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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사적 가치(private value)를 나타내는 특허수명 추정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었으나 추정과정에서 선형모델에 의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변수 간 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특허의 생존 기간이 특허의 가치를 대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등록 이후의 생존 기간(연장횟수) 예
측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1996~2017년까지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 4,033,414
개를 수집하였다. 특허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특허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특허의 특성, 특허의 소

유자 특성, 특허의 발명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서로 다른 4개의 모델(Ridge Regression, 
Random Forest, Feed-forward Neural Network, Gradient Boosting Models)을 생성하고,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5-fold 
Cross Validation으로 초매개변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특허수명을 추정할 수 있는 예

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능이 우수했던 Gradient Boosting Model을 기반으로 Accumulated Local 
Effects Plot을 제시하여 예측변수와 특허수명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의해서 평가된 개별 

특허의 평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Kernal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을 적용하고 특허평가 시스템에의 적

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특허수명을 추정하는 연구에 누적적으로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선형성을 바탕으

로 진행된 기존 특허수명 추정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설명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 특허의 평가 근거를 도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특허평가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특허, 특허수명, 특허갱신, 특허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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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특허 출원을 통한 기술선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거나,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최근에는 기술이 현

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Jaffe, 2000),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다(Shapiro, 2000; Van Zeebroeck et al., 2008). 특

허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가치가 

매우 낮은 특허의 수 역시 증가하면서(Jaffe & 

Lerner, 2011) 효율적으로 특허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들

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들은 각각 다양한 샘플링 전략을 사용하고, 

설명변수의 수와 그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

으며, 특허의 가치를 대변하는 종속변수도 다르

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Van Zeebroek &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2011a)는 특허 가치

를 추정하는 실증 연구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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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PCi는 특허 i의 특

성, POi는 특허 i의 소유자 특성, IIi는 특허 i의 발

명가 특성, FSi는 특허 i의 출원 전략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특성들(PCi, POi, IIi, 

FSi) 중 일부를 이용하여 특허의 가치(V)를 설명

하고자 하였으며, 특허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제시되고 검토되었다(Reitzig, 2002; 

Reitzig, 2004).

특허의 가치(Vi)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사용

되는 대표적인 대리변수들은 시장가격, 전방인

용, 등록 여부, 이의제기, 소송, 수명(갱신) 등이

다. 이 중에서 특허의 수명은 특허의 사적 가치

(private value)를 나타내는 지표로 K-PEG1)에서

도 특허 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특허의 가치와 수명 간 관계를 인정하

고 특허의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비

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설명변수도 있지

만, 여전히 특허수명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은 설명변수들도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

된 것처럼 연구마다 샘플링 전략(연구대상)이 다

르다는 점, 포함하는 독립변수의 수와 종류가 다

르다는 점, 그리고 특허의 가치를 추정하는 지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결과가 비

일관적일 수 있다. 또한, 특허수명을 추정하는 

과거의 연구들은 대부분 선형관계를 가정한 모

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변수 

간 관계의 방향, 강도 등은 선형성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한 실증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과거의 연구들에 

비해 설명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모델링이 가능한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고, 특

허의 수명을 추정하고 복잡한 모델의 작동을 인

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

지능(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기

법을 적용하여 특허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과 특허수명 간 관계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특

허수명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특허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중요도를 규명하

고 각 요인과 특허수명 간 관계에 대해서도 제시

하였다.

2장에서는 특허수명과 특허가치 간 이론적 근

거 그리고 특허수명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용된 방법들의 문

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3장에서는 분석을 위

한 데이터 및 분석 절차에 관하여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생성된 모델의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특

허수명 영향요인을 탐구한다. 5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 6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

한 논의 및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한다.

2. 특허의 가치와 수명

기존 연구들의 공통적인 발견 중 하나는 특허

의 가치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

이다(Lanjouw, 1993; Scherer et al., 2000). 일부 

특허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나, 대다수의 특허

는 그 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다. 따라서, 대다수

의 특허는 최장존속기간(일반적으로 20년) 이전

에 폐기된다. 특허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

정 기간마다 비용(갱신비)을 납부해야 하는데, 

1)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특허평가시스템(Korea Patent Evaluation & G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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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No.
Article Method

Target

(Dependent Var.)

Patent 

Office & 

Cases

Sampling range

1 Bessen, 2008 Linear Regression
Estimated patent 
value based on 

renewal2)

US
94,342

Patents granted in 1991

2
추기능 & 박규호, 

2010
Cox proportional 

hazard 
Lifespan

KR
265,248

Granted patents applied 
between 1984 and 2005

3
Van Zeebroeck &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2011b)

Linear Regression
10-year survival 

(binary)

EP
about 

250,000

Granted patents applied 
between 1990 and 1995 

4
장관용 & 양동우, 

2014
Linear Regression Lifespan

KR
132,918

Patents granted between 
1991 and 2010

5
Choi, Y. M., & Cho, 

D., 2018
Cox proportional 

hazard 
Lifespan

US
1,227,087

Patents expired between 
1990 and 2014

6 Choi, J. et al., 2020 FNN3)
20-year survival 

(binary)
US

1,277,662

Patents granted after 2000 
and expired until Feb. 

