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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정보 및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로 급변하고, 지식 재산

권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 기업 및 국가들은 그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

는 현실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가 목적

으로 하고 있는 특허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검색어 추출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섯 단계의 특허 검색 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프로그램

으로 구현하여 검색목적에 맞는 특허의 검색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면서 목

표로 하는 특허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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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정보 및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로 급변함에 따라 정보

과학기술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되었다. 정보사회에 맞는 균형있

는 기술 발전과 창조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의 발전이 불가결하

며, 각 기업 및 국가들은 그들의 강화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 또한 지적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고,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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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추가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의 강조를 통해 현실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

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식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

고 효율적인 특허 정보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검색 결과를 효율적

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검색어 추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TF-IDF 알고리즘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모델은 정보검색 및 텍스

트마이닝을 위해 그리고 문서 내부의 단어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문서

의 표현방식으로서 만들어졌다. TF-IDF모델은 벡터 공간모델(Vector Space Model)

기반 정보검색을 위해서 문서로 표현하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TF-IDF값은 TF와

IDF를 곱한 값이다. TF값은 한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한 빈도수를 의미하며

문서 내부의 단어 출현 빈도를 모든 단어의 총 출현 회수로 나누어 정규화한 형태이

다. IDF값은 문서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 수를 특정 단어가 나타난 문서의 수로

나눈 것이다[4]. TF값이 크다는 것은 주어진 단어가 문서 내에서 많이 출현할수록 상

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IDF값이 큰 단어는 문서 내에서 주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분별이 된다.

2.2 Apriori 알고리즘

연관 규칙 마이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Aprior는 구매하는 물품들의 집합인 트랜잭션

으로부터 연관 규칙을 마이닝한다. 연관 규칙은 두 단계를 통하여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최소의 지지도 이상의 발생 지지도를 가지는 조합을 찾아 빈발 단어 항목을

구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관 규칙을 생성하기 위하여 빈발 항

목 집합을 사용한다. 모든 빈발 항목 집합(L)에 대해서 빈발 항목 집합의 모든 공집합

이 아닌 부분집합들을 찾는다. 각각의 그러한 부분집합(A)에 대하여, 만약 support(A)

에 대한 support(L)의 비율이 적어도 최소 신뢰도 이상이면, A->(L-A)의 형태의 규칙

을 출력한다. 이 규칙의 지지도는 support(L)이고, 신뢰도는 support(L)/support(A)이

다. Apriori 알고리즘에서 후보 집합의 생성은 Apriori-gen을 사용하여 새로운 후보 집

합을 만들게 함으로써, 후보항목의 수를 줄일 수 있다[1]. 이에 따라 연관 규칙을 찾는

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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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특허검색 프로세스

특허검색의 STEP 1에서는 조사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단계

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사 목적과 관점을 명확히 하고, 기술에 대한

선행 조사를 통해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STEP 2에서는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검색 식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특허 검색에 있

어 키워드의 수는 검색 결과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다. 많은 수의 키워드 조합은 사용

자가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는 특허를 검색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관련기술에 대한 정

확한 이해와 검색식 작성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관련 기술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이

없이 작성된 검색식으로 인해 검색되지 않는 특허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의

특허 검색에서는 검색식을 작성하고, 검색결과를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검색

식을 작성하여 다시 검색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1차 특허 검색을

통해 폭넓고 많은 수의 특허를 검색해 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

들의 조합으로만 검색식을 작성한다.

STEP 3에서는 검색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분석 방법은 텍스트마이닝을 기본

으로 하여 유사특허끼리의 클러스터링을 통한 후보군 도출과 그 후보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연관 단어 추출을 통한 복합명사 생성 과정을 거친다.

STEP 4에서는 앞 단계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STEP 5에서는 2차 특허 검색을 통해 최종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Figure 1] Proposed patent search process

4. 프로그램 구현

제안하는 특허 검색 방법으로 STEP 2 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의 특허를 분석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과 분석결과의

시각화가 용이한 R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부분은

제안하는 특허 검색 프로세스의 STEP 3에 포함되는 여섯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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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1에서 특허 문서별 corpus(글 또는 텍스트를 모아놓은 것)생성은 R의 패키

지 중 하나인 tm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STEP 3.2에서는 생성된 문서별 corpus들에서 불용어 및 기호 등의 제거와 명사 추

출을 위해 tm 패키지와 한글 처리를 지원하는 KoNLP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STEP 3.3에서는 2자리 이상의 명사만 추출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tm과

KoNLP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STEP 3.4에서는 문서의 유사도를 기반으로한 그룹화를 smdc 패키지의 기능을 활용

하여 구현하였다.

STEP 3.5에서는 유사한 문서들로 그룹화된 특허 문서들 중에서 유효한 후보 그룹

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STEP 3.6에서는 유효한 그룹에 포함된 문서들에서 키워드와 복합 명사

들을 추출하게 된다. 키워드 추출을 위해서는 tm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복합 명사 추

출을 위해서 연관성 분석 알고리즘인 Apriori의 기능을 제공하는 Arules 패키지와 이

를 시각화하기 위한 ArulesViz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Figure 2]는 프로그램의 기능 구성 및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Figure 2] Analysis process of the primary patent search results

5. 테스트 결과 분석

테스트 환경은 쿼드코어 CPU와 8GB 메모리에 OS는 윈도우 7을 사용하는 PC를 사

용하였다. R프로그램은 멀티코어 처리를 지원하는 R 3.0.2 버전을 사용하였다.

특허 검색의 목적은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측위 방법들에 대한 국

내 특허조사로 하여 1차 특허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 “위치기반서비스”, “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사용하였으며, 특허는 WIPS를 통해 검색 하였다.

1차 검색 결과에서는 약 6만 건의 특허가 검색 되었으며, 검색 결과 중 1∼300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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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특허의 전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00건의 특허 전문

은 검색결과 분석 단계를 거치며, 15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그중 7개의 그룹은 검

색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남은 8개의 그룹에서 키워드 및 복합명사 추출을 실시

하였다. 키워드 및 복합명사 추출 단계에서 복합명사의 추출은 R프로그램의 ArulesViz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시각화한 결과를 통해 송신정보, 오차정보, 기지국정보, 송신오차

등 다양한 복합명사를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키워드와 복합명사를 조합한 검색식을 활용하여 WIPS로 검색하

였을 때 검색목적에 맞는 약 200여개의 특허를 검색하였으며, 사용자의 수작업을 제외

한 프로그램의 프로세싱 타임은 약 7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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