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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언론

전이 뜨겁다. 시리아 정부는 13발[1], 러시아는 71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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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미군은 목표 표적의 폭격 

피해 평가 사진만 공개하면서, 임무성공률에 대한 세

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Barzah 연구소 지역에만 토마호크 57발, 

JASSM-ER 19발이 사용되었으며, 그외 지역에서도 29

발이 사용되어 총 105발이 발사되고 요격되지 않았다

고 발표하였다[3]. 이에 시리아 정부는 13발, 러시아는 

71발 요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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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 and the allies attacked chemical weapons sites in Syria in 2018, and verbal battles are carried out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air strike. Syria claimed 13 missiles were shot down, and Russia claimed 71 missiles were 

shot down while the U.S. released pictures of completely destroyed targets, only. It led controversy about the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system. If there is a method to observe mission success rate of the air strike, it 

can not only improve combat awareness but also can be a good sales strategy in military industry. This paper 

describes effects and considerations of a Weapon Data Link(WDL) technology which can be used as a smoking 

gun of effectiveness. The paper describes WDL abilities such as In-Flight Track Update, Loiter, and Bomb Hit 

Indication etc., and presents examples of expected effectiveness of the WDL. In addition, this paper briefly 

summarizes operational consideration for bette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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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이후 지대공 40발이 목표 없이 공중으로 발사되

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4].

  이번 공습에 가장 많이 사용된 토마호크는 위성통

신이 block IV(BGM-109E) 모델에서 가능하며, 지형차

폐 비행으로 미사일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면서도 비행

과정 및 목표점 타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토

마호크 IV 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 긴급상황에 임

무변경 및 자폭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공습에 프랑스가 사용한 스톰 쉐도우도 

항공기를 이용한 단반향 통신으로 충돌 직전에 정보 

전송이 가능하며, 추후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재교

전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단방향 통신은 긴급상

황에서 임무변경 및 자폭 등의 기능은 사용이 불가

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유도무기를 사용한 공습 사례를 보

더라도 공습 이후에는 언제든 임무성공률을 기준으로 

정치 및 군사적 논란이 발생하며, 차후 무기의 수출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도무기에 네트워

크를 적용하는 경우 사후 보고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효과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하다.

  또한 무장의 효율적인 운용 및 작전 효율성도 향상

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적용 무기(Network Enabled 

Weapon, NEW)는 미래 방산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SLAM-ER, JDAM, JSOW-C, 

JASSM-MI 등 다양한 무기에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하

고 있다.

  무장데이터링크(Weapon Data Link, WDL)는 유도무

기에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이며, 유도무기의 

원격 제어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통

신방법 및 메시지가 이에 해당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

장데이터링크의 기능 및 효과를 기술한다.

2. 본 론

2.1 무장데이터링크 개념 및 효과

  기본적으로 무장데이터링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 무장에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야 하며, 드론, 위성, 

전투기등의 다양한 중계기를 활용할 수 있다. 획득된 

데이터는 원격임무통제소에 전달되어 무장의 비행상

태 및 무기타격지표의 획득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

로 폭격피해평가(Bomb Damage Assessment, BDA) 및 

재교전 결심이 가능하다.

Fig. 1. Various functions of WDL

  이러한 무장데이터링크를 이용하여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전장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특정 표적

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Fig. 2는 이러한 무장

데이터링크의 주요 효과를 묘사한다.

  Fig. 2의 왼쪽 상단 그림은 표적의 예제 영상이며,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이다. 무장데이터링크가 없는 유

도무기는 고속으로 회피기동을 수행하는 선단에서 특

정 표적을 선택적으로 타격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장

데이터링크의 비행중 표적갱신 기능을 이용하면 지속

적으로 고가치 표적(High Value Target, HVT)의 위치

를 유도탄에 전달하여 선택적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이로서 수량에 한계가 있는 유도탄을 우선순위가 떨

어지는 표적에 사용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Fig. 2. Illustration of effectiveness of WDL

  선별 타격의 중요성은 최근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중국은 어

선으로 위장 선단을 편성하여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실전에서는 소수의 유도탄정 및 

잠수함을 위장시켜 기습 공격도 가능한 작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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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량 위주의 작전에 고가의 유도탄을 위장 선

단에 소모하게 되면 추후 본격적인 전투에서 불리할 

수 있다.

