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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미래전을 대비하여 작
전 개념을 네트워크 중심전(이하 NCW: Network Centric 
Warfare) 체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NCW에서는 다양한 
정보수집체계와 지휘통제체계, 타격체계를 모두 네트워
크로 연결하여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
는 전쟁 양상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군도 원거리에 
이격된 지휘관과 전투원이 상호 통신하여 지휘통제를 보장
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전투 무선망을 운용하고 있다[1]. 이러한 기존 무
전기는 음성 중심 특성과 임무와 목적에 따른 다수의 무
전기 운용으로 인해, 전장의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물론, 통합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
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차기전술정보통신체계(이하 
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의 
하위 체계로서 군용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인 전술다대역
다기능무전기(이하 TMMR: 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를 개발해왔다[2]. TMMR는 기존 무전기와 다르게 
주파수 대역별로 무전기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하드웨
어 변경없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파수 대역별 운영이 
가능한 다대역다기능무전기(이하 SDR 이하: Software 
Defined Radio)이다. 아울러,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음성 
중심 특성을 탈피해 고품질의 데이터 통신과 음성을 동
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따라, 기존 무전기
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TMMR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 무기체
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상 무기체계에서는 기존 무전기
를 활용하여 무선 통신망을 구성하고 지휘통제체계와 다
수의 무장통제장치(무장) 간에 타격 임무 전송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대역폭에 따른 통신 
지연시간 증가로 인해 다수의 무장에 대해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에 따라 지상 무기
체계에서도 TMMR의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상 무기체
계 환경에서 TMMR의 성능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한다. 성
능 시험에서는 실제 TMMR을 기반으로 지휘통제체계와 
무장통제장치 간의 무선 통신 환경을 모의 구성하여 성
능 시험을 수행하고, 성능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TMMR
의 지상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Ⅱ. 시험 환경 및 구성

  TMMR의 통달거리는 최대 –Km(차량형, 군사 보안상 
상세 수치는 삭제)이며, 지휘통제체계와 무장통제장치는 
통신 반경 내에서 이격되어 유니캐스트 형태로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일대다 통신망이 구성된다. TMMR은 다수의 
TMMR 간 일대다 통신 및 다중 홉 통신을 지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지상 무기체계의 연동 환경 및 지면 관계상 
일대다 통신 시험 결과만을 논한다. 또한, TMMR은 차량
용, 휴대용, 헬기 및 함정용이 존재하나,  본 통신 시험에
서는 K-WNW 운용 모드를 지원하는 차량1형과 휴대2형
을 사용하였다. 본 장비에 연결되는 안테나 및 GPS 수신
기를 제외한 처리장치는 단일 구성품으로서, 본 논문에
서는 TMMR의 내부 구성도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림 1은 일대다 통신을 위한 1:3 1-홉 통신시험 구성
도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1개의 사격지휘통제기와 3
개의 무장모의기가 1:3 통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험 환
경을 구성하였다.

▶▶ 그림 1. 1:3 1-홉 통신시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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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의 전장 환경은 전투 공간에서 파악 가능한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정보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 중심전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의 핵심 요소로서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를 

개발해왔으며, 기존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체계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상 무기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상 무기체계 환경에서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의 성능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한다. 성능 평가에서는 실제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를 기반으로 지휘통제체계와 무장통제장치 간의 무선 통신 

환경을 모의 구성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의 지상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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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은 본 성능시험에서 수행한 전송속도와 데이터크
기 설정을 나타낸다. TMMR에서는 무전기의 전송속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표 1과 같이 전송속도를 설정한 
후 Ping 테스트 기반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크
기는 각 통제기와 모의기에서 1회당 전송한 버퍼 크기를 
나타낸다. 실제 체계 운용에서 통제기와 모의기의 최대 
데이터 크기가 --바이트임을 고려할 때, 실제 환경보다 
더욱 가혹한 환경 하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전송속도(Bps) 데이터크기(Bytes)