2017

7
Og, J. Y. et al., 

2020
Linear Regression

Estimated patent 
value based on 

renewal3)

EP
34,106

Patents applied between 
1996 and 2009

(Pharmaceutical patent 
only)

8
박상영 & 최영재 & 

이성주, 2021

SVM4), RF5), 
XGB6), Logistic 

Regression

Extinction due to 
non-payment

(binary)

US
4,568

Patents applied between 
2000 and 2019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atent only)

9
Danish, M. S. et al., 

2021

Kaplan-Meier
Cox proportional 

hazard 
Lifespan

IN
2,025

Patents applied between 
1995 and 2005

(Corporate patent only)

<Table 1> Related prior research

이때 출원인은 특허의 가치를 고려하여 비용을 

납부하고 특허의 권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권리

를 포기할지 결정하게 된다. 특허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특허의 연

차(age)가 증가할수록 기간당 유지비용이 계단식

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치

가 낮은 특허는 장기간 존속하기 어렵게 되고

(De Rassenfosse & Jaffe, 2018), 특허의 수명(존

속기간)은 특허의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이다(Guellec & Potterie, 2000). 특

히, 특허에 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출

원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출원인이 얻을 수 있는 

2) Patent value proposed by Schankerman (1984)
3) Feed Forward Neural Network
4) Support Vector Machine
5) Random Forest
6) Extreme Gradient Bo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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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No.

Claim
Inventors

Figure Assignee
Family
size

Citation
Forward

Citation
Non-patent

Citation
Backward

1 + n.a. n.a. n.a. n.a. + n.a. /

2 + + n.a n.a. n.a. n.a. n.a. n.a.

3 n.a. + n.a. n.a. n.a. n.a. + +

4 - + + - + n.a. n.a. n.a.

5 - + + - + + / -

6 O O n.a. O O n.a. n.a. O

7 + - n.a. n.a. + + + +

8 O O n.a. O O O n.a. O

9 + + n.a. n.a. + n.a. n.a. n.a.

+ : Positive correlation, - : Negative correlation, O : correlation not suggested, n.a. : Not used

<Table 2> Variables mainly used in previous studies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비교하여 특허의 연장여

부가 결정되므로(Pikethly, 1997), 특허의 수명은 

특허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도 특허의 수명은 전방인용

과 함께 특허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 중 특허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관적인 

지표이다 (Van Zeebroek &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2011a). 이 절에서는 특허의 수명(갱

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들을 살핀다.

특허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특허의 갱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Pakes & Schankerman 

(1984)가 최초로 시도하였다. 이후 유사한 연구

가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어졌으며 

Schankerman & Pakes (1986), Sullivan (1994), 

Schankerman (1998), Jean O. Lanjouw (1998) 등 

여러 문헌에서 특허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였다. 이들이 주목했던 특허의 가치는 

개별 특허의 가치가 아닌 코호트별 혹은 산업별 

특허의 평균적 가치였으며, 특허 갱신 모델을 구

축하여 특허의 평균적인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

였다. 또한,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특허제도 변화에 따른 특허 가치의 변동을 설명

하려고 하였다. 최근에는 특허 가치와 대리지표

인 특허수명(갱신)의 밝혀진 상관관계를 인정하

고, 대리변수와 다양한 결정요인 간 관계를 조사

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된 목적은 특허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을 발굴하

고 그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 및 비교하는 것이

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샘플링 전략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수명과 여러 요인 간 관계

를 규명하였는데 최근의 주요 선행연구를 요약

한 내용이 <Table 1>에,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과 종속변수 간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주로 사용되는 독립

변수들이 특허수명에 끼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특허의 전방인용과 수명 간 관계는 대부분

의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후

방인용(backward citation)이나 비특허인용의 경

우 연구마다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



기계학습을 활용한 특허수명 예측 및 영향요인 분석

151

과는 특허 등록 관청의 차이, 산업(섹터)의 차이, 

연구대상 특허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선

형회귀 방법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생존분석과 기계학습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먼

저 선형회귀의 경우 실행이 간편하고 설명이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계가 선형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회귀모형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상

치(outlier) 처리 문제, 오차의 등분산 위배, 그리

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영향력 크기 

확인 시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특히, 사용하는 

독립변수에 따라서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크

게 변화할 수 있고, 회귀계수의 유의성도 변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준모수적(semi-parametric) 생존분석 방법인 

Cox 비례위험모형은 생존분석 방법으로 다양한 

변수가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용이

하다. 또한, 중도 절단된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 가용데이터의 범위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위험비율(hazard 

ratio)이 모든 시점에서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핵

심 가정인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s)가정이 

지켜져야 한다. 각 변수가 비례위험 가정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충족되지 않으면 

