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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기반 비행기지 방어 력 치식별체계 구축  실험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Wibro-based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for Air Base Prote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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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system to maximize efficiency of Air Base Protection Oper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cation identification software. The Wibro-based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for Air Base 
Protection Force offers Blue Ground Force digitalized character message which is not exposed to enemy. Also, it 
is possible to automatically provide the location of Blue Ground Force to Air Base Ground Operations Center. The 
test result proves that this system is very helpful when Air Base Protection Force executes Air Base Protection 
Operations.

Keywords : Wireless Broadband Internet(무선 역 인터넷), Common Operational Picture(공통 작  상황도),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성항법 보정시스템), Wibro-based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와이 로 기반 치식별 체계), Air Base Protection Operations(비행기지 방어 작 )

1. 서 론

  항공력 창출의 근간이 되는 공군의 비행기지는 그 

요성과 방어면  비 기지방어 병력이 상 으로 

부족한 단 을 가지고 있어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군 내부에서 다각 으로 연구하고 있

다
[1]. 재 비행기지내 기지경계  감시를 한 IP 

카메라와 조도 CCTV  외선 카메라 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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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으나 기지방어 력에 한 실시간 치식

별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기지방어 작 의 주요 수단

인 TRS(Trunked Radio System)  유선 방송망을 통한 

상황 는 기지작  수행을 한 지휘  의도가 기

지에 침투한 에게 노출될 우려를 안고 있으며, 기지 

외곽을 방어하는 육군 력과 비행 기지의 종합상황

실간 효율 인 통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 한, WiBro망과 보라매 모델 체계는 각각 항공

기 정비 지원용과 워게임 모델용으로 운용되어 기지

방어 력을 통합 이고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수단들이 상호간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비행기지내 개별 으로 구축된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망, 보라매 모델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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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뷰어를 연결하여 기지방어 작  수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지방어 차와 치식별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이미 설치된 각종 체계들을 통합하

여 기지방어 력에 한 실시간 치식별이 가능토

록 공통작  상황도(COP : Common Operation Picture)
를 제공하고 상황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추가 

개발하면 기지방어 작 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

다. 이는 기지방어 력을 실시간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RS, 기지방

송 등 재래식 음성장비를 이용하여 기지방어 작 을 

수행함에 따른 병력의 운용상황이 에게 노출되는 

단 을 보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제 2장에서는 

련 연구사항으로서 공군의 기지방어 개념, 공군의 

WiBro 구축 황  보라매 모델, 외국군의 치식별

체계 구축  운  사례 등 기지방어 신개념에 부합

하는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들에 하여 알아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개선된 기지방어 차와 기지방

어 력 치식별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구축된 체계에 한 실제 투실험을 통해 

체계의 보완사항을 식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본 체계 구축  실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향후 

연구를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가. 공군 기지방어 개념

  먼  공군의 기지방어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기

지방어란 ”공군기지 력요소 괴를 목 으로 하는 

의 공격 는 괴 행 로부터 그 효과를 제압하거

나 감소시켜 부 의 임무  기능을 최 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군사방책으로 기지단 로 독립

으로 수행되는 작 활동”[2]을 말한다.
  공군의 기지방어지 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지 , 주 방어지 , 핵심방어지 의 3단계로 구분

되어진다
[3]. 제 1지 인 경계지 는 의 상 근로, 

감제고지, 항공기 이착륙 회랑을 통제하는 지 로 기

지 주변의 육군 력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제 2지
는 기지 울타리 외곽을 면하는 주 방어 지 로 이 

한 주변의 지상군 력이 담당하게 된다. 제 3지 인 

핵심방어지 는 기지 울타리 내곽을 면하는 지역으로 

기지의 방어 력이 방어를 수행하는 지 이다.

Fig. 1. Concept of the Air Base Protection

  기지방어 력은 기지작  종합상황실을 심으로 

, 방어 , , 소  등의 기동타격 력으로 구

성된다. 이동 력에는 장갑차, 순찰차, 정찰차, 제독

차량 등이 있으며, 기타 구난차량, 엠블런스 등도 필

요한 력으로 운 되고 있다. 작 에 참여하는 기동

타격 력에 한 치식별은 TRS를 이용해 제한

으로 치  상황을 주고받는 실정이다.