  무장데이터링크의 또 다른 중요 효과는 BDII(Bomb 

Damage Imagery Indication) 기능이다. 기존의 LINK16

에서는 J11.0-3 메시지에 무기 타격지표(Bomb Hit 

Indication, BHI) 관련 정보가 있다. 이 메시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표적과 비행체의 위치 및 속도, Aiming 

Point(AP)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 명중여부를 추정하여

야 한다. 만약 무장데이터링크의 대역폭이 충분하다면 

BDII 기능을 이용하여 명중 직전에 영상을 전송하여 

명중 여부를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지휘

결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의 BHI와 

달리 명중 표적의 대략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어떠한 표적에 명중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Fig. 2의 오른쪽을 보면 2014.09 프랑스가 ISIS 기지

를 폭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기 영

상은 전투기에서 측정된 영상 예제이지만, 만약 무장

데이터링크 기능을 이용하면 관측자산이 없어도 표적 

명중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2발이 발사된 경우 

무기 배회(Loiter) 기능을 이용하여 첫발의 표적 명중 

영상 획득 후 나머지 무장을 소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관측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무장에서 표적 타

격 여부를 관측 할 수 있다.

  또한 무장데이터링크 기능은 전투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전투 후 언론전 및 무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시리아 공습에 대한 임무성공률 논

란이 대표적이며, 이는 강대국의 방산시장에 중요한 

데이터이다. 만약 무장데이터링크로 비행상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해당 전투에서 효과를 볼 뿐 아니라 방

산무기로 판매 시 구매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결정적

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2.2 무장데이터링크의 주요 기능

  무장데이터링크의 주요 기능으로는 임무통제/감시, 

표적정보갱신, 피해확인, Man-In-The-Loop 등이 있으

며, Fig. 3은 무장데이터링크의 주요 기능을 나타낸다.

1) 무기 비행 중 추적(Weapon In-Flight Tracking, WIFT) 

: 무기가 비행하는 동안 무기의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공유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

크 참여자들은 현재 무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

인하고 무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Fig. 3. Various detail functions of WDL

2) 비행 중 표적 갱신(In-Flight Track Update, IFTU): 무

기가 이동 중인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비행하

는 동안 이동하는 표적의 정보를 무기에 제공한다.

3) 무기 중지(Abort): 발사 이후 교전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무기 교전범위 내 어떠한 허용 가능한 

대체 표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제관은 무기를 

즉각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무기를 미리 결정된 폐

기 지점으로 보내거나 임의 폐기 지점으로 보낼 

수 있다.

4) 무기 배회(Loiter): 다양한 이유로 동력을 가진 무기

를 표적 지점 근처에서 잠시 유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추가적인 재개(resume) 명령으로 무기가 

원래 경로로 진입할 수 있다. 무기 중지와 마찬가

지로, 임무 계획 단계에서 정해지는 기계획 배회, 

현재의 위치에서 수행하는 즉각 배회, 특정 지점에

서 수행하는 고정 좌표 배회가 있다.

5) 표적 재지정(Retarget): 현재 통제관이 통제하고 있

는 무기에게 새로운 표적을 할당하거나 무기에게 

현재 할당된 표적의 참조 번호를 변경하거나 임무 

데이터를 갱신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무기는 새로

운 표적까지 도달할 연료가 가용할지에 따라 확인

응답을 수행한다.

6) 통제권한 이양(Handoff Control): 무기의 통제권한을 

현재 통제관에서 다른 네트워크 참가자로 이양할 

수 있다. 통제권한 이양은 현재 통제관이 다른 네트

워크 참가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참가

자가 현재 통제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운용 중 임

의의 시점에 현재 통제관으로 할당될 수 있는 네트

워크 참가자는 사전에 대체 통제관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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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자 통신 변경(Third Party Communi-cation Change) 

: 무기에게 표적갱신 정보를 제공하는 권한을 현재 

통제관에서 제3의 정보원으로 이양하거나 제3의 

정보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권한의 변경은 현

제 통제관이 다른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요청할 수

도 있고 다른 네트워크 참가자가 무기의 현재 통

제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8) 무기타격 지표(Bomb Hit Indication): 무장데이터링

크 이전에는 무기의 교전결과가 발사 플랫폼의 조

종사 또는 무기체계 담당 장교에 의해 무선통신 

상 음성, 데이터링크 교전결과 메시지, 복귀후 보

고 등을 통해 제공되었다. 데이터링크 메시지는 기

본적으로 표적과 비행체의 위치 및 속도, AP 정보

이며, 이를 바탕으로 명중여부를 추정한다. 만약 

대역폭이 충분하면 명중 직전 사진을 획득하여 전

송이 가능하며, 이를 BDII라고 명칭한다. 이 사진

을 기반으로 직관적으로 명중여부를 확인하고, 대

략적으로 표적 종류의 추정이 가능하다.