비례위험 가정에 어긋나는 변수들에 대해서 층

화(Stratified Cox)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례

위험 가정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위배되는 변수

들에 대해서 층화 처리를 하면, 층화를 한 변수

에 대해서는 위험비율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의 작용을 규명하고 그 영

향력을 비교하여야 하고자 할 때는 층화 처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다. 비례위험가정을 충족시키

지 않아도 되는 비모수적 생존분석 방법을 사용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각 독립변수의 영

향력을 나타내는 계수를 계산해낼 수 없고 정성

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

은 이유로 선행연구들에서 불가피하게 비례위험 

가정에 대한 고려 없이 Cox 비례위험 모형을 사

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Cox 비례위험모형 역시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포착해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형회귀와 마찬

가지로 한계가 있다.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는 선형 및 복잡한 비

선형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설명 가능성이 떨

어지는 문제가 있다. 값을 예측하는 것에서는 우

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관계 그리고 그 영향력을 설명하기 어려워 이

러한 목적을 가진 연구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다. Choi, J. et al.(2020)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특허가 최대 만료일(20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을 예측하였으나, 예측결과에 각 

독립변수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박상영 외

(2021)는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특허

의 권리소멸 여부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변수중요도를 산출하여 각 독립변수가 권리소멸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하게 이용되

었는지 그 상대적 중요도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표준화된 

계수를 통해 영향력의 방향 및 그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선형회귀나 Cox 비례위험모형과는 대조

적이다.

연구자들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강

력한 변수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허의 가치를 결정하

는 여러 변수와 특허의 가치와의 복잡한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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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 모델만을 이용하여 규명될 수 없을 것이

다. 선형관계보다 복잡한 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설명이 동반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관계를 

다룰 수 있는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특허수

명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한다. 이후 생성된 모

델을 평가하고 성능이 우수한 모델의 작동방식

을 살펴봄으로써 특허수명 추정의 복잡한 메커

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3. 데이터  모델 구축

3.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PATSTAT Database7) 을 이용

하여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의 서

지 정보를 추출하였다. 관청별 제도의 차이로 발

생하는 간극을 다루기 어려워 연구설계 시 등록

관청을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한편, 같은 등록관청 내의 제도적 변화는 그 

변화가 특정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점진적인 경우가 많아 연구에서 무시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특정 제도의 변화는 수명에 주

는 영향이 크다. 1995년 특허의 최장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1996~2017년에 USPTO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USPTO에 가장 많이 특허를 등록하는 5개 국가9)

인 미국(US), 일본(JP), 한국(KR), 독일(DE), 중국

(CN) 출원인으로부터 등록된 특허로 대상을 한

정하였다. 위 국가들로부터 등록된 특허 수는 

1996년 약 12만 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24만 건

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10년간 2배가량 증가하였

다. 2017년 기준으로 이 5개 국가로부터의 출원 

비중은 60%에 달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Lifespan Number of Patents

4 years 1,156,717

8 years 1,320,619

12 years 841,874

Max (20 years) 714,204

Total 4,033,414

<Table 3> Lifetime distribution of the 
patents used

위에서 언급된 5개 국가의 출원인이 USPTO에 

출원하여 등록된 총 4,033,414개의 개별 특허가 

분석 대상이다. 종속변수(target)는 특허의 수명

이다. USPTO에 등록된 특허의 연장 시기는 특

허 생애 중 3번까지 가능하므로 4개의 클래스를 

가지는(multi-class) 변수를 분류하는 다중분류 문

제로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특허를 4개의 수명 클래스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은 특허 자체의 특성, 출원인

과 발명가의 역량, 출원연도의 기술 트렌드를 반

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특허의 연차(age)에 따

라 개별 특허의 연장 기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

므로 특허의 출원연도가 통제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설명변수의 목록과 설명

7) PATSTAT은 유럽특허청에서 서비스하는 특허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8) 예를 들어 한국 및 중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유권자의 갱신여부 결정이 연 단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면, 미국의 

경우 4년, 8년, 12년에 각각 한 번씩 총 3회의 갱신이 가능하다.
9) USPTO FY 2018 PAR(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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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ype Feature name Description

1 Control APPLN_FILING_YEAR Patent application year

2 Patent NB_INVENTORS Number of inventors

3 Patent NB_APPLICANTS Number of applicants

4 Patent NB_CITING_DOCDB_FAM
Number of distinct DOCDB simple families citing at least 
one of the publications or applications of the DOCDB 
simple family of the patent

