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스마트폰보급, SNS(Socail Network Service)의 활성

화및사물인터넷(IInternet of Things, IoT)의 대중화등

으로인해다양한종류의데이터가매일같이빠르고무

사히 많이 생성되고 있다. IDC 보고서[1]에 따르면 2025

년에는 163 제타바이트(Zettabyte, 1ZB=1021bytes)의 데

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규모가 방대한

대용량의데이터를빅데이터라하며, 일반적으로빅데이

터는 대용량(Volume), 다양성(Variety), 빠른 속도

(Velocity)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2].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비즈니스가치를증대시키기위한필수요소가되

고 있다[3].

빅데이터 기술은 크게 수집 기술, 저장 및 관리 기술,

처리기술, 분석기술, 표현및활용기술등으로나눌수

있다[4].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크

롤링(Crawling), 오픈 API 등의활용이있으며, 빅데이터

저장및관리기술은 No-SQL 등이있다. 빅데이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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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하둡(Hadoop), 맵리듀스(Map Reduce) 등이있으

며,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데이터마이닝, 텍

스트마이닝, 소셜네트워크분석등이활용되고있다. 또

한, 빅데이터 표현 방법으로는 시각화(Visualization) 등

이많이활용되고있다. 이와같이다양한빅데이터의기

술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이개발되고상업적으로활용

됨에따라빅데이터시장은점점커지고있다. IDC 보고

서[5]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약

1,500억 달러이며, 2020년까지연간약 12% 성장할 것으

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많은기업들이빅데이터시

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구

글, 페이스북, 아마존과같은기업은사용자들의핵심정

보들을가공하여급성장하고있으며, 빅데이터는단순히

새로운기술, 비즈니스모델이아닌그이상의새로운패

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6]. 특히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를 통해

빅데이터를수집, 저장, 처리및분석할수있는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약 122억 달러

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빅데이터 시장은 매우 유

망한 시장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빅데이터 시장

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보면,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기업과 공공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을제시하였고[7] 기존기술과활용연계, 적

시성, 사용 용이성, 보안등 빅데이터 기술 및 활용 사례

분석을 하였으며[8], 그리고 오픈 소스 분야, 상용솔루션

분야, 클라우드서비스분야등빅데이터분석기술및국

내·외 활용 사례를 조사[4] 등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를 창

출 하는 데 있어서 유망한 빅데이터 시장에서 경쟁우위

를유지하기위해서는빅데이터기술동향을파악하여경

쟁력있는특허를선점하는것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특허분석은기술동향을파악하는데매우유

용한 방법이다.

기존 특허 분석 방법 중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출원

특허에 대한 빈도분석 등 양적 분석이다. 빅데이터 기술

동향연구또한한국, 일본, 미국, EU의출원된특허의빈

도 분석을 통해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회복기

등의기술위치를파악하였다[2]. 그러나이러한양적분

석은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는문제점이있다[9].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

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관련 특허에

대한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특허의 키워드를

분석하고, 동시 사용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

석을 수행하여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동향과 핵심 기술

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 특허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특허

내용에 대한 핵심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9].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특허

데이터 분석을 기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연구 절차를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빅데이

터 특허의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는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2. 문헌 연구 
2.1 특허 데이터 
특허는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년 200,000건 이상의 특허가 국내에서 출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특허분석은특허의서지사항에기록된데이

터를 이용한다. 특허의 서지사항에는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영문), 상태, IPC 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출원 일

자, 등록번호, 등록 일자, 공개번호, 공개 일자등이기록

되어 있다. 특히 IPC는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위한국제특허분류로 <섹션–클래스–서브클

래스 –메인그룹 – 서브그룹>의계층구조로구성되어

있으며, 특허를 A(생활필수품), B(처리조작, 운수), C(화

학, 야금), D(섬유, 종이), E(고정구조물), F(기계공학, 조

명, 가열, 무기, 폭파), G(물리학), H(전기) 등총 8개의섹

션으로 구분한다. 2014년 기준 IPC 섹션별 특허 출원 건

수를살펴보면A섹션이 29,546건, B섹션이 32,816건, C섹

션이 24,464건, D섹션이 2,255건, E섹션이 9,252건, F섹션

이 15,537건, G섹션이 42,405건, H섹션이 47,445건으로

[10], H섹션과 G섹션의 비중이 가장 크다. 특허 정보는

기술혁신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

해일부기업들은특허정보를활용한연구개발및융합

을통한혁신을경쟁우위의결정요인으로인식하고있다

[11]. 이러한 특허 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기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로서 지능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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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구동향을 분석하기위하여주성분을 이용한 K-평

균군집을통해공백기술을분석하였고[12], 휴대폰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의 기술흐름을분석하기

