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12

국방과학연구소

최 형 석

미래 전술통신체계 발전방향미래 전술통신체계 발전방향



I 서 론

II 미 육군 발전방향 분석

III 미래 전술통신체계 발전방향

IV 결 언

순 서



서 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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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통신분야 기술 발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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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계층 다계층 통합 다계층

NCOE 구축을 위한 다계층 통신체계 연구개발

다 차 원 통합 다차원2 차 원

§ 단일지역
§ 전선위주 전면전
§ 유인전투

2차원 (육,해,공)

§ 2~3개 동시 전장
§ 속도전/정보전 중심
§ 유인/무인 혼합
§ C4I/ISR/PGM연계

다차원(+우주/사이버)

§ 동시 통합전
§ 무인체계 운용 위주
§ C4I/ISR/PGM 통합

통합다계층/다차원(+공중중계)

※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 :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



미 육군 발전방향 분석II



미 육군의 네트워크 능력 전략 비전

글로벌 연결성을 갖춘 단일 네트워크화

소부대 작전 시 상황인식 및 향상된 통신능력 제공

On-the-Move 우주/공중망
Fully Network Enabled

(MNVR, MUOS)
다계층 단일 망At-the-Halt On-the-Move 우주/공중망

Fully Network Enabled
(MNVR, MUOS)

네트워크 가상화 기반
다계층 단일 망

At-the-Quick-Halt

CS 11-12 CS 13-14 CS 15-16 CS 17-18

지능화된 네트워크 기술 기반 다계층 단일의 통합된 전술 네트워크로 발전

CS 19,20~



미 육군 전술통신체계(WIN-T) 발전 방향

(1987-2008)

(2004-2009)

(2009-2012)

(2012-2016)

(2012-2018)

(2019-2028)

(2020-2045)

※ WIN-T(Warfighter Information Network-Tactical) • JNN(Joint Network Node)



WIN-T 네트워크 구조 및 구성요소

다계층 통합 통신 지원
제대(중대/대대/여단) 별 Lower/Mid/Upper Tier 통신망 구성

• 참고자료, 미 육군 ‘Capability Set 20’

중 대

여 단

대 대소 대

사 단

PoP

TCN

TCN 

SNE

SNE

TCN 

SNE
대대지휘소

여단지휘소

사단지휘소

TCN



미 육군의 네트워크 현대화 추진계획

Capable but less Complex Network

네트워크
현대화

※ TCN-L: Tactical Communications Node-Lite ※ NOSC-L: Network Operations Security Center-Lite ※TNMS(Tactical NetOps Management System) ※LR(Leader Radios), MP(ManPack)

| TCN-L 및 NOSC-L | | TNMS | | 2-ch LR, MP || 전술망 통신장비 보완 |



미래 전술통신체계
발전방향III



미래 전술통신체계 개발 추진 전략

휴대폰형 위성

중/대형급 UAV

소형급 UAV

TICN TICN-IITICN 성능개량

군위성-II 군위성-III
민군위성

통합 전술정보통신환경 구축



통신망 구조 설계 (1/4)

전술망 구성도 (現 체계)
TICN + 군위성-II

우주계층우주계층

공중계층공중계층

지상계층지상계층



통신망 구조 설계 (2/4)

1단계 미래 전술망 구조 : 전투(기동)단말 이동간 통신능력 증대
TICN 성능 개량 및 소형UAV, 휴대폰형 위성 체계 추가

우주계층우주계층

공중계층공중계층

지상계층지상계층



통신망 구조 설계 (3/4)

2단계 미래 전술망 구조 : 통신소 단위 이동간 통신능력 증대
성층권 및 고고도UAV 체계 추가

우주계층우주계층

공중계층공중계층

지상계층지상계층



통신망 구조 설계 (4/4)

3단계 미래 전술망 구조

다계층 통합 전술통신망 완성

우주계층: 군위성-III / 휴대폰형 위성

공중계층: 중/대형급UAV, 소형급UAV

지상계층: TICN-II

새로운 통합 전술 통신 패러다임

급격한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소/통신망 구조의 큰 변화
(이동능력 고도화)

통신체계/운용체계/보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전술통신망 구축

다양한 유/무인체계의 복합 전장환경 지원

백본 구조 변화: 지상 위주 è 공중 위주 (기동성 강화)

성층권/고고도UAV가 지상 백본의 많은 역할을 대체 가능
(예: 기동성이 제한되는 지상의 노드통신소 수량 감소)



중장기 발전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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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환접속

현재 중기 장기

전술이동
통신

전투무선

공중통신

우주통신

지상
통신

All-IP 기반
기본 교환기능

1:1 중심
고정 운용

3.5G 수준

통합/지능화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작전)

4G/5G 기반
(통합단말기,

서비스 영역확대)

다중접속의
기동간 통신

(다차원 통합노드)

è 통신 개념의 전환 필요

ISR 데이터링크 공중중계 통신

대용량
디지털 중계기 위성휴대폰형단말

광대역 Ad-Hoc

광대역+협대역
(가용대역통합운용,
최적망자동구성)

무선전송



결 언IV



결 언

미래 전술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과 3축 체계와 연계되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지상/공중/우주 전술통신망의 계층별 장점을 극대화하여
다계층 통합 통신망 구축 필요

전술통신망의 기술 복잡도와 구현 난이도 급격히 증가

미래지향적 기반통신체계 중장기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연계 핵심기술의 기획/계획 추진 필요

본 사업 착수 이전에 개발 리스크가 큰 기술의 사전 확보

1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