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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기 군 성통신망 체계에서 서로 다른 통신 능력을 갖는 이기종 단말을 동일 계기 역폭 

내에서 효과 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해 력제어를 용한 MF-TDMA 자원할당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burst 크기 결정 단계와 burst 구조 결정단계의 2단계로 수행된다. 먼  burst 크기 결정 단계에서는 각 

단말의 채  상태를 기반으로 링크 버짓을 분석하여 용 가능한 ACM 벨과 이에 따른 burst 크기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burst 구조 결정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각 단말 별 burst 크기를 기반으로 시간-주 수 축 상에서 할당 

가능한 burst 구조를 도출하고 각 구조 별 가용 Power spectral density(PSD) 구간을 계산한다. 이기종 단말을 단

일 계기로 통합하기 해 각 burst의 가용 PSD 구간 내에서 력제어를 수행하며, 동일 PSD 구간을 갖는 burst

를 그룹화하여 MF-TDMA 임 내에 할당한다. 추가 으로 할당되지 못하고 남는 슬롯에 한 자원할당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설정된 PSD 구간 내에서 ACM 벨을 조 하여 빈 슬롯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주 수 사용효율, 슬롯할당 거부율  burst packing 효율 측면에서 기존 방식과 비교하 으

며, 기존 방식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을 확인하 다.

Key Words : Satellite communications, MF-TDMA, Resource allocation, Power control, Heterogeneous 

network

ABSTRACT

In this paper, an efficient power control based MF-TDMA resource allocation scheme is proposed for next 

generation military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The proposed scheme has the flexibility is used to support 

heterogeneous terminals with differ in transmission capabilities. The method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 burst 

size calculation and burst structure determination. At first, we estimate the link budget taken into account a 

dynamic satellite link state variation. Then, applicable ACM level and burst size is chosen. In burst structure 

determination phase, we reorganize the burst structure in time-frequency domain by controlling limited power, 

bandwidth, time resources. In particular, we compensate the power spectral density among different terminals to 

integrate them in same transponder, Furthermore, we increase the packing efficiency by controlling the ACM level 

of the burst in applicable power spectral density rang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ethod increase the 

spectral efficiency and burst packing efficiency. In addition, slot allocation rejection ratio is successfull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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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을 이용한 무선통신은 지형  제약을 크게 받

는 지상통신체계의 한계를 효과 으로 극복할 수 있

기 때문에 안정 인 데이터 송이 필요한 군 통신망 

구축을 해 사용되고 있다
[1]. 한국군 역시 2007년 

GEO(Geostationary Orbit) 성인  무궁화 5호 성을 

발사하여 육·해·공군을 통합한 ANASIS (Army, Navy, 

Air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 성통신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한 한국군은 ANASIS 체계에서 더 

나아가 무궁화 5호 성의 수명주기 도래에 비하

여 2017년 운용 시작을 목표로 하는 차기 군 성통

신체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군 성통신체계는 기존 ANASIS 체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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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역을 확장하고 3배 이상의 계용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화된 통신 생존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될 정이다[2].특히 3배 이상의 계용량을 확보

하기 해서는 주 수 사용효율 증 를 통한 효과

인 무선자원 운용이 필수 이다. 이를 해 차기 군 

성통신체계는 주 수와 시간 자원을 동시에 동 으

로 운용하는 MF-TDMA(Multi Frequency-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법을 용할 것으로 상된다. 

  앞서 언 한 로 MF-TDMA는 무선자원을 시간과 

주 수 측면에서 분할하여 동시에 운용하는 기법으로 

FDMA와 TDMA의 장 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역 성통신망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다
[3-8].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de)

의 DVB-RCS(Digital Video Broadcasting - Return 

Channel Satellite system) 표 에서는 다수의 사용자로

부터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시 자원할당

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해 상향링크에 MF-TDMA를 

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3-6]. 기존 DVB-RCS 체계에

서의 MF-TDMA에 한 연구는 각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조건에 따라 자원을 측정하여 시간-주 수 자원

을 분할하는 방안
[4,5]과 분할된 자원을 낭비없이 사용

자에게 할당하는 방안
[6,7]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단말이 운용되는 상용 DVB-RCS 체계와는 

달리 군 통신망에서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갖는 이기종 

단말이 혼재하여 운용된다. 미군에서도 서로 다른 이

기종 단말들이 혼재하는 WIN-T (Warfighter 

Information Network- Tactical) 체계를 하나의 성망

으로 통합하기 한 MF-TDMA를 개발
[8]하고 있으나 

재까지 공개된 바가 없으며,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이기종 단말을 통합하는 MF-TDMA 자원할당 방식에 