5 Patent CNT_IPC Unique number of IPC codes

6 Patent CNT_IPC_4DIGIT Unique number of IPC codes (first 4 digits) 

7 Patent CNT_BACK_CIT Number of backward citations in the patent 

8 Patent CNT_FOWARD_CIT
Number of forward citations in the patent (Citations within 
5 years after publication only)

9 Patent DOCDB_FAMILY_SIZE Simple family size

10 Patent LEN_TITLE Length of title

11 Patent LEN_ABSTRACT Length of abstract

12 Patent CNT_CTRY_CODE Applicant's number of distinct countries

13 Patent is_US
Whether at least one U.S. resident is included among the 
applicants

14 Patent is_JP
Whether at least one Japanese resident is included among 
the applicants

15 Patent is_KR
Whether at least one Korean resident is included among 
the applicants

16 Patent is_DE
Whether at least one German resident is included among 
the applicants

17 Patent is_CN
Whether at least one Chinese resident is included among 
the applicants

18 Patent COMPANY Whether the company is included in the applicant

19 Patent UNIVERSITY Whether the university is included in the applicant

20 Patent NON_PROFIT
Whether the non-profit institution is included in the 
applicant

21 Patent PUBLN_CLAIMS_SUM Number of claims

22 Trend ipc_avg_avg_nb_inventors
Number of applications in the filing year of the IPC 
Symbol to which the patent belongs (average if belonging 
to multiple IPCs)

<Table 4> Feature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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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ype Feature name Description

23 Trend ipc_avg_avg_docdb_fsize
Application year of the IPC symbol to which the patent 
belongs DOCDB family size (average in case of belonging 
to multiple IPCs)

24 Trend ipc_avg_cnt_appln_dist
Number of applications in the filing year of the IPC 
Symbol to which the patent belongs (average if belonging 
to multiple IPCs)

25 Applicant re_avg_cnt_back_cit
Average Backward Citation of the applicant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26 Applicant re_avg_cnt_ipc
Average number of IPC Symbols in the filing year of the 
applicant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27 Applicant re_avg_avg_docdb_fsize
Average DOCDB family size for the filing year of the 
applicant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28 Applicant re_avg_cnt_appln_dist
Average number of applications filed by the applicant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29 Applicant re_avg_cnt_foward_cit

Average Forward Citation in the filing year of the 
applicant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citations within 5 years of publication are 
counted)

30 Applicant re_avg_cnt_ipc_4digit
Average number of IPC Symbols (first 4 digits) in the 
filing year of the applicant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31 Inventor iv_avg_cnt_back_cit
Average Backward Citation of the inventor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32 Inventor iv_avg_cnt_ipc
Average number of IPC Symbols in the filing year of the 
inventor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33 Inventor iv_avg_avg_docdb_fsize
Average DOCDB family size for the filing year of the 
inventor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34 Inventor iv_avg_cnt_appln_dist
Average number of applications filed by the inventor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35 Inventor iv_avg_cnt_foward_cit

Average Forward Citation in the filing year of the 
inventor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citations within 5 years of publication are 
counted)

36 Inventor iv_avg_cnt_ipc_4digit
Average number of IPC Symbols (first 4 digits) in the 
filing year of the inventor (based on psn_name, averaged 
when multiple applicant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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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3.2. 모델 구축

데이터마다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 다르므

로 특허의 수명을 보다 잘 예측하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작동방식이 상이한 4개의 모델을 선정하

였다. FNN(Feed-forward Neural Network), 

RR(Ridge Regression), GBM(Gradient Boosting 

Models), 그리고 RF(Random Forest)를 이용하여 

특허의 소멸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는 8:2 비율로 분할하고, 

모델 학습 및 검증 시 모델의 초매개변수

(hyperparameter) 조정은 5겹 교차검증(5-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진행한다. 조정되는 초매

개변수는 부록의 <Table 8>과 같다. 이후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복잡한 black box 

models를 사용할 때의 약점은 예측된 결과에 대

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성능평가에서 우

수한 결과를 보인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이 예측

한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

할 수 있도록 XAI 기법을 적용한다. 우선 변수

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여 결과예측에 어느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식별한다. 그다음 

변수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간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전역적 모델 불가지론 방법(Global 

Model-Agnostic Methods)인 ALE(Accumulated 

Local Effect)을 통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각

각의 개별 특허가 왜 해당 클래스로 분류되었는

지 그 이유를 개별 특허 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해 

지역적 모델 불가지론 방법(Local Model-Agnostic 

Methods)인 Kernel SHAP을 적용하고 비교한다. 

데이터 수집, 모델 구축 및 평가 그리고 결과의 

해석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Process

4. 분석결과

4.1. 성능평가

성능평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의 성

능을 살펴보면 정확도(accuracy)는 59.2%-63.3% 

수준이었다. 클래스가 불균형(imbalanced)하여 

단순하게 정확도만 관찰할 경우 모델의 성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어렵다. 클래스별 평균 오류

율(Mean per class Error)은 34.8%-38.3% 수준으로 

클래스별로 65% 정도의 특허가 올바르게 분류되

었음을 알 수 있다. micro F1-score의 경우 

59.2%-63.3%, macro F1-score의 경우 59.7%-63.2%

로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불균형

(imbalanced)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 학습이 진행되었지만 비교적 모델이 균형 

있게 생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종류별로는 RR의 

성능이 가장 좋지 못했고 GBM의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트리 기반의 기계학습 기법이 선형모

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성능 차이가 크

지는 않았다. 제시된 모든 평가지표에서 가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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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했던 GBM 모델의 혼동행렬(confusion matrix)

이 <Table 6>에 나타나 있다.