위하여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대해연도별, 기술별, 출

원인별로빈도분석을수행하였다[13]. 그리고한국, 미국,

중국의 핀테크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통해토픽

을구분한후시계열분석및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

다[14]. 이러한 특허 정보는 기술적 활용도와 경제적 가

치로서 인식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2.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개

체들간의관계를네트워크로구성하여네트워크에대한

구조 및 개체 특성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다[15-18]. 일반적으로네트워크는노드와링크로구성되

어있다. 노드는사람, 특허, 논문, 키워드등개체를의미

하며, 링크로개체들간의관계를의미한다. 특허의키워

드들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키워

드들이 하나의 특허에 동시에 사용되었다면 키워드들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키워드들을 연결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밀

도와중심성이다[15-18]. 밀도는네트워크에서연결가능

한링크들중실제연결된링크의비중을의미한다. 따라

서 특허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을수록 키

워드들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허가 하

나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중심성은 크게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및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등이있다. 연결정도중심성은

특정 개체에 얼마나 많은 개체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

타내는 지표이며, 매개 중심성은 특정 개체가 다른 개체

를연결하는데얼마나매개를하는지를나타내는지표이

다. 따라서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연결정도 중심성

이 높은 키워드는 가장 인기 있는 특허 키워드라 할 수

있으며,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주제들을 서

로융합할수있는키워드라할수있다. 예로서경영분

야에서는소셜네트워크분석을통해충성고객과이탈고

객의 구매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탈고

객의 네트워크의 밀도가 충성고객 네트워크의 밀도보다

높게나타남을보였다[19]. 행정학분야에서는행정학분

야의 공저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문적 실적을 비교

분석하였다[20]. 기술경영분야 에서는 기술경영 분야 해

외논문의키워드를수집한후, 동시출현한키워드를이

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술경영 논문의 키

워드는 선호적 연결함을 밝혔으며, 또한 연결정도 중심

성, 매개중심성등이높은키워드를파악하여향후연구

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21]. 항공분야에서는

항공관련 연구 동향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계

량적으로설명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22]. 그리고무용

예술학 저널에 대해 연도별 공저자 네트워크 구성한 후,

매개집중도, 상대적 연결정도 중심성의 평균, 상대적 매

개 중심성의 평균을 분석하여 무용학 분야의 지식 선순

환구조를만들기위한시사점을제공하였다[23].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 동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다양한 연구 분야 중에서

특허와관련하여국내에출원한빅데이터특허의특징을

파악하기위하여빅데이터특허의제목의키워드를이용

한네트워크를구축한후, 구축된네트워크의밀도및중

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절차는 Fig. 1과 같이 빅데이터

특허 수집 및 전처리, 빅데이터 특허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 빅데이터특허의키워드네트워크분석등 3단계로

구분된다.

Big Data Patent Collection 
& Preprocessing

Network Construction of 
Big Data Patent 

Network Analysis of Big 
Data Patent 

Fig. 1. Research Framework

첫번째 단계는 Table 1과 같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에서특허의영문명칭에 bigdata, big

data, big-data를 포함하는 출원 특허를 수집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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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특허를이용한네트워크를구성하기위해명사의

단·복수에 대한 수 일치(예를 들면 e-bills를 e-bill로 변

환), 하이픈(hyphen) 및 띄어쓰기 일치(예를 들면,

real-time을 realtime으로 변환, health care를 healthcare

로 변환), 이음동의어에 대해 동일 단어 처리(예를 들면,

vehicle을 car로 변환), 전치사및대명사삭제(예를들면,

a, an, the, about, at, in 등 삭제) 등 키워드에 대해 전처

리를수행한다. 두번째단계는동일특허에동시출현한

키워드를 연결하여 빅데이터 특허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특허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밀도 등 네트워크 구

조, 연결정도 중심성 및 매개 중심성을 분석한다.

TL=["bigdata"+"big data"+"big-data"]

Table 1. Search Condition

이를 위하여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RStudio(Version

1.0.143), pajek64(version 5.01) 및 NodeXL Basic이다.

4. 네트워크 기반 빅데이터 특허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특허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

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도까지 빅데이터 특허를

분석하였다.

4.1 빅데이터 특허 빈도 분석
2016년까지 출원된 빅데이터 특허를 살펴보면 Fig. 2

와 같이 총 230건이다. 2007년 하둡 플랫폼이 국내에 공

식적으로소개된이후 2012년에삼성전자가작업부하를

고려한 하드웨어 가속화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의 분산

처리 장치 및 방법이란 빅데이터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

하였다. 2012년 6건, 2013년 22건, 2014년 57건, 그리고

2015년도에는 8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2016년도

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더커지기때문에향후빅데이터특허는더많이출

원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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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ent Distribution by Years

출원인별 특허 분포를 살펴보면 Fig. 3과 같다. 기업

125건, 학교 50건, 개인 27건, 연구소 28건등을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시장이 향후 더

