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융합
분야

기/술/개/요
제품의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된 특허DB로부터 검색된 결과물에 대하여 제품 기능별 세분화 분석(DNA
분석), 기업 분석, 트렌드(기능의 변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DNA 분석 모듈은 해당 기능이 적용된 이
종 제품 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적용 분야 탐색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임

기존 기술의 문제점
1

특허 검색식을 구성하는 검색 연산자의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움
∙ 검색 결과에서 유효 특허 누락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음

2

통계∙분석 업무 시 특허 분류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특허를 일일이 열람하여 분석 후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기술 내용 및 차별성

기술 내용

차별성

특허로부터 제품의 기능과 기술을 탐색하여 이종 제품 등의 새로운 적용 분야를 도출함

기술 내용
• 특허 명세서에서 핵심 문장을 추출하고, 제품의
기능과 기술로 구분하여 DB 구축
- 문장의 변환은 의존 구문 분석(의존 파서) 및 참조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함

• 제품 기반으로 등록특허 검색
- 제품 기능에 차별성이 있어 등록된 특허만 list-up

• 검색된 특허에 대하여 제품 기능별 세분화 분석
(DNA 분석), 기업 분석, 트렌드 분석 결과 제공

차별성
• 기능별 새로운 적용 분야 탐색 가능
- 제품 기능별 세분화 분석(DNA분석) 결과로부터 해당 기
능이 적용 될 수 있는 이종 제품 검색 기능 제공

• 쉬우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특허 검색 가능
-

입력 검색어와 유사한 검색어가 자동으로 확장되어 검
색됨

• 특허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통계∙분석
업무 시 시간이 단축됨

주요기술구성 및 구현방법
주요기술구성
DNA분석
제품 기능별 세분화 분석,
이종 제품 검색

검색 DB

검색 기능

기업 분석

특허를 제품 기능별로
분류하여 DB구축

제품 기반 기술 검색
기능

기업간 공통 제품 분석,
기업 개별 제품 분석

트렌드 분석
제품 기능의 트렌드 분석

구현방법
① 미국등록특허 기반 검색 DB 구축
- 특허 내용 중 중요 세그먼트 추출 후 의존 파서 및 참조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변환하여 DB 구축

② 제품 검색 : CPC, Subject, Action, Object 등의 필터 적용 가능, 검색어 자동 확장 기능
③ 검색 결과 선택 : 검색 결과 중 분석을 원하는 제품 선택
④ 분석 기능 선택 : DNA 분석, 기업 분석, 트렌드 분석 선택 실행

기술 시장 동향

기술 동향
∙ 시대별 특허 검색 기술 발전 형태
과거

현재

미래

다양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 기업 전략 수립

단순 특허 검색 위주

입체적 자료를 통한 연계 검색
& 미래 시장 예측 분석

∙ 국내 공공/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술 동향

시장 동향
∙ 2014년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 총 4조 8,556억 원
- 산업재산권 관련 매출액 : 약 1조 7,913억 원
- 저작권 관련 매출액 : 약 3조 642억 원
- 기업당 평균 매출액 : 9억 9,438만 원
-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 7.4억 원, 전체 30.4% 비중
∙ 정부의 지식재산 공유∙시장 활용 증진
- 2012~2016년 간 총 1조 6,921억 원 예산 투입
*출처 : 2017년도 정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추가기술정보

기술활용분야 및 권리현황

기술활용분야
기술 수요처

적용처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업체

기보유 특허검색 DB의 기능 확장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테마 탐색

중소벤처, 중견, 대기업

신 사업 영역 탐색

벤처 캐피탈, 금융기관

기업분석/평가

기술중개기관, 기술평가기관,
컨설팅기업

기술 수요기업 탐색
기업 수요기술 탐색
특허/제품 분석

기술분류

정보 융합

관련과제
정보

-

시장전망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 지식재
산서비스 시장의 계속적 성장이 전망
됨
고병열 실장
(기술인텔리전스연구실)
02-3299-6039
hlee@kisti.re.kr

권리현황

기술문의

- 국내등록특허 1건
발명의 명칭
특허문서 분류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비고

101521862

-

한만호 실장(기획부/성과확산실)
042-869-0945
mhh7535@kisti.re.kr
김성은 과장(㈜SYP/기술사업화)
02-563-9607
se.kim@syp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