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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importance of knowledge property right is rising, a patent is being issue. A patent is exclusive rights of 

knowledge or technique, and it must be registered for approval of rights. Therefore, prediction of patent registration can be 

important information for company or individuals which gain profit using a paten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prediction of patent registration using text mining and a algorithm for constructing database.

1.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의 교류

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

과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식과 정보의 소유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한 것을 의미 한다. 지식

과 정보를 소유한 기업과 개인은 이것을 이용하여 

직  제품을 생산하여 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 자체를 생산자에게 

여함으로써 그에 한 사용료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 조성을 가능하

게 한 표 인 가 지식재산권  특허라 할 수 

있다. 

특허는 해당 특허가 향을 미치는 국가 안에서 

그 지식과 정보에 한 권리를 독 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떤 가를 받고 그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으므로 

그 자체가 수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지식

과 정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해서

는 먼  특허를 출원한 후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

만 출원한 특허가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

된 특허는 심사 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

록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충

족되어야만 등록될 수 있다. ,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 뒤 일반인에게 자동으로 공개되며, 심사 후 등

록되지 못한 특허는 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그 특허를 출원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며 출원 시 소요되는 지 않은 비용으로 인하여 

막 한 경제 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허의 등록 여부를 미리 아는 것은 특허를 이용하

여 수익을 얻으려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요한 정보

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의 등록 여부는 심사

의 주 인 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측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

를 만들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

은 웹상에 있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특허문서를 

검색하여 추출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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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별로 정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등록 

여부를 알고자 하는 특허 문서의 등록 가능성을 

측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출원된 블루투

스 기술에 한 특허를 이용하 다.

본 논문은 2 에서 련연구와 제안한 방법에서 

사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해서 살펴보고 3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등록 가능성 측 방

법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한 알고리즘에 해

서 설명한다. 그리고 4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방향에 해서 살펴본다.

2. 련 연구

최근까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특허 분석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를 들면 텍스트 마이

닝을 이용하여 특허 분석에 필요한 문자 분할, 요약 

추출, 특징 선택, 용어 결합, 클러스터 생성, 정보 매

핑을 하거나 기술 심 인덱스, 기술 주기 인덱스, 

기술 키워드 클러스터 등을 구성하여 인용 분석을 

한 특허 네트워크를 만드는 연구가 있다.[1][2] 그

리고 키워드 기반의 특허 맵을 만들고 특허를 분류

하는 연구도 진행 이다.[3][4]

그러나 아직까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특허 연

구는 특허를 분류하거나, 인용 계, 특허 맵 생성에 

한 것들이 부분이며 등록 가능성을 측하는 것

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측하기 하

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바탕으로 특허 문서에 있

는 단어의 빈도수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데이

터 마이닝 기법  하나로써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

는 구조화되지 않은 문서의 문장이나 단어들의 조합

을 처리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

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패턴과 같은 특징을 

추출하거나 텍스트를 분류하는 것이다. [5][6][7]   

일반 으로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특징 벡터를 이

용한다. 특징 벡터(feature vector)는 텍스트 문서에 

한 특징 추출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텍

스트 문서에서 인식하여 추출된 요한 용어(term)들

은 단어의 원형(word)으로 변형되어 특징 벡터를 구

성하게 된다. 이 단어의 원형(word)들은 문서를 요약

하거나 분류할 때 기 인 정보로 사용된다. 이때, 

특징 벡터에서 특징(feature)의 요도는 단어가 문

서에서 나타나는 치와 횟수에 따른다. 를 들면, 

어떤 문서에서 한 단어의 빈도수가 높을 때, 그 단어

의 요도가 높으며, 반 로 빈도수가 낮으면 그 단

어의 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8][9]

3. 제안된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웹에 있는 특허 데이

터베이스에서 특허문서들을 추출하고, 이것들  등

록된 특허 문서들을 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행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등록 여부를 알고자 하는 특허 문서

의 등록 가능성을 측한다.

[그림 2]는 제안한 방법의 차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제안된 방법의 순서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상세한 차는 다음과 

같다.

 

(1) 특허 DB에 검색식 입력

등록 가능성을 측하려는 특허와 련된 기술의 

특허 문서들을 추출한다. 웹에 있는 특허 데이터베이

스에 련 기술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특허 문서들을 

검색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 출원된 블루투스 기

술에 한 특허를 상으로 하 으며 

WIPS(www.wips.co.kr)를 이용하 다. 그 검색식은 

다음과 같다.

(bluetooth*) AND (H04B-007*).IPC

(2) 특허 문서 추출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결과로 출력된 

특허 문서들을 다운로드하여 장한다. 장한 특허 

문서들은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게 HTML과 같은 

텍스트 일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각 문서별로 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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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로그램을 이용하여 장한 텍스

트 일에서 단어들을 추출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서

로 정렬한다.

(4) 문서별로 핵심단어 추출

추출한 단어들이 각 문서에서 나타나는 비율을 구

하고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한다. 불필요한 단어 제

거 기 은 [표 2]와 같다.

[표 2] 불필요한 단어 제거 기

추출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비율을 이용하여 핵심

단어를 추출하기 한 기 값을 구한다. 이 기 값은 

추출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비율의 평균이며 기 값

보다 낮은 비율의 단어들은 모두 제거한다. 여기서 

남은 단어들이 핵심단어이다. 핵심단어는 반복되는 

횟수가 많은 단어들로써, 그 특허문서의 특징 인 기

술에 한 내용을 설명하기 해 사용하는 것들이다.

(5) 핵심 단어를 통합한 DB 생성

등록된 특허 문서들의 핵심단어들을 통합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된 특허 문

서를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측하기 한 기 으로 

삼았다.

(6) 등록 가능성 측

단계(5)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등록 

여부를 알고자하는 특허 문서의 등록 가능성을 측

한다.

단계(5)의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y : 문서의 집합 y={1, 2, 3, ...m}

i : 문서 y의 단어의 집합 i={1, 2, 3, ..., }

1. for(y=1 to m) {

2.  


 






 (i=1, 2, 3, ... n일 경우)

   는 문서 y에서 단어 i가 나타난 빈도수

3. i=1에서 n까지의 단어에 값을 입.

4.  


 




 (i=1, 2, 3, ... n일 경우) 

5.  인 단어는 모두 제거

6. } 남은 단어를 모두 통합.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여 20개의 특허 문서를 상으로 [표 3]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표 3] 측 테스트 결과

20개의 특허 문서  측이 맞은 개수는 15개이

고 틀린 개수는 5개로 75%의 측률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측률을 높이기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측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를 만

들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웹에 있는 특허데이터베이스에서 특허 문

서를 추출하고 빈도수별로 정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등록 여부를 

알고자하는 특허 문서의 등록 가능성을 측하 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등록된 특허 문서들을 상으

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들었

다. 그리고 40개의 특허문서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얻었다.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측하는 방법은 특허를 이

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기업과 개인에게 그 특허의 

가치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등록될 

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

 손실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과제로 좀 더 개선된 방법을 이용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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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높이고, 특허의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반 한 측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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