9) Man-In-The-Loop(MITL): 운용자가 표적의 타격지점

을 결정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2.3 무장데이터링크의 파급효과

  Fig. 4는 무장데이터링크의 효과를 요약한 그림이다. 

각종 무장에 통신이 연결되면 상황인식 개선이 가능

하다. 기존의 순항무기들은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지

형 차폐비행을 수행하는데, 이는 임무 성공확률을 높

이지만 아군의 레이더에도 관측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유도무기의 발사 후 비행상태 및 타격 

성공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장데이터링

크를 이용한 무장 운용을 통해 정밀타격 및 정확한 

전장상황의 인식이 가능해진다.

  다른 효과로는 교전시간 단축이 있다. 긴급 상황 시 

무기를 기본 비행모드로 우선 발사하고, 향후 추가적

인 교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특히 무기배회 기능

을 이용하여 표적 상태를 확인 후 MITL 기능을 이용

하여 선별타격도 가능하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표적

에 발사된 것을 확인한다면 원격으로 무기 취소가 가

능하므로 오폭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폭격을 위해서는 항공기가 출동해야 하며, 

항공기에 장착 가능한 무장도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장데이터링크가 적용되면 폭격 요청 즉시 

무장을 발사하여 기존의 CAS(Closed Air Support)의 

대체도 가능하다.

Fig. 4. Various effects of WDL

  무장데이터링크의 주요 효과로는 적의 고가치 표적

에 선별타격이 가능하며, 이를 Fig. 5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림의 왼쪽은 선단의 이동 속도 및 방향을 고

려하여 요격 예측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 기능

이 없는 유도탄은 요격 예측 위치를 기준으로 접근한

다. 만약 표적 선단이 회피기동을 수행하게 된다면 기

본적으로 DP(Designation Point) 점과 가까이 있는 표

적 중 선택하여 타격된다. 만약 무장데이터링크를 이

용하여 지속적으로 고가치 표적의 정보를 전달한다면, 

임무계획의 갱신을 통하여 DP 및 경로점을 변경하여 

고가치 표적만 선별적으로 타격이 가능하다.

     Fig. 5. Targeting high value target(HVT) at 

maneuvering surface action group

  무장데이터링크의 추가적인 파급효과는 협동교전에 

따른 생존성 향상이다. 대규모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에서는 무장은 빈약하지만 기동성이 높은 무장체계들

의 근접 또는 중거리 전투가 많이 발생한다. 이때 무

장데이터링크의 통제권 이양 기능을 이용하면 무장을 

중·원거리에서 신속 발사하고 이를 근접 무장체계가 

통제권을 이양 받아 표적의 요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아군의 주요자산을 초수평선 뒤에서 

안전하게 위치시키면서, 소형 무장체계들이 필요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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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참수리와 같이 함의 

크기가 작아 유도 무기의 탑재가 어려운 무장체계도, 

통제권 이양 기능을 이용하면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국지전

에서 유도탄이 원호 비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적군에

게 심리적 타격이 가능하다.

  Fig. 6은 초수평성 밖에서 무장데이터링크를 이용하

여 아군의 주요자산에서 적군에게 유도탄을 발사한 

후 통제권 이양을 통하여 표적을 다시 지정하여 요격

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예제이다.

     Fig. 6. Scenario of hand off and increasing 

survivability of friendly force

2.4 무장데이터링크의 고려 사항들

  지금까지 무장데이터링크의 기능 및 파급효과를 예

제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상기 효과를 제대

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링크 단독 성능 향상만

으로는 불가능하며, 탐지자산, 무장 등 주변 자산의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무장데이터링크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표적으

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명시하였다.

  첫째, 감시자산 및 중계기 배치와 운용방안이다. 중

계기 기체에 따라 가격 및 성능은 다양하며, 이를 아

래 표에서 간략히 정리하였다. 무장데이터링크는 전파

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전파 가

시선이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안선 및 산악지역에서는 전파 가시선 확보가 용이

하지 않다. 가장 쉬운 방법은 통신 중계기의 고도를 

상승시키는 것이지만, 중계기의 운용고도는 하드웨어

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Table 1. Specific of various platforms

비행
체 

종류

운용
고도
(km)

이상
적인 
통신
범위
(km)

지형
차폐 
비율*
(%)

탑재 
가능
한 

센서

상승
시간

생존
성

가격

소형
드론

<0.15 54 - 소형
초

고속
상

초
저가

헬기 <6.2 295 31 대형 고속 중 저가

중고
도무
인기

<14 416 18 대형 중속 중
저가/
중가

고고
도무
인기

>14 587 6 대형 저속 중 저가

성층
권무
인기

<22 587 6 대형 저속 하 저가

위성
통신

>600 3198 0 대형 - 상 고가

* 중계기를 특정위치(38.6, 115.0)에 배치 시 전파 가시선만 

고려한 지형차폐 비율임.

