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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nguage Model and Clue based Machine Learning Method 

for Discovering Technology Trends from Patent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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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허 문서는 과학기술 발 을 탐지하고 기존 트 드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트 드를 측하

는데 유용한 자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  기술을 “문제 ”과 “해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언

어  단서(linguistic clue)와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을 결합한 혼합 모델을 사용하여 이들에 해당하

는 의미 핵심문구(semantic keyphrase)를 찾고, 의미 핵심문구로 표 되는 단  기술을 추출하 다. 추출

된 결과에 근거하여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으로 과학기술들의 트 드를 발견하는 새로

운 근방법(Technological Trend Discovery, TTD)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법으로 과학 기술을 나타내는 의미  핵심 문구를 추출하는데 77%의 R-정확률을 달성하 고 결과

으로 의미있는 과학기술 트 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키워드 : 특허, 텍스트 마이닝, 과학기술 트 드 탐지, 의미 핵심문구 추출

Abstract Patent text is a rich source for discovering technological trends. In order to automate 

such a discovery process, we attempt to identify phrases corresponding to the problem and its solution 

method which together form a technology. Problem and solution phrases are identified by a SVM 

classifier using features based on a combination of a language modeling approach and linguistic clues. 

Based on the occurrence statistics of the phrases, we identify the time span of each problem and 

solution and finally generate a trend. Based on our experiment, we show that the proposed semantic 

phrase identification method is promising with its accuracy being 77% in R-precision. We also show 

that the unsupervised method for discovering technological trends is meaningful.

Key words : Patent, textual-data mining, technological trend discovery, semantic keyphrase 

extraction

1. 서 론

일반 으로, 과학기술에 한 문서는 분야별로 봤을 

때 시간 흐름에 따라 세부 인 주제나 트 드가 바 는 

것을 알 수 있다[1]. 를 들면 과학논문 말뭉치에서는 

논문 발행년도를 기 으로 과학기술의 트 드의 측이 

가능하고, 사건 탐지  추 (Topic Detection and 

Tracking)[2] 연구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 으로부터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의 변화를 추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특정 도메인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주제를 추출

함으로써 의미 있는 과거의 기술 트 드를 추출하고, 미

래의 트 드를 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트 드 탐지와 련된 많은 연구가 기

존에 진행되어 왔으나 부분이 뉴스 문서에서의 사건 

탐지에 한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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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방 한 특허 문서를 가지고 과학기술의 변

화를 탐지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3-5]. 기존의 과

학기술 탐지와 련된 연구들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을 용하여 특허망(patent network)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탐지하는 도구로 삼았다[6,9]. 그러나 기

존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첫

째, 특허망을 이용한 방법은 특허들의 연 계를 이용

하 는데 단순한 연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한 특허 검색 결과 무 

많아서 정보 과잉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7,8]에서는 특허망을 기반으로 한 특허 분석 방법

을 이용하 으나 특허 문서들에서 추출된 핵심 개념들

간의 연 성이 모호하거나 구축된 특허망이 복잡하여서 

일반 사용자의 경우 요한 개념을 탐지해내기가 어렵

다[7]. [8]에서 제시한 를 보면 “universal PnP GPS”

이라는 개념은 “원격 조정 시스템(remote control sys-

tem)”이라는 개념과 연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두 개념이 어떠한 구체 인 계를 갖는지에 해서는 

알 수 없다. 만약 “universal PnP GPS”이라는 개념이 

“원격조정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이라는 개념

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계가 명

확해져서 사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둘째, 특허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특정 도메인에 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8]

에서는 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망을 구축하 고, 

PATExpert[5]는 의미 연결을 한 온톨로지를 사용하

다. 한 [4]에서 제시한 기술 지도(technology map)

도 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망을 구축하 다. 이러한 

방법론은 특정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다른 여러 

도메인에 용하기 어려우며 통계  방법을 통하여 일

반화 시키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9]는 통

계 학습 방법 신 단어 빈도수를 이용하여 회로 장치

(circuit device)와 련된 문서들을 분석하 고 [6]에서

는 유한 상태 기계(finite-state machine) 기반의 핵심 

개념 추출 방법을 제안하 다. 상세한 내용은 5장에서 

더 설명하기로 한다.

