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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육군은 합동개념과 연계하여 지상전장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반통신체계로서 TICN을 도입하였

다. TICN을 이용하여 전송속도의 향상 및 통달거리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시체계로부터 타격체계까지 실시간 혹은 근

실시간으로 정보 유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TICN은 전장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우발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장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른 통신 제한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Study of consideration for future tactical communication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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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my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terrestrial warfare in conjunction with the Joint Concept and has introduced

TICN as the base communication system to support it. TICN has been used to improve the transmission speed and to

increase the coverage distance. Through this, TICN is making efforts to create network-centered operation environment so

that information can be distributed in real time or near real time from the monitoring system to the hitting system.

However, TICN is not enough to overcome the network limitations that may arise from various contingencies in battlefield

situa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limitations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s that can

occur in the battlefield situation and studied the considerations to overcom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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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전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 전투

요소간 고도의 상호운용성과 실시간의 작전속도가 요

구되는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합참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 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중심의 동시ㆍ통합작전’을 기

본개념으로 정하면서 한국적 NCOE(Net-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 :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

의 개념을 ‘전장의 제 전투 요소들을 네트워킹 하여

전장상황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중심의 동시ㆍ통합작전

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전투력 승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작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1].

(그림 1) 한국적 NCOE 개념 체계도[1]

이에 따라 육군은 합동개념과 연계하여 지상전장개

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상전장 기본개념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동시ㆍ통합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고, 지상전장운영체계는 이를 토대로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 정보,

감시, 정찰), 지휘통제, 화력, 기동, 방호, 지속지원의 6

가지 전장 기능으로 분류하여 발전시켰다. 이를 지원

하기 위해 육군은 기반통신체계로서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전술정보통신

체계)을 도입하여 전송속도의 향상 및 통달거리 확대

등을 통해 감시체계로부터 타격체계까지 실시간 혹은

근실시간으로 정보 유통이 가능토록 NCOE 조성에

힘쓰고 있다[2,3,4].

그러나 TICN은 전장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우발상

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제한사

항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기반통

신장비 파괴시, 그리고 부대 이동시 지휘통제체계 운

용이 제한될 뿐 만 아니라 감시체계의 지휘관계 변경

시 정보전송 제한으로 전장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

다. NCOE 조성을 위하여 전장상황을 실시간 혹은 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간단없는 지휘통제체

계 운용 및 감시체계 정보 유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는 차선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TICN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정보유통량 및 부대

규모와 관련된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5]에서는

증강현실 기반의 소부대 야외 전술훈련 체계 도입을

제시하여 TICN 체계 정보유통능력 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6]에서는 군단급부터 연대급까지 제대별

정보교환 요구량을 산출하여 전투지휘훈련 간 소요되

는 요구량을 산출한 후 전술통신 시스템을 설계하였

으며, [7]에서는 대대급 이하 제대 내 데이터 유통을

위해 필요한 요구대역폭을 분석하여 미래 전투지휘체

계의 데이터 경량화 설계방향을 제시하였다. [8]에서

는 합동상륙작전 시나리오, 전술통신 준칙, TICN 요

구능력을 연계시킨 프로세스와 관계도를 활용하여 차

기 TICN 능력을 도출하였으며, [9]에서는 TICN의 구

성체계별로 필요한 능력 요소 또는 소요기술을 도출

하였다. 또한 적 EA(Electronic Attack : 전자 공격)를

고려한 TICN 발전 방향을 제시한 연구[10]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TICN이 야전에 도입된 이후 훈련시

발생한 우발상황이나 작전운용간 발생가능한 우발상

황을 반영하여 미래 전술통신체계 개발간 필요한 기

술을 도출한 연구사례는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장상황 하 TICN 체계 운용 간 발생 가능한 제한사

항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소요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작전운용간 발생가능한 전술통신체계

제한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3장에서는 전술통신체

계 제한상황 해결을 위한 전술통신체계 개발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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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전운용간 발생가능한

전술통신체계 제한사항

전시에는 ISR, 지휘통제, 화력 등 여러 전장기능들

이 작전환경 속에서 상호 연계되어 운용된다. 이들을

통합하고 상호 연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술통신체계

의 운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작전 수행 간 전술통신

체계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무기체계들의 상호 연계

가 끊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크게 3가지로 구

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기반통신장비 파괴시 제한사항

첫째, 부대통신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반통신장비

인 LCTR(Low Capacity Trunk Radio : 소용량 무선

전송 체계) 또는 HCTR(High Capacity Trunk Radio

: 대용량 무선전송 체계)이 파괴되었을 경우 지휘통제

체계 운용에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전술통신장비가 파

괴된 부대는 해당 부대 내에서의 지휘통제체계 운용

은 가능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형부대통

신소에서는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을 통해서

B2CS(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 이

하 전투지휘체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중‧대형 부대

통신소는 지휘소 내의 LAN 환경에서 정보유통이 가

능하다. 그러나 장비를 추가 보급 받아서 전술망을 복

구할 때까지는 해당 부대에서 외부로의 정보전송이나

외부에서 해당 부대로의 정보전송은 불가능해진다.

