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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항공전자 시스템은 표준화 모듈의 데이터통신에 기반한 개방형 아키텍처와 범용성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항공전자 비행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를 설계

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및 테스트를 통한 적용성을 검증한다. 시스템 구성은 임무컴퓨터 (Mission Computer, MC)와 대

화면 시현기 (Large Area Display, LAD)를 포함하며 고신뢰의 이더넷기반의 소켓통신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실

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모든 패킷이 20msec의 데드라인에 패킷 손실이 전혀 없이 전달됨으로써 실시간성과 신뢰성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ABSTRACT 

It is require to design the next generation avionics system while considering applicability under open architecture 
where standerd communication module is used. In this situation, if the existing schemes cannot guarantee new 
requirement, new system development is demanded. In this paper, we present design, implementation, and testing 
procedure for message based middleware to support operational flight program on avionics. System architecture 
include mission computer (MC) and large area display (LAD) over standard socket communication based on reliable 
Ethernet. Finally,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middleware can guarantee real-time with 20msec 
as well as reliability requirements with no lost packet.

키워드 : 비행운용프로그램, 메시지서비스시스템, 실시간,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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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전자 시스템은 과거 연방형(Federated) 구조에

서 통합모듈형(IMA: Integrated Modular Avionics)으로 

발전해 왔으며 통합에 따른 복잡도 감소를 위해 최근 

분산통합형(DIMA: Distributed IMA)아키텍처로 발전

하고 있다. 또한 기존 폐쇄적이었던 국방 및 항공분야

의 특성과 달리 민간상용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적

용하는 추세이므로 개방형 아키텍처의 지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1].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통신 기술의 

변화도 필요하며 가장 최근의 DIMA를 위하여 고속의 

표준화된 데이터버스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차세대 항공전자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은 상용 이더

넷 규격에 기반을 둔 고신뢰 이더넷의 사용이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전자 시스템의 다양한 

디바이스의 응용프로그램간의 직접적 데이터 전송을 

배재하고 응용프로그램의 자율적 데이터 교환을 위해

서는 추가적으로 데이터통신 미들웨어가 필요하다[2]. 
이러한 데이터통신 미들웨어 중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 

(Message Oriented Middleware, MOM)[3]은 분산시스

템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프

라스트럭처를 통칭하며 데이터 분산 서비스 (Data 
Distribution Service, DDS)[4]가 대표적이다. 

비록 DDS가 해군 및 육군시스템에 적용된 이후 교

통통제, 차세대의료, 공장자동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을

지라도 고비용으로 인하여 이를 항공전자 시스템에 적

용하기 위한 방안 아직까지 소수의 연구만이 제시되어 

있다[5]. 따라서, DDS를 대체할 차세대 항공전자시스

템을 위한 새로운 미들웨어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 비행운용프로그램

(Operational Flight Program : OFP)을 위하여 제안된 통

신 기술들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차세대 항공전자 

시스템에 적합한 이더넷 기반의 메시지 통신을 위한 요

구도와 모듈의 설계 및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메커니즘인 MSS(Messaging Service System)은 DDS에 

비하여 개방된 구조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 이식성

을 증대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고 제안된 MSS가 항공전자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구의 목적 및 배

경을 설명한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항공전자시스템

에서의 데이터통신 기법을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MSS
의 구조 및 개발방법을 소개하고 IV장에서는 MSS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

한다.

Ⅱ. 관련기술분석

본 절에서는 기존 항공전자 시스템의 OFP에서 적용

된 데이터 통신 기법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2.1. VME 기반 시스템

1990년대 고등훈련기에 적용한 VME 기반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1개의 미션컴퓨터에 내부 보드간 통신 프

로토콜은 VME Shared Memory 기반의 UDP통신이며 

데이터는 Hz별 패킷 구조 단위 형태로 전역변수화 되어 

있다. 따라서 패킷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전역 변수로 

함으로써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며 동일한 

패킷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듈간 데이터 결합도가 매우 

심한 단점이 있다. 

2.1.1. Data Pool 기반 시스템

1990년대 초등 훈련기급에 적용한 Data Pool 기반 

시스템은 임무컴퓨터가 2개로 내부 보드는 PCI 통신이 

수행되며 임무컴퓨터간에는 이더넷 기반 UDP 통신을 

사용한다.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Data Pool이라는 별도

의 저장소를 운영하며 각각의 변수에 대해 읽기, 쓰기 

속성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응용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정된다. 통신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접근은 체계적으로 구현되어 데이터에 대한 제공과 소

비의 개념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Publish/Subscribe 
Pattern과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Fig. 2에
서처럼 Data Pool이 스케쥴링과 데이터 통신을 함께 제

어를 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복잡하여 코드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타 프로젝트로 이식이 쉽지가 않다는 문

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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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architecture based on VME

Fig. 2 System architecture based on Data Pool

Fig. 3 System architecture based on redundancy 

2.1.2. 다중화 기반 시스템

다중화 기반 시스템은 Fig. 3과 같이 2개의 미션 컴

퓨터가 이루어지며 내부 보드는 공유 메모리 통신을 

수행한다. 반면, 미션 컴퓨터 간에는 이더넷 UDP/TCP 
통신이 이루어진다. 데이터의 구조는 Hz별 패킷 단위 

형태로 전역변수화 되어 있다. 따라서 VME 기반시스

템의 단점인 모듈간 데이터 결합도 문제를 그대로 가

지고 있다.

