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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육군의 이하 NCW 핵심은 기반통신장비인 TMMR(Tactical Multi Function Terminal)과 

투지휘를 한 장단말기인 이하 투지휘체계(B2CS)로 표할 수 있다. 이  TMMR은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토록 개발 인 무 기이다. 하지만, 군 무 기 특성상 은․엄폐 지역에서의 통신 보장

을 해 낮은 주 수 역을 사용함에 따라 최  지원 가능한 송속도는 매우 한정 이다. 따라서 

TMMR을 기반 통신장비로 활용하는 B2CS는 이 낮은 역폭을 어떻게 효율 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해 군 운용환경에서의 TMMR 기반하 B2CS 운용 시 필요한 TMMR의 요

구 역폭을 분석, 데이터 경량화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B2CS에서 용하고 있는 데이터 

경량화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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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래 육군은 2015년 이후  이하 부 의 네트워

크 심작 (NCW : Network Centric Warfare)을 해 

기반통신장비는 TMMR, 장단말기는 이하 투지

휘체계(이하 : B2CS)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이  

TMMR은 낮은 주 수 를 활용함에 따라 제한 인 송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B2CS는 TMMR을 기반통신장비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B2CS는 TMMR의 제한 인 송

속도를 얼마나 효과 으로 사용하느냐의 데이터 경량화 

설계가 매우 요하다. 하지만, TMMR과 B2CS는 동시 

개발 임에 따라 TMMR의 수용 가능한 데이터 유통량

을 정확한 실증분석을 통한 최 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  TMMR와 B2CS의 운용환경을 

분석하기 해 KCTC 훈련결과를 기 로 투무선망의 

표  데이터링크로 2012년 등록된 KVMF 문 운용간 필

요한 요구 역폭을 분석하여 경량화 설계 필요성을 증명

하고자 한다. 다음은 미국의 FBCB2의 데이터 경량화 설

계 방안을 기 로 재 개발진행 인 B2CS의 데이터 경

량화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TMMR 환경 하 요구 역폭

   TMMR 환경하 B2CS 운용간 요구되는 역폭 분석을 

해서 2008년 KT BcN 본부  2009년 장동모 외 4명이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실 장환경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KCTC 훈련 결과를 기 로 분석하 다.[1],[2]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분석된 결과는 2012년 등록된 

KVMF 문별 크기와 차이가 있고, 문별 송방법 미 

용, 암호화  분할에 따른 데이터 미반 , 장단말기 

운용 가입자 수 불일치, 연동 상체계와의 데이터 등이 

2015년 이후 운용될 체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해 KCTC 훈련  단 시간당 가장 많은 무선통

화가 발생한 구간을 분석하고, 이 통화내용  KVMF 

문과 매핑이 가능한 부분과 “수신완료”와 같이 문으로 

매핑이 제한되는 음성으로 분리 이를 장단말기 운용 가

입자 수와 문의 송방식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로 산출

하고, 이후 추가 인 데이터로 치보고, 연동 상체계

(ATCIS,  소형 UAV)와의 데이터, 장 피해 발

생 시 정지 상등을 더하여 분당 데이터 유통량을 분석한 

후, 이를 TMMR의 송속도 단 인 bps로 환산하여 값을 

구하 다. 이를 간단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MMR의 요구 역폭(bps)은

   = 분당 데이터유통량(bytes) × 8 × 10 / 60   <식 1>

여기서 분당 데이터 유통량(DMIN)은

        = KVMF 문 유통량 + 음성 + 치보고 + 

ATCIS 데이터 +  소형 UAV 데이터 + 

정지 상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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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숫자 8은 byte 단 를 bit로 환산하기 해 곱해  

값이며, 10은 무선환경에서의 요구 역폭은 공학 역폭에 

지형  기상, 무 기 송계층에서의 추가 인 데이터를 

고려하여 10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반 한 

값이다.[3]

 <식 1, 2>에 기 하여 먼   이하의 데이터 유통

량 분석을 해 2011년 2주 동안 KCTC 훈련을 참 하면

서 이하 부 의 무 기 통화 내용을 녹음하 다. 이

를 기 로 상황지시, , 보고 등의 내용을 KVMF 문

과 매핑하고, 문에 따른 송방법(보고 / 명령 련 문 

: Unicast, 동시 상황  : Broadcast)과 장을 기 으

로 운용되는 장단말기의 수(총15)를 고려하여 단  시간

당 문 유통수를 분석한 결과 총 663건의 문유통을 분

석하고, 이를 다시 훈련 단계별로 시간당 문 유통수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4]

<표 1> 훈련단계별 문 유통수

구분
진

경계
지

제1참
호선

제2참
호선

목표
확보

진지
강화

총
문수

156 197 124 80 53 23

훈련
시간

2 1 4 2 1 1

시간당
문수

78 197 31 40 53 23

 <표 1>을 보면 경계지 에서 시간당 총 197회의 문의 

유통이 있었다. 이를 기 으로 <식 3>을 용하여, KVMF 

문별 크기 분석하 다.

