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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litary Tactical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effective network-centric warfare is developing. Targeting 
broadband wireless transmission, core technology for connection, and Transmission technology that secure 
survivability under High-speed Movement environment. On the one hand, Tactical data communication system that 
reflects military characteristic is developing on the base of Legacy communication equipment which is used in the 
field. Because almost every military units in the field have used voice to communicate which lower efficiency of 
operation, they have made effort to Substitute voice communication which delays military Operation Tempo to 
digital communication. The Communications environment of troops in Forward edge of battle field area is very 
poor. Especially in terms of limited frequency allocation and bandwidth. Therefore,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requency is essential for Military Tactical Communication. This paper is about The Data Compression Method for 
increase of Efficiency in Tactical Data Communication over Legacy Radios which are UHF, VHF, HF Radio. I 
proposed and proved the most efficient Data Compression Method that reflects military characteristic, after 
analyzing the experimentation, which simulate CAS(Close Air Support mission) data transmission between Pilot and 
TACP.

Keywords : Tactical Air Control Party(TACP, 술항공통제반), Air Support Operation Center(ASOC, 항공지원작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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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술 데이터 통신 기술은 미래 네크워크 심 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고속 이동환경을 고려한 

역 무선 송  속 핵심 기술과 생존성 확보를 

한 송기술에 목표를 두고 발 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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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재 야 의 술 단  부 는 기 배치된 통

신장비를 기반으로 군 특성에 맞는 술 데이터 통신 

체계를 발 시키고 있다. 음성 주의 통신은 작  템

포를 지연시키는 문제 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음

성 주의 통신을 디지털 통신으로 체하기 한 노

력을 진행 에 있다. 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

선 장비는 주로 UHF, VHF, HF이며, 투를 수행하고 

있는 술 제 의 통신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주 수 

운용측면에서 주 수 할당과 역폭 등이 아주 제한

인 상태에서 작 이 수행된다. 이 듯 술 데이터

를 무선 환경에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제약조

건들이 야 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한 

방법들이 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본 논문의 연구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은 모든 공  랫폼에서 운용되고 있는 

역의 UHF, VHF, HF 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모든 공

 랫폼에 공통 으로 용  장착 가능한 Legacy 
Radio 기반의 술데이터 링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랫폼이나 투원은 기존의 부피가 크고, 이

동성이 없는 시스템을 기동성  이동성이 보장된 

Handheld, 타블렛, 노트북, 휴 가 가능한 소형 컴퓨

터로 체를 원하고 있다.
  셋째, 공  랫폼을 포함한 술제 의 군 MANET 
요구사항은 25KHz 이하의 좁은 주 수 역 안에서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의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주

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25KHz 이하 Legacy Radio 
주 수의 효율성 향상과 기동성, 이동성 있는 Handheld, 
타블렛, 노트북, UMPC 등 휴 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도 신속하게 술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술 

데이터 압축 기법에 한 연구이다.
  재 운용 인 Legacy Radio의 HF는 2∼20  MHz

역이며, VHF-FM은 20∼80  MHz 역, VHF-AM은 

100∼150  MHz 역이고 UHF는 200∼300  역의 

주 수를 운용한다. 특히, 항공기와 지상 간에는 UHF
를 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이 

공유하면서 술통신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음성

통신이 주 수를 사용 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는 형태이다.
  논문의 구성은 군에서 용하고 있는 Legacy Radio 
기반의 술 데이터 통신 황과 상용에서 송 효율