2.1.3. 워크스테이션 기반 시스템

비행용보다는 임무 운용자용으로 적용된 워크스테

이션 기반 시스템의 경우 8개의 워크스테이션이 이더넷 

UDP/TCP통신을 하고 메시지 기반 통신을 하며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를 

기반으로 서비스간 Message 통신을 한다. 응용프로그

램은 메시지를 생성하여 다른 컴포넌트에게 언제든 보

낼 수 있으며 1:N통신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도메인 

특성으로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C#으로 개발되

어서 항공전자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Ⅲ. OFP를 위한 MSS 설계 및 개발 

차세대 항공전자 시스템의 경우 publish/subscribe 패
턴 및 객체 지향적 설계에 매우 적합하며 컴포넌트간 데

이터 결합도를 줄일 수 있는 설계가 요구된다[6]. DDS
는 실시간 시스템의 실시간성, 확장성, 안전성, 고성능

을 가능하게 하는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표준 출판/구독 (Publish/Subscribe) 네트워크 커뮤니케

이션 미들웨어이다. 상용 DDS는 표준화된 네트워크 통

신을 구현하여 이기종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

며 대량의 실시간 데이터의 송수신이 필요한 시스템에 

적합하다. DDS가 적용된 최적의 사례는 전투함대의 전

술데이터 공유분야이다.
그러나 차세대 항공전자는 조종사에게 정보시현 및 

대응을 위한 대화면시현기와 실제 임무에 관련된 알고

리즘 및 각 연산을 수행하는 임무컴퓨터의 한정된 데이

터 통신만이 고려되므로 DDS에서 지원하는 표준화된 

호환성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DDS는 고비용, 전
투기 체계 적용사례 부족, 항공기 탑재에 따른 자원한

계로 소형화 필요, 그리고 3rd Party 소프트웨어 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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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장탐구에 어려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DDS시스템

의 적용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MSS(Messaging Service System)는 DDS의 개념을 적

용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시스템에서 네트

워크 통신을 제공하며 Publish/Subscribe 패턴을 채택한

다. MMS은 개방형 구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데

이터 통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행운영 소프트웨어

의 재사용성, 이식성을 증대 시킬 수 있으므로 DDS에 

비하여 훨씬 더 항공전자 시스템에 적합하다. Fig. 4은 

MSS을 위한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Fig. 4 MMS architecture

3.1. MSS 설계

3.1.1. Use Case 모델 설계

Rhapsody를 사용한 MSS의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은 Fig. 5와 같다. MSS 요구사항에 따른 유즈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Define Message: 데이터 분석가는 임무컴퓨터-대
화면시현기간의 통신메시지를 ESICD(Electrical 
Signal Interface Control Document)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를 한다. 정의된 메시지는 소스코드생성 도구를 

통하여 클래스 형태로 소스코드가 자동 생성된다.
2) Create Message: 응용프로그램은 Publisher/Subscriber 

메시지를 생성한다. 
3) Send Data: 응용프로그램은 메시지의 데이터를 설

정하고 MSS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4) Initialize MSS: MSS는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5) Publish Message: MSS는 메시지를 네트워크에 전송

한다.
6) Subscribe Message: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를 Subscriber 메시지로 전달한다.
7) Monitor Message: 고장탐지를 위하여 메시지를 모

니터링을 한다.

Fig. 5 MMS usecase diagram

3.1.2. Sequence 모델 설계

Usecase모델 중 Create Message의 시퀀스 다이어그

램은 Fig. 6과 같다. Subscriber는 메시지가 생성 될 때 

MSS에 등록을 하여 데이터를 수신 받을 준비를 하며, 
신뢰성이 필요한 메시지 또한 Reliability 클래스에 등록

하여야 한다.
 

3.1.3. Class 모델 설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한 MSS 클래스 다이어그램

은 Fig. 7와 같다.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위하여 Abstract 
Factory Pattern[6]을 적용하였으며 여러 네트워크 프로

토콜 (UDP, TCP, Multi-Cast, CPU Core-Core 통신, PCI 
통신) 추가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Reliability는 신

뢰성이 필요한 메시지를 관리한다. Auto Discovery 
Class는 상대편이 수신이 필요한 메시지를 Route 
Message로 자동으로 감지하여 네트워크에 전송하게 하

는 클래스이다. 따라서, 메시지 추가에 따른 MSS의 수

정은 필요가 없어진다. 

