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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허 분석에서 관심 있는 기술명, 서비스명, 제품명을 인식하도록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해 개체명 인식기
의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개체인식을 위한 엔진은 스탠포드 대학의 NER과 CRF++을 사용하였다. 그 결
과 F1값인 0.5612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명, 지역명, 조직명 개체를 인식하는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0.7857보다 0.2245 떨어지는 결과이다. 특허 개체명 인식에 대한 자질값 선정과 사전처리에 대한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특허 데이터, 개체명 인식, 기계학습, CRF++

1. 서론

기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제품개발요구에 직면

함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온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으로는 더 이상 장기간 생존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고도화된 정보

화 기술의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빠르고 정확

한 지식공유 기반이 구축되고 우수지식 콘텐트 보유량이 

증가되어 빅데이터의 이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

하는 현 시점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와 분석을 통한 전략

적 활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관한 라

이선스를 행사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라이선스 관계는 국내뿐 아

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기술의 공여 및 기술도입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분석함

으로써 적절한 기술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

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특

허 계량분석뿐만 아니라 비정형화 된 텍스트 마이닝 기

술과 기계학습을 통한 특허분석으로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1]. 본 논문은 자연어처리에서 연구되어온 개체명 

인식기를 특허 자료에 접목하여 제한된 특허맵 분석을 

자동화하고 다양화 할 수 있는 특허 기술 및 제품에 대

한 개체명 인식을 시도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언어처리 및 개체명 인식은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규칙기반 기법과 대량의 수집자료를 기반으로하는 기계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2]. 규칙기반 기법은 전문가

의 통찰력을 가지고 규칙을 찾아 경험에 의존하여 만드

는 방법으로 자동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경험적

인 규칙의 반영으로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기계학습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통계

적 기반의 학습 처리 기법을 사용한다. 대량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려우며 규칙기반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최근의 

언어처리는 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적인 처리 방법인 기계학습의 정확도가 매

우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3].

기계학습은 학습과정과 성능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Supervised machine Learning, Semi-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누어진다. 

Supervised machine Learning은 학습과정에서 작업자가 

계속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성능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는 Hidden Markov 

Models, Decision Trees, Maximum Entropy models, 

Support Vector Machines, Conditional Random Fields 

등이 있다[3]. 최근에는 보다 많은 자질을 사용하는 

Conditional Random Fields 가 많이 쓰이고 있다.

Semi-Supervised Learning은 학습 과정과 성능 관리가 

부분적으로 자동화되는 기계학습 기법이다. 초기에는 

Supervised machine Learning과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학

습데이터 및 학습 작업에 관여하지만, 이후 추가되는 학

습 작업은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학습된 지식을 

확장해 가는 bootstrapping 과 같은 방식으로 2개 시스

템에서 한쪽 결과를 다른 쪽 모델로 사용하여 교대로 성

능을 높여나가는 방식이다[4]. 하지만, 어느 정도 횟수

가 증가할수록 한계가 있다.

Unsupervised Learning은 대량의 자료를 자동적으로 

군집화 시켜주는 방식으로 작업자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클러

스터링 기법으로 LSA(Latent semantic analysis),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사용한다[5,6,7].

실제 개체명 인식을 위한 과정은 개체명 추출을 위한 

정보 구축 단계와 개체명 추출 처리 과정으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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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작업 흐름도

그림 2. 태깅 작업도구(DQtagger)

그림 3. 데이터 작업 결과물 형식

다. 개체명 추출을 위한 정보 구축 단계에서는 좌우 문

맥에 대한 품사정보, 문자 유형 정보를 토대로 자질값을 

선정하고 개체명 사전과 결합 단어 사전을 구축한다. 개

체명 추출 처리 과정은 우선 후보군을 추출하고 후보 개

체명 주변정보를 이용하여 보통명사와 분리한다. 문장 

구조에 따라 개체명을 제한하는 용언을 고려하여 대상 

집합을 줄이고 종합하여 어절간의 관계를 통해 개체명의 

범주와 범위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Conditional Random Field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스탠포드 NER을 사용하여 특허 데이터를 학습