한 연구도 진행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차기 군 성통신망 체계에서 주

수 사용효율을 극 화하기 해 서로 다른 이기종 단

말들을 하나의 계기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MF-TDMA 기반 자원할당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군 

성통신체계의 자원할당 방식은 각 단말에 필요한 

무선자원을 측하고 계기마다 근 가능한 단말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고정할당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장 환경에 빠르게 처할 수 

없으며, 계기마다 서비스 가능한 단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유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을 갖는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하는 MF-TDMA 

자원할당 방식은 2단계 차에 따라 각 사용자에게 

자원을 할당한다. 먼  1단계에서는 각 사용자의 채

 상태 정보와 성단말의 송신 능력을 기 으로 가

능한 ACM(Adaptive Coding and Modulation) 벨과 

이에 따른 요구 시간-주 수 슬롯 수를 계산한다. 

성으로부터 수신되는 비콘 수신 벨을 기 으로 성

단말의 링크버짓을 분석하여 가능한 ACM 벨을 결

정하고, 이에 따른 시간-주 수 슬롯 별 송 데이터

율을 측정하여 필요한 슬롯 수를 측한다. 다음으로

는 요구 시간-주 수 슬롯 수에 따라 할당 가능한 슬

롯 조합을 추출하고 이를 할당한다. 이 때 이기종 단

말을 하나의 계기로 통합하기 해 스펙트럼 도

를 기 으로 슬롯 조합을 계산한다. 계기 내 다

사용자 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계기 입력 

주 수 역 내에서 일정한 스펙트럼 도가 유지되

어야 한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각 단말의 서로 다른 

출력 EIRP(Effective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능력

에 따라 주 수 축에서 할당 가능한 슬롯 수를 조

하여 성 계기에서 수신 스펙트럼 도를 일정하

게 유지한다. 할당 과정에서는 성단말의 우선순

와 서비스 우선순 를 반 한다. 제안하는 방식의 성

능을 검증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고정할당 기

반 자원할당 방식, DVB-RCS의 MF-TDMA 방식과 제

안하는 력제어 기반 MF-TDMA 자원할당방식을 주

수 사용효율, 요구 슬롯 비 할당되지 못한 슬롯

의 비율과 burst packing 효율을 기 으로 비교하 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차

기 군 성통신체계를 소개하고 용되는 MF-TDMA 

구조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링크 버짓 모델을 포함

한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제안하는 

MF-TDMA 자원할당 방식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시

뮬 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차기 군 성통신체계

2.1. 차기 군 성통신망 체계 구조

  차기 군 성통신체계는 재 군에서 운용되고 있

는 아나시스 성체계가 2017년 수명만료 됨에 따라 

이를 치할 목 으로 개발 인 성통신체계이다. 

Fig.1 은 이러한 차기 군 성통신체계의 구조를 도

시한 그림이다. 차기 군 성통신체계는 그림과 같이 

성체, 망운용국, 망제어기  가입자 단말로 구성

된다
[9]. 망 운용국은 망제어기 제어를 포함한 체 

네트워크 제를 수행한다. 가입자 단말들은 제 에 

따라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립 으로 운용가

능하며, 가입자 단말  망제어기가 선출되어 해당 

망에 한 제어를 수행한다. 이 때 각 가입자 단말들

은 성 계기로부터 수신되는 비콘 정보를 기반으

로 망제어기로 채  상태 정보를 주기 으로 보고하

며, 해당 정보를 기 으로 망제어기는 망 내 자원할

당을 포함한 가입자 단말에 한 제어를 수행한다. 

기존 군 성통신체계에서는 채  상태에 따라 각 단

말에서 상향링크 력제어를 수행하여 성체에서 인

 채  간 간섭을 최소화하 다. 그러나 동일 통신

능력을 갖는 단말이 운용되는 DVB-RCS 체계와는 달

리 군 성통신체계에서는 단말의 운용환경과 목 에 

따라 각 단말이 서로 다른 통신 능력을 갖는다. 따라

서 기존 군 성통신망에서는 서로 다른 통신 능력을 

갖는 단말은 각각 별도의 계기에 할당되어 운용되

었다. 이러한 고정할당 구조는 자원사용효율이 떨어

지는 문제 을 갖는다. 따라서 자원사용효율을 극

화하기 해서는 각 단말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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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능력을 고려하여 통합할 수 있는 자원할당기법

이 필요하다.  

