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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과 함께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기술의 전유성(全有性)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제도가 발전

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풍부해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 R&D를 진행하는 것

보다 소멸되어 자유실시 기술이 된 특허, 등록은 되어 있으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특허를 조기에 획득

(A&D, C&D, M&A)하여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래 시장에

서 돈되는 신수종, 신제품 개발에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판단하는 기술예측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최적의 기술전략의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술예측은 전문가의 직

관(Peer’s Review)에 의존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허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최신 기술 자료

로 인류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객관적인 빅 데이터이다. 최근 특허 지표, 데이터 마이닝, O/S(목적/수단) 매트릭

스 등 특허를 이용하여 미래유망기술을 예측 방법론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저자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기술한 종래연구인 SNA(Social

Network Analysis)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특허문헌을 활용한 기술예측

기술예측에 특허분석을 적용한 예는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전통적 방법의 기술예측과 비교하면 아직은 더욱 연

구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선행의 방법을 특허에 적용한 예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2.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예측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예측 방법론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이 많이 사용된다. SNA 방법론에는 인용관계(Citation)를 이용한 방법, 국제

특허 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한 방법, 키워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용관계(Citation)와  키워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먼저 인용(citation)이 높은 특허를 선별

해 내고 다음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다.

국제특허분류는 기술의 융복합화 현상을 파악하고 최근의 부상기술 분야와 하강기술 분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이지만 분류코드에 익숙하지 않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2.1. 인용관계를 이용한 SNA 방법론

2.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방법론(HC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논문 및 특허의 인용관계(citation analysis)를 활용(‘06년부터 미래유망기

특허를 활용한 기술예측 방법론(SNA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창의혁신팀
김주환

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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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허이용 기술예측 방법론

분류 사용기법 적용 기관 적용국가

특허 가치 평가

전문가 평가 전문가 전체

PSI(Patent Scoring Index) 한국특허정보원 한국

SMART3 발명진흥회 한국

위험도 분석 WIPS 한국

ANYFIVE 기법 ANYFIVE 한국

K-PEG KIPI 한국

PCI STRAVISION 일본

Patent Score IPB 일본

IPQ OCEAN TOMO 미국

Patentcafe Patentcafe 미국

수익, 시장, 비용접근법 기술보증기금 등 전체

데이터 마이닝

Aureka THOMSON(MicroPatent) 미국

Anavist CAS STN 미국

Vantagepoint Vantagepoint 미국

Patent Atlas IPB 일본

True Teller NRI 일본

Pattextchart NEC 일본

Pat Core Finder NEC 일본

Patwarehouse NEC 일본

KMX PA Treparel NL

XLUS VALUENEX Consulting Inc. 일미

인용 관계

Aureka THOMSON(MicroPatent) 미국

HOT PATENT 한국특허정보원 미국

NGP 한국특허정보원 미국

Co-citation 한국특허정보원 미국

SNA 한국특허정보원 미국

KISTI 기법 KISTI 미국

그림 1. 특허활용 미래유망기술 예측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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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선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06년은 논문(SCIE DB), ‘07년은 논문/특

허(SCOPUS/DWPI DB), '08은 특허(DWPI

DB) 정보를 활용하였음) 미래 유망기술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인용관

계(Citation) 중 피인용도(Forward citation)

과 동시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을

이용한 방법으로 분류된다.

먼저, 피인용도를 이용한 분석절차는 노

이즈가 제거 된 특허DB → 고(高) 피인용

(Highly Cited Patent) 특허 중 피인용도

(Forward Citation) 기준으로 추출(ex: 상위

5%) → 문헌 간 유사도 계산 및 클러스터링

(KISTI의 자체개발 프로그램 활용) → 추가

선별작업 → 분야별 전문가 확인(특허청 심

사관 참여) → 미래유망기술 확정으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로 동시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을 활용한 방법으로 선행과정에서 추출된 유망 특허정보중에서 유망

기술군(Clustering)을 찾아내기 위해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을 이용한다. 클러스터링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기

술군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명칭을 부여한다. 또, 정보분석만으로 선정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명명된 기술군

의 이름에 대해 그 분야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유망성이 있는 기술군들을 모아서 최종 유망기술로 선정한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분야, 국가, 출원인 등의 현황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는 것

이다. 그 기술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출원인은 누구이고, 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

이며, 유망한 사업군 등도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KISTI에서는 200만여개의 특허 중 고피인용 특허 4만여개를 뽑아 Co-citation이 급격

한 증가를 보이는 것을 뽑아(3706개) Co-word의 관계를 보고 유망연구영역 391개를 추렸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272개의 유망연구영역을 발굴하였다.

