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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사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키워드 검색 방법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분류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은 데이터 정제를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단문일 경우 검색에서는 정

확도는 높지만 문서와 같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장문일 경우 문장에 내포된 의미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의미 분석 

단계에서의 자동 분류 방법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분류하는데 사용되고 있

다. 그 동안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유사 문서 검색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의 동시 

사용에는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적용에는 알고리즘 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서에

서 함축된 키워드를 검출하고 잠재 의미 분석(LDA) 방식을 사용하여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문서를 효율적으로 자동 

분류하고 유사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ABSTRACT

Keyword searching used in the past as a method of finding similar patents, and automated classification by machine 
learning is using in recently. Keyword searching is a method of analyzing data that is formalized through data refinement. 
While the accuracy for short text is high, long one consisted of several words like as document that is not able to analyze 
the meaning contained in sentences. In semantic analysis level, the method of automatic classification is used to classify 
sentences composed of several words by unstructured data analysis. There was an attempt to find similar documents by 
combining the two methods. However, it have a problem in the algorithm w the methods of analysis are different ways 
to use simultaneous unstructured data and regular data. In this paper, we study the method of extracting keywords implied 
in the document and using the LDA(Latent Semantic Analysis) method to classify documents efficiently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finding similar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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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특허문서를 기계 학습에 의해 국제 특

허 분류(IPC) 기준에 맞게 자동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특

허를 검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베이지안(Baysian) 
확률론을 이용한 기술 주제 분류와 잠재 의미 분석 기법

을 이용하여 유사 특허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종래 기계 학습을 이용한 유사 특허 

문서 검색은 용어 빈도를 고려한 자질 선택 기법에 의존

해서 특허를 분류하고 메타 키워드의 가중치를 이용한 

검색 방법이었으나, 현대 기술 용어의 발생 속도와 표현

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허 문서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하는데 있어서는 용어 자체의 빈도 보다는 용어의 개념

에 의한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종래 방법과 잠재된 의미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

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분

류 알고리즘인 Naive 베이지안 알고리즘의 자질 선택 

기법으로 카이제곱 테스트(Chi-Square Test)를 이용하

였고 문서에서 키워드 추출은 Text Rank 기법을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잠재 의미 추론 기법으로 LDA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특허 의미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서비스 

범위는 국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 모든 문서는 영어로 번역해서 사용한다. 
분석 언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영어

는 어절 단위의 의미를 가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데 유리하며 Wordnet을 사

용할 수 있어서 추후 다양한 유사 단어의 자질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Ⅱ. 관련 연구

2.1. 특허 IPC 구조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는 특허 문서들을 고유의 분류코드로 할당한다. 이 분류

코드는 특허문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분류

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 문서가 속한 기술 분야에 따

라 세분화 되어있다.
IPC 분류구조는 최상위 레벨인 8개의 섹션, 128개의 

클래스, 약 650개의 서브클래스, 약 6,800개의 메인그

룹, 그리고 65,000개 이상의 서브그룹의 5개의 레벨로 

구성된 그림 1과 같은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G02B 6/44’의 IPC코드는 G 섹션, G02클
래스(광학), G02B 서브클래스(광학요소), G02B 6/00 메
인그룹(광학파관), G02B 6/44 서브그룹(광섬유케이블)
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IPC레벨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기술 분야는 더욱 세분화된다.

Fig. 1 IPC Code Structure

2.2. 특허 문서 분류 방법

제한된 학습데이터를 가지고 IPC 분류과정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학습 방법 중 Naive 베이지안 기

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IPC 자동 분류를 사용한다. 데
이터 소스는 특허문서의 초록 필드를 사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IPC 분류코드를 가지는 다중 레이블 분류

(multi-label classification) 모델을 구축한다.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특

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었고, 
여기서는 자질 선택 방법으로 기존 사용하던 N-gram 방
식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카이제곱 분포 통계 기법을 사

용하였다[1]. 

2.3. 키워드 추출

분석 대상 특허를 검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키워

드 추출 방법으로 Text Ran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문서에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한

다[2]. TextRank는 텍스트에 관한 graph-based ranking 
model로, Google의 PageRank를 활용한 알고리즘이다

[3]. 
PageRank 알고리즘은 하이퍼링크를 가지는 웹 문서

에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서로간의 인용과 참조로 연결된 임의의 묶음에 적용할 

수 있다. PageRank가 높은 웹페이지는 다른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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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터 링크를 받는다. 즉 다른 사이트가 참조를 많이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extRank 방식으로 추출된 

키워드에 상호 동시 출연 빈도수 Pointwise Mutual 
information(PMI) 값이 높은 키워드를 추출한다.