 KVMF 문별 크기 = KVMF 응용헤더(24bytes) + 본문

(N bytes) + 암․복호화헤더

(12bytes) + S/R 헤더(12bytes) + 

UDP/IP(68bytes)        <식 3>

 이를 기 으로 문에 따른 송방식과 가입자 수에 따

른 분당 데이터유통량을 구하면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분당 KVMF 문 유통량

한, 통화 내용  KVMF 문으로 매핑이 제한되는 

“수신완료”와 같은 호출 응답에 해서는 2009년 김 호 

외 3명이 용한 분당 3.33회, 통화시간 3.64 , 유율 

45%를 용하 다.[5] 이때 음성에 한 데이터 유통량은 

TMMR에서 음성통신을 해 용한 코덱 723.1G의 

5.3Kbps를 용하 다.[6] 

 다음은  부 의 치를 공유하기 해서 PRE를 

사용하고 있는데, B2CS는 이와 같은 PRE의 기능을 체

함에 따라 치보고 문을 용하되, 치보고 주기는 군 

시험평가 기 인 1분을 용하고, 데이터 크기는 가 

에 보고 시에는 장  소 장 치를 종합 

Unicast로 에 송하고, 는   가입자의 

치를 종합 보고하며, 분할은 <식 4>에 기 하여 총3회를 

기 으로 고려 계산한 결과인 3,766bytes를 용하 다. 

KVMF 문의 MSS = MTU - (S/RHD+암․복화화

HD+UDP/IP HD)    <식 4>

*  식에서 MTU = TMMR와 B2CS는 이더넷 통신으로 표  

이더넷 MTU 값인 1.5KB임.

                      

 끝으로 연동 상체계는 ATCIS,  소형 UAV의 데

이터 유통량을 분석하 다. 이  연 에서 운용 인 

ATCIS와는 상 부   인 부  상황 공유는 KVMF 

문을 이용 군, 아군, 장애물 등의 상황을 5분 단 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기 으로 계산된 7,428bytes를 용

하고, 에서 연 에 보고하는 항목은  데이터 유

통량과 동일하게 훈련녹음 결과를 기 로 KVMF 문과 

매핑한 결과를 용하 다. 다음은  소형 UAV와는 

정지 상을 KVMF 문에 첨부 기능을 활용하여 공유하

기로 했으며, 정지 상의 크기는 20KB 용하고, 분할은 

총 11회를 기 으로 1회 송수신간 크기는 21,080bytes을 

10분에 한 번씩 송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장은 피해

상황 발생 시 사진을 보내게 되어있으므로 이 한 분석

에 용하 다.

(그림 2) TMMR 공학 역폭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필요한 TMMR의 공학 

역폭은 (그림 2)와 같이 최  역폭은 4,687bps이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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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역폭은 1,769bps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어디까지

나  값은 공학 역폭이므로, 투무선망 환경하에서는 

링크계층의 데이터  충돌, 송지연 등을 고려시 요구

역폭은 공학 역폭 × 10배를 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

 요구 역폭은 45.77Kbps, 평균 17.69Kbps가 요구됨을 

확인하 다.

 이 값은 TMMR의 K-WNW 모드의 최소 송속도인 

OOO Kbps 범 보다는 작기 때문에 제한사항은 없으나, 

실제 투지휘용으로 사용하게 될 VHF-FM(신) 모드의 

송속도가 OO ～ OOKbps이고, HF-AM(신) 같은 경우

는 OKbps이므로, 효율 인 데이터 유통을 한 설계 방

안이 요구되어 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FBCB2 데이터 경량화 설계 방안

    B2CS와 같이  이하의 장 환경에서 운용되는 

장단말 체계는 효율 인 투무선망 운용을 해 데이

터 경량화 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2006년 이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완료한 미국의 FBCB2(Force XXI 

Battle Command, Brigade-and-Below)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

(그림 3) 미국 FBCB2의 문별 UI 설계

C2 Message

Long Form Message

 미국의 FBCB2는 먼  데이터 유통량의 효율성을 확보하

기 해서 가변형 메시지 포맷인 VMF(Variable Message 

Format)을 용하여 무 기 송속도에 따라 사용자의 UI 

화면을 (그림 3)과 같이 문의 특성  운용 여건 등에 

따라 입력하는 항목을 차별화한 C2 Message와 Long 

Form Message로 이 화 설계를 용하 다. C2 

Message는 정찰보고, 긴 후송요청, NBC-1, 화력지원요

청, 사격 지, 상황보고 등 총 6종으로 투간 사용 빈도

가 가장 많고, 긴 한 상황이 요구되는 문으로 한 화면

에서  요소를 입력 후 송이 가능토록 설계하 으며, 

Long Form Message는 투력 복원이나 후방에서 작 시 

필요한 문에 해서는 시크롤링하여 여러 항목을 입력 

후 송토록 문을 설계하 다.

