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8-28 

1 

 특허정보를  활용한  

특허맵  

강의내용  

특허정보 개요 

작성 실습 

특허맵 개요 

특허맵 작성 



2015-08-28 

2 

특허정보 개요 

Chapter. 01 

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 조사 

 □ 특허정보 조사의 개념 

◈ 광의의 개념 

   -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R&D 기획, 특허 침해 리스크 검증 

◈ 협의의 개념  

   - 간단히 원하는 특허를 조사하여 그 내용과 서지사항 등을 파악 

 □ 특허정보조사의 필요성 

◈ 출원전 특허정보조사를 통해 출원내용을 파악하며  
    거절되지 않도록 명세서 작성에 참고(기재요건불비예방, 용이한 명세서 작성) 
 

◈ 신기술 개발(연구주제 선정, 중복연구 회피, 개량기술 개발)  
 

◈ 특허침해소송 등에 대항수단으로 권원이 되는 특허 무효화 전략 
     (타사의 권리침해 파악, 인용 문헌 자료) 

 

◈ 우선심사 신청 전략(등록까지 소요시간 단축) 



2015-08-28 

3 

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공보에서 조사 되는 정보  

번호정보 
특허번호,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우선권주장번호, 원출원번호,  
심판번호, 국제공개번호, ... 

날짜정보 
출원일자, 공개일자, 공고일자, 등록일자, 심사청구일자 
우선권주장일자, 원출원일자 국제공개일자, ... 

분류정보 국제특허분류(IPC), 자국특허분류(F1, F-TERM, USPC, ...) 

인명정보 출원인, 특허권자, 발명자, 대리인, 심사관, ... 

참고정보 인용문헌, 조사한 분야, ... 

서지사항 

구    분 서    지    사    항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정된 글자 수(400자)로 기재됨 
 

  권리범위의 해석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간단명료하게 기재함 

요약서 

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공보에서 조사 되는 정보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 발명이 적용되는 명확한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한 종래 기술 

발명 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종래기술의 문제점 

- 과제의 해결수단 : 문제점의 해결 수단 

- 발명의 효과 : 종래기술보다 뛰어난 점, 특징적인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이 있을 경우 간단히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실시예 기재 

특허청구범위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이 있는 경우 간단히 기재 

명세서 

  명세서 중 설명이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그림을 이용하여 상세한 설명의 내용 보충 설명, 발명의 내용 이해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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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 행정처리 및 심사 심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 

◈ 조기공개 신청, 우선심사신청 

    - 출원한 기술의 제 3자와의 관계(등록기간 단축, 보상금청구권 등) 

◈ 심사청구 미청구 

    - 심사 미청구 건의 경우 출원 취하 간주 처리, 기술내용 파악 

◈ 거절이유 통지서 

    - 선출원 기술 존재 여부, 유사기술 확인, 등록 가능성 확인 

◈ 거절 불복 심판 

    - 거절 건의 심판 정보 확인 

◈ 권리범위 확인 심판 

    - 타인과의 권리 범위 확인으로 심팜관의 판단기준, 소송 전략 확인 

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의 특징 

1. 통일된 기재양식 통일성, 체계성, 분석용이성 

2. 체계적인 분류체계 특허정보 해석, 통계에 유용 

3. 최신의 구체적 기술정보 엄선된 최신 기술 

4. 기술진보의 흐름 시계열적 분석에 유용 

5. 전체 기술분야 각 분야별 많은 출원량 

6. 다량의 정보량 정보의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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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의 정보적 요소 

◈ 기술공개에 관한 정보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분류(IPC, FI, F-Term, UPC 등) 

   - 인용된 특허문헌, 과학기술 문헌 

◈ 권리에 관한 정보 

   - 청구범위, 발행국가 

   - 등록정보(등록번호, 존속기간, 연차료납부, 권리이전 등의 정보) 