Model GBM RF FNN RR

Mean per 
Class Error

0.348 0.353 0.366 0.383

Micro F1
(=Accuracy)

0.633 0.623 0.608 0.592

Macro F1 0.632 0.625 0.61 0.597

Weighted
Macro F1

0.641 0.635 0.621 0.608

Weighted 
Macro AUC

0.856 0.849 0.835 0.822

<Table 5> Model Performance

Predict

4

Predict

8

Predict

12

Predict

20
Total

Actual
4

141,026 51,780 17,112 22,178 232,096

Actual
8

29.864 154,908 41,707 36,793 263,272

Actual
12

4,916 28,796 87,040 47,523 168,275

Actual
20

2,730 5,234 7,305 127,772 143,041

Total 178,536 240,718 153,164 234,266 806,684

<Table 6> Confusion matrix of GBM

GBM 모델의 혼동행렬을 살펴보면 생존기간

이 4년인 특허의 재현율(recall)은 60.76%, 8년인 

특허의 재현율은 58.84%, 12년인 특허의 재현율

은 51.72%, 20년인 특허의 재현율은 89.33%이다. 

이는 최장기간 생존한 특허의 경우 다른 클래스

의 특허들보다 구분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는 20년 생존여부를 종속변수

로 설정한 Choi, J. et al., (2020)에서 제시된 모델

의 성능이 비교적 우수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오분류의 70%는 인접 클래스로의 오분류

이다. 이는 사용된 변수들로 정확한 수명을 추정

하기는 어렵지만,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4.2. 변수 요도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했던 GBM 모델을 기

반으로 오차 감소 기반 중요도와 순열 중요도를 

이용하여 분류에 기여한 각 변수의 상대적 중요

도를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나무를 증

가시키는 과정에서 오차를 가장 많이 감소시키

는 변수를 사용하여 트리의 깊이를 증가시키는

데, 해당 변수를 이용하여 트리를 분할할 때 오

차가 얼마나 감소(개선) 되었는지 측정하는 방법

이 첫 번째 방법이다.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 

오차의 차이를 계산한 후 샘플 가중치를 적용하

여 변수별로 가중평균된 오차 감소량을 계산하

게 된다. 따라서 GBM이나 RF같이 트리 계열 모

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Fisher et al.,(2019)가 

제안한 순열 중요도(Permutation importance)는 

어떤 변수가 무작위로 섞이기(permutation) 전과 

후의 예측값의 차이(손실)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손실의 변화폭을 측정하는 간단한 논

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변수의 값을 섞었을 

때 모델 오차가 대폭 증가할 경우 해당 변수는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모델은 예측작업

을 위해 해당 변수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변수의 

값을 섞었을 때 모델 오차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

로 유지되면 해당 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한다. 이 경우에는 모델이 예측작업에 해당 변수

를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방법

은 변수를 섞기 전과 섞은 후의 예측값만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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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portance: Decreased Error

(GBM)

Importance: Permutation

(GBM)

Standardized Coefficient

(Ridge Regression)

