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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군은 각 무기체계별로 미군/NATO 술데이터링크  한국형 술데이터링크 구축을 통해 합동 
 연합 NCW 수행능력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술데이터링크에 해 

고찰한 후 술데이터링크의 한국군 미래 무기체계 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의 쟁수행 개념은 보다 더 나은 상황인식을 

통한 정보우 를 기반으로 쟁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심

작 (NCW : 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빠르게 진화

하고 있다. 술데이터링크(TDL : Tactical Data Link)는 

네트워크 심작 을 수행하기 한 핵심수단으로 투 

역 내에서 우군 력들을 효과 으로 연결하여, 상황에 

한 정보를 최 한 공유함으로써 모든 차원의 군사작 에

서 효과 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이로 인하여 작 수행 속도를 증가시켜 정보우 를 확

보하여 결과 으로 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술데이터링크에 해 살펴본 후 한국

군 미래 무기체계에 술데이터링크를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2. 술데이터링크 일반

   

2.1 술데이터링크 정의

  미 국방부 합참 군사용어집에서 술데이터링크는 디지

털 정보 송에 합한 표 화된 통신링크이며, 술정보 

교환을 해 하나 이상의 통신구조와 통신매체를 경유하

여 2개 이상의 지휘통신체계 는 무기체계와의 인터페이

스를 갖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한국 합참 군사용어해설에

서 술데이터링크는 장 리체계와 무기체계간 술정

보 교환을 해 지휘통제체계와 무기체계를 연동하는 실

시간 디지털통신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술데이터링크는 감시체계-지휘통제체계-타격

체계를 상호 연동시켜 상황인식· 평가·지휘결심·교 통

제 등과 같은 술작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실시

간  근실시간 교환을 해 사용되는 디지털화된 술네

트워크 통신체계라고 할 수 있다.

2.2 술데이터링크 구성

  술데이터링크는 체계 의존형(System Dependent 

Type)과 체계 독립형((System Independent Type)으로 구

분된다. 체계 의존형 술데이터링크는 Link-11, Link-16, 

Link-22와 같이 데이터링크 내부에 수단(매개체)이 

고정되어 결합된 체계로 항공기, 함정과 같이 정형화된 

랫폼에 탑재되는 술데이터링크 유형을 지칭한다.

  반면 체계 독립형 술데이터링크는 데이터링크 내부에 

수단(매개체)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 환경 는 

랫폼에 따라 유연하게 결합 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

로써 VMF(Variable Message Format)가 해당한다.

2.3 술데이터링크 종류  특징

  술데이터링크를 기부터 도입한 국가들로는 미국  

NATO 등이 있으며 주요 술데이터링크의 종류  특징

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술데이터링크 종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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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술데이터링크 개발동향

  미군과 NATO는 연합작  시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하여 기존 구형 술데이터링크 기능을 통합

한 Link-16과 해군에서 사용하는 Link-11의 성능개선을 

해 Link-22를 개발하 다. 향후 미군과 NATO는 

Link-16과 Link-22를 심으로 연합작 을 수행할 것으로 

상된다. 한, 미 육군은 VMF를 개발하여 지상군 술

데이터링크 표 으로 운용하고 있다.

  각국의 술데이터링크 운용 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와 같다.

<표 2> 각국 술데이터링크 운용 황

2.5 한국군 술데이터링크 용 황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8  무기체계는 한국형 술

데이터링크인 Link-K, KVMF, ISDL과 미군/NATO 술

데이터링크인 Link-11, Link-16을 각 군별 작 운용 환경 

특성에 맞게 무기체계에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은 90년  술데이터링크를 구축하여 다년

간의 운용을 통한 경험을 축척하고 있으며, 지상군은 2010

년부터 KVMF 술데이터링크를 각 무기체계에 탑재하기 

해 체계개발 사업을 수행 에 있다. 한국군의 주요 무

기체계별로 술데이터링크를 운용 이거나 구축  는 

구축 정인 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한국군 무기체계별 술데이터링크 용 황/계획

구 분
한국형 TDL 미군/NATO TDL

Link-K KVMF ISDL Link-16 Link-11

지휘통제 ○ △ ○ ○ ○

감시정찰 △ ○ ○ ○

기동 △

함정 ○ ○ ○ ○

항공 ○ △ ○ ○

화력 △

방호 △

*범례 : △ 구축예정, ○ 구축 운용 중(구축 중)

3. 술데이터링크의 한국군 미래 무기체계 용 방안

   

3.1 한국군 다종 TDL 운용 배경

  한국군에서 다종 술데이터링크를 운용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군의 쟁수행은 한·미 연합작 을 기반으로 

북한의 공격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군이 지원

하는 다양한 술데이터링크와의 연동능력 확보는 필수

이다.

(그림 1) 한·미간 술데이터링크 연동

  둘째, 한국군의 무기체계는 상당수 국외 도입하고 있어 

선진국 술데이터링크와의 연동은 불가피한 실이다.