을 향상시키기 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인 데

이터 압축 기법 고찰, 군의 여러가지 임무 형태 의 

하나인 근 항공지원임무를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작

성하고 그 시나리오 상에서 운용되는 술 메시지의 

식별  세부 데이터 유형을 분석하여 그 술데이터

에 맞는 압축 기법 제안, 제안된 술 데이터 압축 기

법을 상용의 일반 인 압축기법과의 비교 실험, 그리

고 결론  향후 연구과제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련연구

가. Legacy Radio 술 통신

  미래 의 수행개념은 네트워크로 모든 부 와 인원

들을 연결함으로써 정보를 효과 으로 하고 공유

를 하며, 투원으로 하여  상황인식을 증가시켜, 신

속하고 정 하게 표 을 공격하는 형태로 투가 수행 

될 것이다. 재 항공기에 견고하고 융통성 있는 데이

터 통신 능력을 부여하기 하여 노력 이다. 특히 주

수 할당의 제한으로 인한 기존 주 수의 효율성 향

상과 기 배치된 술 통신 장비의 개조 없이 단기간 

비용의 술 데이터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 일반 으로 운용되고 있는 Legacy Radio 장비

는 주로 HF, VHF, UHF이며 성의 발달과 함께 장비 

 주 수 운  역은 그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공

 랫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UHF 장비는 200
 MHz 역에서 300  MHz 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0.025MHz 간격으로 7000여개의 채 이 운  되고 있

다. UHF 채  변경 시간은 최  0.25 이며 Primary 
Power는 24-33 Vdc에서 35W Rcv, 110W Xmt 이다

[2]. 
데이터 통신은 모뎀을 통하여 술데이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종사에게 항법 보조, 상황인식 증

가, 신속한 표 식별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

공한다. 데이터 송은 300∼1200bps 수 이며 1회 

송량은 장비의 제한으로 인하여 호핑 모드일 때는 64
바이트 일반 통신 모드일 때는 256바이트 크기로 송

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송효율  주 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술 데이터의 압축 기법 필요하다.

나. 송효율 향상 한 일반  압축 기법

  일반 으로, 압축 기법들은 데이터 복원력에 따라, 
손실 압축과 무 손실 압축으로 구분된다.
  손실 압축은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제거하여 압축

하는 것으로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한 결과는 본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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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다르다. 반면, 무 손실 압축에는 정해 놓은 통

계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정 방식, 데

이터의 통계치를 먼  추출하고 추출한 통계치를 사

용하여 압축하는  응 방식, 그리고, 데이터를 압

축하면서 통계치를 추출하는 응방식이 있다
[3,4].

  본 연구에서는 무 손실 압축 기법을 다룬다.

1) RLE 압축 기법

  압축의 원리는 복되는 코드를 이는 것으로 

재 사용되는 압축 방법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법

은 RLE 기법, 허 만 기법, LZW 압축 기법 등 있다.
  RLE(Run Length Encoding, 실행 길이 부호화)는 압

축 기법 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RLE는 일내

부를 검색하여 같은 문자가 반복되면 몇 개가 반복되

는지 세어서 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연속되는 

문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하나로 이는 방법

이다
[5].

  를 들면 ‘WWWWWBWWWWBBWWWBWWWWWW’
와 같은 연속되는 문자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데

이터를 ‘5WB4W2B3WB6W’로 압축하여 간단히 나타

낼 수 있다. 이 경우 22 자 으나 단지 12 자만으로 

표 할 수 있다.
  RLE 압축 기법의 장 은 압축과 압축을 푸는 속도

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같은 문자가 계속 반복되는 자

료를 압축할 때 높은 압축률을 나타낸다.

2) 허 만 압축기법

  허 만 압축기법은 데이터 문자의 등장 빈도에 따

라서 다른 길이의 부호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원

리는 문자들이 게 나오는 문자일수록 더 긴 부호를 

쓰고 많이 나올수록 더 짧은 부호를 쓴다.