  저가 상용드론의 경우 150 m, 경항공기나 헬기의 경

우 150~6200 m, 중고도 무인기의 경우 13,950 m 이하, 

고고도 무인기는 13,950 m 이상이며 대략 22 km 가 

최대 운용고도이다. 플랫폼이 비행선(Air ship)일 경우

에도 최대 운용고도는 약 22 km가 한계이다. 하지만 

상용 드론의 경우 경항공기와 충돌을 우려하여 법규상 

150 m 이하로 제한한 것이며, 드론 자체는 1~3 km 상

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운용고도의 한계는 통신 한계범위를 결정한

다. 만약 지형차폐를 고려하지 않는 구형의 지구라면 

헬기만으로도 이상적인 통신범위는 약 295 km 정도가 

된다. 하지만 해안선 및 산악지형을 고려한다면 통신 

가능 영역은 상당히 축소가 되며, 이를 지형차폐 비율

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는 적군도 지

형을 이용하여 엄폐를 수행하므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지형 차폐비율은 보안상 이유로 특정지역에서 분석

하였으며, 한반도 데이터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중계기는 특정 지점(38.6,115.0)에 배치시키고 전파 가

시선만 고려한 시나리오이다. 지형 차폐 비율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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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에 따른 가시선 미확보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도 5, 10, 20, 600 km 분석 결과이며, 실험방법 및 

주요 설명은 부록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둘째, 감시 정찰 자산의 정확성에 따른 임무성공확

률의 차이이다. 레이더의 경우 해무 등의 기상 상황에 

영향이 적으면서도, 고속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효과적

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센서이다. 하지만 레이더는 거리 

분해능은 매우 정밀하나 방위각 오차가 큰 편이다. 예

를 들어 방위각 오차가 0.5 도로 정밀한 레이더로 가

정하여도 50 km 거리에서 약 0.4 km의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는 한가지 방법은 

탐색거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며, 가능한 감시자산이 표

적의 근처에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표적에 접근할수

록 감시자산의 생존성이 감소하며, 생존성이 높은 소

형 드론에는 레이더 탑재가 어렵다.

  소형 드론에는 무게가 가벼운 레이저, IR의 탑재가 

가능하며, 표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정밀하게 위

치를 관측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저, IR 센서는 해

무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작전에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방위각 오차를 고려하여 주변 함

정의 위치도 무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는 절대 

오차에 비해 상대 오차가 비교적 작은 특성을 이용하

여, 주변의 표적 정보 전달을 통해 무장이 상대적 위

치를 고려하여 진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기존 레

이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장의 유

도, 탐색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가 대폭 수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셋째, 무장데이터링크 적용에 따른 임무성공률 변화

자료는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다만 탐색기 없이 무선통신으로 이동 표적 위치를 전

송시 원형공산오차 변화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있으

며, Fig. 7과 같다[5]. 그림에서 가로축은 네트워크 지

연이며, 세로축은 원형공산오차이다. 변수로는 비행체

의 이동속도, 표적위치오류가 변화하고 있으며, 표적

의 속도는 5 m/s로 가정하였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이 네트워크 지연시간보다는 표적위치오류가 가장 중

요한 요소이며, 항법과 유도오차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넷째, 비행체 종류에 따라 정찰 및 중계기를 배치시

키는 시간이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고

도 비행체들은 장시간 체공을 위하여 상승시간이 약 

1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적군이 고고도 요격체계를 보

유하고 있다면 이동속도가 느리고 부피가 크므로 생

존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선의 경우 결박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일

례로 2015년 미국 미사일 방어용 공중 네트 센서체계 

(JLENS) 시험에서 수 시간 동안 이탈한 사건이 대표

적이다. 위성통신의 경우 지형 차폐 및 생존성을 고려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우 고가이고, 대역폭이 부족하

여 BDII 등의 기능 사용이 어려운 점이 단점이다.

