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정지궤도를 사용한 휴대형 이동위성통신체계는 광역성과 경

량화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어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휴대형 이동위성통신체계의 군사적 활

용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특성과 

외국군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한국군의 군사적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기술개발 소요를 제시하였다.

Ⅰ. 서 론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의 단말기를 휴

대한 개인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위성통신체계이다.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위

성통신의 장점인 광역성과 단말의 휴대 용이성 그리고 지상망 

구축에 따른 비용의 절감 가능성 등으로 1990년대부터 많은 관

심을 받아왔다.

개인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Big LEO또는 GMPCS라고 불

리며, 비 정지궤도를 사용하여 전 세계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려는 노력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도되었다[1][2]. 그러나, 

GMPCS는 수요예측의 오류와 기술적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적

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 하였다.

또한, 지상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지상망과 위성망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시도가 IMT-

2000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IMT-2000은 지상망의 제한사

항을 극복하고자 3세대 지상망의 일부로 위성망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GMPCS의 사업적 실패의 영향으로 기술개발이 지연

되거나 불충분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다[2].

그러나, 정지궤도를 이용하는 휴대형 위성통신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은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군은 작전지역에 배치된 부대 및 인원에게 항시 연결된 통신 서

비스를 제공되기를 원하며 이동 소요가 많은 군의 특성상 통신 

인프라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여도 단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하며, 휴대하는 단말기도 작고 가벼워 운용자의 전투행위

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쟁수행방법이 네트워크 

중심전(NCW)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유통에 대한 양적인 소요

가 증대되고 있고 정보유형도 음성통신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요구를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미

군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협대역(Narrow Band) 체계를 운

용하여 이를 충족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군 활용 방안과 이를 위

한 기술개발 소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조를 중심으

로 한 체계 소개와 군사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용중인 미군의 

사례를 기술하였다. 이어서 한국군의 군사적 활용방안을 제시

하였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소요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

술개발 소요는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개발 소요로 한정하였다.

II. 휴대형 위성통신체계 소개

<그림 1>은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크게 우주부, 제어부와 단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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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부 체계는 다시 유·무형적 구성요소로 

세분할 수 있다. 각 부 체계의 구성요소 별 기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주부는 위성체와 발사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성체를 운영

할 궤도와 주파수로 구분할 수 있다.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스

마트 폰 크기의 저전력 소형 단말기를 운영하기 위해 링크 버

짓상 로드를 위성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10m이상의 대형 

전개형 안테나를 사용하고 지원 영역을 다수의 spot 빔 형태로 

비추어 주파수 활용효율을 높인다. 주파수는 L대역과 S대역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는 전파의 특성을 고려 시 장애물에 의한 투

과율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 대역은 지상망 등 타 통신체계도 

선호하는 대역이므로 주파수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협력

이 필요하다.

제어부는 위성체를 통제하기 위한 위성제어장비, 망을 제어

하기 위한 망 제어장비와 주파수 사용효율을 높이고 간섭을 최

소화 하기 위한 빔 성형 및 제어장비로 구성된다. 빔 성형 및 제

어방법은 위성체에서 수행하는 방법(SBBF: Satellite Based 

Beam Forming)과 지상국에서 수행하는 방법(GBBF: Ground 

Based Beam Forming)이 있으나, 빔 형성을 위한 대용량 디지

털 신호처리를 지상국에서 수행하여 위성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GBBF 방식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단말부는 운영개념에 부합하도록 개발이 요구되나, 크게 개인

이 휴대하는 개인용 단말과 건물, 차량, 함정 등 이동체에 장착

하여 운용하기 위한 이동체 장착용 단말로 구분할 수 있다. 

III. 미군의 이동위성통신체계

본 장에서는 외국군중 휴대형 이동위성통신체계의 운영이 가

장 활발한 미군의 사례를 통해 이동위성통신체계의 군사적 활

용 방안을 살펴보겠다.

1. 미군의 위성통신 활용현황

미군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그림 2>에 제시한 영역으로 구

분하여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Protected는 재밍 등 위협적인 

환경에서 운용하기 위한 위성체계이다. Protected는 대역확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광대역을 사용하여 항 재밍 성능을 확보

하고 있으며, 저속 또는 중속의 전송용량을 지원한다. 미군은 

1990년대부터 MILSTAR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그 

후속 체계인 AEHF로 전환하였다. 