그림 2. KISTI HCP 방법론

그림 3. KISTI HCP 방법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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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THOMSON(MicroPatent)사의 AUREKA 방법론[4]

THOMSON(MicroPatent)사의 Aureka는 인용관계, 키워드, IPC를 모두 이용 가능한 상용화 프로그램이다.

Forward Citation과 Backward Citation이 모두 가능하고 분석 깊이는 Entry Level 까지 가능하다. 

2.1.3.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인용관계 SNA 방법론

한국지식재산전략원(구, R&D특허센터)은 2010년 특허간 상호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피인용정보의 동시인용

관계를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SNA분석을 실시하였다. SNA분석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중심성지수

(betweenness/ closeness/ eigenvector centrality)가 산출되며, 각각의 중심성 지수는 기술의 파급력, 기술의 시점(현

시성, 미래성)을 분석하는 개별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NA분석은 특허데이터를 이용하여 특

정 기술분야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원천성/기반성이 강한 특허를 선별하고, 출원량에 따른 다

출원인 선별이 아닌 전체 출원인에 가장 많은 기술 영향력을 나타내는 출원인 선별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그림 4. THOMSON사의 프로그램 사용 방법

그림 5. THOMSON사의 CITATION 방법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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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9, 10,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동시인용분석(Co-citation)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인용도

(Forward Citation) 분석을 하여 개별 특허의 중심성 지수를 산출해 낸다. 

중심성 지수 분석 결과 영향력 높은 특허 40건, 미래유망특허 60건, 핵심유사특허 13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영향력 높은 특허 리스트와 유망특허 리스트를 추출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분류를 진행하여

재배열 하면 유망기술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2.1.4. 특허정보진흥센터의 Hot Patents 방법론

Hot Patents1)란 미국특허의 forward citation 횟수를 단순 카운트한 것이 아니라 Sliding Scale 방법을 이용하여

연도별 인용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전체 인용수 대비 최근 인용비율이 높은 특허를 말한다. 즉, Hot Patents를 추출

하는 기술은 전통적인 인용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인용 받은 전체 특허 건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근 특허

로부터 얼마나 인용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근 기술발전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허를 식별하는 것이다.

그림 6.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심성 지수 예시

그림 7. SNA 분석 프로세스

1)“Citation analysis: A method for identifying hot patents and linking them to government-funded scientific research”, Patrick
Thomas and Anthony Breitzman, 2006, August, Research Evaluation, 15(2),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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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o-citation 분석 사례

그림 9. 중심성 분석 사례

그림 10. 유망특허 활용 HOT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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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수식은 Breitzman이 정의한 Hot Patents 산출식이다. 이 식에 따르면 최근(2006∼2007년) 기술발전에 영향

력을 많이 미친 특허(Hot Patents)를 산출하는 것으로, 각 개별특허의 총 인용횟수 중 최근(2006∼2007년)에 인용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특허를 추출한 것이다.

이렇게 추출한 Hot Patents의 기술 파급 현황을 살

펴보기 위해 Hot Patents를 인용한 특허들을 추출

(Next Generation Patents: NGP)하고, 이 특허들

(NGP)의 기술분류를 토대로 Hot Patents 기술의 융

합 및 확산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기업의 특허들이 어떤 기업

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미래 핵심특허군(Emerging Cluster)을 도출하기 위

해 Co-citation 분석 또는 Co-citation clustering 분석

을 하는데, 이는 미국의 Mogee 박사가 제안한 분석

방법으로 같은 문서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문서가

• Ri : '06~'07년 등록된 특허로부터 받은 특허i의 피인용수

• Ci : 특허i의 전체 피인용수

• Yi : 특허i의 등록년도

Ri

Ci
----- > 

Yi 1958–( )

84
-------------------------- and Ri 9>

그림 11. 유망특허 도출 예시

그림 12. 기술확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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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경우를 말한다. 즉, 서로 다른 문

서가 같은 문서에 얼마나 동시에 인용되

었느냐에 따라 내용의 밀접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라이센싱이 필

요한 특허들을 패키지화하는데 주로 사

용되고 있다.

