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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전술데이터링크 기술동향
분석방법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Method of Technology Trend on Tactical 
Data Link Using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노 기 섭*

Giseop Noh*

요 약 전술데이터링크는 전장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군용 데이터 네트워크이다. 한국군은 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상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술데이터링크는 다양한 플랫폼, 센서 데이터 및 지휘통제 체계와의 연동이 필수적

이므로 연관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술데이터링크는 군 운영 특성상 다양한 기술정보가 공개되

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데이터링크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자

동화 분석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전처리하며, 시계열에 따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특허 기술정보의 기관별 현황을 종합하고 핵심 연구자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식별 과정을 제

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데이터기반 기술동향, 지식재산, 네트워크 분석, 특허기관 분석, 전술데이터링크

Abstract The tactical data link is a military data network to improve the ability to recognize battlefield 
situations. The ROK military is promoting the tactical data link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s. Tactical 
data link is essential to combine and integrate various platforms, sensor data, and command and control (C2) 
systems. Therefore, the research on related technical fields is required. However, the tactical data link has not 
disclosed detailed technical inform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per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data-based automated analysis methodolog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trend of tactical data link. In this paper, data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s automatically collected and 
pre-processed, and analyzed in terms of time series.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each institution of patent 
technology information was generated, and the process of identifying key-researchers through network analysis 
was presented with providing results of our approach in this paper.

Key words : Data-driven Technology Trend,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Analysis, Patent Agency Analysis, 
Tactical data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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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기술

들은 Data, Network, AI, and security (DNAs)를 기반

으로 3초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방

분야도 DNAs 기반의 다양한 센서 및 플랫폼이 등장하

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1, 2].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Link-16 전술데이터링크 (이

하 Link-16)를 활용하고 있다. Link-16은 전장상황 인

식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군사전술자료 교환 네트워

크로서 적군 탐지, 공격목표 지정, 교전·통제명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임무성공률 향상에 기여하는 네트

워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육.해.공.우주의 전력 자산을 연결하

여 전장상황 인식능력을 높이고 현존전력을 극대화하

는 Link-16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3]. 구체적인 성

능개량 내용으로 Crypto Modernization (CM)은

Link-16 암호 메시지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고, Frequency Remapping (FR)은 민간 항공 교통량

증가로 인해 Link-16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 일부

를 재조정 작업이이며, Enhanced Throughput (ET)은

Link-16의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작업이다 [4].

Link-16 성능개량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9개 전력 (F-15K, FA-50, 조기경보통제기 (E-737), 이

지스함 (KDX-III 등)을 대상으로 전술자료교환, 적 탐

지, 목표지정, 교전통제 등 연합/합동 능력을 극대화하

기 위한 사업이다 [5].

Link-16 시스템은 다양한 전력 플랫폼이 지휘통제

(C2: Command & Control)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

어야 한다. 기존에 운영하거나 향후 전력화가 예정된

다양한 시스템 (Link-K, Link-11/22, JREAP 등) 및 각

군의 C2 기반체계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연동이 중

요하다.

Link-16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성능분석 [6-9]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주요 연구 동향은 정부 보고서 또는

軍을 중심으로 한 자체/용역 연구 보고서가 대부분이

다. Link-16 성능개량과 관련하여 기술이 중요하며 다

양한 연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Link-16의 특성상 다양한 기

술정보가 공개적으로 공유되지 못해 관련분야 연구 흐

름과 동향이 정확히 분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Link-16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

터를 수집 및 분석을 자동화하는 시스템과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정

보들 중에서 가장 정형화가 잘 되어있는 정보이며 기술

의 독창성과 연관성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

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

문에서는 지식재산 유형 중에서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Link-16의 관련

지식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자동화 절차, 시계열에 따른

연관 지식의 변화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자 그

룹 추출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1) 연합암호장비로

분류되어 기술자료 접근이 어려운 Link-16 연구 경향

을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시

한다. 2) Link-16 연관 지식재산 키워드 추출 – 검색

–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을 자동화하는 알고리즘을 구현

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3) 특정 분야의 데이터기반 연

구동향 분석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분야에 대한 동

향 분석의 기반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Link-16 연

구동향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지

식재산 기반으로 Link-16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데이

터 수집 및 전처리를 수행한다. 4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을 기반으로 기술동향을 추출하고 5장에서 주요 이수에

대하여 토론한다. 본 논문의 결론은 6장에서 맺는다.