기존 방법들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 문서가 다루고 있는 기술  “문제 ”과 “해결 방

법”에 을 맞추어 이를 지칭하는 의미 핵심문구들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써 언 된 과학기술 내용을 인식하

고, 이를 연결하여 과학기술 트 드를 탐지하는 방법

(Technological Trend Discovery, TTD)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  과학기술을 특정 기간 특정 도메

인에서의 문제 ( : recognizing spoken language)과 

해결 방법( : 언어 모델, language model)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를 들어 음성 인식 도메인에서의 과학기술 트 드

를 탐지하기 해 수천 개의 문서들로부터 요한 과학

기술의 내용을 탐지하고 특정 기간 내의 주요 기술 트

드를 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특허 문

서들을 요약하여 표 한다면 사용자들이 량의 기술 

문서로부터 기술 동향 정보를 효율 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을 보면 사용자는 음성 인식 기술이 (1) 1980

년 의 동  로그래 (Dynamic programming) 방법

을 이용한 기술에서 1990년 에는 은닉 마르코  모델 

(Hidden Markov Model)방법을 이용한 기술로 바 었

고 (2) 1990년  에 화자 검증(Speaker verification)

에 한 문제 들이 제기되기 시작하 고 Dynamic 

Time Warping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3) 2000년 에는 

언어 모델(language model) 방법론이 음성 인식과 화

자 검증에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 음을 한 에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TTD 방법은 (1) 과학기술 내

용 탐지를 한 의미 핵심문구 추출(태스크 1)과 (2) 과

학기술 트 드 탐지(태스크 2)로 구성된다. 태스크 1에

서는 언어  단서와 확률모델을 사용하 다. [2]에서 제

시한 확률모델은 특정 기간 내의 핵심주제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와 흡사하지만 한 단어 모델(uni- 

gram model)만을 사용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수 단어(multi-word)까지 고려한다.

그림 1 음성 인식 기술 트 드

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제   해결 방법 범주

는 [2]에서의 범주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본 연구에

서는 언어  단서를 이용한 확률  임워크를 만들

었으며 패턴(즉, 언어  단서) 가 치를 통계  학습기

의 자질로 사용함으로써 언어  단서의 응성(adapt-

ability)을 향상시켰다. 태스크 2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의 핵심과학기술을 찾고 과학기술 간의 연 계를 정

의하여(2장) 과거의 과학기술 트 드를 탐지할 수 있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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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76～2003년까지 출원된 음성 인식 

련 미국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한 시스템에 

해 평가를 진행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기존 음성 인식 분야의 과학기술 정보

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특정 기간 동안의 의미 있는 과

학기술 트 드를 탐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과학기술 

트 드 탐지를 한 태스크를 공식화 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론  시스템에 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시스템의 실험 결과에 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분석한다. 5장에서는 기존의 련 연구에 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특징과 장단 을 

정리한 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2. 태스크 정의

이 장에서는 Technological Trend Discovery(TTD) 

태스크에 련된 새로운 개념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정의 1 (도메인): 도메인은 사용자 질의에 의해 결정

되는 특정 과학기술 분야를 가리킨다. 사용자는 분석이 

필요한 임의의 과학기술 분야를 질의로 입력할 수 있다. 

특정 도메인 D에서 련 문서 CD = {d1, d2, ..., dk}들을 

얻을 수 있고, 각 문서 dj 마다 체 핵심문구들을 추출

할 수 있다. 특정 도메인 체 말뭉치에서 추출된 핵심

문구는 KD = {k1, k2, ..., kl}이고 여기에서 ki∈ dj이다.

정의 2 (문제 ): 문제 은 특허 문서 CD에서 해결

하려고 하는 문제들로서, “recognizing signal patterns”

와 같은 핵심문구로 표 된다. 문제  핵심문구 집합은 

체 핵심문구 KD의 부분 집합이며 PD = {p1, p2, ..., pm}

⊂KD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도메인은 

상  벨의 문제 과 일치할 수 있다 ( : 음성 인식).

정의 3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은 어떠한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론, 모델 혹은 근 방법 등을 가리키고, 

“은닉 마르코  모델(Hidden Markov Model)”과 같은 

핵심문구로 표 된다. 집합 SD = {s1, s2, ..., sn}⊂KD로 

표시할 수 있다. 핵심문구에는 문제  혹은 해결 방법을 

나타내는 핵심문구 외에 그와 련된 문구들도 포함되

므로, 문제 과 해결 방법을 나타내는 핵심문구의 합은 

체 핵심문구 수 보다 작다(m + n≤ l).

정의 4 (특정 기간,  time span): 특허 말뭉치에 포

함되어 있는 특허의 체 출원시간은 TC = {τ1, τ2, ..., τ0}

이고, 특정 기간(time span) l은 τi≤ l≤ τj기간이며 여

기에서 τi, τj∈Tc이다. 문제 과 해결방법으로 정의되는 

기술(technology)은 특정 시간정보를 갖는 특허 문서를 

통해 추출되므로 그 기술이 출 하는 기간 정보가 요

한 역할을 한다. 상세한 내용은 3.3장에서 설명한다.

정의 5 (기술): 기술(technology)은 문제 , 해결 방

법  도메인의 조합으로 정의하며, t = <pi sj, D, τ>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pi는 pi∈PD, sj∈ SD이다. ( : 

“recognizing signal patterns” using “hidden markov 

model” in “speech recognition”). 