1 NB_APPLICANTS NB_APPLICANTS NB_APPLICANTS

2 cnt_foward_cit NB_CITING_DOCDB_FAM re_avg_cnt_back_cit

3 ipc_avg_avg_nb_inventors cnt_foward_cit cnt_back_cit

4 NB_CITING_DOCDB_FAM re_avg_cnt_ipc COMPANY

5 cnt_back_cit cnt_back_cit is_US

6 re_avg_cnt_ipc re_avg_cnt_ipc_4digit cnt_foward_cit

7 re_avg_cnt_ipc_4digit re_avg_cnt_foward_cit re_avg_cnt_ipc

8 re_avg_cnt_foward_cit ipc_avg_avg_nb_inventors re_avg_cnt_ipc_4digit

9 re_avg_cnt_back_cit re_avg_cnt_back_cit ipc_avg_avg_docdb_fsize

10 re_avg_cnt_appln_dist re_avg_cnt_appln_dist NB_CITING_DOCDB_FAM

11 re_avg_avg_docdb_fsize cnt_ipc re_avg_cnt_foward_cit

12 ipc_avg_cnt_appln_dist DOCDB_FAMILY_SIZE ipc_avg_avg_nb_inventors

13 ipc_avg_avg_docdb_fsize ipc_avg_cnt_appln_dist is_JP

14 cnt_ipc re_avg_avg_docdb_fsize DOCDB_FAMILY_SIZE

15 COMPANY publn_claims_sum re_avg_cnt_appln_dist

16 DOCDB_FAMILY_SIZE ipc_avg_avg_docdb_fsize is_KR

17 publn_claims_sum COMPANY publn_claims_sum

18 len_abstract NB_INVENTORS NB_INVENTORS

19 iv_avg_avg_docdb_fsize is_US iv_avg_cnt_back_cit

20 len_title is_JP cnt_ipc

21 NB_INVENTORS len_title iv_avg_cnt_foward_cit

22 is_US len_abstract is_DE

23 iv_avg_cnt_ipc iv_avg_avg_docdb_fsize iv_avg_avg_docdb_fsize

24 iv_avg_cnt_ipc_4digit iv_avg_cnt_foward_cit UNIVERSITY

25 cnt_ipc_4digit cnt_ipc_4digit is_CN

26 iv_avg_cnt_foward_cit iv_avg_cnt_ipc re_avg_avg_docdb_fsize

27 iv_avg_cnt_back_cit iv_avg_cnt_ipc_4digit iv_avg_cnt_ipc

28 iv_avg_cnt_appln_dist iv_avg_cnt_appln_dist cnt_ctry_code

29 is_JP iv_avg_cnt_back_cit cnt_ipc_4digit

30 is_DE is_DE len_title

31 is_KR is_KR iv_avg_cnt_appln_dist

32 cnt_ctry_code cnt_ctry_code ipc_avg_cnt_appln_dist

33 UNIVERSITY is_CN NON_PROFIT

34 is_CN UNIVERSITY iv_avg_cnt_ipc_4digit

35 NON_PROFIT NON_PROFIT len_abstract

<Table 7> Relative Feature Importance

므로 사용된 모델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어 모델 간 비교에 유용하다.

통제변수의 역할을 하는 출원연도(APPLN_FILING_ 

YEAR)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들의 상대적 중요

도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7>과 같다. 공통적으

로 출원인 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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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련 변수들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출원인의 역량에 관련된 변수, 이어서 기

술트렌드 관련 변수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출원

인의 국적과 발명가의 역량에 관련된 변수들은 

상대적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박상영 

외(2021)에서는 특허의 IPC 수(본 연구에서는 

cnt_ipc)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산학협력 특허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분석 

대상 특허의 특성이 전체특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변수중요

도 순위와 RR로부터 산출된 표준화된 계수의 순

위를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중요

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고 상관관계가 존재

하는 변수의 회귀계수가 실제보다 축소되기 때

문이다.

4.3. 변수 향 분석

다음은 변수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간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전역적 모델 불가지론 방법인 

ALE를 통해서 제시한다. ALE는 Friedman (2001)

이 제안한 PD(Partial Dependency)를 발전시킨 방

법이다. PD는 지도 학습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효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

로, 특정 변수가 예측결과에 미치는 주변 효과

(marginal effect)를 측정한다. 관심이 있는 변수

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값을 고정한 상태에서 

관심 있는 변수의 값을 해당 변수의 최솟값부터 

최댓값까지 계속 증가시키면서 모델의 예측값을 

계산한 후, 그 값들의 평균을 내는 것이다. 즉, 관

심변수에 대한 PD는

  



  



 ⋯⋯

로 계산되고, 이후 입력변수 값을 x축에, 이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의존성 수치가 y축에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PDP(Partial Dependency Plot)는

min  ⋯ ≤  ≤ max  ⋯

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설명변수 간 독립성

을 가정한 방법이므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계

산된 의존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Apley & 

Zhu (2020)이 제안한 ALE를 사용함으로써 이러

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PD의 경우 모든 관

측치에 대하여 주변 효과를 평균화하는 방식이

지만, ALE의 경우 관측치를 몇 개의 윈도우로 

나누고 해당 윈도우 안에서의 주변 효과를 관찰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때문에 상관관계가 어

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ALE는 편향되지 않는 결

과를 보여준다(Molnar, 2020).

ALE 플롯을 통해서 각 변수의 값이 변화함에 따

라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 수 있다. 전체 설명변수의 ALE 플롯은 부

록의 <Figure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발명범

위를 나타내는 IPC 수가 높은 특허는 장기간 생

존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허의 IPC 수가 증

가하면 생존 기간이 4년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증가하고, 8년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

다가 낮아지며, 12/20년으로 분류될 확률은 낮아

지는 것을 아래 <Figur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변수의 값이 계속 증가할 때 4년 생존할 확률

이 계속 커지는데, 이는 범위가 극히 넓은 특허

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불어 이 변수의 값이 증가하더라도 20년 생존특

허로 분류될 확률은 다른 클래스에 비해 크게 변

화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특허의 4년 생존 여부

를 예측할 때에는 IPC 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더 

유용하지만, 20년 생존 여부를 예측할 때에는 제

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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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LE Plot (cnt_ipc)

다른 변수의 ALE 플롯을 살펴보면, 후방인용

(cnt_back_cit)의 경우 값이 증가하면서 낮은 수

명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고 높은 수명 클

래스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론적으로 특허의 후방인용 횟수가 클수록 해당 

특허가 점진적 혁신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Lanjouw and Schankerman, 2001), 그러나 원천

기술 특허의 경우 오히려 후방인용 횟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Jaffe & Trajtenberg, 

2002). 이론적으로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처럼 실증 연구에서도 후방인용과 특허 가치와

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대규모 샘플을 사용

한 본 연구에서는 후방인용의 증가가 특허수명

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방인용과 특허가치 간 복잡한 관계는 혁신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술영역별 분