Fig. 1. 허 만 압축기법의 [5]

  Fig. 1은 허 만 압축기법의 이다.
  허 만 코딩은 첫째, 압축할 일을 읽어서 각 문자

들의 출  빈도수를 구한다. 둘째, 이들 에서 가장 

빈도수가 은 문자들을 연결시켜서 기억 장소 내에

서 이진 트리를 만든다. 셋째, 이진트리에서 각각의 문

자를 표하는 값을 얻는다. 넷째, 일의 문자들을 

표 값으로 변환시켜서 압축 일을 생성한다. 허 만 

압축 기법은 가변 길이 압축 기법이다. 허 만 압축 

기법은 빈도수의 계산을 해서 일을 한번 미리 읽

어야 하고, 다음에 실제 압축을 해서 일을 한 번 

더 읽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3) LZW 압축 기법

  LZW 압축기법은 기억장소 내에 연속된 문자열들에 

한 표를 만들고 일에서 연속된 두 문자를 읽어 

해당 문자열이 기억장소 내의 작성된 표에 존재하는

지 검사한다.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자열에 

한 정보를 보 하고 출력 일(압축 일)에는 해당 문

자가 치하는 주소를 기록한다. 문자열이 이미 기억

Fig. 2. LZW 압축기법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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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내에 존재한다면 출력 일에 그 문자열의 주소

를 기록한다.
  LZW 압축 기법은 동일한 문자의 나열을 압축할 뿐

아니라, 동일한 패턴까지 압축하기 때문에 부분의 

경우에서 압축률이 뛰어나다. 그러나 패턴 검색 방법

이 최 화되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진다. 실제 상용 압

축 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허 만 

압축 기법을 개량하거나, LZW 압축 기법을 개량해 사

용하기도 하며, 혹은 이 둘과 RLE 압축 기법까지 총

동원해서 최  압축률과 최소의 실행시간을 보이도록 

최 화 한다.
  Fig. 2는 LZW 압축기법은 나타낸 것이다.

3. 술데이터 압축

  술 데이터 압축은 군의 여러가지 임무 형태 의 

하나인 근 항공지원임무를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작

성하고 그 시나리오 상에서 운용되는 술 메시지의 

식별  세부 데이터 유형을 분석하여 그 술데이터

에 맞는 압축 기법을 제안 한다.

가. 시나리오  메시지

  시나리오는 지상군과 치하고 있는 의 목표물을 

투기로 공  공격하는 근 항공지원작  상황을 설

정하 다. 근 항공지원은 우군과 근 해 있는  표

에 하여 고정익  회 익 항공기에 의한 항공 작

이다.
  Fig. 3은 근 항공지원작  수행상황을 묘사한 것으

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Fig. 3. 근 항공지원임무 수행도

  지상 통제요원인 TACP는 항공지원 작 본부로 

투기 출동을 요청하고, 요청에 의해 긴  출동한 투

기는 선회 기 지 에 기한다.
  선회 기 지 에서 기하고 있던 투기는 TACP 
통제하에 임무지역에 진입한다. 임무지역에 진입하면

서 투기는 디지털 데이터 통신(UHF)으로 표 정보 

등 임무에 한 데이터를 상호간 송수신 한다. 투기

와 TACP간 임무 정보 교환 후 투기는 목표를 공격

한다. 공격 후 투기는 기지로 귀환 한다.
  시나리오 상에서 송수신하는 메시지는 Cell 정보, 
CAS Check-in, 60-8 Briefing, 9-Line Briefing, CAS 요

청서 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송신자가 작성하여 실시

간으로 UHF를 통하여 임무  수신자에게 달 되도

록 한다. 메시지 작성시 사용자들은 정해진 표  양식

을 사용 하도록 하며, 술데이터들은 이와 같이 정해

진 틀 속에서 운용 되도록 한다.
  Fig. 4는 CAS Check-in Briefing 표  양식이며, Fig. 
5는 9-Line Briefing 표  양식이다. 이것을 임무 컴퓨

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로그래  한다.