정의 6 (과학기술 트 드): 과학기술 트 드(techno-

logy trend)는 특정 기간 내의 과학기술의 변화를 가리

키며, 과학기술들간의 의미  연 계로서 표 된다. 

연 계는 동일한 문제 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 간의 

연 계(연 계 1)와 동일한 해결 방법을 용한 과

학기술 간의 연 계(연 계 2)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 계를 통해 과학기술의 

트 드를 탐지하는 것을 TTD라 정의하 다. 그림 2에 

근거하면 (1) 기술 1과 기술 2는 같은 문제  A을 해결

하지만 특정 기간 l1 에서는 해결 방법 A로, 특정 기간 

l2 에서의 해결 방법 B로 해결하 다. 따라서 기술 1이 

기술 2로 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 4와 기술 

5는 서로 다른 문제 을 동일한 해결 방법 C에 의해 해

결하기에 두 기술은 연 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3) 

동일한 특정 기간 l3 에서 기술 3과 기술 6은 모두 해결 

방법 E에 의해 서로 다른 문제  E와 문제  F가 해결

되었다. 따라서 해결방법 E가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효

과 인 해결 방법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림 2 과학기술 트 드 탐지 제

3. 방법론

본 연구의 목 은 과학기술의 트 드를 탐지하는 것

이다. 따라서 주요한 과학기술을 탐지하는 태스크 1과 

이러한 과학기술 간의 의미 인 연 계를 이용해 트

드를 탐지하는 태스크 2를 수행해야 한다.

3.1 특허 정보

본 연구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표하는[9] 미국 특허

청 USTPO1)사이트에서 400개의 음성 인식 도메인 

련 특허 문서를 수집하고 문제 과 해결 방법에 해 

수동으로 태깅한 것을 실험에 사용하 다. 태깅 과정에

1) USPTO 사이트 http://www.uspto.gov/main/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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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 약어(acronym)( : HMM) 련 문제 은 특

허 말뭉치와 Wikipedia2)를 이용하여 구축한 약어 사

을 이용하여 보완하 다. 한, 사 을 구축함에 있어서 

WordNet3)을 동시 용하여 어휘  변화(명사의 단수, 

복수형; 동사의 변형형태)에 해 정규화(normalize)하

다. 

특허 문서는 구조  항목( : 출원날짜, 특허분류 등)

과 비구조  항목( : 발명 명칭, 록, 청구항 등)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항목만 응용한 기존 연구

[6-8]와 달리 두 가지 항목 모두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트 드를 탐지한다.

표 1에서 날짜는 특허 출원 날짜와 등록 날짜를 가리

키는데 본 연구의 경우, 출원 날짜(Filed Date)를 타임 

스탬 로 정하 다. 인용 계(Referenced By) 필드는 

인용된 다른 특허들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제  는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특허들이 서로 인

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가정 하에 인용정보를 의미 핵심

문구를 추출하는데 사용하 다. 청구항(Claims)은 특허

의 핵심내용을 포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개의 청구항들

로 구성되었다. 청구항(Claims)과 상세 설명(Descrip-

tion) 필드는 정규 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기에 [9]에

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간단한 문법과 같은 언어  특성

을 이용한 핵심문구 추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필드정보

표 1 미국 특허 문서 구조

필드 명 값 필드 명 값

미국 특허 번호

(US Patent No.)
Number

국제 특허 분류

(International 

Patent Class)

Number

발명 명칭

(Title)
Free Text

인용 계

(Referenced By)

Patent 

Number

록

(Abstract)
Free Text 청구항(Claims)

발명자

(Inventors)

Proper 

Noun

청구항 1

(Claim 1)

Formulaic 

Free Text 

출원인

(Assignee)

Proper 

Noun
상세 설명(Description)

출원번호

(Application No.)
Number

발명 배경 설명

(Background) 

Formulaic 

Free Text

출원 날짜

(Filed Date)
Date

요약

(Summary)
Free Text

등록 날짜

(Issue Date)
Date

도면 설명

(Description of 

the Drawing)

Free Text

미국 특허분류

(US Patent Class)
Number

상세 설명

(Detailed 

Description)

Free Text

2)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3) Lexical data base http://wordnet.princeton.edu/

(발명자, 출원인 등)는 본 연구의 고려 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한 해석은 생략한다.

3.2 의미 핵심문구 추출

체 말뭉치 CD = {d1, d2, ..., dk}에서 문제 과 해결 

방법을 포함한 의미 핵심문구 추출 과정(태스크1)은 아

래와 같이 3개 단계로 나뉜다.

1 단계:  각 문서에서 모든 후보 핵심문구를 추출한다. 