그림 1. 차기 군 성통신체계 구조  
Fig. 1. Next generation korean army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architecture

2.2. MF-TDMA 모델

  MF-TDMA는 TDMA와 FDMA의 장 을 혼합한 다

근방식으로 최근 DVB-RCS, EHF-SATCOM 

(Extremely high frequency satellite communications), 

WIN-T 등 다양한 성통신체계에서 채택되어 운용되

고 있다
[8]. MF-TDMA 구조는 주 수 뿐만 아니라 시

간 축에서도 무선자원을 분할하여 동시에 운용함으로

써 요구 송량에 따라 유동 인 자원할당이 용이한 

임 구조를 제공한다. 한 다수의 단말이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그림 2. MF-TDMA 임 구조 
Fig. 2. MF-TDMA frame structure

  Fig.2는 MF-TDMA 구조를 도시한다. 체 무선자

원은 다수의 주 수와 시간으로 분할된 시간-주 수 

슬롯으로 구성된다. 각 슬롯은 제어  데이터 송

을 해 할당된다. MF-TDMA 구조에서는 제어를 

해 FOW(Forward Order Wire), AROW (Assigned 

Reverse Order Wire), CROW(Contention Reverse Order 

Wire) 채 이 운용된다. FOW 채 을 통해 망동기 기

시간 정보, 자원할당 정보를 포함한 망제어 정보가 

송되며, 비경쟁기반의 AROW 채 과 경쟁기반 

CROW 채 을 통해 가입자  신규 가입자의 망 

근을 제공한다. 특히 비경쟁채 인 AROW 채 을 통

해 각 사용자는 채 상태정보를 주기 으로 망제어기

로 보고한다. 가입자로부터의 자원할당 요구를 바탕

으로 망제어기는 자원을 할당한다. 망제어기로부터의 

자원할당 시 MF-TDMA 구조에서는 2가지 제한이 

용된다
[4]. 첫 번째로 각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자원은 

시간 축 상에서 서로 다른 계기 간 겹치지 않는다. 

즉 각 사용자는 하나의 MF-TDMA 임 내에서는 

동시 송이 가능하나, 서로 다른 계기 간에는 동

시에 데이터를 송하지 않는다. 한 임 내에서 

사용자의 특정 호에 할당되는 time slot은 연속 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데이터 송을 한 time slot은 연

속 인 burst 형태로 할당된다.

Ⅲ. 시스템 모델

3.1. 성채  모델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성채 에서의 신호감쇄 모

델(L)은 다음과 같이 표  가능하다. 

         . 

(1)

이 때,

Lp(t) = 자유공간손실 (dB).

La(t) = 기흡수손실 (dB).

Lc(t) = 구름흡수손실 (dB).

Ls(t) = 신틸 이션손실 (dB).

Lr(t) = 강우감쇄손실 (dB).

이다. 식(1)에서 채  상 감쇄 요인들은 시간에 따른 

성단말의 치, 운용 주 수 역, 온도  강우량에 

의해 결정된다. 각 감쇄 요인들은 ITU-T 표 [10]을 

기 으로 모델링되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log log.  

(2)

식(2)는 자유공간손실이다. f(t)는 운용 주 수 역

(GHz)을 가리키며, d(t)는 성과 성단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sin.       (3)

식(3)은 기흡수손실을 가리킨다. ho와 hw는 각각 산

소층과 수분층의 높이이며, αo와 αw는 산소층과 수분층 

감쇄지수이다. δ(t)는 성과 성단말 간 앙각이다. 

 ×
 sin,      (4)

  






sin
 . 

(5)

식(4)와 식(5)는 구름흡수손실과 신틸 이션손실이

다. L은 Liquid water margin 값이며, pw와 T는 각각 수

압과 온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식(6)은 강우감쇄

손실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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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식(6)에서 l은 성과 성단말 간 강우감쇄 유효경로 

길이를 나타내며, R은 시간당 강우율이다. kp와 α값은 

주 수, 강우 도분포  성단말과 성 간 앙각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3.2. 링크버짓 모델

  앞서 살펴본 채  모델을 반 한 환경에서 성에서 

지속 으로 송신하는 비콘신호에 해 성단말의 수

신 C/N은 다음과 같이 표  가능하다. 


 



      log     (7)

ɤb는 성에서 송신하는 비콘의 송신 력과 성의 송

신안테나 이득을 더한 값으로 비콘신호에 한 EIRP 

값(dBm)을 나타낸다. (G/T)r는 수신단말의 이득 과

온도(dB/K)이며, k는 Bolzmann 상수, T는 시스템 잡

음온도(K)이다. 비콘 송신 력, 안테나 이득, 이득

과 온도  시스템 잡음온도는 모두 시스템 설계 시 고

정되는 상수이므로, 식(7)을 통해 성채  상태를 

측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성단말의 

SNR(Signal to Noise Ratio)(ɤ)을 아래와 같이 측할 

수 있다. 

log






 
 


 




 
 


 






log.  

