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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의 부상기술 예측은 주로 정성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에 대안으로 개발된 기술의 다양한 정보

를 포함하는 특허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이 있다. 기존에 특허 출원 건수를 이용한 정량적 예측 방법은 적은 출원이 이루어지는 

부상기술 특허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추세선의 기울기를 사용하여 부상기술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출원 건수가 많은 핵심기술의 기울기가 크게 도출되므로 여전히 부상기술 파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

문에서는 기술들의 Patent Power를 이용하여 상기 문제를 해결하며, 연도별 Patent Power의 변화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구하고 

부상기술을 예측한다. 또한, 최다 출원인을 확인하고 경영전략을 제시한다. 실험으로는 AR 분야의 특허 중 USPTO에 공개된 

특허만을 사용하며, 부상기술로는 G02B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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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부상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

을 높인다. 기존에 부상기술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

었으며, 주로 정성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정량적 방법이 사용되며, 주로 개발된 기술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를 활용한다[1,2].

특허 출원 건수를 이용한 부상기술 예측 방법은 해당 분야의 핵심기술

에 비해 적은 출원이 이루어지는 부상기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추세선의 기울기를 

도출하여 부상기술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기울기는 변수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는 핵심기술의 기울기가 크게 

도출되므로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3]. 본 논문에서는 Patent Power

를 이용하여 기술별 기울기에 미치는 변수 크기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또한, 이를 연도별 변화 직선으로 나타내고 기울기를 확인하여 부상기술

을 예측한다. 본 방법은 변수의 크기에 영향을 감소시키므로, 적은 

수의 출원이 이루어지는 부상기술 파악에 용이하다.

실험 방법으로는 수집된 특허에서 Main IPC 코드만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기술 및 연도별로 Patent Power를 구하며, 추세선을 구성 

및 기울기를 도출한다. 실험 데이터로는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분야의 특허 중 미국 특허청에 공개된 특허만을 사용하

며, 수집기간은 2000년~2016년까지이다.

II. Background

1. Patent Power

Patent Power는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문서 중 특정 IPC 코드와 

전체 IPC 코드들의 비율이다[2]. Patent Power가 높은 IPC 코드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의미하며,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1)

식 (1)에서 는 특정 IPC 코드의 특허 수이며, 는 전체 IPC 

코드의 특허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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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세분석

본 논문에서는 부상기술 예측을 위하여 Patent Power를 이용한 

시점별 기울기를 계산 한다. 추세분석의 기울기 모형은 식 (2)와 

같다.

            



              (2)   

식 (2)에서 
는 i번째 IPC 코드의 기울기, 는 연도변화, 

는 시점별 Patent Power 변화량을 나타낸다.

III. Experimental methodology

본 논문에서는 부상기술 예측을 위해, 해당기술 분야의 특허를 

이용하여 Patent Power를 구하고, 시점별 변화를 확인 및 추세선을 

구성하여 기울기를 구한다. 그림 1은 실험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다.

Fig. 1. Experimental Methodology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AR 기술 분야의 특허 중 USPTO에 

공개된 특허만을 사용한다. 수집기간은 200년~2016년까지로 한정하

며, 수집된 특허 중 20건 미만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은 분석에서 

제외한다.실험에 사용된 특허는 2,563건이며, 이를 4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Patent Power를 계산하고, 추세선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시점별 기울기가 큰 기술을 확인하고 부상기술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IV. Experimental results

그림 2는 시점별 기술들의 기울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앞의 3시점 중 기울기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 기술은 

G09G이다. G02B의 경우 앞의 2시점에서 기울기 값이 적으나, 

2009~2012년부터 증가하여 2013~2016에 가장 큰 기울기 값을 

가진다.

Fig. 2. Slope of Technologies by Point

전체기간 중 G02B의 Patent Power는 약 0.7로서, 전체 기술의 

약 4%이다. G02B는 전체 시점에서 출원 건수가 적고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부상기술로 선정한다. G02B의 최다 출원인은 Magic 

Leap, Inc.이다. AR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Magic 

Leap, Inc.와 M&A을 통한 노하우를 확보해야한다.

IV. Conclusion and Future works

본 논문에서는 부상기술을 예측하기 위해 Patent Power를 구하고, 

연도별 변화를 추세선으로 구성하여 기울기를 확인하였다. 도출된 

부상기술은 G02B였으며, 최다 출원인은 Magic Leap, Inc.였다.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특허의 정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부상기술

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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