Wideband는 전장에서 필요한 대용량의 정보유통을 위해 운

용하는 위성통신체계이다. Wideband system은 1960년대부터 

DSCS(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시리즈로 

운용을 하다가 2000년부터 WGS(Wideband Global Satellite) 

program을 완성 중에 있다.

Broadcast는 이동 중이거나 소형 경량화된 단말기를 운용하

는 전투원들에게 단 방향으로 대용량의 전장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체계이다. 미군은 현재 WGS위성을 사용하여 GBS라

는 방송체계를 운용 중이다. 

Narrowband는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와 유사하게 man-

pack, 함정, 항공기, 차량 등에 장착된 단말기를 지원하는 위성 

통신체계이다. Narrowband는 1990년대까지 상용 또는 해군 

자체의 전술제대용 위성통신체계(FLTSATCOM)를 운용하였

으며, 이후 UFO(UHF Follow On)을 거쳐 후속체계인 MUOS

로 전환하였다. MUOS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한

다. 또한, 미군은 이라크전의 교훈에서 기동부대의 빠른 기동속

도를 지원하고 용량확장을 위해 상용위성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2. MUOS (Mobile User Objective System)

MUOS는 BLOS(Beyond Line of Sight)에서 이동위성통신

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의 신형 Narrowband위성통신체계이다. 

MUOS 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의 작전개

념을 충족하기 위해 정지궤도에 다수의 위성을 배치시켜 음성 

및 저속(~384Kbps)의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며, UFO 의 후속

체계로 2012년 11월에 첫 위성이 발사되었고 2016년 마지막 위

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그림 3>은 MUOS의 운영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MUOS는 예

비용 위성을 포함한 5기의 위성을 사용하여 전 세계를 지원하며, 

지상국 역할을 수행하는 RAF(Radio Access Facility)와 위성관

제를 위한 SCF(Satellite Control Facility)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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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군의 위성통신 활용현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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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위성은 2개의 RAF와 연결이 되며, 각 RAF역시 2개

의 위성과 연결이 된다. MUOS 단말기는 위성과 WCDMA방식

으로 UHF대역을 사용하여 uplink와 downlink를 구성한다. 위

성과 RAF구간은 Ka대역을 사용하여 Feeder link를 구성한다. 

3GPP 지상이동통신의 용어와 유사하게 UHF 대역 uplink-위

성-Ka대역 downlink를 U2B path라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B2U path라 칭한다[4]. 

RAF는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모든 사용자 트래픽의 복조와 

디코딩을 수행하며, <그림3>의 오렌지 색으로 연결된 RAF간 

구간은 광통신을 사용하여 대용량의 정보유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UHF대역은 지상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기존 위성통신체계와 

동시에 운용을 해야 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MUOS는 power control, WCDMA기반의 

대역확산과 adaptive signal processing 기술을 통해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4][5].

MUOS의 단말기중 가장 소형 단말기는 General Dynamics가 

제작한 PRC-155라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man-pack형태의 

단말기이며, hand-held형 단말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 단말기를 전량 교체 시 소요되는 예산적인 측면과 높은 링

크 가용도(>97%)를 충족하기 위한 링크 버짓상의 제한사항 때문

이다[5]. <그림 4>는 MUOS의 여러 단말 형태를 보여준다[6].

그림 3. MUOS 운영개념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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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UOS 단말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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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군사적 활용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특성과 외

국군의 활용현황을 참고하여 한국군에 적용 가능한 휴대형 위

성통신체계의 군사적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

저 군 통신의 특성을 고찰하고,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한국군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소요기술 순으로 기술한다.

1. 군 통신의 특성

군 통신은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투수행 지역에 분산된 각 급 부대를 네트워크를 이

용하여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여 전장상황에 따라 전력을 

집중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작전개념이 네트워크 중심전

(NCW)이다. 전쟁수행 양상이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발전함에 

따라 통신체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유통해야 할 정

보의 양과 유형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군 통

신은 민간 통신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군 

통신체계는 군 통신의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군 통신의 

특성 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적의 방해활동

군 통신은 전쟁상황을 가정하며 이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

해야 하나,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적의 방해 활동 하에서 통신체

계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려해야 하는 적의 위협

은 물리적 위협과 전자적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위협은 전파탐지를 통한 통신시설 위치식별, 항공기 

등 공중 관측을 통한 위치식별과 특수부대 등의 위협 활동 등

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향성 안테나, 출력조정 등을 통한 

전자적 위치식별 방지 대책과 적의 관측활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위장과 통신시설을 방호 및 경계활동 등으로 보호하는 대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시설에 대한 포격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시설을 분산배치하고, 

피해를 받은 장비는 즉각 교체 또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고려

해야 한다. 