   - 출원인 정보, 발명자 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등 

◈ 행정처리에 관한 정보 

   - 심사ㆍ심판중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리 및 중간서류 정보   

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의 기능적 요소 

◈ 기술 정보적 기능 

   - 기술개발, 기술동향조사 활용 

   - 기술예측, 타사의 기술전략 조사에 응용 

   - 중복연구 및 이중 투자 방지 
 

◈ 권리 정보적 기능 

   - 권리 관계 등 권리적 요소를 포함 

   -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시 적정 기술선정 용이 

   - 권리화된 기술관계 파악 후 공동연구 및 라이센싱 지원 

   - 자신의 권리 보호와 상대방의 권리 침해 방지 



2015-08-28 

6 

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 조사 목적 

+ 

  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사 

  특허권 존재 여부 조사 

  특허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양수도조사(Assignment Search) 

   침해조사 (Infringement Search) 

   권리소멸 조사  

   유효성 조사 (Validity Search) 

    서지사항 조사 

     (Bibliographic Search) 

    특정 기술분야 조사 

    (State of the Art Search) 

목적별 검색 전략 수립 

Step 1. ADD TITLE  

01.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조사 방법 

 * 문헌번호(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등) 조사 

 

  * 선행기술조사`` 

    - Key Word 

    - IPC 

    - Field(항목)검색 

    - 복합(조합)검색`` 

``````````````````````````````````````````````````````````````````````````````````````````````````````````````````````````````````````````````````````````````````````````````````````````` 

  * 특허맵(Paten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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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 개요 

Chapter. 02 

Step 1. ADD TITLE  

02. 특허맵 개요 

 선행기술조사 절차 흐름도 

기술 내용 
파      악 

• 발명의 해석 

- 기술수준  

- 청구범위 

• 발명의 특징 

  추출 

검색 전략 
수      립 

• 기술 정보 조사 

• 권리 정보 조사 

• 경영 정보 조사 

검색식 
작   성 

• 키워드 확정 

• 특허분류 

• 검색 DB 선택 

•검색식 작성 

검색 및 
결과 검토 

• 검색 

•인용에 대비/판단 

•조사전략 변경 

•조사의 종료 

•정량분석 수행 

•정성분석 수행 

보고서 
작   성 

• 조사 보고서 

• 동향 보고서 

•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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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특허맵 

   * 대량의 특허정보를 분류 정리하고 기술내용을 분석 가공하여, 그 DATA로 

     여러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표화 한 것 
  

   * 과거기술의 문제점, 개발하지 않은 공백 기술 영역, 현재 기술로부터 발전될  

     기술 예측, 경쟁사의 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전략 분석 

  

 *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 

 * 출원인별 특허 건수 

 *  IPC별 출원건수 

 *  출원건수별 등록률 

정량 분석 

  

* 기술분야의 내용  

   파악 및 분석 

* 기술내용 상호관계 분석 

정성 분석 

  

*조사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설정 

*검색 방법 설정 

*검색결과 DB화 

특허문헌 조사 

02. 특허맵 개요 

Step 1. ADD TITLE  

 특허맵 (PATENT MAP) 

특허맵 기획 정보의 수집 데이터 가공 분 석 보고서 작성 

주제 결정 

목표설정 

추진조직 편성 

추진계획 수립 

기술분류 

키워드 선정 

특허DB 선정 

특허 검색 

다운로드 

유효데이터 추출 

대표명화 

복수데이터 정비 

 

정량 분석 

지표 분석 

정성 분석 

02. 특허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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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 작성 

Chapter. 03 

Step 1. ADD TITLE  

03. 특허맵 작성 

  테마 결정 

     - 작성하고자 하는 특허맵의 테마를 결정한다. 

     - 기술테마를 선정할 때, 특허건수를 유념하여 선택한다. 

  목표 설정 

     - 특허맵의 작성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정해야 한다. 