석을 통해 더욱 자세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발

명가의 특성에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발명가

의 특허출원이 빈번하고, 전방인용이 많을수록 

해당 특허가 장기간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 발명가의 존재가 특허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결

과(Ernst et al., 2000)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발명가의 IPC 코드가 넓게 분포될

수록 특허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

가지로 출원인의 IPC코드가 넓게 분포될수록 특

허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명

가와 출원인의 한정된 기술영역에서의 높은 전

문성이 특허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특허출원 시점에 해당 분야의 특

허출원이 매우 활발했다면 최초 연장 시점에 소

멸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해당 분야가 폭발

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

는 특허출원 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허출원인에 대학이 포함되는 경우 특허의 갱신

횟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대학출

원 특허의 갱신비율이 민간출원 특허보다 낮다

는 기존 연구결과(Barirani et al., 2017)와 일치한

다. 언급된 변수를 포함한 전체 설명변수의 ALE 

플롯은 부록의 <Figure 4>에 제시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어떤 변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

소한다고 해서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계속

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특허수명 추정에 있어서 정확한 추정을 방

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그래프의 패턴이 클래스별로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상대적 변수중요

도가 가장 높았던 출원인 수(NB_APPICANTS)

의 경우 4, 8년에 속할 확률을 표시한 그래프 형

태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클래스에 속할 확률

을 표시한 그래프 형태는 이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특정 설명변수가 어떤 수명 클래스를 구별

하는데 더 강력한 예측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

미하며, 동시에 다른 수명 클래스를 구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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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valuation basis for individual patents (results of kernel SHAP)

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 특허수명의 추정 시 설명변수와 종속

변수 간 선형관계 가정의 위험성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개별 특허가 왜 해당 클래

스로 분류되었는지 그 이유를 개별 특허 수준에

서 설명하기 위해 지역적 모델 불가지론 방법

(Local Model-Agnostic Methods)인 Kernel SHAP

을 적용한다. Lundberg & Lee (2017)이 제안한 

이 방법은 어떤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해당 변수

의 유무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값 변화의 평균으

로 본다. 특정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할 때 

해당 변수 외의 다른 모든 변수를 단계적으로 제

거(perturbation)한다. 다른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

에서 관심변수의 유무에 따른 예측값 변화를 측

정하여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중요도 측정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높아져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모델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성(model-agnostic) 때문에 복잡한 모

델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Figure 3>는 해당 특허가 20년 생존할 확률의 

예측 근거를 Kernel shap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개별특허 중 20년 생존한 개별 특허 하

나를 선택하고 앞서 생성된 GBM모델을 이용하

여 이 특허의 수명을 예측하였다. 이 특허가 4년, 

8년, 12년, 20년 생존할 확률은 각각 14.3%, 

18.7%, 20.7%, 46.2%로 예측되어, 20년 생존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0.46을 기준으로 우

측 부분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20년 생존 

여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변수들이고, 빨간색

으로 표현된 부분은 20년 생존 여부에 긍정적으

로 작용한 변수들이다.

이처럼 제시된 모델 예측의 판단 근거가 제시

되면 사람은 예측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사람이 모델의 예측을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

이 된다. 

5.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USPTO에 등록된 4백만 건 이

상의 특허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특허의 수명(연

장횟수)을 추정하였다. 다중클래스 분류를 위한 

다양한 모델을(Ridge Regression, GBM, RF, 

FNN) 생성한 후 성능을 평가하고, 모델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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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기계학습 모델의 특

허수명 추정 방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로 제시하기 위해 XAI 기법을 적용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비선형 모델이 선형기반의 모델보다 

우수하였으나, 지표상 성능 차이가 크지는 않았

다. 그렇지만 특허의 수명추정을 위해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변수들을 모델에 사용했을 때 변수

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적

용하고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원인 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인용 관련 변수들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출원인의 특성(역량) 

관련된 변수, 이어서 기술트렌드 관련 변수 순으

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이나 발명

가의 역량에 관련된 변수들은 상대적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나아가 각 변수가 특허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성능이 우수했던 

GBM 모델의 작동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XAI 기

법을 적용하였다. 각 설명변수의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각 클래스(특허수명)에 속할 확률의 변화

를 나타낼 수 있는 ALE 플롯을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서 각 설명변수와 특허수명 간 비선형 관

계가 시각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ALE 플롯을 

바탕으로 특허의 수명과 설명변수 간 선형관계 

가정의 위험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특허평가의 근거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개별 특허의 

평가 근거를 추정할 수 있어 실제 특허평가 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

후 특허평가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출원연도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

했을 때 신규 특허를 평가하게 되면 이전 데이터

에서 볼 수 없었던 출원연도 값(unseen data)이 

목격되어 예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출원연도에 영향을 받는 출원인 역량 관련 변수

들, 발명가 역량에 관련된 변수들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pc_avg_cnt_ 

appln_dist(동일년도 동일 IPC코드 내에서의 특

허출원 수)의 경우 출원인의 당해년도 특허출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변화하게 된다. 해결책

으로 출원연도에 영향을 받는 데이터에 한해서 

직전년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

방인용(forward citation)과 같이 온전한 데이터 

획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변수는 보외법

(extrapol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

로는 온전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없는 변수를 제

외하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만을 측정하여 개

별 특허가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측정할 수도 있

다. SHAP을 이용하면 각 변수가 개별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

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변수들만 사용하여 영향

력을 합산하고 생존 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

하다.