여기에서 핵심문구는 확률  구문 구조 분석기[11]를 사

용하여 탐색된 최단 명사구(noun phrase)와 명사구와 

같은 벨에 있는 동사구(verb phrase)까지를 포함하는 

동사구( : “recognize signal patterns”)이다.

2 단계:  후보 핵심문구가 생성되면 분류기(classifier)

를 이용하여 문제  핵심문구를 추출하고, 이 문구 

  



  는 해결 방법 핵심문구 추출하기 

한 어휘 인 단서(lexical indicator)로 쓰인다. 

3  단계:  나머지 후보 핵심문구에서 해결 방법 핵심문

구   



  를 추출하여 최종 으로 과학기

술 문구 집합   



  을 얻는다. 여기에서 

는   
    를 가리킨다(정의 4).

3.2.1 문제  핵심문구 추출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을 탐지할 수 있는 언어  단서

와 확률 모델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문제  핵심문구를 

추출하 다. 문제  핵심문구가 말뭉치 내에서 자주 발

생한다는 토픽 키워드(topic keyword)의 특성에 기반한 

언어 모델(language model)을 용하 다. 를 들면 

문제  핵심문구 “pattern recognition”이 문서와 말뭉

치 내에서의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상할 수 있으나, 

데이터 희소성(sparseness) 때문에 언어 모델을 용하

기가 쉽지 않고,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에서 

쓰는 평활법(smoothing)도 본 연구에서 용하기 합

하지 않다. 따라서 후보 핵심문구 k의 확률은 아래와 

같이 체 단어 wi(한 음  모델)의 확률을 합하는 방법

으로 추정 하 다.

           (1)

한 단어 발생여부가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음

 모델(식 (1))을 두 음  모델(식 (2))로 확장하 다.

        (2)

세 음  이상의 모델은 데이터 희소성 때문에 의존

계를 고려하기 어렵고, 평활법을 용하기에도 어려운 

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한 음  모델(uni-gram)과 

두 음  모델(bi-gram)만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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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인용문서 언어 모델과 배경 언어 모델

( 체 말뭉치 기반 모델)을 결합한 혼합 모델을 사용하

다. 3.1장에서 제시하듯이 특허 문서는 인용정보를 포

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문제  핵심문구들

은 인용된 문서와 본 문서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주로 

특허 문서의 발명 배경 설명 필드와 록 필드에서 자

주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핵심문구를 

추출함에 있어서 해당 핵심문구가 인용문서와 체 말

뭉치에서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 다. 문서 d에서 

각 단어의 확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를 인용문서들에서의 단어 분포, 는 배경 언어 모델, 

는 혼합 가 치(mixing weight)이다. 그리고 첫 항은 

한 음  모델, 둘째 항은 두 음  모델이다.

      (3)

와 에서의 단어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4)

여기에서 C는 말뭉치, Rd는 타겟 문서 d를 인용한 

문서의 집합, VU는 말뭉치 C  내의 한 음  단어들의 

집합, VUR은 Rd  한 음  단어들의 집합, c(w:di)는 문

서 di에서의 한 음  단어 빈도수이다. 두 음  모델에

서의 단어 확률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5)

여기에서 wi-1wi는 두 음 , VB는 말뭉치 C  내의 두 

음  단어들의 집합, VBR은 Rd  두 음  단어들의 집

합, c(wi wi-1:d)는 문서 di 에서의 두 음  단어 빈도수

이다. 이 외에 불용어(stop words)( : a, the is)는 제

거되었다. 하지만 배경 언어모델 는 주제 련 특성

(topicality)을 많이 표 하므로 이 모델만으로는 문제  

핵심문구를 추출하는데 부족하 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

기 해 인용문서 언어 모델 을 용하 으나, 이것

만으로 높은 성능을 기 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주

제 련 특성을 제외한 문서에서 나오는 문제  핵심문

구 언어  단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

상시켰다. 언어  단서들은 학습 데이터에서 아래와 같

은 이론  근거 하에 추출되었다. 첫째, 체 문제  핵

심문구의 57%에 해당되는 문제  핵심문구는 특허 발

명 명칭과 상세 설명 필드에서 나타나고( 치 정보), 둘

째, 3.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정규화된 형식을 

쓰여진 필드에서 문제  핵심문구와 련된 패턴을 찾

을 수 있다. 를 들면, “method”와 “apparatus”는 문

제  핵심문구 앞에서 자주 나타난다. 학습 데이터에서 

추출된 패턴들은 공통으로 포함하는 구문 정보를 이용

하여 일반화하 는데 이 과정에서는 먼  표면  패턴

(surface pattern)을 수집하고, 구문 구조 분석기를 통해 

동일한 구문 정보를 가진 단어들을 하나로 합쳐서 일반

화시켰다( : method/NN+PP와 system/NN+PP은 (me-

thod|system)/NN+PP로 일반화).