Ⅱ. 관련 연구

Link-16은 유선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무선망을 활용하는 네트워크이므로 메시지 형태와 통

신 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특성 때문에

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달거리, 처리량과 관련된 성

능 분석, 그리고 재밍 환경에서 항재밍 능력을 분석하

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Link-16의 운영 및 기술적 특성은 Northrop

Grumman에 의해 작성된 [10]에 의해 정리되었다.

Link-16 성능 분석은 [6, 11, 12]에 의해 제시되었다.

Link-16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7]에서 수행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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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Link-16의 연동메시지는 [8]에서 연구되었다.

김한동 등은 Link-16을 포함한 한국군 전술데이터링

크 기술 표준화 동향 연구를 통해 초기 기술동향을 제

시하였으며 [13], 정상래 등은 Network Centric

Warfare (NCW) 개념을 중심으로 전술데이터링크 기술

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14, 15]. 대한민국 합참은

전술데이터링크 기술동향을 설명하면서 데이터링크 발

전방안으로 다중 데이터링크 통합기술, 3차원 전술상황

전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9]. 그러나 그간의

기술동향 연구는 연관 기술에 대한 수집을 통한 분류,

비교 등에 기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분석과는 차이점이 있다.

Ⅲ.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1. 타겟 데이터 선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Link-16 기술동향 분석 방법

은 데이터 입력에 기반하여 연구동향을 자동화 분석하

는 것이다.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논문,

언론기사, 지식재산 등 다양한 정보 형태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데이터로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다.

지식재산은 사람에 의해 생성된 기술정보를 공개하

는 제도적 공공정보로써 상표, 디자인, 특허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의 유형 중 특허

를 타겟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며 출원하기 이전에 알려진 기술이 아닌 진보성

을 갖춘 정보를 의미한다. 지식재산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새로운

지식정보로써 가치를 인정받게 되므로 새로운 기술 동

향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해 지식재산 (특허)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관

련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

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연구 동향 정보는 발명자, 기

관정보, 시간정보, 내용, 기술분류 등이 있다 그림 1은

KIPRIS 화면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1. 특허검색시스템(KIPRIS)를 이용한 특허검색
Figure. 1 Patent search using KIPRIS

2. 특허정보 수집 및 전처리

지식재산 중 특허는 하나의 정보집합  정의하며 

는 유한개의 특허 로 구성되며 다음 수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로부터 관심있는 로 구성된 부분집합을 추출하

기 위해서는 검색시스템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 (KIPRIS)’

시스템을 로 활용한다. 단, 에 대입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라도 무방하다 (수식 (2) 참조).

 ∈  where, K stands for

KIPRIS in this paper
(2)

데이터 기반 정보검색을 정형화하기 위한 에 대한

입력은 로 한다. 에 대한 입력 개수 (cardinality)는

1개 이상으로 하며 수식 (3)과 같다.

 =        , where

 ≥ 
(3)

의 원소는 순수 민간 기술로 구성된 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Link-16과 관련된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점에서 Noise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방 분야만의 특

성을 반영하는 별도 집합을 구성하는 결과내 재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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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집합   (4)와 같이 추가 구성한다.

  = 
     

, where  ≥ ∧  ⊆
(4)

집합 를 구성하는 방식은 자동 혹은 수기에 의한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 판단에

의해  및 를 구성하며,  (i.e., KIPRIS)를 통해

자동화하여 수집하는  연관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

다.

표 1. Link-16 특허정보 수집 관련 정보
Table 1. The information for gathering patent information
of Link-16

Category Descriptions

 Strategic, Data Link, Military, LVC, Link

 Strategic, Military, LVC

Information
from 

Title, Patent No, Applicant, Application
Date, Inventors, Assignee, Summary

자동 방식은 최초 키워드를 기반으로 논문검색 엔

진 등을 활용하여 키워드를 재귀적 (recursive)으로 탐

색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자동화된 

구성 방식은 본 논문의 향후 연구로 남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정보 수집 및 전처리를 위해

Python을 이용하여 크롤러 (crawler)를 구현하였으며

주요 패키지는 BeautifulSoup, Requests를 활용하였다.