(8)

식(8)에서 Rb는 채 상에서의 변조 방식  채 코딩

률에 의해 결정되는 심볼 이트이다. (C/N)u, 
(C/N)d, (C/I)u, (C/I)d는 각각 상향링크 C/N과 하향

링크 C/N  상향링크 C/I와 하향링크 C/I 값이다. 

각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9)


 



     

   log
, 

(10)


 



  log,          (11)


 



  log.          (12)

P는 송신 성단말의 송신 력과 송신 안테나 이득을 

더한 송신 EIRP 값(dBm)이며, (G/T)s는 성의 이득

과온도(dB/K)이다. Gr,s와 Gt,s는 각각 성에서의 

수신  송신 안테나 이득을 가리키며, Gsat는 성 

계기 이득이다. B는 송 역폭을 나타낸다. 성체

는 OBS(On Board Switching) 성이라고 가정하 으

며, 이 경우 특정 호에 한 송신 성단말과 성체 간 

상향링크와 성체와 수신 성단말 사이의 하향링크

의 ACM 벨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3.3. 링크버짓 모델

  MF-TDMA 임의 제어채 을 이용하여 각 성

단말은 자원할당을 요청하며, 망제어기는 이를 기반으

로 성단말로 자원을 할당한다. 이 때 성단말 은 시

간과 주 수로 분할된 다수의 슬롯 그룹인 burst를 할

당받는다. 각 성단말의 호 별로 burst가 할당되며, 해

당 정보는 FOW 채 을 통해 BTP(Burst Time Plan) 메

시지로 송된다. 각 성단말은 BTP를 수신하여 할당 

정보를 확인하며, 동시에 여러 호를 연결하는 경우 

BTP 정보에 따라 다수의 burst를 할당 받을 수 있다
[3]. 

  Burst의 크기는 요구 데이터량과 단말의 ACM 벨

에 의해 결정된다. ACM 벨에 의해 각 슬롯의 송 

데이터량이 결정되고 이를 기 으로 성단말의 요구 

데이터량에 맞추어 다수의 슬롯으로 구성되는 burst의 

크기가 결정된다. 다음 그림 3은 이와 같은 MF-TDMA 

임의 burst  슬롯 구조를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 3. MF-TDMA 임의 burst 구조 
Fig. 3. Burst structure in MF-TDMA Frame

Bf, Tf는 MF-TDMA 임의 역폭과 시간을 나타내

며, Bu, Tu는 u번째 burst의 할당 역폭과 시간을 가리

킨다. Bs와 Ts는 할당의 최소 단 인 슬롯의 역폭과 

시간을 의미한다. 이 때 체 임 내에서 주 수 축

으로 할당 가능한 슬롯의 수인 Nf =⌈Bf/Bs⌉이며, 시

간 축에서 할당 가능한 최  슬롯 수는 Nt =⌈Tf/Ts⌉
이다. 따라서 하나의 MF-TDMA 임에서 가용한 최

 슬롯 수는 N=Nf·Nt이다.

Ⅳ. 제안하는 MF-TDMA 자원할당 알고리즘

  제안하는 MF-TDMA 자원할당 알고리즘은 2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먼  성단말 링크버짓 분석을 통해 

가능한 ACM 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burst 크기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하나의 성 계기 내에 이기종 

단말 통합을 해 계기 내 서비스 상 성단말들

의 송신 능력을 기 으로 burst 구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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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urst 크기 결정 단계

  Burst 크기 결정 단계에서는 각 성단말의 채 상태

와 호 요청 시 망제어기로 달되는 요구 서비스 정보

에 따라 할당해야 할 자원의 양을 결정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당되는 최소 자원 단 는 시간과 

주 수로 분할된 슬롯이며, 일련의 슬롯 그룹이 하나

의 버스트를 구성한다. 따라서 자원의 양은 버스트를 

구성하는 슬롯의 개수로 표 된다. 

