정보 제공제공제공제공
해외특허해외특허해외특허해외특허(US,(US,(US,(US, JP,JP,JP,JP, EP,EP,EP,EP, CN,CN,CN,CN, PCTPCTPCTPCT 등등등등),),),), 해외상표해외상표해외상표해외상표(US,(US,(US,(US, JP)JP)JP)JP)의의의의 검색검색검색검색 가능가능가능가능
법적상태법적상태법적상태법적상태를를를를 바로바로바로바로 알알알알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이점이점이점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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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SWIPSWIPSWIPS KIPRISKIPRISKIPRISKIPRIS 내내내내 용용용용 사사사사 용용용용 예예예예

ANDANDANDAND ****
•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순서와 위치에 관계없이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문헌을 검색
• 카메라 AND 핸드폰

OROROROR ++++
•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순서와 위치에 관계없이

A또는 B를 포함하고 있는 문헌을 검색
• 핸드폰 OR 휴대폰 OR 이동단말기

ADJADJADJADJ ^̂̂̂
• 용어검색시 활용

• A와 B의 순서대로 구성된 용어를 검색할 때 활용

• 휴대용 ADJ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검색시)

NOTNOTNOTNOT !!!! •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순서와 위치에 관계없이 A
는 포함되나 B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문헌을 검색

• 핸드폰 NOT 카메라

****
자동자동자동자동

절단절단절단절단
• 특정키워드 뒤에 *라는 절단기호를 사용하여 어떤

음절표기가 와도 모두 검색

• 반도*

(반도체, 반도성, 반도심층수)



원격제어 스마트폰 원격제어 빅데이터

검색식II검색식I

광고 광고

� 검색방법검색방법검색방법검색방법



No 검색식
검색
건수
(KR)

비고

I
(원격제어 ∩
스마트폰 ∩ 

광고)

(원격제어 or ((원격 or 원거리) adj 제어) or (디지털 or digital) or
(사이니지 or 사이네이지 or signage)) and (휴대단말 or 휴대장치
or 휴대모듈 or 이동단말 or 이동장치 or 이동모듈 or ((이동 or 포터
블 or portable) adj (단말 or 장치 or 모듈)) or (스마트폰 or 태블릿
or 테블릿 or smartphone or (smart adj phone) or tablet)) and (광
고 or 홍보 or 선전 or advertisement or advertise or publicity)

373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
광고 관련 특허 포함

II
(원격제어 ∩
빅데이터 ∩ 

광고)

((원격제어 or ((원격 or 원거리) adj 제어) or (디지털 or digital) or
(사이니지 or 사이네이지 or signage)) and (광고 or 홍보 or 선전 or
advertisement or advertise or publicity)).TI. and (빅데이터 or 정보
or 데이터 or data or information or 사물인터넷 or (사물 adj 인터
넷) or iot or m2m)

285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원격제
어를 통해 광고를 수행하는 특
허 포함

� 검색식검색식검색식검색식 예시예시예시예시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