3.2. MSS 구현방법

MSS를 구현하기 위한 구현되어야 할 메시지 종류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며 이러한 메시지 처리 방

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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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mpling Message: 주기적 데이터

2) Queueing Message: 비주기적/이벤트 데이터, 신뢰

성 제공

3) 대용량 Message: 8K 이상의 데이터, 분할전송, 신뢰

성 제공

4) No Buffering Message: MSS의 버퍼링을 통하지 않

고 목적지로 바로 전송

Fig. 6 Sequence diagram for Create Message

사용자는 ESICD 데이터베이스에 MSS 메시지를 입

력 시 종류를 선택한다.

3.2.1. MSS 버퍼링

Application에서 메시지를 MSS에 전송하면 데이터

를 바로 보내지 않고 8K 버퍼에 채우고 버퍼가 차면 목

적지에 보낸다. 이유는 크기가 작은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는 것보다 일정 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는 것

이 CPU 성능에 좋기 때문이다. Minor Frame이 완료되

면 publish_message 명령으로 남아 있는 버퍼를 목적지

에 전송한다. 일반적인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크기는 1500Byte 이며 Jumbo Packet은 9K까지 가

능하다. MSS 버퍼는 1.5Kbyte에서 9Kbyte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이는 실제 테스트를 통하여 버퍼크기를 확정

할 수 있다. 큐잉 메시지는 자체적으로 버퍼 배열을 가

지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쉬프트 (shift) 
된다. 수신 받은 쪽은 버퍼 배열의 타임 태그를 이용하

여 새로운 데이터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는 

메시지 큐에 넣는 구조로 되어 있다.

3.2.2. 대용량 데이터 분할 전송 메커니즘

대용량 데이터는 분할된 데이터를 전송하며, 수신 받

는 쪽과 핸드셰이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하나씩 송수신 

한다. 만약 전송 측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 계속해서 동

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며, 수시 측에서 전송 실패 메시

지를 보내면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전송한다.

Fig. 7 MSS class diagram

Ⅳ. MSS 검증

MSS의 검증시험은 단위/정적시험 및 성능시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본 절에서 소개한다.

4.1. 단위 및 정적시험 결과

단위시험은 소스코드의 특정 모듈이 의도된 대로 정

확히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제안된 MSS의 단위

시험은 Fig. 8과 같이 VectorCAST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DO-178 Level B에 맞게 100% Coverage가 달성되

었다. 정적시험은 소스코드 실행 없이 코드의 의미를 

분석해 결함을 찾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Fig. 9와 

같이 CODESONA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행하여 

결함 zero에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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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 of unit test

Fig. 9 Result of static test 

4.2. 성능시험 결과

MSS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은 실험환경

을 구축하고 MSS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enviroment

OS CPU Ethernet

PC Windows XP Intel Core2 
3.0 GHz 100Mbps

MC VxWorks 5.5 Power PC 
500MHz 100Mbps

MSS의 성능 검증을 위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지연시간(Latency): Node1에서 송신한 데이터가 

Node2에 도달하는 시간

2) Publish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을 시작하여 완

료되는 시간

3) Subscribe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을 시작하여 

완료되는 시간

4) 데이터 손실률: 12시간 가동 시 손실된 데이터 비율

5) 실시간성 만족 여부: FA-50의 경우 Minor Frame이 

50Hz(20ms)로 동작되며 Worst Case Packet Size가 

12kbyte이다. 즉 12kbyte가 20ms안에 도착하여야 

실시간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1. 메시지 크기에 따른 성능검증

Message의 개수는 1로 고정하고 Size를 32Byte에서 

40,960Byte까지 변경하면서 Fig. 10과 같이 각 파라미

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PC에서는 40,960byte(16.4 
Mbps)에서 지연시간이 4.3ms이며, 미션컴퓨터(MC)는 

16,384byte(6.5Mbps)에서 지연시간이 15.6ms로 측정

되었다. 데이터 손실률은 0%로 측정되었다. 또한, PC, 
MC모두 Node1에서 송신한 데이터가 Node2에 20ms안
에 도달함으로써 실시간성을 만족시킨다.
 

Fig. 10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message size 

4.2.2.  메세지 갯수에 따른 성능검증

이번 실험에서는 Fig. 11과 같이 메세지의 개수는 8 
~320로 가변하고 크기를 128바이트로 고정하고 각각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PC에서는 40,960byte(16.4Mbps)에
서 지연시간이 4.3ms이었고 미션컴퓨터(MC)는 16,384 
byte(6.5Mbps)에서 지연시간이 16.3ms로 측정되었다. 
데이터 손실율은 0%로 측정되었다. PC, MC모두 

Node1에서 송신한 데이터가 Node2에 20ms안에 도달

하였음으로 실시간성을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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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number of messages

Ⅴ. 결 론

본 논문은 차세대 항공전자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 요

구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 통신 미들웨어를 

제시 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모델 설계 및 구현 그리

고 성능시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MSS의 검증결

과 항공전자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실제 임무컴퓨터에서의 검증시

험이 요구되며 Core-Core 통신에 대하여 추가 설계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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