  각 성단말로 자원을 할당하기 해 먼  망제어기

는 변조 방식과 채  코딩률에 따라 하나의 슬롯을 통

해 송할 수 있는 송 데이터 양을 측정한다. i번째 

변조 방식과 j번째 채  코딩률 선택 시 하나의 슬롯을 

통해 송 가능한 최  데이터 송률은 ri.j =  

Mi·Cj·Bs·Ts이다. Mi는 변조 벨에 따른 심볼 당 비트 

수를 의미하며, Cj는 채  코딩률을 의미한다. 차기 군 

성통신체계에서 지원 가능한 ACM 벨의 개수를 K
개라고 가정하면 ACM 벨 집합 D = {1, 2, ..., K}
이다. 이 때 k번째 ACM 벨은 특정 변조방식과 채  

코딩률 조합 를 가리킨다. ACM 벨 집합 내의 

모든 k에 해서 가 를 가리키고 ′이 ′′
를 가리킨다고 하면, ≠ ′이면 ≠ ′′이
고     ′이면,    ′ ′ 이다. 이를 바탕으로 

슬롯 당 송 가능한 최  데이터 송률 집합 R = 

{r1, r2, ..., rK}이다. 따라서 특정 ACM 벨에 따른 

rk를 기 으로 u번째 호 요청의 요구 트래픽 송량

(rreq,u)에 따라 필요한 슬롯 수 

 ⌈⌉으로 계산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성단말의 채  상태와는 무 하게 변동하지 

않는 값이므로 가용한 변조 방식과 채  코딩률에 따

라 기에 설정한다. 

  다음으로 망제어기는 각 성단말로부터 주기 으

로 수신되는 비콘 수신 정보를 통해 각 성단말의 채

 상태를 측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성단말에서 

송 가능한 변조 방식과 채  코딩률을 선택한다. 요

구 서비스 정보로 송되는 BER(Bit Error Rate) 요구조

건에 따라 u번째 호의 k번째 ACM 벨에 한 요구 

SNR(ɤu,k) 값이 결정되며, 식(8)-(12)에 의해 ɤu,k를 

기 으로 u번째 호에 한 필요 EIRP 값인 Pu,k를 측정

할 수 있다. 이를 기 으로 성단말의 송신 능력에 따

라 단말에서 지원 가능한 변조 벨과 채  코딩율이 

결정된다. 특히 운용 환경과 목 에 따라 서로 다른 통

신 능력을 갖는 이기종망인 차기 군 성통신망 체계

에서는 동일한 채  조건이라도 단말의 송신 능력에 

따라 상이한 변조 방식과 채  코딩률이 선택될 수 있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추가 으로 각 성단말에서 

지원 가능한 변조 방식  채  코딩율 선택 시 가능한 

시간, 주 수 할당 조합을 고려한다. 이는 시간 축 뿐

만 아니라 주 수 축에서도 자원을 분할하여 운용하는 

MF-TDMA의 특징을 고려하고 송신 EIRP 능력이 서로 

다른 각 성단말의 속성을 반 하기 해서다. 

TDMA 통신 방식과는 달리 MF-TDMA에서는 동일한 

개수의 슬롯을 할당하더라도 임 내 할당 방법에 

따라 주 수 축과 시간 축에서 서로 다른 개수의 슬롯

으로 구성된 burst로 할당 가능하다. 그림 4는 동일한 

슬롯 개수로 구성된 burst가 임 내에서 서로 다른 

시간, 주 수 조합으로 할당되는 를 도시한다

(Nu,k=8).  

그림 4. 시간-주 수 축에서의 Burst 할당 
Fig. 4. Example of burst allocation in time-frequency axis

  식(8)-(12)에 의해 주 수 축으로 유되는 역폭

에 따라 ɤu 값이 변할 수 있으므로 동일 개수의 슬롯을 

할당하더라도 burst 구성 방법에 따라 ɤu 만족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성단말의 채  상태에 따라 

ACM 벨 선택 시 필요한 요구슬롯 수가 특정 성단

말에서 지원 가능한지 별하기 해서는 주 수 축에

서 할당 가능한 슬롯 수를 1개에서 Nu,k개까지 변화 시

키면서 비교해야 한다. 이 때 주 수 축에서 할당되는 

슬롯 수가 증가할 경우 반 로 시간 축에서는 할당되

는 슬롯 수가 감소하게 된다. 앞서 언 한 슬롯 할당은 

연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MF-TDMA 자원할당 제

약 조건에 따라 burst의 형상은 직사각형 구조여야 한

다. 따라서 Nu,k개 슬롯 할당 시 주 수 축으로 할당되

는 슬롯 수는 Nu,k의 약수로 구성되는 조합(Ou,k)이다. 