64K, 256K, 2M 128, 256

표 1. 전송속도와 데이터크기 설정

Ⅲ. 시험 결과 및 분석

  표2-표7은 성능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시험 결과는 
예상과 같이, TMMR의 전송속도의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지연시간은 감소하였고, 데이터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지연
시간은 증가하였다. 전송속도를 64K에서 256K, 그리고 
256K에서 2M로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 지연시간은 각각 
약 35~50%와 약 18~19% 향상되었다. 사격지휘통제기에서 
다수의 무장모의기로의 1대다 통신과 다수의 무장모의기
에서 사격지휘통제기로의 다대1 통신의 경우, 대체로 다대1 
통신의 지연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송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작아짐으로써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간 작전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통신 지연시간이다. 이 때, 평균 지연시간은 
전송속도에 따라 약 194~366ms와 약 205~499ms로 나타
났다. 실제 환경에서 시간 임계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체계의 경우, 상대방 응답 메시지 미수신시 재전송을 수
행하는 최소 응답 대기시간을 1초~수초로 설정함으로서 
성능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모두 최소 응답 대기시간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50ms 이하의 실시간 
응답시간을 요구하는 시간 임계적인 임무(발사 혹은 중
지)를 수행하는 체계의 경우, 임무 수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모든 시험에서 패킷 손실률은 0%로서, 
TMMR의 데이터 전송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Src Dst
지연시간(ms) 패킷

손실률최소 최대 평균

사격지휘
통제기

무장#1 142 582 332 0

무장#2 119 735 374 0

무장#3 85 810 343 0

무장#1
사격지휘
통제기

213 809 429 0

무장#2 88 713 343 0

무장#3 92 837 374 0

표 2. 시험 결과(전송속도-64K, 데이터크기-128B / 100회) 

Src Dst
지연시간(ms) 패킷

손실률최소 최대 평균

사격지휘
통제기

무장#1 143 776 459 0

무장#2 202 967 460 0

무장#3 168 790 424 0

무장#1
사격지휘
통제기

215 1003 573 0

무장#2 146 1333 528 0

무장#3 131 1045 548 0

표 3. 시험 결과(전송속도-64K, 데이터크기-256B / 100회) 

Src Dst
지연시간(ms) 패킷

손실률최소 최대 평균

사격지휘
통제기

무장#1 120 465 282 0

무장#2 105 467 224 0

무장#3 88 523 262 0

무장#1
사격지휘
통제기

53 504 225 0

무장#2 66 520 252 0

무장#3 82 600 262 0

표 5. 시험 결과(전송속도-256K, 데이터크기-256B / 100회) 

Src Dst
지연시간(ms) 패킷

손실률최소 최대 평균

사격지휘
통제기

무장#1 30 479 202 0

무장#2 34 440 213 0

무장#3 33 414 195 0

무장#1
사격지휘
통제기

38 416 195 0

무장#2 31 363 161 0

무장#3 36 401 197 0

표 6. 시험 결과(전송속도-2M, 데이터크기-128B / 100회) 

Src Dst
지연시간(ms) 패킷

손실률최소 최대 평균

사격지휘
통제기

무장#1 40 438 218 0

무장#2 53 421 169 0

무장#3 48 538 262 0

무장#1
사격지휘
통제기

34 448 225 0

무장#2 54 262 169 0

무장#3 36 521 189 0

표 7. 시험 결과(전송속도-2M, 데이터크기-256B / 100회)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지상 무기체계의 연동 환경에 대해 분
석한 후, 지상 무기체계와 유사한 환경에서 TMMR의 성
능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능 시험 결과, TMMR
의 평균 지연시간은 전송속도와 데이터크기에 따라 약 
194~366ms와 약 205~499ms, 최대 지연시간은 전송속도
에 따라 479~837ms와 538~1333ms를 나타냈다. 이는 시
간 임계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체계는 TMMR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발사 및 중지와 같이 시
간 임계적 임무을 수행하는 체계에서는 TMMR의 적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시간 임계적 임
무를 수행하는 체계 적용을 위해서는 TMMR외의 다른 
통신망 구성을 고려하거나 연동통제규정 변경을 통한 데
이터 크기 및 주기의 변경이나 혹은 운용 개념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는 실 운용 프
로그램을 기반으로 성능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성능 시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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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 Dst
지연시간(ms) 패킷

손실률최소 최대 평균

사격지휘 무장#1 71 494 251 0

표 4. 시험 결과(전송속도-256K, 데이터크기-128B / 100회) 

통제기
무장#2 51 385 225 0

무장#3 64 654 239 0

무장#1
사격지휘
통제기

53 504 225 0

무장#2 90 601 226 0

무장#3 89 754 25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