보통, 동시 인용된 Hot Patents의 유사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벡터간 거리를 측

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벡터간 거리

측정을 통한 특허간 유사성(Simililarity)

판별방식은 다이스 계수(Dice Coefficient)

를 사용한다. 핵심특허 및 이 핵심특허와

연관된 주변특허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술간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

는데, Hot Patents 클러스터는 고위험 미

래유망특허에 인용된 Hot Patents 동시

인용 정보를 통해 구축한다. 고위험 미래

유망특허 클러스터는 Hot Patents 클러

스터에 형성된 특허들을 인용한 후속 특

허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특허 인용-피인용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도출한다. 기술과 특허를 매칭

하여 특허의 인용관계를 바탕으로 기술간 연계구조를 파악하고, 연계 구조 상에서 기술발전을 주도하는 기술을

도출한다. 또한 기술간 기술융합을 촉진하는 매개, 확산형 등 핵심기술의 역할을 파악한다

2.1.5. 성균관대학교 신준석 교수의 SNA 방법론

성균관대 신준석 교수는 특허 인용-피인용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도출

하였다. 기술과 특허를 매칭하여 특허의 인용관계를 바탕으로 기술간 연계구조를 파악하고, 연계 구조 상에서 기

술발전을 주도하는 기술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간 기술융합을 촉진하는 매개, 확산형 등 핵심기술의 역할을 파

악하였다.

<표 2> 중개 역할 유형별 설명

중개 역할 기호 내용

Coordinator A→[A]→A 같은 클래스 내부의 기술지식을 같은 클래스 내부의 기술로 전달함

Gatekeeper B→[A]→A 다른 클래스의 기술지식을 흡수하여 같은 클래스 내부의 기술로 전달함

Representative A→[A]→B 같은 클래스 기술지식을 흡수하여 다른 클래스로 전달함

Consultant B→[A]→B 다른 클래스 내부의 기술지식확산에 중개역할을 수행함

Liaison B→[A]→C 다른 클래스 기술지식을 흡수하여 또 다른 클래스로 전달함

*A, B, C - 클래스, [ ] - 중개자

그림 13. Co-citation Clustering 방법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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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특허분류(IPC)를 이용한 SNA 방법론

특허제도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출원 건이 많아지면서부터 각국은 이것을 분류하여

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각국은 이전부터 나름대로의 분류방법을 도입했다. 미국은 1831년부터 기능위주

의 UPC를 도입했고, 일본은 1885년부터 응용위주의 JPC사용했으며 아울러 F-TERM도 도입했다. 유럽은 1920년

대부터 ECLA를 사용했으며, 한국은1948년부터 KPC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간의 기

술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 특허문헌의 이용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타국의 정보 수집방법이 모색되었으나, 외

국 특허문헌의 원활한 이용에 지장이 많았다. 

<표 3> 각국특허분류의 비교

IPC UPC JPC/FI/F-Term ECLA

사용국가 전세계 미국 일본 유럽

표기형식 A01B 1/02 705/14 생략/C04B 35/58 104 B/3D016 A23L 1/00P2B

개정주기

7판까지-5년

8판-기본IPC: 3년

확장IPC: 수시

1개월 단위로
생략/연1회정도(필요에 따라)/

생략
수시로 개정

도입연도 1968년 1831년
JPC-1885-1978/

FI-1996년/F-Term-1999년

1920년대(?)

(독일-1877년, 영국-

1880년)

분류팀

한국의 경우는 

한국특허정보원(가분류)-

특허청 심사관(확정)-

실체심사시 변경 가능

출원관리부서의 

분류담당자(1차)-

특허청 심사관(2차)

공업소유권협력센터(IPCC)

DG1에서 담당

(서치심사관이 

서치에 앞서 분류)

분류우선기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기능지향 우선)

청구항 중심

(기능지향)

응용지향 우선 FI를 소정의 

기술분야로 묶음
IPC와 동일

그림 14. 중개 역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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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

허의 분류체계를 국제협약에 의해 확립함으로

써, 1968년에 처음으로 IPC 제1판이 도입되었다

. 지나간 근 40여년동안 IPC는 유일한 국제특허

분류의 표준으로써 변신을 거듭해 왔다. 제7판

까지는 Paper Search에 기초하여 만들어져 왔

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으로 전산서치가 일반화

된 오늘날에는 그 사용에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다행히 제8판부터는 전자적 환경에 빠

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부분류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간의 융합현상을 포착하는 데 중요하

기 때문에 부분류를 부여한다. 이런 주분류와 부분류를 이용하여 기술의 융합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IPC가 시계열의 흐름 속에 부상하고 있는지 하강하고 있는지에 따라 뜨고 있는 기술을 알아 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미래유망기술을 예측할 수 있다.