만약 Nu,k의 약수가 Lu,k개라고 가정하면, 

  
  

      
 × 

    

(13)

이다. 여기에서 
≤이고, 

 ≤이다. 를 

들어, (a, b)를 주 수 축으로 a개 시간 축으로 b개 슬

롯이 할당되는 조합이라고 표 할 때, 그림 4와 같이 

8개의 슬롯 할당이 필요한 경우, 검토 상이 되는 

burst 조합은 (1, 8), (2, 4), (4, 2), (8, 1)이 된다. 

  이와 같이 burst 크기 결정 단계에서는 요구된 서비

스에 따라 지원 가능한 ACM 벨과 이에 따른 요구 

할당 슬롯 개수가 결정되며, 각 요구 할당 슬롯 개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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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버스트 그룹화  
Fig. 5. Example of burst grouping

한 가능한 시간-주 수 조합 셋이 결정된다. 이를 바

탕으로 다음 단계인 burst 구조 결정 단계에서 이기종 

단말 간 송신 환경을 고려한 할당 방안이 도출된다.

4.2. Burst 구조 결정 단계

  Burst 구조 결정 단계에서는 앞선 burst 크기 결정단

계에서 검토된 할당 가능 조합을 기 으로 이기종 단

말 간 송신 능력을 반 하여 최  조합을 산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가장 먼  각 호 별로 앞선 burst 

크기 결정 단계에서 계산한 burst 크기  요구 슬롯 할

당이 가장 은 burst를 선택한다. 이는 각 호 별로 지

원 가능한 가장 높은 수 의 ACM 벨을 용하여 해

당 사용자의 성채  상에서 가장 높은 주 수 사용

효율을 확보하기 해서이다. 이 때 burst를 선택하는 

순서는 단말과 각 호에서 요청한 서비스의 우선순 에 

따라 순서 로 선택한다. 선택된 burst 크기를 기 으

로 MF-TDMA 임 상에서 동일 시간 동안 송되는 

호 간 PSD(Power Spectral Density)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burst 구조를 결정한다. 특히 성통신 환경

에서는 계기 역폭 내 사용자 간 인 채  간섭에 

취약
[8]하며, 차기 군 성통신체계에서는 서로 다른 통

신 성능을 갖는 이기종 단말을 MF-TDMA 임 상에

서 운용하기 때문에 차기 군 성통신망 체계의 성능

을 극 화하기 해서는 력제어와 연계하여 burst가 

할당되어야 한다. 다음은 기 선택된 burst 크기를 기

으로 burst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Step 1 ACM 벨에 의해 선택된 burst 크기를 기 으

로 가능한 시간-주 수 조합에 따른 최소 

PSD(s(u,k))와 최  PSD(S(u,k)) 값을 계산

한다. 

 
×,          (14)

 
max

 ×.         (15)

Step 2 동일한 우선순 를 갖는 호에 해 서로 s(u,k)
와 S(u,k)가 겹치는 호를 추출하고 송 해당 

그룹의 burst를 동시에 송할 때 필요한 EIRP 

값의 범 를 조 한다. Fig.5는 Step 2의 차

를 로 도시한 그림이다. Fig. 5에 따르면, 

1/2/3번 호는 동일한 PSD를 맞춰서 송할 수 

있다. 반면에 4번 호의 경우는 1/2/3번 호 집

합의 공통 PSD 범  내로 burst 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1/2/3번 호와 동시에 송될 수 

없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시에 송되는 

호 그룹의 공통 PSD 범 는 그룹 내 모든 호의 

최소 PSD  가장 큰 값과 최  PSD  가장 

작은 값이 된다. 

Step 3 그룹화 된 burst를 MF-TDMA 임 상에서 할

당한다. 이 때 송 력량은  PSDmax를 기 으

로 계산한다. burst 할당은 결정된 송 력량

에 따른 가능한 주 수-시간 조합  
가 

가장 작은 burst부터 주 수 축으로 할당한다. 

Burst 할당 복잡도를 이기 해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MF-TDMA 임을 가상의 시간-주

수로 분할된 부 임으로 분할한다. Fig. 6

은 MF-TDMA 임 상에서 burst 할당을 도시

한 이다. 그림과 같이 가상으로 분할된 부

임 내에서 공통 PSD 범 를 갖는 burst 그룹

(Gb) 내의 burst를 할당한다. Burst를 할당하는 

방식은 best fit방식
[4,11]을 용하 다. 

Step 4 부 임 내에서 할당되지 못하고 남는 슬롯은 

그룹화 되지 못한 burst  요구 슬롯 수가 남는 

슬롯보다 작은 burst의 ACM 벨을 조 하여 

해당 호의 PSD 벨을 맞춘다. 공통 PSD 벨 

내로 력이 조정 가능하고 슬롯 내에 할당 가

능할 경우 해당 burst를 할당한다.