(그림 2) 소형부대통신소 LCTR 파괴시

소형부대통신소의 B2CS 연동서버는 중형부대통신

소의 ATCIS(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쉘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정보전송이 제한되는 동안 부대 내에서 유통

되는 정보들은 일부는 통제단말기에 누적되고 일부는

정보 저장의 문제로 삭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형부대통신소의 장비가 파괴된 경우 해당 통신소

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부대의 지휘통제체계 운용에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대들이 최전방 접적부대

인 경우에는 작전 및 작전지속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대통신소에 전술통신장

비가 보급되어 네트워크를 복구한 이후 또는 접속하

고 있던 부대들이 다른 통신소에 접속 전환을 할 때

까지는 지휘통제체계의 운용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접속 전환하지 않고 부대통신소에 장비

가 보급되어 네트워크 복구 이후에 정상 운용될 경우

에는 누적된 정보유통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노드통신소의 장비가 파괴되어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휘통제체계 운용에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노드통신소 장비가 파괴되어 임무수행이 제

한된다면 해당 노드통신소가 지원하는 부대들의 지휘

통제체계의 통합운용이 제한된다. 이는 첫 번째 상황

에서 다중링크를 지원하는 부대통신소의 LCTR이 파

괴된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노

드통신소가 추가 전개할 때까지 또는 접속하고 있던

부대들이 인근의 다른 통신소에 접속할 때까지 외부

와의 지휘통제체계 정보유통은 단절되며 접속이 전환

된 이후 정보의 동기화를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 일시

에 다량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그림 3에서 노드

통신소 파괴시 발생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 운용의

제한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노드통신소 파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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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대이동시 제한사항

작전상황에 따라 부대가 이동하고 있을 때 지형에

따른 난청지역이 발생하거나 전술통신장비의 통달거

리 범위를 벗어날 경우 지휘통제체계 운용이 제한된

다.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부대들은 수시로 이동을 하

게 된다. 대대는 이동 간 상급부대인 연대 그리고 하

급부대인 중대와 지휘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전투무선망을 보유하고 있다. 전투무선망의 운용을

분석해보면 전투무선망 장비로 TMMR을 이용하게

되는데 TMMR의 여러 가지 웨이브폼 중에서 지휘통

제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WNW(Wideband

Networking Waveform : 광대역 네트워킹 웨이

브폼)웨이브폼을 사용해야 한다. WNW 웨이브폼은

통달거리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휴대용 무전기 통달

거리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고, LOS(Line Of

Sight : 가시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병부

대의 경우 도보로 부대이동시 생존성 보장을 위해 산

악지역에 있는 전술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WNW 웨이브폼의 LOS 보장이 매우 제한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화부대의 경우에는

보병부대와 달리 주요 도로를 이용하여 부대이동을

하지만 이동속도가 빠르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수

십 Km로 상당히 멀 뿐만 아니라 선두제대와 후미제

대의 이격거리가 수Km 이상 발생한다. 또한 종격실

도로 및 산악으로 인하여 LOS 확보가 되지 않는 구

간이 자주 발생하며 TMMR의 밀집도가 낮아서

WNW 망을 통한 B2CS 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그림 4) 기계화부대 이동시 제한사항

2.3 지휘관계 변경시 제한사항

사단 및 군단 UAV(Unmanned Aerial Vehiche

: 무인 항공기)를 제외한 대다수의 전장감시체계 장

비의 정보전송수단은 TMMR이 될 것이다. TMMR의

전투무선망은 특정제대 단위 네트워크로 A부대와 B

부대의 웨이브폼 및 도약정보가 다르다. 따라서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 열상감시장

비), GSR(Ground Surveillance Radar : 지상감시

레이더) 등 전장감시체계가 A부대에서 B부대로 지휘

관계가 변경이 될 경우 해당 부대의 TMMR 도약정

보를 주입해야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지

휘관계 변경이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약정

보 또한 미리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

지 않으나 계획된 지휘관계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제

한사항이 발생한다. 지휘관계가 변경된 경우 새로 전

장감시체계를 지휘하게 되는 B부대의 담당자가 장비

운용 관련 정보를 해당 전장감시체계 진지에 가서 직

접 입력을 하거나 전장감시체계 운용자가 TMMR을

들고 B부대 지휘소로 이동하여 장비운용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진지로 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어