     - 작성 목적에 따라 기술정보특허맵, 경영정보특허맵,  

         권리정보특허맵을 선택한다. 

 특허맵 (PATEN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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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추진 계획 수립 

2월 3월 4월 5월 

자료조사 및 입수 ● 

특허목록 작성 및 요약서 작성 ● ● 

문제특허추출, 분석/대응책 수립 ● 

PM 발상 ● 

  특허맵의 작성기간 및 투입인력에 따라 적절히 수립한다. 

  작성절차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특허맵 (PATENT MAP)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 기술 분류 

 분석 기술 주제를 구조적인 구성, 기능, 용도, 공정 등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분류  

 각 분류마다 기술코드를 부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A) 

액츄에이터부(A) 

액츄에이터 축(A) 
헤드암(B) 
서스펜션(C) 
헤드(D) 
기타(Z) 

AAA 
AAB 
AAC 
AAD 
AAZ 

하드디스크 회
전부(B) 

플래터(A) 
스핀들모터(B) 

기타(Z) 

ABA 
ABB 
ABZ 

외부접속부(C) 

인터페이스 컨넥터(A) 
점퍼(B) 
점퍼핀(C) 

전원컨넥터(D) 
기타(z) 

ACA 
ACB 
ACC 
ACD 
ACZ 

출처 :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맵 작성 실무 

 특허맵 (PATENT MAP)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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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정보의 수집 

  기술테마에 해당되는 특허정보를 검색에 의하여 수집 

 

◈ 데이터의 가공 

 특허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색된 특허를 적합하게 변환해야 한다. 

 

 데이터의 가공은 이런 식으로, 

     - 유효 데이터의 추출 

     -  출원인명에 대한 대표명화  

     - 복수데이터에 대한 정비 

 특허맵 (PATENT MAP)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 유효데이터 추출 

 먼저, 다운로드된 특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명칭, 요약 및 청구범위를 참고하여 기술분류에 해당되는 특허만 추출 

 유효 데이터의 추출시에 기술분류 동시 수행 

 기술분류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 

 특허맵 (PATENT MAP)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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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 출원인명 대표명화 

  출원인명 대표명 화 이유   

     - 계열구조 변경 

     - 사명 변경 

     - 인수 합병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로 창립(1982) 
LG반도체 흡수합병(1999)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변경(2001) 
현대큐리텔 분사(2001) 

 
1.인수합병 
2.사명변경 
3.계열구조 

No. RAW-DATA상의 출원인 대표명화 출원인 

1 

콸콤 인코포레이티드 
콸콤 인코포레이티드 러셀 비. 
밀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밀러 럿셀 
비 
QAULCOMM Incorporated 
Qualcomm Inc. 
Qualcomm Incorporated 
Qualcomm, Inc. 
Qualcomm, Incorporated 등 

 Qualcomm 

2 

엘지전자 주식회사 
LG Electronics Co., Ltd. 
엘지정보통신 
주식회사 금성사 등 

엘지전자 

출처 : 정호석,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지도 작성, 2006. 

 특허맵 (PATENT MAP)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 복수 데이터에 대한 정비 

  복수 데이터란? 

  - 공동출원인 및 발명자 

  - 복수 IPC 

  - Familly Patent 
 

  복수 데이터를 특허맵 목적에 맞게 가공 

제 1 출원인/발명자, 
IPC 기준 

- 일반적으로 발명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출원인/발명자, IPC는 첫 번째에 기재된 발명자·출원인   
   이라는 가정 하에 제 1 출원인/발명자, IPC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복수 가산법 
- 각 출원인/발명자, IPC에 대해 특허 1건을 가산한다.  
   단, 복수가산법에 의하여 분석할 경우, 출원인/발명자별, IPC별 특허건수의 합계는 모집단의  
  특허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 

분율 가산법 
- 각 출원인/발명자, IPC에게 평균적인 비율을 가산한다. 
    예를 들면, 특허 1건에 대하여 2명인 경우, 각각 특허 0.5건이 가산된다. 

