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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 범용 보안음성·교차네트워크 컨퍼런싱 지원하는 라디오 헤

드셋과 전화 암호화기 출시 

 

【콩코드(미 메사추세츠 주)=BW/뉴시스】 

 

-- 상호호환 가능한 솔루션, 공중안전과 군사합동작전에 안전한 음성 통신 지원 --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Technical Communications Corporation, 나스닥CM: TCCO)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혁신적인 X-NCrypt™ 교차 네트워크 암호해독(X-NCrypt 

Cross Network Cryptography)에 기반해, 공중안전 특수 작업을 위한 육상 이동 라디오(Land 

Mobile Radio) 음성통신과 지휘관과 야전군 간 전화-무선 컨퍼런싱을 보호하는 HSE 6000 라디오 

헤드셋과 전화 암호화기를 선보인다. <A 

href="http://cts.businesswire.com/ct/CT?id=smartlink&url=http%3A%2F%2Fwww.youtube.com%2F

watch%3Fv%3DgQ9YKAfDFX4&esheet=50716729&newsitemid=20130926005302&lan=en-

US&anchor=View+video.&index=2&md5=0ca142c6f5ede5cdc7478c3795e573ae">동영상</A>을 

보거나, <A 

href="http://cts.businesswire.com/ct/CT?id=smartlink&url=http%3A%2F%2Fwww.tccsecure.com%2F

news%2Fproduct%2Fhse6000-download-

photos.html&esheet=50716729&newsitemid=20130926005302&lan=en-

US&anchor=Download+pictures.&index=3&md5=f975bfaf074788d19cd48a72622c6271">사진

</A>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피델 카메로(Fidel Camero) 보안 무선&라디오, 사업개발 

책임자는 “HSE 6000 헤드셋/핸드셋 라디오, 전화 암호화기는 우리의 군사용 DSP 9000 라디오 암

호화 제품군과 상호호환되는 교차 네트워크 컨퍼런싱 등 강력한 음성보안을 제공하며, 공중보안 

특수 작업의 이동성, 간편성, 유연성, 비용효율성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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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Crypt™ 교차 네트워크 암호해독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군사용 DSP 9000 

음성 암호화 기술이 보다 혁신적으로 진보한 것으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DSP 

9000와 HSE 6000 상호호환 보안 라디오, 전화 암호화 제품군을 이용해 고정설비(육상, 해상, 공

중), 지상군, 공중보안 특수 작업, 지휘관과 정부관료를 연결하는 컨퍼런싱을 비롯해 라디오와 전

화 네트워크 간 종합적인 안전한 음성통신을 지원한다.  

 

범용 암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DSP 9000와 HSE 6000는 대부분의 라디오 모델, 모든 주파대역에

서 작동하고, 끊김없이 기존의 음성네트워크에서 중첩돼 비용이 효율적이고 유연하다. HSE 6000은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으며, 모든 휴대용 또는 스쿼드 라디오, 헤드셋/핸드셋에 연결된다. 또 

HSE 6000은 VoIP, 디지털, 아날로그 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코드가 있는 핸드셋 전화에 신속하

게 연결된다.  

 

△ 암호화 기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인헨스드 도메인 트랜스폼(Enhanced Domain Transform) 

알고리듬은 고도의 비-선형 디지털 열쇠 스트림 생성기를 이용한다. 또 알고리듬 맞춤화가 지원된

다. 열쇠와 라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암호화 관리 시스

템(Crypto Management System)에 의해 생성되며, 열쇠 관리는 사용자 투명성을 유지한다.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 영업부는 전화(978-287-6229) 또는 이메일

(tccinfo@tccsecure.com)로 연락할 수 있다.  

 

▲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Technical Communications Corporation)에 대하여  

 

지난 50년동안 TCC는 슈페리어급(superior-grade) 보안통신시스템에 특화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민감한 음성, 데이터, 비디오를 보호하기 위해 동급최

강 솔루션인 사이퍼원(CipherONE)을 지원해왔다. 115개국 정부산하기관, 군당국, 기업들이 통신보

호를 위해 TCC의 입증된 보안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추가정보는 홈페이지 www.tccsecure.com 또

는 트위터, 유투브에서 팔로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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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멀티미디어 갤러리: http://www.businesswire.com/multimedia/home/20130926005302/en/ 

 

[본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

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 연락처: 

 

TCC 

재닛 르클레어(Janet LeClair), +1-978-287-6309 

leclair@tccsec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