표 2는 일반화된 패턴 샘 들이다. 의 1단계에서 제

시한 것과 같이 후보 문구는 명사구 는 동사구이다.

표 2 문제  핵심문구 패턴 샘

No. Lexico-Syntactic 패턴

1
method | apparatus | system | device + for | of + 

<Problem : NP | (VBG+NP)>

2
method | apparatus | system | device + 

<Problem : VP>

3
method | apparatus | system | device + WHNP + 

<Problem : VP>

4 to | of + <Problem : NP | (VBG+NP)> + with

5 for | of + <Problem : NP | (VBG+NP) > + using

6 to + <Problem : VP>

패턴 1과 2는 “system for verifying speakers”와 

“device recognizes signals”와 같은 문장과 일치하고 

패턴 3은 “system which removes noises”와 같은 문

장들과 매칭된다. 패턴 4와 5는 “of verifying utter-

ances with”와 “for noise reduction using”과 같은 문

장들과 매칭되며 패턴 6은 “to summarize speech 

without decoding”과 매칭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단서와 언어 모델을 결합하기 

하여 확률  학습기를 이용하여 후보 문제 핵심문구

를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패턴마다 가 치를 

부여하여 분류기의 자질로 이용함으로써 성능을 높 다. 

자질 함수(feature function) f는 아래와 같다.

        (6)

여기에서 N은 체 패턴 수이고, 핵심문구가 문서 dk

에서 패턴 에 의해 추출되었을 때  │ 의 값

은 1이고 아니면 0이다. 는 패턴의 신뢰도로 학습 

데이터에서 패턴 에 의해 추출된 정확한 문제  핵심

문구(pi)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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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핵심문구를 추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자질

들이 사용되었다: (1) 한 음  언어 모델(식 (1)), (2) 

두 음  언어 모델(식 (2)), (3) 필드 정보(표 1에서 볼

드 체로 표시된 필드), (4) 언어  패턴(linguistic 

pattern)(표 2), (5) 자질 함수(feature function)(식 (6)). 

그 에서 자질(1)과 (2)는 확률  자질이고 나머지는 

언어  자질이다. 한 식 (1)과 (2)의 자질 벡터에는 

후보 핵심문구의 길이, 단어 확률과 후보 핵심문구의 확

률을 포함된다. 이러한 자질들이 선형 으로 결합되어 

체 자질 공간을 이루게 된다.

3.2.2 해결 방법 핵심문구 추출

이 과정에서도 분류기를 이용하여 후보 핵심문구  

해결 방법 핵심문구를 추출하 다. 해결 방법 핵심문구

는 문제  핵심문구와 달리 인용문서들 내에서 자주 나

타나지 않으므로 언어 모델을 용하기에 합하지 않

다. 따라서 주로 언어  단서를 이용하여 그 핵심문구를 

추출하 다. 태깅된 특허 문서 분석 결과를 보면 해결 

방법 핵심문구는 문제  핵심문구와 같이 자주 나타났

다( : “speech recognition(문제 ) using language 

model(해결 방법)”). 그러므로 언어  단서와 후보 핵심

문구와 문제  핵심문구의 동시 발생(co-occurrence) 

정보를 이용해 주요 자질들을 설계할 수 있다.

태깅된 데이터에서 추출한 표면  패턴(surface pat-

tern)을 일반화하기 해 문제  핵심문구 추출에서와 

같은 구문 정보를 이용하 다. 표 3은 일반화된 패턴 샘

들이다. 패턴 1은 “speech recognition using dynamic 

programming”과 같은 문장과 매칭되고, 패턴 2는 문장 

“speaker verification by dynamic time warp”과, 패턴 

3과 4는 각각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for 

speaker verification”과 “language model to recognize 

spoken language”와 매칭되며, 패턴 5는 “to assemble 

two acoustic samples”와 매칭된다. 자질

표 3 해결 방법 패턴 샘

No. Lexico-Syntactic 패턴

1
<Problem> + using | utilizing | employing + 

<Solution : NP | (VBG+NP)>

2
<Problem> + by | with + 

<Solution : NP | (VBG+NP)>

3 <Solution : NP | (VBG+NP)> + for | in + <Problem>

4
<Solution : NP | (VBG+NP)> + TO + 

<Problem : VP>

5 to + <Solution : VP>

함수(feature function) f는 아래와 같다.