2.4. LDA 유사도 검증

문서의 잠재 의미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 기법 중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다. 기계 학습 및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토픽 모델이

란 문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

적 모델 중 하나로, 텍스트 본문의 숨겨진 의미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이

다. 현재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주제 모델링 방법인 

LDA는 여러 주제가 혼합된 문서를 다룰 수 있게 한다. 
LDA의 아키텍처, 즉 LDA가 가정하는 문서생성과정은 

그림 2와 같다. D는 말뭉치 전체 문서 개수, K는 전체 토

픽 수(하이퍼 파라메터), N은 d번째 문서의 단어 수를 

의미한다. 

Fig. 2 LDA Algorithm

관찰 가능한 변수는 d번째 문서에 등장한 n번째 단어 

W(d,n)이 유일하다. 임의로 지정된 하이퍼 파라메터 α,
β를 제외한 모든 잠재 변수를 추정해야 한다. 확률과정

과 결합 확률을 각각 그림 2와 다음 수식으로 나타내었

다. 여기서 Gibbs Sampling 과정을 통해 p(z,ϕ,θ|w)를 최

대로 만드는 z,ϕ,θ를 찾는다. 

표 1은 임의 6개의 문서에 대한 Topic 3개의 θ값이다. 
문서에 대한 θ 값의 합은 분포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1
이 된다. 문서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은 

비교 대상 문서와 다른 문서들의 θ 값을 Cosine 유사도

로 비교한다.

Docs Topic 1 Topic 2 Topic 3

Doc 1 0.400 0.000 0.600

Doc 2 0.000 0.600 0.400

Doc 3 0.375 0.625 0.000

Doc 4 0.000 0.375 0.625

Doc 5 0.500 0.000 0.500

Doc 6 0.500 0.500 0.000

Table. 1 LDA Theta Distribution 

Ⅲ. 시스템 구성

3.1. 서비스 구성

시스템 구성은 Springboot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개발한다. 이는 그림 3과 같다. 내부 모듈 구

성으로 기본적인 화면 입출력 UI 서비스 이외에 내부적

으로 Naive bayesian classification 모듈, Text Rank 키
워드 추출 모듈, LDA 잠재의미분석 모듈 등 3가지로 구

성하며 외부 기능으로 키워드 파싱, 번역, 언어 탐지 

API 기능을 사용한다. 또한 특허 검색 API로 NOS 
Open API 모듈을 사용한다. 

Fig. 3 System Structure

3.2. 단계별 처리 과정

전체 4단계의 과정으로 문서 전처리, 문서 분석, 특허 

검색, 유사 특허 검색 4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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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ystem Working Process

1단계) 문서의 전처리

전처리 첫 번째 과정으로 문서를 입력받아 텍스트를 

추출한다. 분석 대상은 텍스트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문

서에서 텍스트만 추출한다. 다음 단계로 분석 대상의 언

어를 구분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Text Translate

풍력 발전은 풍력 터빈을 이용해서 바람(풍력)을 전력

으로 바꾸는 일이다. 
Wind power is a wind turbine and wind (wind) using 

the power is changing. 

언어 확인과 번역은 Google 번역 API를 활용하였다. 
언어 확인 API 요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0과 1사이의 

값을 반환한다. 마지막으로 형태소 분석을 통해 필요한 

단어만 추출하는 과정으로 Stop word 필터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2단계) 문서 분석 단계

두 가지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하나는 Text 
Rank 알고리즘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이고 다

른 하나는 Naive Bayesian을 이용한 특허 분류를 하는 

과정이다. 키워드 추출은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분석 대

상 텍스트에서 동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어절을 추출

한다. 학습용 분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 모델을 구성

한다. WIPO에서 제공하는 75000개의 영어 기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는 그림 5와 

같다.

Fig. 5 Naive Bayesian Document Training and Running

학습된 분류 모델을 통해 분석 대상을 적용하여 분류

한다. 분류된 결과는 3레벨 128개의 클래스로 분류된다. 
결과 데이터는 상대값 비교로 Jaccard 거리값으로 계산

하며 결과는 최대 1, 최소 0으로 정규화 한 결과로 변환

한다. 
-Text Source

Wind power is a wind turbine and wind (wind) using the 
power is changing. Today, wind power is relatively cheap in 
many countries, renewable energy provides electricity to 
carbon is almost a circle.

-Result of IPC Classification

3단계) 특허 검색

NDSL Open Service(NOS)에서 제공하는 Open API
를 사용하였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에
서 학술용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국내/국외 특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pen API를 사용하여 효과적

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검색 쿼리 작성기를 별도

로 구현하였다. 