전자적 위협은 통신신호의 도청/감청을 통한 정보의 탈취와 

재머 등을 통해 아군의 통신시도를 방해하려는 위협을 고려해

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COMSEC, TRANSEC을 통해 

아 통신신호를 보호하고, 항 재밍 능력을 구비하여 재밍 시에도 

정보 유통이 가능한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나. 이동성

군 조직은 전략제대와 전술제대를 구분되며, 각 제대는 그 역

할에 맞는 임무를 수행한다. 통신 소요 측면에서, 전략제대는 

대용량 정보유통이 중요시되며 이동성에 대한 소요는 크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술제대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작전지

역이 변경되고 작전지역 내에서도 전장상황에 따라 신속한 설

치와 철수가 필요하다. 또한 이동간에도 끊임없는 연결이 이루

어 져야 하며, 전송용량의 소요 역시 현대전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 통신은 인프라의 설치 및 철수시간이 최소화되어

야 하고, 이동간에도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신체계가 필요

하며, 직접 교전행위를 수행하는 전투원들은 전투행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소형·경량화된 통신단말기가 필요하다.

다. 군사적 활동 지원

군 통신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므로, 운용자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군사적 활동은 작전의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육·해·공군은 수행하는 과업에 따라 각기 다른 작

전 유형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상군의 기계화된 기동부대는 기동속도를 지원

하고, 이동간에도 지휘통제와 상황파악을 할 수 있는 통신체계

를 필요로 하며, 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수부대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는 전투하중을 줄이기 위해 경량화된 단말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또한, 각급부대의 구성원들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업

무가 상이하다. 군은 통상적으로 지휘통제, 방호, 화력, 기동, 

전투근무 지원 등으로 구분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기능

마다 유통되는 정보의 유형, 중요도와 운용환경이 상이하다. 예

를 들면 유통되는 정보가 시급성을 갖는 정보이면 다른 정보보

다 우선순위를 두고 유통되어야 하며, 정보가 종합되는 곳에서

는 대용량의 정보가 유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 통신은 이러한 다양한 군사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면밀한 운영환경의 

분석이 필요하다.

라. 서비스의 영역확장

현대전은 감시-결심-타격으로 이루어진 전장 기능을 네트워

크로 연결하여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하

려는 수행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군 통신

을 이용하는 대상이 인원에서 무기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무

기체계의 유형도 다양하게 진화하여 유통되는 트래픽의 소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장비와 호환성 유지를 위해 IP 방식

의 패킷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킷 방식의 아날로그 데이터도 동

시에 유통되어야 한다. 

전력 건설방향이 전투원의 수는 줄이되, 첨단 무기체계를 활

용하여 전투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 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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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담당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군 통신은 신·구형

의 무기체계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보다 넓

은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보다 많은 가입자가 

광대역 정보유통이 가능하도록 발전해야 한다. 

마. 운용환경의 변화

대한민국은 국민 개병제로 군사력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년 

인구의 감소로 병력 감축은 필수적이고, 복무기간 단축의 요구

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무기간의 단축과 가용병력

의 감소는 군 통신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군 통신장비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가용병력의 감소로 적은 인원으로 장

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개발 및 보조장비의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상용 통신

장비의 군 적용에 대한 요구도 강하다. 지상 이동통신망에 기

초한 상용기술 중 많은 부분은 군 적용이 가능하여 군사적 용도

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상용기술의 전면적인 적용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용과 군사적 용도의 운용환경의 차이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cellular 통신 방식에서 민

간 통신은 주파수의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pico-cell 또는 

microcell방식이 효율이 높으나, 군 통신에서는 운용인력의 제

한으로 macrocell 방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군 통신은 군의 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군에서 운용하

기에 적합한 통신체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며, 군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은 적극 수용하되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개발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휴대형 위성통신체계 운영방안