       (7)

여기에서 핵심문구가 문서 dk에서 문제  핵심문구 집

합 P내의 임의의 문제  핵심문구(pn)를 포함하고 있는 

패턴 에 의해 추출되었을 때    │ 의 값은 1

이거나 아니면 0이다. N은 체 패턴 수이고, 는 패

턴의 신뢰도이며 이는 학습 데이터  문제  핵심문구

(pm)와 같이 나타난 문구 가운데서 패턴 에 의해 추출

된 정확한 해결 방법 핵심문구(si)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해결 방법 핵심문구를 추출함에 있어서는 언어  패

턴 외에 다른 자질들도 포함된다. 특허 문서 분석을 해

보면 많은 해결 방법 핵심문구들이 “model”과 같은 키

워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은닉 마

코  모델(Hidden Markov Model)”, “언어 모델(lan-

guage model)”). 이러한 키워드는 해결 방법 핵심문구

를 추출하는 요한 단서가 된다. 이것들을 본 연구에서 

심어(head word)라고 정의하 다. 심어는 해결 방

법 핵심문구에 포함되어 패턴을 용하기가 어려우므로 

분류기의 자질로만 사용된다. 자질로 사용된 심어는 

모두 11개이다(“model, approach, method, methodo-

logy, technique, algorithm, analysis, measure, mea-

surement, transform, structure”). 최종 으로 해결 방

법 추출은 (1) 표 3의 패턴, (2) 자질 함수(feature 

function)(식 (7)), (3) 문제  핵심문구와 제일 가까운 

단어, (4) 11개의 심어, (5) 구문 정보에 의해 학습되

었다. 해결 방법 핵심문구 추출에서도 문제  핵심문구 

추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형 으로 기술된 자질들이 

체 자질 공간 벡터에 결합되게 된다.

3.3 과학기술 트 드 탐지

본 장에서는 의미 핵심문구 추출 결과를 이용하여 과

학기술을(정의 4) 추출하고 특정 기간(정의 6) 내의 핵

심과학기술을 탐지하여 그들 간의 연 계를 정의함으

로써 과학기술 트 드를 탐지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정의 5에서처럼 타임 스탬  정보를 가지고 특정 기

간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에서 가장 효과 인 특정 

기간을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태스크이다. 두 특정 

기간에서의 언어 모델은 다르다. 즉 해결 방법의 변화 

혹은 새로운 문제 의 출 과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는 

단어 분포에 변화를 가져다 주며 과학기술 트 드를 탐

지하는 기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 

divergence를 이용하여 두 언어 모델의 서로 다른 기간

에서의 변화를 비교하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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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특정 기간 l1 에 속하여 있는 체 문

서 내 단어들의 집합이다. KL-divergence가 비 칭

이므로 특정 기간 l1 와 특정 기간 l2 의 단어 분포의 차

이를 비교함에 있어서 l1 이 l2 보다 먼  발생하여야 한

다. 특정 기간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 기간 동안 핵심과

학기술을 찾아야 하며, 과학기술의 요성은 그 과학기

술과 연 된 문서의 수로 계산된다. 이는 핵심과학기술

일수록 많은 특허 문서가 인용되었다는 가정에 기반하

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9)

여기에서 dc(t,l)는 특정 기간 l  내에 과학기술 t를 

용한 문서 수, t에 속하는 pt는 문제  핵심문구, st 

는 해결 방법 핵심문구다. 과학기술의 요성은 그를 이

루고 있는 문제  핵심문구와 해결 방법 핵심문구를 포

함하고 있는 문서수의 상호 정보량(mutual informa-

tion)으로 계산하는데, 그 의미는 과학기술을 이루고 있

는 문제 과 해결 방법 모두가 요하다고 단되었을 

때 비로서 그 과학기술이 가장 요하다는 것이다. 핵심

과학기술을 탐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정 1: 특정 기간의 기값은 말뭉치 내의 문서 수

에 의해 정해진다.

과정 2: 모든 가능한 특정 기간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조합은 두 특정 기간이 연속 일 때만 유효하다. 특정 

기간은 겹칠 수 있다( : <1998～2000, 1999～2001>).

과정 3: 과정 2에서 나온 모든 조합 의 KL-di-

vergence를 계산하고 결과를 순 화한다.

과정 4: 과정 3에서 결정된 상  들 에서 핵심과

학기술들을 선택한다.

핵심과학기술들을 추출하면 정의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추출된 과학기술 간의 의미  연 계를 정의할 

수 있다. (만약 두 기술 A와 B가 서로 다른 기간에서 동

일한 문제 을 서로 다른 해결 방법에 의해 해결하 을 

경우, 기술 A는 기술 B로 발 하 다고 볼 수 있다).

4. 실험결과

본 연구의 평가과정에서는 음성 인식 도메인에서의 

과학기술 트 드를 찾기 한 시나리오를 디자인하여 

사용자가 TTD 시스템을 통한 효과 인 정보 획득 방

법에 해 검증하 다.