하고 학습 모델을 테스트하고 평가하였다[8]. 스탠포드 

NER은 오픈소스로서 자질값 확장으로 간단하고 다양하게 

처리 가능하며, 텍스트에 있는 단어의 개체 명 인식 

(NER) 레이블 시퀀스를 이용한다. 특징으로 개체 명 인

식을 위해 잘 설계된 특징 추출과 결합 선형 체인 조건

부 랜덤 필드 (CRF) 시퀀스 모델 사용한다. 적용 예는 

사람, 조직, 위치, 시간, 돈, 비율, 날짜, 기타 등 개체

명 인식에 사용된다. 배포되는 자료에는 CoNLL 2003 영

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교육 모델 포함되어 있으면 자바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

3. 개체명 인식을 위한 자료 구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한 미국등록 특허 

2,400건을 대상으로 수작업 처리한 결과물인 Gold 

Standard 총 919,254건을 사용하였다. 미국등록 특허 

2,400건은 IPC A-H 분류별 2-3건씩 고루 포함된 자료이

다. 작업은 7명이 작업하였으며 최종 작업결과에 대한 

의견 일치도 (Kapa Score)는 0.6 정도로 보통 수준이다. 

문장은 청구항, 디스크립션, 초록, 제목에 대해서 추출

하였다. Gold Standard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 1과 같이 

작업을 하였다.

작업자는 그림 2의 태깅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변환하여 NER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특허 2,400건의 작업 결과는 특허번호, IPC 

분류, 문장의 추출 섹션, 문장번호 순으로 개체명 태그

와 품사 태그, 관계 태그로 이루어져 있다. 개체명과 개

체명 사이의 관계 패턴과 개체명 앞과 뒤의 단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저장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그림 3과 같

다.

그림 4. Stanford NER 학습 데이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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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체명 토큰수

그림 5. 개체명 길이와 빈도수 그래프

스탠포드 NER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PTB 토큰처리기를 사용하였다[8,9]. 스탠포드 

NER의 학습데이터 형식은 그림 4와 같이 PTB 토큰 워드

와 NER 태그로 이루어져있다. 작업자는 Product(제품), 

Similar Product(제품후보), Technology(기술), 

Service(서비스), unknown(확인필요)와 같이 5개의 개체

명을 태깅하였다.

개체명 인식의 자질값은 한 어절부터 연속 세 개의 어

절 까지의 자질을 각각 테스트하여 F1 점수가 높은 것들

만 선택하여 표 1 과 같이 최종 우수 자질 집합을 얻었

다.

표 2. 최종 우수 자질 집합

상태 자질() 전이 자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실험 및 평가

특허 문서에 대해 작업자가 실시한 태깅 결과를 가지

고 개체인식 학습 데이터와 실험데이터로 나누어 실험하

였다. 이때 그림 5에서와 같이 고빈도 개체명 길이는 주

로 5-23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 81.58%에 해당한다. 따라

서 실험에 사용한 대상은 길이가 5-23 문자로 이루어진 

개체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길이 제한으로 짧은 약어와 

긴 화학식은 대부분 제외 되었다.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

트용 데이터를 각 3천개씩 추출하여 스탠포드 NER로 학

습하였다. 학습하는데 걸린 시간은 4.5분이 걸렸고 테스

트하는 데는 17초가 걸렸다. F1 값은 0.5612로 나타났

다.

이것은 의료 분야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많이 떨어

지는 결과이다. 의료 분야의 임상기록에대한 개체명 인

식 연구 결과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CRF 기법을 동일하

게 사용하여  F1 점수가 81.48로 높게 나타났다.[10]

5. 결론

특허 문서의 개체명(기술명, 제품명, 서비스명) 인식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인식에 적합한 문형 자질, 단어

수준 자질, 사전조사 자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절 중심의 자질만으로는 개체

명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선 방안으로 특허의 IPC 분야 (A~H)를 구분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성장형 학습 모델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허 문서에 출현하는 패턴중심의 개체 속성 사전을 구

축하여 화학식이나 약어에 대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허 객체명 인식에서도 품사정보를 추

가 자질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 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좀 더 좋은 자질을 발

굴하여 정확률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재현율을 높

이는 방법으로 핵심 feature의 적절한 선택과 좋은 트레

이닝 데이터 생산을 통해 제품명, 서비스명, 기술명 인

식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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