군 통신은 단일 통신체계로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으

며, 각 통신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통신체계를 상호보

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위성통신체

계가 제공하는 광역성과 소형 단말기의 지원으로 군 활용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특성과 군 요

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운영방

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가. 평시 활용 방안

단말기를 스마트 폰 형태로 구성하고, 상용 이동통신 

waveform과 위성 waveform을 동시에 탑재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현재 잘 갖추어진 상용 이동통신망의 인프라를 이

용하여 행정업무용도로 활용하다가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위성 

망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면 초기 대응능력과 군사적 활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긴급상황 발생시 위성망으로 전환하

여 운영하는 이유는 상용 이동통신망의 통화량 폭주 또는 인프

라의 피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나. 국가 재난 시 활용 방안

국민 안전처는 국가재난 안전 통신망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가재난 안전 통신망은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복구반의 단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 안

전처 주관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재난 안전 통신망은 

LTE 방식을 기반으로 재난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기능을 부

가한 PS-LTE(Public Safety-LTE) 방식으로 확정하였다[7].

국가재난 안전 통신망은 재해로 인해 기지국의 기능이 마비되

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동 기지국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서 필요로 하는 

이동 기지국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기지국과 백본망과의 연

결을 광통신이나 지상무선망 대신, 위성과 feeder link를 구성

하고 위성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관문국을 통해 

백본망에 연결하면 이동기지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

한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feeder link용 주파수 대역이 별도

로 필요한데, 이는 ITU에서 우리나라로 할당한 고정위성업무계

획용 주파수(C 또는Ku대역)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안테나 

크기 등의 규격을 충족하면 고정위성업무계획용 주파수는 우선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민·관·군·경으로 구성된 복구반을 위한 국가재난 안

전통신망은 군사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활용분야는 후방지

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물자보급, 병력 증원 등의 군

사활동을 수행하는 후방지역의 부대는 민·관·군·경 등의 가

용요소를 모두 통합한 국가 총력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환경이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과 유사하다. 따라서 군사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보안대책만 강구하면 유사시 국가재난 안

전망을 군사적으로 전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수부대 통신망

전후방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현대전은 적 지역에서 활동하

는 특수부대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특수부대는 적 지역으로 이

동 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임무수행 시에는 물자의 보급

이 제한되어 전투하중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마트 폰 형태로 운용이 가능한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특수

부대 용도로 가장 적합한 통신수단이며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또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도 아군 

지역에서 원거리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하므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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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투무선망의 통달거리 연장 

이동소요가 많은 부대일수록 항시 연결이 가능하고 설치시간

이 필요 없는 무전기의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무전기

를 사용하여 구축되는 통신망을 전투무선망(CRN)이라 칭한다. 

무전기는 음성 및    저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여 이동소요가 

많은 부대의 필수 통신수단이지만, 산악지역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통달거리 등의 제한사항도 안고 있다.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와 전투무선망의 결합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무전기에 휴대형 위성통신의 waveform을 추가

하여 탑재하고, 지형에 의한 차폐구간에는 위성을 경유한 경로

로 우회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탑재하면 전투무선망의 통달

거리로 인한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 미군의 MUOS에서는 

PRC-155단말기에 WCDMA waveform을 탑재하여 전투무선

망의 통달거리 연장용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개념을 SNE(Soldier Network Extension)라고 칭한다. 

마.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과 

통합운용 방안

한국군은 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상통신체계의 획기적인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중인 통신체계가 

TICN이다. TICN은 다수의 부 체계로 구성된 복합체계이며, 전

술 이동통신체계는 TICN의 부 체계 중 하나이다. 전술이동 통

신체계는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는 MSAP(Mobile Subscriber 

Access Point)과 개인 휴대형 단말기인 TMFT(Tactical 

Multi-Function multi-Frequency Terminal)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상용의 이동통신체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전술이동통신체계 단독으로는 전 작전지역 지원이 제

한되고, 설치시간과 시설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제한사

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TMFT에 위성 waveform을 추가적으

로 탑재하면 MSAP의 지원영역에서는 TMFT망으로 운용하고, 

이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위성으로 전환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방안은 상용 통신 에서 연구되고 있는 IMT-