4.1 실험 설정

실험에서는 1976년부터 2003년까지의 음성 인식 도메

인 특허 1,420개를 사용하 고 컴퓨터 공 학원생 3

명이 400개 샘  데이터에 해 의미 핵심문구(즉, 문제

과 해결 방법)을 태깅하여 평가 집합을 만들었다. 샘  

데이터는 체 말뭉치 데이터 분포에 근거하여 선택하

고 최종 평가 집합은 각 특허마다 문제  혹은 해결 방

법 핵심문구에 해 태깅 되었는데 이는 2명 이상의 동

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체 400개 문서  78% (300개 

특허 문서)가 최종 평가 데이터(gold standard)로 결정

되었으며, 이는 334개의 문제  핵심문구와 311개 해결 

방법 핵심문구로 구성되어, 태스크 1의 평가 기 으로 

쓰 다. 태스크 2(핵심과학기술 탐지)의 평가는 태스크 1

처럼 엄 하지 않다. 많은 특정 기간 정보와 그 기간에 

속하여 있는 량의 문서들 때문에 태스크 1과 같이 엄

한 평가를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불가능하 다.

4.2 평가

태스크 1은 정확률과 재 률을 평가 방법으로 정하

고, 태스크 2에 해서는 탐지된 과학기술 트 드를 분

석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 다.

3.2 에서 제시한 혼합 언어 모델(mixture language 

model)에서 배경 언어 모델의 혼합 가 치는 λ=0.28로 

경험 으로 설정하 고, 기계학습기는 LIBSVM[18]을 

사용하 다. 문제 과 해결 방법 핵심문구 추출 태스크

는 3  검증(3-fold validation)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으며 매번 200개의 데이터로 SVM 분류기를 학습시

키고 100개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수행하 다. 매번 200

개 문서의 6,310개 정도의 후보 핵심문구가 학습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충분하 다. 평가방법은 R-

정확률(즉, 각 재 률 시 에서의 평균 정확률)을 사용

하 는데 이는 일반 으로 특허 문서에는 하나의 문제

과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만 다수의 문제 과 해결 방

법이 존재하는 특허 문서들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문제  핵심문구 추출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가정에 해 실험하 다; (1) 3.2.1장에서 제시한 언

어  단서들의 유용성; (2) 패턴 가 치가 SVM 분류기

에 주는 향. 표 4는 언어 모델을 한 음  모델과 두 

음  모델 2가지로 실험한 결과이다. 3.2.1장에 제시한 

것과 같이 희소성 문제가 두 음  모델을 이용한 결과

에 향을 미쳤으나 언어  단서들에 의해 결과가 많이 

보완되었다. 한 언어  패턴에 포함된 필드 정보(표 

1)도 결과 향상에 향을 주었으며. 패턴 가 치를 용

한 것이 용하지 않은 것보다 성능을 향상시켰다.

표 4 문제  핵심문구 추출 결과

자질 R-정확률

언어 모델
두 음  모델 0.38 (-34%)

한 음  모델 0.58 (0%)

언어 모델+

언어  단서

패턴가 치 미 용

(수식 6 용)
0.71 (+22%)

패턴가 치 용

(수식 6 용)
0.7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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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과학기술 트 드 탐지 결과 샘

특정 기간 1980-1983 1980-1982 1986-1987 1988-1989 1992-1996

과학기술

speech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speaker

verification 

pattern

matching

speech

recognition 

dynamic

programming

dynamic time

warping

dynamic time

warping

dynamic

programming

dynamic time

warping

특정 기간 1994-1996 1997-1998 1998-2001 1999-2000 2000

과학기술

speech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speaker

verification

language

recognition

hidden markov

model
language model

hidden markov

model
language model language model

해결 방법 핵심문구 추출은 3.2.2에서 제시한 자질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 다. 언어  패턴만 사용한 경우

와 다른 자질을 추가한 다음의 실험 결과는 표 5와 같

다. 표 5에 따르면 심어를 사용하 을 때의 결과가 가

장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분 해결 

방법 핵심문구가 심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

턴 가 치는 문제  추출 과정에서보다 유력하지 않았

지만 결과를 향상시켰으며 해결 방법과 문제  핵심문

구 간 거리 정보도 결과에 향을 주었다.

표 6에서 보면 문제  핵심문구 추출 모델이 “voice 

recognition”과 같은 넓은 의미의 문제 뿐만 아니라 

“reduce the storage space for the speech recog-

nition dictionary”과 같은 좁은 의미의 문제  핵심문구

도 추출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문제 들

은 무 구체 으로 표 되었기에 과학기술 트 드를 

표 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 한 “speech recog-

표 5 해결 방법 핵심문구 추출 결과

자질공간

(Feature Space)
R-정확률

언어  패턴 0.62 (0%)

+ 패턴 가 치

 (수식 7) 
0.66 (7%)

+ 11 심어(head words) 0.74 (19%)

+ 해결 방법과 문제

핵심문구간 거리
0.75 (21%)

표 6 의미 핵심문구 추출 샘

문제  핵심문구

speech recognition, pattern recognition, noise reduction, 

reduce storage space for speech recognition, , voice 

identification, speaker recognition, recognition error 

reduction

해결 방법 핵심문구

dynamic programming, vector quantization method, shared 

speech model, lattice-ladder filters, user-cued speech 

recognition, acoustic model, neural network,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

nition”이 말뭉치 내에서의 빈도수가 높아 결과가 

“speech recognition”에 치 되었다. 유사어(synonym) 

문제도 존재하는데 이는 두 문구가 표면 (surface) 

벨에서는 서로 다르게 쓰 지만 의미 으로 같은 경우

이다. 를 든다면 “speaker recognition”과 “voice iden-

tification”의 경우 의미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이 문제

는 WordNet의 유사어 정보로도 해결되기 어렵다.