Fig. 4. CAS Check-In Briefing[7]

  임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송수신되는 메

시지에 한 세부 설명은 Table 1과 같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Table 1의 각 메시지 

내용은 숫자, 문자, ․경도, 방 , 색 등을 조합하여 

입력한다. Cell 정보의 필드에는 숫자, 텍스트, 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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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9-Line Briefing 표 양식[8]

Table 1. 송수신 메시지 설명서

Message
Type 

Sender
Sender 
Activity

Destination
Destination
Activity

통신
매체

내     용

Cell TACP Cell 정보
작성/송신

Fighter Cell 정보
수신

UHF Cell 치, 
크기, 색

CAS
Check-in Fighter

투기 
정보 

작성/송신
TACP

투기 
정보
수신

UHF
임무ID, 항공기, 

치, 지코드,
무장, 임무시간 

60-8 
Briefing TACP 60-8

작성/송신
Fighter 60-8

수신
UHF 험지역,

비상통신 차

9-Line 
Briefing TACP 임무정보

작성/송신
Fighter 임무정보

수신
UHF

IP, 표 , 방향,
거리, 이탈정보, 
고도, 우군 치, 

CAS 
요청서

TACP
CAS

요청서
작성/송신

ASOC
CAS

요청서
수신

HF
표 , 

공격요망시간 
등

CAS Check-in은 숫자, 문자, 복합, 텍스트로, 60-8 
Briefing은 숫자, 소수, 복합, 텍스트로 조합 입력한다. 
그리고 9-Line Briefing은 숫자, ․경도, 방 , 텍스트

를 조합하여 술데이터를 입력한다.

나. 술 데이터 압축 기법

  군 환경에서 송수신되는 술데이터들을 상용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인 압축기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기

에는 주 수 역폭 제한, 실시간 처리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바로 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군 

특성상 모든 술 데이터들은 약속된 양식과 약속된 

동작으로 술 데이터들을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착안하여 각 메시지의 모든 필드를 

운용되는 술 데이터를 크기를 고려하여 모두 수용

할 수 있도록 정규화(데이터의 크기, 숫자/ 문자/색 

등 필드 데이터의 조합 구조, 처리규칙을 미리 정의)
하여 술데이터를 처리 하도록 하 다.

1) 술 데이터 정규화

  술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해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바이트 단 로 처리하는 것을 비트단 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각 메시지 필드에 

한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유형이 차지하는 비트 크

기를 정규화하여야 한다.

Table 2. Message 필드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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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사용할  표 양식에 근거해서 필드에 입력

되는 숫자, 문자, 소수, 텍스트, 기타, 복합형 등 모

든 데이터 유형을 정규화 한다. 이는 술데이터 처리 

시 메시지 유형별 해당 필드 구조를 빠르게 읽고, 비

트처리 공간을 미리 할당하기 한 것이다.
  실제 입력된 데이터의 비트 처리는 데이터의 빠른 

처리를 하여 유형별 별도의 로세싱 과정을 거치

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Table 2는 메시지 필드별 유형과 비트 크기를 정규

화한 이다.

2) 술 데이터 압축(패킹)

  술데이터 처리시 컴퓨터가 데이터를 바이트 단

로 처리하는 것을 비트 단 로 처리하도록 하여 효율

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Fig. 6은 데이터 압

축의 기본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11과 12라는 숫자를 

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11 & 12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1 & 1           ↓           1 & 2

비트 처리

 0  0  0  0  1  0  1  1    0  0  0  0  1  1  0  0

11             ↓             12

압축

 1  0  1  1  1  1  0  0

11, 12

Fig. 6. 데이터 압축의 기본 개념

  11과 12를 문자로 보면로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한

다. 그러나 이것을 숫자로 보아 비트처리 하면 2바이

트로도 표 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트 처리 된 값들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여서 1바이트 표 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의 압축 효과가 발생하

는 것이다.
  Fig. 7은 CAS Check-in 메시지 양식의 Mission 
Number 필드에 “1234AB” 입력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6바이트의 입력 값을 Fig. 6의 압축 개념 용 후 3바
이트로 감소한다는 것을 표  한 것이다.