유망하질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125

50

27 28

Companay Univesity Person Others

Fig. 3. Patent Distribution by Applicant

출원된특허의 IPC를살펴보면 Fig. 4와 같이, 섹션코

드가 B(처리조작, 운수), G(물리학), H(전기)이다. 특히

주요 클래스는 산술 논리연산, 계산 등을 나타내는 G06

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G06F(전기에의한디지털데

이터처리) 및 G06Q(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

용또는예측용으로특히적합한데이터처리시스템또

는 방법)가 가장 많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특허는 실제

의 장치 또는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여러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 산술적으로 이용되는 시뮬레이터

관련 특허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빅데이터 특허 분석 255

1 2 1 1

108

4

94

2 2 1 1
9

1 3

B60W B62D G01C G01W G06F G06N G06Q G08B G08G G09B H04B H04L H04N H04W

Fig. 4. Patent Distribution by IPC

빅데이터 특허에서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상위 10개의 단어를 살펴보면 analysis(분석,

69번), process(처리, 40번), information(정보, 34번),

data(데이터, 31번), service(서비스, 15번), management

(관리, 13번), prediction(예측, 13번), car(자동차, 12번),

distribution(분산, 12번), product(상품, 11), server(서버,

11번)로, 빅데이터특허대부분이분석시스템및방법임

을 추론할 수 있다.

Keyword Frequency
analysis 69
process 40
information 34
data 31
service 15

management 13
prediction 13
car 12

distribution 12
product 11
server 11

Table 2. Top 10 Keywords with High Frequency

4.2 빅데이터 특허 네트워크 구조 분석
2016년까지출원된 빅데이터특허를 5회이상이용한

키워드네트워크는 Fig. 5와 같다. 빅데이터특허의키워

드 네트워크는 대부분 하나의 큰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

되어 있으며, 네트워크의 밀도는 0.02이다. 이를 통해 빅

데이터특허의키워드는서로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

을알수있다. 빅데이터특허의키워드네트워크의평균

연결정도는 9.473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특허는 평균

적으로 약 9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거리는 2.778로 좁은 세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 Keyword Network Using Big Data Patent

특허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및 매개 중심성이

높은상위 10개의키워드를살펴보면Table 3과 같다. 연

결정도중심성이높은키워드는analysis(분석), process (처

리), information(정보), data(데이터), prediction(예측),

management(관리), server(서버), car(자동차), service

(서비스), construction(구축) 순이다. 이를 통해 출원된

빅데이터특허는정보및데이터에대한분석, 예측, 처리

가 주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매개중심성이높은키워드는 analysis(분석), construction

(구축), data(데이터), estimate(추정), information(정보),

prediction(예측), process(처리), server(서버), service(서

비스), technology(기술)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이용

하여다른주제들과융합한새로운특허를출원할수있

을 것이다.

No. Degree　 Betweenness　

1 analysis 194 analysis 41,028.43

2 process 109 construction 17,285.14

3 information 107 data 15,053.86

4 data 98 estimate 11,661.67

5 prediction 50 information 6,141.10

6 management 48 prediction 5,066.96

7 server 47 process 4,414.31

8 car 45 server 3,957.45

9 service 42 service 3,073.55

10 construction 40 technology 3,070.978

Table 3. Top 10 Keywords with High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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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4차산업혁명이 도래함에따라빅데이터의시장이점

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

해서는우선기술동향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본연

구에서는빅데이터기술의동향을파악하기위하여네트

워크 분석에 기반을 둔 특허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특허의 주요

IPC는 G06F와 G06Q로예측등데이터처리를위한특허

이다. 둘째, 빅데이터특허의키워드네트워크는낮은밀

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키워드는 하나의

큰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키워드는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을알수있다. 셋째,

연결정도중심성과매개중심성이공통적으로높은키워

드는 analysis(분석), process(처리), information(정보), data

(데이터), prediction(예측), server(서버), service(서비

스), construction(구축)이다. 따라서이러한키워드가 빅

데이터특허의주요주제일뿐만아니라다른분야와융

합을 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첫

째,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 방법과 키워드 기반분석 방법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학문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 특허 분석

방법 이용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실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빅데이터특허출원시참고할수있는유용

한정보로활용될수있으며향후키워드를이용하여다

른주제들과융합한새로운특허를출원하는데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지니고있다.

첫째, 빅데이터 특허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등

빅데이터선도국가의특허를살펴봐야함에도불구하고

한국에출원된특허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연구결

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다. 둘째, 소셜네트워크분

석을 위해 포괄성, 군집계수 등 다양한 지표가 존재함에

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는밀도, 연결정도중심성및매

개 중심성 지표만을 사용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마지막

으로특허요약, 청구항등을통해특허의키워드를추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제목을 이용하여 키워

드를 추출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

려하여후속연구를진행하고실제사례중심의실험결과

를반영한다면좋은연구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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