 다음은 무 기 송속도별로 메시지 종류  최  송

크기를 조 한 설계이다. 미국의 부터 연 까의 데

이터 용으로 사용되는 무 기인 EPLRS( 송속도 : 

1Mbps)는 유통 문이 총 47종, 최  송사이즈는 1.5KB

를 용하 으며, 송속도가 2.6Kbps인 성통신체계는 

메시지 종류를 27종, 최  송사이즈는 568bytes를 용

하 다.

 이와같은 FBCB2의 데이터 경량화 설계 방안은 B2CS의 

데이터 경량화 설계에도 용이 가능하다.

4. B2CS 데이터 경량화 설계 방안

    B2CS는 기본 으로 KVMF 문을 용하 다. 이를 

기 로한 문별 UI 설계는 FBCB2와 유사개념을 용 

투운용간 사용이 빈번한 메시지에 해서는 필수 요소

를 한 화면에서 입력 송토록 설계하 으며, 시간  여유

가 있을 때에는 모든 항목을 작성 송토록 기본 설계를 

용하 다. 한, 문의 유통수의 경우 부   병과별 

특성에 따라 총 지종심부 의 경우 13개 문, 기존 구

형 FM무 기를 사용하는 부 는 16종, 성단말을 사용

하는 해병 의 경우 14종, TMMR의 K-WNW / 

VHF-FM(신) 모드를 운용하는 경우는 27종의 문을 사

용토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통신장비의 송속도에 따른 경량화 설계로서, 

TMMR의 K-WNW 모드를 운용할 때에는 KVMF 문

과 정지 상이 함께 운용되도록 하고, VHF-FM(신) 모드

를 운용간에는  소형 UAV처럼 주기 으로 방을 

감시하는 체계가 아닌 경우, B2CS에 의한 정지 상 공유

는 제한하도록 설계를 해야겠다. 이와 더불어 최  송사

이즈 한, K-WNW, VHF-FM(신) 모드에서는 이더넷 

표 인 1.5KB를 용하되, HF-AM(신)와 같이 송속도

가 OKbps인 경우에는 568bytes로 한정하 다.

 이와 별도로 B2CS는 재 송 횟수와 송방식을 문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명령등과 

같이 꼭 달이 필요한 문에 해서는 Unicast  재

송은 3회를 용하고, 치보고처럼 주기 인 문에 해

서는 Unicast와 Broadcast를 복합 으로 사용하되, 재 송

은 없도록 설계하 다. 한 화생방, 방공상황처럼 긴 한 

상황 가 필요한 경우 문은 재 송은 미실시하고, 

신 Broadcast로 다 송을 통해 신속성에 을 둔 설

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운용 제 에 따른 웨이 폼의 사용방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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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이 동시에 가능토록 진행하고 있다. 제 별 운용거리

가 짧고 문 빈도가 높은 장  장과 같은 투

부 는 K-WNW 모드를 운용토록 하고, 정찰소   지

원배속부 처럼 종심이 길고 데이터 빈도가 작은 부 는 

VHF-FM(신) 모드를 운용토록 설계를 하 다. 이를 통해 

제한 인 TMMR의 송속도를 효율 으로 운용토록 설

계를 진행하고 있다.

5. 결론

     이하 NCW 핵심 기반인 TMMR와 B2CS는 

2015년 력화를 해 동시 개발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체

계이다. 하지만, TMMR의 특성상 일반 상용 네트워크처

럼 양호한 데이터 송속도를 지원하기는 제한된다. 이는 

KCTC 훈련결과를 보병 에 B2CS 운용간 필요한 요구

역폭 분석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TMMR의 송속도 하에서 효율 인 운용을 해서

는 데이터 경량화 설계가 필수 이며, 이를 해 B2CS는 

미국의 FBCB2에 용된 데이터 경량화 설계 방안과, 

문의 특성에 따른 송방법의 차별화, 부  특성에 따른 

웨이 폼 사용을 통해 데이터 경량화 설계를 진행 에 있

다. 이는 비단 B2CS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향후 TMMR

의 투무선망을 사용하게 될 수많은 단일무기체계  응

용체계도 함께 발 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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