느 경우든 정보가 주입된 이후에 B부대로 정보전송이

가능해지므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전장정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5에서는 전선조정에 따라

TOD의 지휘관계가 A부대에서 B부대로 변경되어 이

동하는 모습에 대해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5) TOD 지휘관계 변경시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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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술통신체계 제한사항 해결을

위한 전술통신체계 개발시 고려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 전술통신체계운용

간 발생 가능한 제한사항으로는 기반통신장비 파괴시

와 부대이동시 지휘통제체계 운용 제한, 지휘관계 변

경시 전장정보 공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중중계 통신체계를 도입하여 기존 전술통신체계의

백업망 혹은 필요시 지원가능한 통신체계로 운용하여

야 한다. 이와 함께 동적 네트워크 접속 유지 기술이

함께 도입되어야 지휘관계 변경에 따른 제약 없이 정

보유통이 가능할 것이다.

부대통신소의 LCTR, HCTR 파괴 혹은 고장시 각

부대의 기반통신망을 백업할 수 있는 공중중계 통신

체계가 필요하며, 보병부대 혹은 기계화부대의 부대이

동시 지형 및 거리에 따른 난청지역의 극복을 위해서

도 공중중계 통신체계가 필요하다. 공중중계 통신망을

이용한 난청지역 극복은 우선 공중중계용 장비가 필

요하다. 회전익 또는 고정익 항공기나 비행선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중계 장비는 지상의 전술통신

체계 장비와 통신링크를 구성하고 이를 중계할 수 있

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중중계 운용

개념이다. 기반통신장비와 TMMR을 공중중계 장비 1

대를 이용하여 모두 중계할 것인가 혹은 별도의 공중

중계 장비를 이용할 것인가는 공중중계 장비의 성능

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림 6) 전투무선망 중계장비 적용 기술(예)

공중중계 장비 1대로 1채널을 지원하는 경우는 주

파수 할당 및 대공방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중중계 장비 1대로 여러 개의 전투무선망 혹은 간

선을 지원할 경우 여러 개의 주파수를 인지하고 이를

원활하게 중계할 수 있도록 인지무선과 실시간 주파

수 자동 전환기술의 융합기술, 충돌방지를 위한 MAC

제어 기술, 공중중계 장비 내에서 주파수 간섭 방지,

MIMO 기술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림 6

에서 난청지역 극복을 위한 공중중계망 중에서 1대의

공중중계 장비로 여러 개의 전투무선망을 중계할 경

우에 필요한 소요 기술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동적 네트워크 접속 유지 기술은 유동적으로 움직

이는 개별 운용체계를 지원하는 OTM(On The

Move : 이동간 통신지원) 단말들이 실시간으로 별

도의 제원 수정 없이 접속하는 통신소가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기계화부대나 적지종심작전부대의 경우에 반드시 필

요하다. 기본적으로 대부대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IP 제원 등을 일률적으로 하위 제대로 할당하는

지상전술통신망을 유지하는 현재의 전술정보통신체계

에서는 지휘관계 변경으로 인해 계획되지 않았던 지

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임무수행 지역으로

이동하여 네트워크 접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제

원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

므로 초기 임무수행에 제한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지상 OTM 단말장비가 공중 또는 위성중계 장

비와 통신링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행체 및

위성체의 방위각, 고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이 뒷

받침되어야 동적 네트워크 접속 유지 기술의 효용성

이 증가할 것이다. 그림 7에서 동적으로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동적 네트워크 유지과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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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현재의 전술통신체계는 다양한 상황에서 운용되는

운용체계들이 원활한 정보유통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다. 전술통신망의 백본 역할을

하는 HCTR, LCTR이 고장 또는 파괴시 정보유통이

제한되며, TMMR을 통한 정보전송 거리를 초과하여

운용되는 상황과 TMMR 난청지역에 있을 때 그리고

지휘관계 변경에 따라 이동하고 제원을 변경하는 상

황에서 정보유통의 제한사항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전투수행에 필요한 전술통신체계

는 위와 같은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공중중계 통

신체계가 도입되어 기반통신망 파괴시 백업을 지원해

야 하며, 부대이동 및 난청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시

공중중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동적 네트워크 접속

유지 기술을 도입하여 지휘관계 변경 또는 타 부대와

작전시에도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향후 성능개량 또는 신규 개발되어 전력화되

는 전술정보통신체계에 적용한다면 한국형 NCOE 발

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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