Fig. 7. 술데이터 비트 처리

  입력된 술 데이터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신할 메시지 유형을 검사 한다.
  둘째, 메시지 유형 검사에서 선택된 유형을 정규화 

사 에서 형식을 복사 한다.
  셋째, 메시지의 필드에 입력된 데이터를 순차 으로 

읽는다.
  넷째, 순차 으로 읽은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비트

처리 후 복사한 형식에 넣는다. 유형별 로세

싱은 아래와 같고 정규화 사 의 규칙을 따

른다.
        (1) 숫자 로세싱 : 정규화 사 에 ‘N…’의 

형태로 형식이 정의 되어 있으며, 숫자로 

입력된 값을 정규화 된 크기만큼 추출하

여 비트 처리한다.
        (2) 문 로세싱 : 정규화 사 에 ‘E…’의 

형태로 형식이 정의 되어 있으며, 문자

로 입력된 값을 정규화 된 크기만큼 추출

하여 비트 처리한다.
        (3) 텍스트 로세싱 : 정규화 사 에 ‘TXT’

로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며, 텍스트로 입

력된 값을 ASCII 값으로 변환하여 숫자형

태로 나타낸 후 한 문자 당 7비트로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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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수 로세싱 : 정규화 사 에 ‘N….N…’
의 형태로 형식이 정의되어 있으며, 입력

된 소수에 소수  아래의 수만큼 10의 배

수를 곱하여 정수로 만들며 이 정수는 숫

자 로세싱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한다

( ․경도 등).
        (5) 복합 로세싱 : 정규화 사 에 ‘N’과 ‘E’

의 조합 형태로 형식이 정의되어 있으며, 
복합 로세싱은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두어 ‘N’은 숫자 로세싱, 
‘E’는 문 로세싱으로 처리한다.

        (6) 기타(색상 등) 로세싱 : 정규화 사 에 

‘N5’, ‘N8’ 형태로 형식이 정의되어 있으

며, 입력 값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해당 

값을 인덱스화 하여 처리하 다. 인덱스

의 개수를 숫자로 보고 숫자 로세싱 방

식으로 처리한다.
  다섯째, 모든 필드를 비트 처리 후, 송신을 하여 

비트 처리 된 순서 로 빈 공간 없이 정렬

한다. 정렬 완료후 메시지 정보가 담긴 헤

더와 함께 송한다.

  Fig. 8은 술데이터 압축 처리과정 이며, Table 3은 

정규화 사  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Fig. 8. 술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Table 3. 정규화 사  규칙 

  에서 언 한 CAS Check-in 메시지의 Mission 
Number필드에 1234AB를 를 들어 설명하면 Mission 
Number는 정규화 사 에 NNNNEE라는 형식으로 정의

되어 있다. Fields에 1234AB가 입력되면 알고리즘에 의

해 문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형식, 즉 복합(Combine) 
형식으로 악되며 복합처리 로세싱이 이루어진다. 
NNNNEE라는 형식으로 부터 첫 자는 숫자로 시작

되며, 그 개수는 4개(1234)까지이며 뒤이어 문(E) 형

식으로 A, B가 순서 로 비트처리 된다. 이 게 처리

된 값은 다른 필드의 값들과 합쳐져서 배열로 입력되

어 송된다.
  수신측에서 메시지를 받게 되면 역으로 압축을 푸

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는 수신 데이터의 헤더를 통하

여 메시지 종류와 필드를 분석하고 정규화된 규칙을 

참조하여 그에 속한 필드의 형식과 크기만큼 추출해

서 비트 처리의 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실제 데

이터가 복원된다. 이것은 비트단 로 처리함으로써 송

수신 되는 술데이터의 크기를 감소 시켜 주 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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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술데이터의 압축기법(패킹)과 상용의 일반 압축기

법과의 비교 실험은 시나리오 상에서 운용되는 술

데이터를 기 으로 실험하 다. Table 4는 다른 압축 

방식과 비교한 것이다.