2.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방법론[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제특허분류를 활용하여 부상분야와 하강분야를 추출하고 IPC 분류 코드

를 해당기술이 개발된 산업(Industry of Manufacture: IOM)과 그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Sector of Use: SOU)으로

나누었고,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을 선정하였다.

우선 IPC C코드 분야에서 특허출원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야(부상분야)와 하강(또는 정체)하는 분야(하강

분야)를 직접 개발한  KITAST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악하였는데, 추출의 기준은 하강코드의 경우 특허건수가

연간 100건 이상으로 과거부터 산업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코드만을 선별하였으며, 부상코드의 경우는 증가

율 100% 이상으로 부상정도가 더욱 드라마틱한 코드만을 선별하였다. 이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주력특허의 특

성 변천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15. 주분류와 부분류를 사용한 융합기술 포착

그림 16. IP 기반 SNA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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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특허청은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출원된 30만건 이상의 특허에 대해 IPC 분류 코드를 해당기술이 개발

된 산업(IOM)과 그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SOU)으로 분류하였다. Yale 대학에서는 이를 차용하여 IPC 분류 코드

가 특정 IOM-SOU 조합으로 분류될 확률을 계산하여 IOM-SOU 행렬로 변환하는 공정을 최종 완성하였다.

OTC(OECD Technology Concordance) 프로그램은 IPC 분류를 IOM-SOU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작업과 이를 국제

산업분류로 다시 전환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즉, 기술-산업간 연관분석으로 볼 수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기술이

그림 17. IPC를 활용한 부상코드 및 하강코드 추출

그림 18. IOM-SOU 매트릭스

그림 19. IPC를 이용한 부상코드 하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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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산업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강코드는 기술이 개발된 산업분야에서 대부분 활용이 이루어지며, 부상코드는 기술이 개발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확률은 하강코드에 비해 대폭 줄었고, 타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SOU가 분포한다.

다음 단계는 특허 키워드 빈도수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그림 20. 키워드 빈도수를 활용한 SNA

그림 21. 키워드에 대한 기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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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키워드(Keywords)를 이용한 SNA 방법론

2.3.1. THOMSON(MicroPatent)사의 AUREKA 방법론[10]

THOMSON(MicroPatent)사는 Mining Tool과 Visualization Tool의 개발로 짧은 시간 안에 SNA의 결과를 볼 수

있는 AUREKA를 개발하였다. 

AUREKA는 로드맵 분석시 자주 사용되었던 툴로 지재권 전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Themescape,

clustering, citation tree 등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Themescape 는 Technical Field Overview를 제공하는 시각화된 클러스터링 툴로서 Text Mining을 통하여 추출

된 공통된 Theme을 기준으로 전체 세부기술분야(키워드 기반)별 특허의 분포도를 한눈에 조망하여 2만피트 상공

에서 내려다보는 등고선 형태의 지도를 제공한다.

AUREKA는 연도별 주기(예를 들면 10년)를 설정하여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

게 색깔 별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림 22. 키워드를 통한 유망 아이템 선정 방법

그림 23. 유망 아이템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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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서울대학교 윤병운 박사학위 논문(2005)

형태학적 방법론은 프리츠 즈위키가 기계 공학(우주공학)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규명하거나 현상을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의 구성 요소를 판별하고, 이에 대한 많은 해결 방안과 아

이디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을 통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동국대 윤병운 교수는 데이터 마이닝

과 형태학을 이용하여 미래유망기술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2.3.3.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키워드 기반 SNA 프로그램[12]

특허정보 진흥센터에서는 특허문헌을 추출한 상태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돌려 키워드와 인용관계(Citation)을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3년 선보였다.

그림 24. Thomson사의 SNA 분석 툴의 분류

그림 25. AUREKA의 등고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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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키워드 기반 형태학 프로세스

그림 27. 키워드 기반 형태학 프로그램

그림 28. 인용관계 기반 SNA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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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의 종류를 알아 보았다. 인용관

계(Citation)를 이용한 방법, 국제특허 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한 방법, 키워드를 이용

한 방법이 그것이다.

그림 29. 키워드 기반 SNA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