Fig. 7. Network latency vs CEP at slow moving target 

(5 m/s)

3. 결 론

  지금까지 무장데이터링크의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기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무장데이터링

크 적용 시 WIFT, IFTU, MITL, BHI 등의 기능을 이

용하여, 전장상황 인식 개선, 교전시간 단축, 고가치 

표적 선별 타격, 그리고 아군 발사체의 생존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장데이터링크의 성능을 제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시정찰 자산, 중계기 및 센

서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결국 감시

정찰 자산에서 관측된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것이며, 감시정찰 자산의 정확도

가 떨어지면 무장이 근처를 선회하며 MITL로 고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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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을 지정하여 공격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 표적

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회가 가

능한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며, 영상 전송을 위하

여 광대역폭이 필요한 단점도 있다.

  미래에는 무장데이터 링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

을 보유한 무장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무

장의 임무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감시자산, 중계기, 무

장이 통합 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는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무를 생성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투 전 감시자산 및 중계기의 분배 문제 및 

긴급상황에서 신속 임무계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중에라도 위협 및 표적변경 명령에 대응하

여 동적으로 임무계획을 생성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유도탄을 가정하고 무장데이

터링크의 효과를 기술하였으나, 미래 전장에서는 드론 

등 다양한 비행 플랫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

해서는 무장데이터링크의 동시 연결 능력이 지금보다 

향상되어야 하며, 단순한 무기 배회(Loiter) 능력에서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Building,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능의 확장도 

필요하다.

  또한 무장데이터링크가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되면 

미래에는 RF/IR 등의 다양한 종류의 탐지 센서의 융

합이 가능하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센서 신호를 바탕

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타체계의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유도하는 합동성의 

향상이 가능하다[5]. 이 방식은 탐색기가 표적을 포착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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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전파 가시선 계산 방법 및 결과

  전파는 주파수, 습도 등의 영향으로 전파의 굴절이 

발생하므로 visual LOS가 아닌 굴절을 고려한 radio 

LOS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radio LOS를 계

산하는 모델로는 지구 유효 반지름을 변경하는 방식

이 많이 사용되며, 낮은 고도에서는 3/4 지구 유효 반

지름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굴절 정도는 중계기의 

고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를 고려하여 계산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ITU-R P.453 규정 

기반으로 굴절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의 

굴절현상을 묘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파 통신범위(Radio coverage) 계산에 많

이 사용되는 전파 모델은 Longley-Rice Irregular Terrain 

Model(ITM)이 많이 사용된다. 이 모델은 VHF/UHF 방

송의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나, 광

범위 주파수의 예측이 가능하며 수많은 실측 데이터

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파모델의 황금률(golden rule)

이다. 다만 ITM 모델은 최대 고도가 3 km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방송용 송신기의 고도가 3 km 이상 나

올 수 없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WDL 

의 전파 모델로 사용하기에는 고도가 낮다. 특히 해안

선 및 산악지형이 많은 장소에서는 고도 3 km 중계기

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다. SPALT, 

ITWOM 등 다양한 전파 모델들도 대부분 ITM 모델을 

기반으로 수정된 것이므로 고도제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고도에 제한이 있는 전파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가시선을 바탕으로 통신 

가능 영역을 계산하였다. 전파 가시선은 굴절효과는 

반영하지만, 회절, 다중반사, 프레넬 효과등은 반영하

지 않았다.

  또한 중계기 위치도 보안상 이유로 한반도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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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북경 지역을 기준으로 통신 가시선 영역을 계산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북경지역의 북쪽은 험준한 산

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쪽은 넓은 평야가 구

성되어 있어 다양한 지형의 효과 분석에 적합하여 선

정하였으며, 아래 그림에서 그 지형을 보여준다.

  분석을 위해서 38.6, 115.0 중심으로 약 400 km 지

형의 DTED2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기존에 공개된 

다수의 통신 영역 계산 프로그램들은 낮은 해상도의 

지도를 사용하므로 본 논문의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다.

  중계기의 고도는 1, 5, 10, 20, 600 km(MSL, Mean 

Sea Level)로 설정하였으며, 무장의 비행고도는 000 m 

(AGL, Above Ground Level) 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고도 1 km 지점을 보면 대부분 산악지형은 통

신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악지형의 경우 중

계기의 고도가 20 km는 되어야 약 6 % 정도의 차폐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폐구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계기를 표적에 더 접근시키면 되

나, 중계기의 생존성이 약화되므로 추후 복합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고도 600 km는 위성통신의 예제이며, 가시선 확보

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00 

km 고도의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무선단말을 소형의 

무장에 넣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BDII 기술

의 사용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Fig. 8. Terrain data of anaysis area

Fig. 9. Radio line of sight results(Top 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