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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매년 100만개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등록된 특허 수가 

증가될수록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원하는 기술 분야의 유효한 특허문서를 선별하는 것은 효율적이

지 않으며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 특허문서 분류 정확성과 전

문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비지도학습 모델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자동 특허문서 분류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비지도학습(Unsuperviesd learn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자동특허분류(Automatic patent classification), 딥러닝(Deep-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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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내·외 기업들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호하고

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100만 개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 수가 

증가하고 있다[1]. 특허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원하는 기술 분야의 유효 특허를 선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되므로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 특허문서 분류 자동화를 통해 전문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비지도학습 기반의 특허문서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기존 연구에서는 350만개의 미국 등록 특허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활용하여 

토픽 분포 값을 도출하였다. 이후, LDA 결과 값을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의 입력데이터로 활용하여 

국제특허분류(IPC)코드 기반 계층형 모델을 생성하였다[2]. 하

지만, 국제특허분류(IPC)코드 특성상 분류 해야할 클래스가 

약 25만개로 구성되어 있어 350만개의 특허로는 분류가 어렵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검증된 특허동향조사 보고서[3]를 기반으로 유효 및 무효 특허문

서를 이진으로 분류하여 데이터셋 양이 적어도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III. Methodology

Fig. 1. Research Framework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는 바이오 분야 산업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내 특허식을 참조하여 WIPSON DB 내 199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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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공개된 한국, 일본, 유럽, 중국의 

특허와 출원 등록된 미국 등록 특허의 ‘발명의 명칭’과 ‘요약’을 

추출하였다[3]. 이후, 특허문서 라벨링을 위한 ‘요약’ 부분의 

문자열을 단어로 분리하고 불용어 처리, 표제어 추출, 문자 

길이 ‘3’ 이하 단어를 제거하는 전처리과정을 수행하였다.

2. 특허문서 라벨링

2.1 최적 토픽 수 도출 및 토픽 모델링

LDA를 통한 특허문서 라벨링을 진행하기 이전에, 토픽 모델

링을 위한 적정 군집 수(K) 도출을 위해 각 토픽 개수별 Perplexity 

값을 구하였다[4].

Fig. 2. Plot for Perplexity Result 

Perplexity는 언어모델의 평가지표로 자주 사용되며 본 연구에 

활용된 특허 데이터 셋에서는 16값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적정 

군집 수(K)를 기반으로 LDA 모델을 구축하였다. 

2.2 유효 특허문서 라벨링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통해 각 

특허문서의 토픽 분포를 확인하였다. 특허문서별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토픽을 해당 토픽 특허문서로 라벨링 하였고 검증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검증을 마친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핵심특허 리스트’[3]를 이용하였다. 해당하는 특허문서별 가장 

높은 확률값과 오차가 20% 이내일 경우 유의미한 토픽으로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유의미한 특허와 선별되지 않은 

특허를 분류하여 특허문서 분류를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3. 특허문서 분류

딥러닝 모델을 통해 실험하기 전, 데이터 내 중복 내용을 

확인하여 중복특허를 제거하였고 정수 인코딩하여 전처리하였

다. 또한, 전체 특허 데이터에서 최대 특허 데이터의 길이를 

train 데이터의 크기로 설정한 뒤 train, test 데이터를 8:2 비율로 

나누어서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딥러닝 모델은 LSTM을 이용하였고 accuracy, recall, f1-score 

확인하여 본 연구의 분류를 검증하였다.

accuracy recall f1-score

0.8210 0.5620 0.6118

Table. 1. validation accuracy, recall, f1-score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비지도학습 모델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

즘(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기반한 딥러닝 활용 

자동 특허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충분

하지 않은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특허를 주제별로 라벨링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주제별로 라벨링 된 특허 데이터

를 특허문서의 전체 토픽 분포 확률값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딥러닝 분류 모델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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