6. 논의  한계

위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먼저 전역적 모

델 불가지론 방법은 근본적으로 모델이 생성하

는 예측치에 의존적이다. 즉, 모델의 성능을 증

대시키면 더욱 정확한 추정 매커니즘 발굴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서지정보 사

용 및 파생변수 활용을 통한 성능 개선은 특허수

명의 퍼즐을 풀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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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미국특허의 갱신제도는 연장 시기가 

매년 도래하지 않아 다중클래스를 분류하기 위

한 모델을 생성하였다. 출원인이 매년 연장 여부

를 선택해야 하는 국가의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회귀문제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존 연구

보다 많은 수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지만 몇몇 설

명변수의 경우 일부 값에서 충분히 두터운 분포

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ALE 플롯을 

왜곡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제도 및 환

경이 비슷한 국가의 특허를 통합하여 분석 대상 

특허의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모델의 

정확도를 희생하더라도 관측값의 범위가 한정된 

변수만 사용하고 파생변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많은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다양

한 서지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의 수명을 추정하

였으나 개별 특허의 내용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

았다. 지금까지 특허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진 특허의 주요 서지정보와 특허의 내용

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치를 추정한다면 더욱 정

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더욱 고도화된 

평가시스템이 개발, 적용되면서 특허의 기술이

전 및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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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Model Hyperparameter Value

Ridge 
Regression

alpha 0, 0.2, 0.4, 0.6, 0.8, 1.0

Gradient
Boosting
Model

col_sample_rate 0.4, 0.7, 1.0

col_sample_rate_per_tree 0.4, 0.7, 1.0

learn_rate 0.1

max_depth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min_rows 1, 5, 10, 15, 30, 100

min_split_improvement 1e-4, 1e-5

ntrees 10000 (with early stopping)

sample_rate 0.5, 0.6, 0.7, 0.8, 0.9, 1.0

Feed-
Forward
Neural

Network

activation ReLu

epoch 10000

epsilon 1e-6, 1e-7, 1e-8, 1e-9

hidden
Grid search 1: {20}, {50}, {100}

Grid search 2: {20, 20}, {50, 50}, {100, 100}
Grid search 3: {20, 20, 20}, {50, 50, 50}, {100, 100, 100}

hidden_dropout_ratios

Grid search 1: {0.1}, {0.2}, {0.3}, {0.4}, {0.5}
Grid search 2: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Grid search 3: {0.1, 0.1, 0.1}, {0.2, 0.2, 0.2} {0.3, 0.3, 0.3}, {0.4, 0.4, 0.4}, 
{0.5, 0.5, 0.5}

input_dropout_ratio 0.00, 0.05, 0.10, 0.15, 0.20

rho 0.90, 0.95, 0.99

Random
Forest

ntrees 50, 100, 150

mtry(mtries)      

min_split_improvement 1e-05

<Table 8> List of hyperparamete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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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LE Plot of al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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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LE Plot of al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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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of patent lifespan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using machine learning
10)

Yongwoo Kim*ㆍMin Gu Kim*ㆍYoung-Min Kim**

Although the number of patent which is one of the core outpu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low-value patents also hugely increased. Therefore, efficient evaluation of 

patents has become important. Estimation of patent lifespan which represents private value of a patent, has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but in most cases it relied on a linear model. Even if machine learning 

methods were used, interpretation or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planatory variables and 

patent lifespan was insufficient. In this study, patent lifespan (number of renewals) is predicted based on 

the idea that patent lifespan represents the value of the patent. For the research, 4,033,414 patents applied 

between 1996 and 2017 and finally granted were collected from 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o predict the patent lifespan, we use variables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ent, the patent 

owner’s characteristics, and the inventor’s characteristics. We build four different models (Ridge 

Regression, Random Forest, Feed Forward Neural Network, Gradient Boosting Models) and perform 

hyperparameter tuning through 5-fold Cross Validation. Then,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ted models are 

evaluated,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dictors is also presented. In addition, based on the Gradient 

Boosting Model which have excellent performance, Accumulated Local Effects Plot is presented to 

visu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dictors and patent lifespan. Finally, we apply Kernal SHAP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to present the evaluation reason of individual patents, and discuss applicability to 

the patent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cumulativel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patent life estimation research and supplement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atent life estimation 

studies based on linearity. It is academically meaningful that this study contributes cumulatively to the 

existing studies which estimate patent lifespan, and that it supplements the limitations of linear models. 

Also, it is practically meaningful to suggest a method for deriving the evaluation basis for individual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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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nd examine the applicability to patent evaluation systems.

Key Words : Patent, Patent lifespan, Patent renewal, Pat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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