Advanced와 유사한 개념이며, 운영방안은 <그림 5>와 같다

바.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단말 유형

위에서 제시한 운영방안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위한 단말의 유

형은 <그림 6>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단말 I형은 TMFT와 휴대형 

위성을 통합한 단말 유형으로 TICN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운영

할 수 있다. 단말 Ⅱ형은 국가재난 및 후방지역에서 운영이 가능

한 단말로 PS-LTE와 위성 waveform을 탑재하여 운영한다. 단

말 Ⅲ형은 위성통신 전용단말로 위성 waveform만을 탑재하여 

운영한다. 각 단말은 암호모듈을 착·탈이 가능한sleeve형태로 

운영하면 사용자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건물 내부에서 운영 등을 고려하여 중계용 부스터가 추가로 필

요하다. 기지국은 이동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PS-LTE

와 feeder link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5. 전술이동통신통신망과 휴대형 위성의 통합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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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형 위성통신체계 소요 기술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구현 시 

소요되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고에서 제시한 소요 기술

은 군사적 활용을 위해 추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제시하

였다. 

가. 주파수

WARC-92에서는 1885~2025MHz와 2110~2200MHz 주파

수 대역을 IMT용으로 지정하고, 이중 IMT 위성 사용가능 대역

으로 1980~2010MHz와 2170~2200MHz를 지정하여, 국제적

으로 지상이동통신과 이동위성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

정하였다[8].

국내에서도 2013년 발표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의하

면 2.1GHz대역을 지상 이동통신 용도로 규정하였나, 이동위성

통신용도로의 사용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부처의 주파수 활용계획을 고려하면 휴대형 위성통신

은 지상 이동통신망과의 병행운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

며, 이를 위한 간섭 제거 기술이 필요하다. 간섭을 회피하기 위

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위성 빔 크기를 최소화하고 지상 

이동통신망과 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셀 플랜, 위성 

빔간의 간섭을 낮추고 주파수 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power 

control 및 간섭대역을 상황에 맞춰 제거하는 adaptive signal 

processing 등의 기술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빔 형성 기술

체계를 구현할 경우에는 경제성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중 전송

용량과 동시 가입자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위성 빔

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주파수 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 크기를 갖는 다수의 빔을 한반도 지원영역에 투사하기 

위해서는 대형 안테나가 필요하며, 한반도 지역에 적합한 소형 

빔을 형성할 수 있는 안테나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탑재 가능한 안테나의 종류와 기술 수준은 참고문헌[9]에 자세

히 기술되어있다. 

또한, 형성된 위성 빔을 트래픽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형성하

고 제어하여 전파 환경에 적응하도록 동적으로 제어하는 빔 형

성 기술이 필요하다. 빔 형성기술은 지상기반으로 이루어지는 

GBBF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휴대형 위성통신체계 단말기 유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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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 재밍 기술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의 위협을 대비한 항 재

밍 성능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항 재밍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주로 대역확산방식을 사용하나,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가용 

주파수를 고려 시 현실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널링 안테나와 adaptive signal processing을 사용한 

항재밍 성능의 구현 가능성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적용 

가능한 다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라. 망 구조

앞에서 제시한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운영방안을 동시에 구

현하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신망의 구조가 상이하게 될 것이

다. 본 고에서 제시한 운영방안 구현 시에는 표 1과 같은 망구조

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설정된 망구조에 따라 라우팅 

및 스위칭 기술, 주소체계와 타 망과의 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네트워크 디멘져닝

휴대형 위성통신체계는 상용 이동통신망 수준의 전송용량 제

공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군이 설정하는 운영개념을 기초로 유

통하려는 정보의 발생 빈도, 크기 등을 정의할 수 있는 정보생성 

확률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망 구조에서 유통되는 

트래픽 처리 용량을 판단한 후, 종단까지 경로 설정 알고리듬을 

정립하는 등의 네트워크 디멘져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고에서는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소개, 외국군의 활용현황

과 한국군의 군사적 활용방안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요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군사적 활용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

나, 선행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군

사적 활용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운영개념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소의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민간에서의 휴대형 위성통신체계의 개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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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휴대형 위성통신체계 망 구조(예)

평시	활용
•재난	안전	통신망

•전술	이동	통신망

국가	재난	시 •재난	안전	통신망

특수부대용 •휴대형	위성통신	독자망

전투무선망의

통달거리	연장
•전투무선망

TICN과	통합운영 •전술이동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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