해결 방법 추출 결과를 보면 “dynamic programm-

ing”, “hidden markov model”, “language model”과 

같은 명확한 해결 방법 핵심문구가 있는 반면에 다양한 

형식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의미 핵심문구 추출 결과에서 보면, 부분 오류는 시

스템이 무 서술형으로 표 된 문구들( : “transform 

the consistent message into electrical signal repre-

sentation and generate a likelihood score of recog-

nition”)을 추출하는 데서 발생되었다. 특히 해결 방법 

핵심문구는 서술형으로 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

이 실험한 결과에서 제 로 추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긴 

문구들은 무 구체 인 표 이기에 본 연구에서 과학

기술 트 드를 탐지하는데 요하지 않다고 단하여 

의미 핵심문구 추출 결과에는 과학기술 분석에 유용한 

짧은 문구들만을 포함시켰다.

태스크 2에서는 3.3 에서 제시한 4단계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 트 드가 탐지되었다. 실험에서 특정 기간의 

기값은 1년으로 하고 1,420개 특허로 비지도 학습 방

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표 7은 TTD 실험 결과 일

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7에서 보듯이 핵심과학기술이 “speech recog-

nition”이라는 문제 과 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999년부터 “speaker verification”이라는 새로운 문제

이 존재하기 시작하 음을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speech recognition” 해결 방법은 1980년의 “dynamic 

programming”에서 1990년 에는 “hidden markov 

model”과 “language model”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dynamic time warping “은 1980년  나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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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에 다시 흥행하 는데 이는 1992년에 “dyna-

mic time warping”방법론에 성능 향상에 필요한 새로

운 자질들이 추가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탐지하기 어려웠다.

5. 련 연구

특허 련 기존 연구는 특허 검색  분류 와 특허 

분석으로 나뉜다.

특허 검색 련 연구는 효과 으로 특허를 검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에서는 청구항 구조를 분석하

여 검색 태스크의 성능을 높 고 [13]에서는 단어 분포

를 이용하여 기술 검색 태스크 성능을 향상시켰고, [14]

에서는 bag-of-word 방법론을 용하여 특허 문서를 

분류, [15]에서는 인용정보 분석을 통해 특허 분류 시스

템 성능을 향상시켰다.

특허 분석 련 연구는 특허 문서 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여러 분야에 응용하는 것이다. [3]

에서는 시간에 따른 문구 빈도수의 변화를 Shape 

Query Language로 표 함으로써 특허 말뭉치에서 기술 

트 드를 가시화시켰고, [6]에서는 계층  클러스터링

(hierarchical clustering) 기법[10]으로 클러스터링된 특

허 문서에서 신생의 개념을 추출하 다. [7]에서는 특허

망을 구축하여 기술의 발 으로 탐지하 고, [8]에서는 

특허 지도(patent map)를 만들어 신생 과학기술을 탐지

하여 가시화시켰고, [9]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화를 탐지하

으며, [5]는 특허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의 진보를 의

미 으로 보여 으로써 사용자에게 편리를 주었다. [16]

에서는 수사학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용하여 청구

항을 쉽게 읽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17]에서는 여러 

조직의 기술정보 보 에 한 연구를 시도하 다.

6. 결 론

특허 문서에서의 과학기술 트 드 탐지는 최근 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 검색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문서 내에서 과학기술을 나타내는 문제  핵심문

구와 해결 방법 핵심문구를 추출하고 과학기술 간의 의

미  연 계를 통해 과학기술 트 드를 자동으로 탐

지하는 TTD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주요한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시스템을 검

증하기 해 실행된 실험에서는 의미 핵심문구 추출 태

스크에 해 엄 한 평가를 진행하 으며 그 결과에 근

거하여 음성 인식 분야에서 의미 있는 과학기술 트 드

를 볼 수 있었다. 비록 실험에서는 도메인을 음성 인식 

분야 한 가지로 지정하여 진행하 지만 의미 핵심문구 

추출에 사용한 자질들은 다른 과학기술 도메인에서 

용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로 4.2 에서 언 한 유사어 문제 해결과 태

스크 2의 평가 방법 보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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