를 에 적용한 결과 73,397개의 연관 특허를 리턴 하

였다. Noise 데이터를 제거하고 Link-16 연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상위 9,000 연관 특허에 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476개의 Link-16 연관 특허를 최종 추출하

였다. Link-16 특허정보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Ⅳ.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동향분석

자동화

Algorithm1. Data Crawling and Preprocessing

1: Select  , Result←∅, Set  and  

2: Set limit ← 9,000, num ← 0
3: Apply  to 
4: while True:

5: temp ← parse  information

6: if one of  in temp.Title
7: append temp into Result
8: num += 1
9: if num > limit
10: break
11: Return Result

그림 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절차
Figure 2. The procedure of data crawling and

preprocessing.

Ⅲ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부 정보에 접

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Link-16의 기술동향을 파

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시계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

행한다.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정보로는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Python 시각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tplotlib 및 Pandas 패키지를 이용하

여 분석 도구를 구현하였다.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시

계열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와 같이

Link-16과 관련된 특허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관련된 특허는 2009년 이후

특허가 등록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를 적용한 전체 전술데이터링크와 연관특허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0.1건이 출원되었으며

최대 39건이 출원되었다.  를 적용하여 산출한 군

관련 특허는 약 10년 이후인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나

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연평균 2.4건, 최대 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는 민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지

속되다가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군과 직접 관련되

는 기술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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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ink-16 연관 특허시계열분석결과 (상: 전체, 하:
군 관련)

Figure. 3 The results of time series analysis of Link-16
related patents (upper: combined, lower: military
only)

Link-16 연관 기술동향 파악을 위해 기관별 분석기

능을 추가로 구현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술은 국

방과학연구소 (57.7%)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Link-16 연관 특허기술 기관별 현황
Figure. 4 Current agency status of Link-16 related
technologies

Link-16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은

연관특허 발명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

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특허에 속한 발명자는 서로 간

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발명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림 5에서 Clauset–Newman-Moore

greedy modularity maximization [16]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커뮤니티를 추출한 결과 16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추출되었으며, 가장 큰 하위 네트워크는 16개 노드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Betweenness

Centrality를 이용하여 Link-16의 연관기술 핵심 관련

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하

여 시각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현 가능하다.

그림 5. Link-16 연관 특허 발명자 네트워크
Figure. 5 Inventors network related Link-16 related patents

Ⅴ. 토 론

본 논문에서는 보안 등의 이유로 정확한 기술 데이

터, 논문 등 관련 정보에 접근이 제한되는 분야에 대하

여 지식재산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방법론

을 제시하였다. Link-16의 기술동향 분석을 위해 특정

검색엔진 (KIPRIS)를 사용하여 시계열분석, 기관별 분

석, 핵심연구자를 자동화 하여 분석하는 접근법을 선택

하였다. 특정 기술분야 검색을 위한 키워드 생성은 전

문가(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자동화

도구의 구현이 필요하다. 시계열 분석의 경우 양적인

변화가 특정 주제에 대한 질적 변화와 정확히 연관지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적

변화를 통한 연구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

다. 시계열 이외의 기계학습 적용을 통한 추가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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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석을 통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17]. 본

연구의 제약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개별 기술에

대한 특성을 세부적으로 서술할 수 없는 점이지만, 과

거의 기술동향 연구결과 (논문, 보고서)와는 다른 관점

에서 자동화된 양적/수치적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존재한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안 등의 이유로 기술 정보에 접근

이 제한되는 전술데이터링크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 (특허)는 다른 정보와

비교하여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기술정보로서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다. 특허

를 데이터기반 자동화 도구로 구현하여 시계열 분석,

연구기관 분석, 연관기술 핵심 관련자 추출 과정을 설

명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토론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개선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확장 가능

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자동화 추출, 네

트워크 기반의 시계열 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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