 특허맵 (PATENT MAP)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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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자/통신 정보매체 전기/반도체 측정/광학 컴퓨터 인쇄

연도별 기술분류 분석 

 특허 정보 검색 
  ⇒검색결과 Download 

  ⇒DB분석 

  ⇒특허맵, 특허전략 수립 

 특허맵 (PATENT MAP)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활용 목적 특허지도 종류 비고 

기술정보 

  - 기술개발의 흐름, 방향 

  - 연구개발 테마의 선정 

  - 공백 기술의 발견 

  - 기술파급의 상황 

  - 요지 MAP 

  - 레이다 MAP 

  - 기술분포 MAP 

  - 기술흐름 MAP 

  - TEMPST MAP 

PATENT 

TECHNO MAP 

경영정보 

  - 라이벌 기업의 동향 

  - 상품개발의 흐름 

  - 용도개발 

  - 시장잠입 상황 

  - 연구원 동향 

  - 출원건수 동향 MAP 

  - 출원인 분포 MAP 

  - 발명자 분포 MAP 

  - 구성요건 MAP 

  - RANKING MAP 

  - NEW ENTRY MAP 

  - 기업상관 MAP 

PATENT 

MANEGE MAP 

권리정보 

  - 기술적 범위의 확인 

  - 특허취득 가능성 

  - 특허망 파악 

  - 특허 POSITION 평가 

  - PATENT FAMILY MAP 

  - 구성요건 MAP 

  - CLAIM POINT MAP 

  - 권리관계 MAP 

  - 심사경과 MAP 

PATENT 

CLAIM MAP 

 특허 지도의 목적과 종류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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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장단점 및 선별 

그래프 특징 

선 그래프 

 가장 단순하고 작성하기 쉽다 

 시간적 변화를 보는 데에 적합하다 

 한 시점에서의 비교에는 부적합하다  

막대 그래프 

 여러 경우(시점 등)에 있어서 변화를 동시에 보는데에 적합하다 

 양적인 비교에 적합하다 

 한 시점에서의 비교에 적합하지만 연속적인 변화를 보기에는 부적합하다 

 구성비 등으로 분류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원 그래프 

 구성요소간 대비에 적합하다 

 전체와 각 구성요소와의 대비를 보기 쉽다 

 전체가 1개소에 보여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좋다 

 그리기가 번거롭다는 불편이 있다. 

면적 그래프  현격하게 크기가 다른 것을 비교할 때 이용한다 

체적 그래프  한번 봐서 알기 어려우며 그리기도 번거롭다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정량 분석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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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정량 분석 

 항목별(국가 별, 출원인 별, 세부 기술 별 등) 특허 통계조사 
 

  항목별 점유율, 연도별 추이 등 동향 분석  

국가별 기준 

기술분류별 기준 

출원인별 기준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정량 분석 

특허당 피인용 횟수, 인용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기술력이 강하고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기술력이 약함을 의미 
 
CPP=인용된 횟수/전체 등록건수 

인용도 지수(CPP:Cites Per Patent) 

03. 특허맵 작성 

비특허 문헌 인용 지수 

미국특허 출원시 인용한 문헌에 비특허 문헌이 많은 경우 기초 과학 중심의  
연구개발을 의미하며 특허 문헌이 많은 경우 기초 과학과의 연계성이 낮아  
응용기수 중심의 연구 개발이 진행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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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정량 분석 

기술의 변화 및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새로운 기술의 출현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각 특허 인용문헌 공개시점의 중간값으로 나타내며  
TCT가 작은 경우 기술혁신 주기가 빠름을 의미 

기술순환주기(TCT:Technology Cycle Time) 

03. 특허맵 작성 

한 발명에 대한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기술경쟁 관계에 있을 경우 해외출원을  
진행하므로 패밀리 특허수가 많을 때에는 특허를 통한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시장  
확보력이  큼을 의미 
 
PFS=전체 평균 패밀리 특허건수/출원인국적의 평군 패밀리수 

시장력 지수(PFS:Patent Family Size) 

Step 1. ADD TITLE  

 정량 분석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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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분석 

• Tech-tree OS-Matrix 분석 
- 대분류가 아닌 중분류 이하의 기술영역을 설정하여 분석함 
- 목적 및 구성요소(해결수단) 설정할 때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요소를 구성함 