Step 5 각 부 임마다 Step 2~4의 과정을 반복하여 

각 burst의 주 수-시간 축 상에서의 구조를 결

정하고 MF-TDMA 임 내에 해당 burst를 할

당한다. 

그림 6. 부 임내 버스트 할당  
Fig. 6. Example of burst allocation in sub-frame

  이와 같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동일 계기 역폭 

내에서 MF-TDMA 임 상에서 burst 할당 시 력제

어와 연계하여 성체 계기 수신단에서 동시에 송

되는 burst 간 PSD 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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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시뮬 이션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력제어 기반 MF-TDMA 

자원할당 기법의 성능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

한다. 다음 표. 1은 주요 모의실험 환경을 나타낸다. 

운용 주 수 역은 유사체계를 근거로 X, Ka 역을 

운용한다고 가정하 다
[13]. 계기 역폭의 크기는 

20MHz로 가정하 으며, MF-TDMA 임 길이는 

400ms로 설정하 다. 운용단말은 40~60dBm 내에서 

서로 다른 송신 력을 갖고 1~10m 내에서 서로 다른 

안테나 크기를 갖는 단말 5종이 배치된다고 가정하

다. 망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음성, 상, 이미지 

 데이터로 가정하 으며,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주

기 으로 송되는 데이터와 이벤트성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고려하 다. 임 내의 부 임 개수는 4

개로 가정하 다. 

Parameter Value

Frequency X/Ka band

Bandwidth 20MHz

Frame length 400msec

Multiple access protocol MF-TDMA

Modulation BPSK, QPSK, 8PSK, 16APSK

Roll-off Factor 0.35

FEC rate
Viterbi 1/2, 3/4, 5/6, 8/9

RS 239/255

No. terminal type 5

Antenna diameter 1~10m

TX power 40~60dBm

Services Voice, Video, Image, Data

표 1. 시뮬 이션 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검증을 해 기존의 

FDMA 방식과 제안하는 력제어 기반 burst 재구성을 

용하지 않는 MF-TDMA 방식을 비교하 다. 

  Fig. 7은 주 수사용효율을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며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고

정 자원할당 방식에 비해 MF-TDMA를 용할 경우 주

수 사용효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자원할당 방식은 력제어를 용하지 않는 

MF-TDMA 방식에 비해 사용자 수가 을 때도 최 의 

주 수 사용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통

신성능이 상이한 단말 간 독립된 채 을 구성하는  

MF-TDMA 방식의 경우 각 계기 마다 할당되는 사용

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만 높은 주 수 사용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제안하는 방식은 하

나의 계기 내에 이기종 단말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

에 사용자 수가 은 환경에서도 최 의 주 수 사용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MF-TDMA 방식의 경

우 3종의 운용단말을 2개의 계기로 구분하여 할당하

는 환경을 가정하 다. 한 제안하는 방식은 력제

어와 연계된 burst 구조 변경을 용하여 임 내 

burst packing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존 MF-TDMA 

방식보다 더 높은 주 수 사용효율을 확보하 다.

그림 7. X 역에서 주 수 사용효율 비교 
Fig. 7. Comparison of spectral efficiency in X bandwidth 

그림 8. Ka 역에서 주 수 사용효율 비교 
Fig. 8. Comparison of spectral efficiency in Ka bandwidth 

  다음으로 Fig. 8은 Fig. 7과 동일한 조건에서 운용 

주 수 역을 Ka 역으로 바꾸었을 때 주 수 사용효

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X 역과 마찬가지로 Ka 역의 

경우에도 기존 FDMA 방식에 비해 MF-TDMA를 용

할 경우 약 3배 이상의 주 수 사용효율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a 역에서는 5종의 성

단말이 3개의 계기에 할당되는 환경을 가정하 다. 

X 역과는 달리 Ka 역에서는 기 에서의 신호 감

쇄 효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X 역에 비해 주 수 사용

효율이 감소한다. 하지만 Fig. 7과 마찬가지로 제안하

는 방식은 기존 MF-TDMA 방식보다 사용자 수가 더 

은 환경에서도 주 수 사용효율을 효과 으로 확보

할 수 있다. 