Table 4. 다른 압축 방식과의 압축 크기 비교

단 (bit)

CELL
60-8 

리핑

CAS 

Check In

9-Line 

리핑

CAS 

요청서

원본 64 176 184 576 1344

패킹 23 126 122 291 922

RLE 152 264 296 680 1408

LZW 152 264 296 672 1328

허 만 9328 9392 9416 9624 10160

  그 결과 RLE 방식과 LZW 방식은 압축이 잘 용

되지 않았으며 허 만 방식의 경우 그 크기가 폭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크기가 작은 데이터

를 압축하기 때문에 일반 압축방식으로는 제 로 압축

이 되지 않았으며, 한 허 만 방식은 기본 헤더 크

기가 9257비트로 압축한 데이터보다 훨씬 크기 때문

에 압축 후 그 크기가 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압축률을 비교한 것이다.

Fig. 9. 다른 압축 방식과의 압축률 비교

  술데이터 압축기법(패킹)이 다른 압축 방식에 비

해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메시지별

로 35.94%～71.59%, 평균 63.31%의 압축률을 볼 수 

있었다. 한 형식별 압축률을 분석하여 보면 숫자의 

경우 길이가 증가할수록 압축률이 증가하 고, 문자

는 길이가 증가해도 압축률이 일정했다. 소수의 경우

는 길이가 증가할수록 압축률이 감소하 으며, 텍스트

는 7문자 이상일 경우부터 압축률이 좋았다. 복합문자

의 경우 숫자와 문자의 연속성에 따라 압축률이 가

변  이었는데 숫자가 길어질수록 압축률이 높아지고 

문자가 길어질수록 압축률이 낮아진다.
  술데이터의 송실험은 실험실 내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여 설정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송실험을 진행

하 다. Fig. 10은 실험실 테스트베드 화면이다.

  

 ① HF Radio : ASOC, TACP HF Radio
 ①-a TACP UHF Radio / ①-b Aircraft UHF Radio
 ② TACP, Aircraft Modem
 ③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 : user Terminal

Fig. 10. 실험실 테스트 베드

  테스트 베드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를 고려하여 장

비를 구성 후 송 메시지를 실제 형식에 맞게 작성

하여 실험하 다. Table 5는 임 헤더 포맷이다.

Table 5. 임 헤더 포맷

  모뎀 송속도는 1200bps/FSK 이다. 사용된 모뎀은 

일반 모드에서 1회 송할 수 있는 크기가 최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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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es이며, 이 크기 이상의 데이터는 잘라서 보낸다. 
호핑 모드에서의 송은 Legacy Radio가 1 에 1∼8
회 비주기 으로 호핑하는 특성으로 인해 호핑 하는 

순간 송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 하며, 데이터의 길이

가 길수록 에러가 증가한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1회 

송 크기를 64바이트 나 어서 송하고 한 에러

를 감안하여 의도 으로 5회 복하여 송 하 다. 
각 모드에서 최 의 임 사이즈, 데이터 복횟수, 
그리고 채 코딩과 련된 요소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Fig. 11과 Fig. 12는 각각 일반 모드와 호핑 모드에

서의 술데이터의 송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Fig. 11. 일반 모드 데이터 압축 용 결과

Fig. 12. 호핑 모드 데이터 압축 용 결과

  호핑모드에서의 압축(패킹)효과는 데이터 송시간

으로 비교시 일반모드 보다 압축 후 송시간이 압축 

 송시간에 비해 상 으로 어들어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핑모드에서 작 을 해

야만 하는 군 환경 고려시 압축하여 좀더 빠르게 

술데이터를 송하는 것이 요한 의미가 있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 군 환경을 고려한 Legacy Radio 기반의 

술 데이터 통신 효율성 향상을 한 데이터 압축 

기법을 연구하 다. 연구결과 송수신 하는 데이터 형

식의 분석을 통해 군 운용 특성을 반 한 데이터의 

유형을 정규화하고 데이터 유형별 로세싱을 수행하

게 함으로써 평균 63%의 압축률을 보 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군에서 유통되는 체 

술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종 임무에 합한 데이터 

압축 기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 송수신 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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