- 기본적으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과제에 따라 논문분석을 병행할 수 있음 
 

• IP History분석 
- 주요출원인 또는 주요발명자를 기준으로 분석함 
 

• 특허망 분석 
- 핵심특허를 기준으로 한 분석의 경우 인용관계를 이용하여 R&D방향성 및 IP획득의 
   용이성을 나타낼 수 있음  
- 과제성격에 적합하게 출원인, 발명자, 구성요소, 핵심특허등을 기준으로 분석함 
   

• 특허장벽/기술경쟁력 분석 
- 특허장벽의 기준(권리분석, PPSI) 
-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기술경쟁력 기준설정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정성분석 

•  권리범위분석 
- 권리범위 분석은 대상특허에 대한 청구범위해석이 필요 
   

•  Focus분석 
- 고객의 needs에 따라 특허성 조사결과를 IP획득가능성, 비침해논리, 무효가능성의 
   3 가지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함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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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정성분석 

OS 매트릭스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정성 분석 

OS 매트릭스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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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정성분석 

의미::: 
세부기술별 주요특허를 선별하여 출원연도별로 주요 기술들을 나열한 것임. 
기술발전도는 해당기술에서 주요특허를 판별해 내어 시계열적으로 펼쳐 놓은 
그림이며, 이러한 주요특허의 흐름을 파악하여 기술의 변화추이를 예측할 수 
있음. 국가 R&D사업에는 기획위원들이 선정한 주요특허를 시계열 순으로 나
열하여 표시함. 
 
즉, 각 기술분야별 주요 출원인별 특허들 중 과제와 부합되며 패밀리수와 인용
도수가 높은 특허를 위주로 선별하고,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여 시간적인 특허
흐름을 분석함. 
 
또한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그룹의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
발전도를 작성하면, 특정세부기술에서 주요 연구그룹의 기술개발 흐름을 파악
할 수 있음. 

기술 발전도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정성 분석 

기술 발전도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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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DD TITLE  

 정성분석 

특허망 분석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정성분석 

기술 경쟁력 분석 

중분류 소분류 
해외 

특허장벽 

국내 

기술경쟁력 
검토 결과 

노심계통 

노심구조 ◑ ◔ 

파악된 해외특허장벽 상대적으로 높음 

국내 기술경쟁력 미약함 

권리가 소멸된 자유기술을 바탕으로 고유기술의 개발 및 권리화 방안 마련 

요구됨 

노심내 유체 유동 ◑ ◯ 

해외특허장벽 일부 존재함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되는 바 없음 

공백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요구됨 

반응도 제어 ◑ ◯ 

최근 활발하게 특허장벽이 강화되고 있음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되는 바 없음 

시급한 추격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공백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요구됨 

계측제어 

계측제어 계통설계 ◯ ◯ 

파악된 해외 특허장벽 존재하지 않음 

SFR에 특화된 신개념 계측제어 계통설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우

위선점 가능함 

소듐계측/감시기술 ◔ ◑ 

파악된 해외특허장벽 미약함 

국내 기술경쟁력 상대적으로 우위임 

국내의 차별화된 기술 존재함에 따라 기술 우위 선점 가능함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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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분석 

권리범위 분석 

03. 특허맵 작성 

Step 1. ADD TITLE  

PIAS 

- 특허청 개발 보급 
- Office 2003 버전에서 사용가능 
- www.kipris.or.kr 
- 무료 

Thinklear 
- ㈜윕스 개발 보급 
- www.wipson.com  

Focust 
- 위즈도메인 제공 
- www.wisdomain.com  

IPscore 

- EPO 제공 
- Office 2007 버전에서 사용가능 
- http://www.epo.org/searching/free/ipscore.html 
- 무료 

 분석 도구 

03. 특허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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