  Fig 9와 Fig 10은 각각 MF-TDMA 환경에서 제안하

는 방식과 기존 방식 간 X 역과 Ka 역에서 요구된 

슬롯 비 할당되지 못한 슬롯의 비인 슬롯할당 거부율

(Rejection ratio)을 도시한 결과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하기 해 할당된 계기 수와 역폭은 동일하다

고 가정하 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안하는 방

식이 기존 할당 방식 비 슬롯할당 거부율이 더 낮음

을 알 수 있다. Ka 역의 경우 X 역보다 심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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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쇄로 인해 가용한 버스트 구조가 제한되며, 채  상

에서 높은 신호 감쇄로 인해 고효율 ACM 벨 미 용

으로 인한 slot 낭비가 발생된다. 따라서 X 역에 비

해 Ka 역에서 슬롯할당 거부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X 역과 마찬가지로 Ka 역에서도 제안하는 

방식이 버스트 재구성을 통해 더 낮은 슬롯할당 거부

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9. X 역에서 슬롯할당 거부율 비교
Fig. 9. Comparison of rejection ratio in X bandwidth 

그림 10. Ka 역에서 슬롯할당 거부율 비교 
Fig. 10. Comparison of rejection ratio in Ka bandwidth 

그림 11. Burst packing 효율 비교 
Fig. 11. Comparison of burst packing efficiency
 

  Fig. 11은 MF-TDMA 임 상에서 burst packing 효

율을 표시한 결과이다. Burst packing 효율은 체 slot 

수 비 유 slot 수의 비율로 표 하 다. 최  Burst 

packing 효율 비교를 해 제공 가능한 timeslot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환경을 가정하 다. 제안하는 방

식은 할당 시 burst 구조 변경을 통해 추가 인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MF-TDMA 방식 비 더 높은 

packing 효율을 갖는다. 특히 단일단말이 운용되는 환

경 비 이기종 단말이 운용되는 환경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packing 효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

을 보인다. 이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추가 EIRP 확보

가 필요한 단말에게 burst 구조 결정 단계를 통해 최

의 burst 구조를 할당해 주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이

득이다. 반면에 기존 방식에서는 PSD 제한으로 인해 

특정 시간에 비어 있는 slot이 있는 경우에도 자원을 할

당할 수 없는 문제 이 발생된다. 특히 이기종 단말 환

경에서 이러한 상이 보다 많이 발생되며, 따라서 기

존 MF-TDMA 방식은 이기종 단말 환경에서 더 나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F-TDMA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차

기 군 성통신체계를 한 자원할당방안을 제안하

다. 차기 군 성통신체계는 서로 다른 통신 능력을 갖

는 이기종 단말이 혼재하는 네트워크이며, MF-TDMA 

용으로 인해 자원 할당이 주 수  시간 축 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통신망은 성체 

계기에서의 인  채  간섭으로 인한 성능 하가 심

각하기 때문에 성통신망 성능을 극 화하기 해서

는 동일 계기 역폭 내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PSD 

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고정할당 기반의 자원할당 방식은 차

기 군 성통신망 체계에 합하지 않다. 기존 방식은 

계기 별로 동일한 성능을 갖는 단말을 할당하고 추

가로 단말 별로 독립 인 개방루  력제어를 수행하

여 PSD 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러한 방안은 고

정된 자원할당으로 인해 주 수 사용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MF-TDMA 용으로 인해 각 단말은 용되는 

ACM 벨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burst를 할당 받게 되

며, 이 경우 단순한 개방루  력제어만으로는 PSD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burst 크기 결정 

단계와 burst 구조 결정단계로 이루어지는 2단계 자원

할당 방안을 제안하 다. 먼  각 단말의 채  상태를 

기반으로 가용한 ACM 벨에 따라 할당 가능한 

burst 구조를 도출하 다. 이를 기반으로 burst의 주

수-시간 구조에 따른 PSD 벨을 계산하고, 동일 

PSD 구간을 갖는 burst를 그룹화하여 MF-TDMA 

임 상에 할당하 다. 더 나아가 자원할당 복잡도를 

이기 해 체 MF-TDMA 임을 가상의 부 임

으로 분할하 으며, 할당되지 못하고 남는 슬롯은 추

가 으로 할당되지 못한 burst의 ACM 벨을 조 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

능 분석을 해 주 수 사용효율, 슬롯할당 거부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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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 packing 효율을 비교하 으며, 비교 결과 제안하

는 알고리즘이 MF-TDMA 기반 성통신망 성능을 향

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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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07년～2010년 (주)더블웨이

2011년～ 재 LIG넥스원 C4I연구소 통신연구센터  

2010년 9월～ 재 LIG넥스원 C4I 연구소 통신연구

센터 

< 심분야> 군 성통신, 자  기술, 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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