(그림 2) 한국군 국외 도입 무기체계

  셋째, 술데이터링크 수명주기 도래에 따른 교체 시

에서 다양한 술데이터링크의 동시 운용이 발생하여 다

종 술데이터링크의 운용을 피할 수 없다.

(그림 3) 기술진화에 따른 술데이터링크 교체 사례

3.2 미래 무기체계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한국군에서 미래에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매우 다

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무기체계에 

한 합리 인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을 선정하기 

해 인터넷, 문헌자료 등을 토 로 한국군 미래 무기체계를 

지상, 해상  공 의 일부 무기체계 만을 상으로 선정

한 후, 선정된 무기체계별 운 개념 심의 임무 분석을 

통해 NCW 개념 구 을 한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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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 다. 무기체계 임무 분석 방법으로는 작 임무

(기본임무, 부가임무)와 작 형태(단독작 , 동작 , 합

동작 , 연합작 )를 고려한 후 작 임무수행능력 극 화

를 한 술데이터링크를 구성 방안을 제시하 다.

3.2.1 지상 무기체계

  한민국 육군이 운용 정인 미래 무기체계에는 ◯◯헬

기와 △△헬기를 고려할 수 있다. ◯◯헬기의 작 임무는 

정찰, 근 항공지원 등 지상작 과 해상특작부  격멸, 상

륙작  등 해상작 지원을 수행한다. 작 형태는 동작

, 합동작   연합작 을 수행한다. 이에 따른 ◯◯헬

기의 술데이터링크는 아래의 표와 같이 Link-K  

KVMF를 탑재하면 된다.

<표 4> ◯◯헬기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헬기는 정찰, 인원/물자수송 등 지상작 과 상륙작

 지원 등 해상작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른 △

△헬기의 술데이터링크는 아래의 표와 같이 Link-K  

KVMF를 탑재하면 된다.

<표 5> △△헬기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3.2.2 해상 무기체계

  한민국 해군이 운용 정인 미래 무기체계에는 ◯◯ 

구축함, △△  잠수함, □□ 이착륙 투기  ●●공격헬기

를 고려할 수 있다. ◯◯ 구축함의 작 임무는 해상작 , 

탄도탄 방어,  핵심시설 타격  함포지원 등 지상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른 ◯◯ 구축함의 술데이

터링크는 아래의 표와 같이 Link-K과 Link-16  

Link-22를 탑재하여 동작 , 합동작   연합작 을 

수행하면 된다.

<표 6> ◯◯ 구축함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  잠수함은 함 , 잠 , 기뢰부설 등 해상작 과 

 핵심시설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른 △△  잠수

함의 술데이터링크는 아래의 표와 같이 Link-K  

Link-22를 탑재하면 된다.

<표 7> △△ 잠수함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 이착륙 투기는 해상작 , 공 작 ,  핵심시설 

타격 임무와 근 항공지원 등 지상작 지원 임무를 수행

한다. 이에 따른 □□ 이착륙 투기의 술데이터링크는 

아래의 표와 같이 Link-K  Link-22를 탑재하면 된다.

<표 8> □□ 이착륙 투기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공격헬기는 상륙작 , 해상특작부  격멸 등 해상작

과 근 항공지원 등 지상작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

에 따른 ●●기동헬기의 술데이터링크는 아래의 표와 

같이 Link-K  KVMF를 탑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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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격헬기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3.2.2 공  무기체계

  한민국 공군이 운용 정인 미래 무기체계에는 ◯◯ 

투기  △△조기경보통제기를 고려할 수 있다. ◯◯

투기는 공 작 , 지상작 지원(근 항공지원)  해상작

지원(상륙작 , 근 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

른 ◯◯ 투기의 술데이터링크는 아래의 표와 같이 

Link-K 는 Link-16를 탑재하여 동작 , 합동작   

연합작 을 수행하면 된다.

<표 10> ◯◯ 투기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조기경보통제기는 공  정찰  감시, 투기 지휘

통제  탄도탄 방어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른 △

△조기경보통제기의의 술데이터링크는 아래의 표와 같

이 Link-K, Link-16  Link-22를 탑재하면 된다.

<표 11> △△조기경보통제기 술데이터링크 용 방안

4. 결론

   

  한국군은 각 무기체계별로 미군/NATO 술데이터링크 

 한국형 술데이터링크 구축을 통해 합동  연합 

NCW 수행능력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술데이터링크에 해 고찰한 후 술데

이터링크의 한국군 미래 무기체계 용 방안을 미래 무기

체계을 상으로 선정한 후, 선정된 무기체계별 임무 분석

을 통해 NCW 개념 구 을 한 술데이터링크 용 방

안을 무기체계 임무 분석을 토 로 도출하 다. 무기체계 

임무 분석 방법으로는 작 임무(기본임무, 부가임무)와 작

형태(단독작 , 동작 , 합동작 , 연합작 )를 고려하

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으로 향후 한국군 미래 무기체계간 

동/합동작   연합작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한국군 작 임무 수행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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