4단계) 특허 토픽 분석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허 문서들의 Topic을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에 따라 분석 대상과의 Topic 유
사도 결과값을 도출한다. 인자값으로 α = 0.01 ,β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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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생성회수=500, 샘플링 횟수= 500, Topic = 11개를 

사용한다. 수치 테스트를 위한 임의의 기준값이며 추후 

최적값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한다. 분석 대상과 특

허 문서들의 θ값으로 유사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Chart.js을 사용하여 스타 모양의 Radar chart로 출력한

다. 이는 그림 6과 같다.

Fig. 6 LDA Topic Similarity 

Ⅳ. 실험 

유사 문서 검색에 대한 정확한 분류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위하여 실험 과정은 두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한

다. 첫 번째로는 IPC분류 정확도를 측정하고 두 번째로

는 LDA 문서 유사도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Naive 베이지안 분류 정확도 테스트를 위하여 WIPO에

서 제공하는 분류 학습용 데이터 이외에 테스트 셋을 사

용하였다. 사용한 테스트 모듈은 Naive 베이지안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분류 학습용 인자값으로 카이스퀘어(CHI) 값은 0.05

를 사용하고 영문을 제외한 숫자와 기호, 외국어는 제외

했다. 불용어(Stopword)는 전치사 대명사 등을 포함 총 

420개를 사용하였다. 75000개의 학습용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i5-1.8Gz 2 core에서 학습 시간은 10분 소요

됐다. 테스트 데이터는 A그룹 5160개의 특허를 사용했

다. 총 분석 시간은 3분 걸렸다. 측정 방법은 테스트 특

허의 분류 결과값 0-1 사이 값의 전체 평균으로 계산하

였다. 실험에서 평균 특허 분류 정확도는 88.54%로 나

왔다.
K-mean Naive 베이지안을 사용한 Single Match 정확

도는 87.2%로 나왔다. Multi Match 정확도는 이보다 

5% 낮다[4]. CHI를 사용한 SVM 알고리즘의 측정치 최

고 수치가 88.7% 나왔다[5]. 위의 실험 결과 CHI를 사용

한 Naive 베이지안은 SVM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두 번째로 LDA 문서 유사도 검출 테스트를 위하여 

테스트 데이터는 임의로 50개의 특허 데이터의 이름, 요
약, 청구항을 사용 하였다. 문서 잠재 유사도 측정 방법

으로 정규 상호정보(NMI,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
를 측정하였다. 이는 Clustering이 얼마나 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로 아래의 식에 따른다[6]. 

I(X;Y)는 X와 Y의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값
이다. X는 X={X1, X2...Xn}, Y는 Y={Y1, Y2...Yn}으
로 Xi 는 LDA Topic i에 해당하는 데이터 집합이다. Yj
는 j번째 라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다. 결국 Label j
에 해당하는 Topic j의 분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

하는 것이다. NMI = 0 이면 클러스터링 결과가 문서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이고 NMI = 1은 문서들의 고유 특

징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위의 샘플 데이터와 50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테스

트시 평균 NMI = 0.7468의 값을 얻었다. 분석 대상에 대

한 Purity Accuracy = 0.2156 이다. K-mean 평균 문서 클

러스터링 결과 9개의 군집 성공률 77% 비교 시 Topic 의
미 분석에 대한 결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7]. 

Ⅴ. 결론

Naive bayesian 알고리즘으로 SVM하고 동일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중 의미 분석까지 하였다.
A4 한장 분량의 문서를 분석하는데 Intel i5 3세대 노

트북에서 20초 정도 소요되었다. 사용 메모리도 웹 서비

스에서 4G 정도 사용하였다.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위해 특허 분류를 한 단계 더 높이면 메모리는 10G 정도 

필요로 하다. 상대적으로 유사 특허 검색의 다른 방식으

로 Google 특허 서비스에서는 특허 전체를 Doc2Vec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특허로만 구성한 벡터 모델의 용량

이 10G 정도이고 시스템에서 실제 서비스로 사용하기

에는 고 사양 컴퓨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저 

사양 컴퓨터에서 효과적으로 유사 특허 검색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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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LDA를 보완한 LDA 
K-mean 알고리즘 사용으로 기존 NMI = 0.74에서 평균 

NMI = 0.85 까지 높이고 AU-ROC 정확도 테스트에서 

60% 에서 73% 까지 높일 수 있었다. 
향후연구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하나로 만드는 것

으로 LDA 방식에 Naive bayesian의 특징을 Topic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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