나. 공군의 WiBro 구축 황

  공군에서 WiBro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항공기 정비

작업 결과의 실시간 입력체계 미 구축에 따른 작업내

용 기록 락 등이 항공기 결함으로 직  이어지는 

등, 정비작업의 불편사항이 지속 으로 발생함에 따라 

격납고 등에서 항공기 정비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이동간, 실시간에 정비작업 결과를 입력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행기지는 활주로, 
주기장  유도로 등으로 인해 유선 네트워크 구성이 

제한되는 문제 을 안고 있다
[4]. 이러한 문제 에 

한 해결방안으로 09년 6월부터 10년 6월까지  비행

기지에 WiBro를 설치하게 되었다.
  Fig. 2는 비행기지에 용한 WiBro망의 구조를 나타

내고 있다. 제어국(ACR : Access Control Router)은 가

입자의 속 상태  정보를 리하는 가입자 세션 

리, 가입자의 이동에 따른 IP라우   이동성 리, 
단말기  망 요소간의 제어 트래픽에 한 IP 라우

을 담당한다. 기지국(RAS : Radio Access Station)은 

WiBro 단말기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한 무선 속 처

리기능, 이동 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이동성 지원, 안정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한 

QoS 제공을 담당한다. 단말기(PSS : Portable Subscriber 
Station)는 WiBro 망에 속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기 

한 무선 속 처리와 IP 기반의 서비스 속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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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chitecture of WiBro network

다. 보라매 모델

  보라매 모델은 공군 비행기지 피해평가 모델인 

CBAM(Combat Base Assessment Model)을 체하기 

한 비행기지 투모의 모델로 ’08년 6월 한국 국방연

구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비행기지의 정책 지원을 

한 기지작  소요 분석, 시 비행기지 생존성 

측, 지원소요 산정  비행단 지휘 /참모들의 실  

지휘소 연습을 한 체계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모델

은 연습용과 분석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습용은 

상황   조치, 지형지물 편집기와 상황도로 구성

된다. 분석용은 기지방호, 화학방호, 피해복구, 군수지

원  사후 분석기로 구성되어 기지의 반 인 운

과 련한 분석에 이용된다. Fig. 3은 보라매 모델의 

상황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라매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비행기지내 건물  각종 시설물 정보

를 활용하여 COP에 시하면 보다 정확하고 사실

인 기지상황을 한 에 볼 수 있다.

 

Fig. 3. Picture of the Boramae

라. 외국군의 치식별체계 구축  운용사례

  Miltrak은 국 육군 디지털 사 체계의 일환으로 

투에 참가하는 보병의 상황인식 증가와 지휘 의 지

휘통제 능력 강화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해 랑스 

Thales사가 개발 하 으며 체계는 Fig. 4와 같이 지휘

 조회 모듈(CDU), 항법 모듈(NAV Module)  무

기(ST@RMILLE Radio)로 구성된다. 지휘  조회 모듈

은 책임 구역의 지휘 이 소지하며 화면에는 상황공

유 정보, 자 지도 는 지리정보가 있는 사진이 제

공되고 확  축소가 가능하다. 수신된 치 정보는 칼

라로 처리된다. 로 황색은 부상자의 치표시, 청색

은 신호 송 인 치, 흑색은 시간이 경과된 신호 

치를 나타낸다. 음성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

기는 항법모듈과 지휘  조회 모듈에 직  연결된다. 
무 기를 제외한 무게는 0.5kg 정도로 가벼워 상황공

유 시스템으로써 미래 네트워크 심  환경의 투

부 가 사용하는데 최 화 되어있다
[5].

Fig. 4. Components of the Miltrak

  FBCB2(Force XXI Battle Command Brigade and Below)
는 미 육군의 여단  이하에서 사용하는 투지휘체

계로 Fig. 5는 FBCB2에 사용되는 노트북형 술단말

기를 차량에 장착한 것을 보여 다. 시상황을 고려

해 차량용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원을 사용하고 태

양빛 아래에서도 선명히 볼 수 있는 특수 디스 이 

장착, 쉬운 조작을 한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특징

이 있다. 이동성을 보장하기 해 험비와 같은 차량에

도 설치가 가능토록 설계 하 으며 자신의 치,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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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 군의 치가 화면 내 지도 에 표시가 가

능하다[6].

Fig. 5. FBCB2 tactical terminal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FBCB2 상황 시기는 아

군은 청색으로 군은 색, 그리고 녹색과 황색은 

립군으로 표 한다. 한 자신의 치정보는 무 기를 

통해 지속 으로 육군 술작 센터라 불리는 앙에 

치한 곳으로 달되어 아군의 진과 치 정보를 

악할 수 있다. 데이터는 COP으로 통합되어 참가

력의 상황공유 증가를 해 육군 작 본부 등 작 에 

필요한 부서에 재 송 된다
[7].

Fig. 6. Picture of the FBCB2

3. 제안 기지방어 차와 치식별체계

가. 제안하는 기지방어 차

  기존 차와 달리 제안하는 기지방어 차는 투

에 참가하는 요원이 치식별체계를 통해 과 아군

의 치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는 장 을 활용하여 표

을 추 하고 교 한다는 이다. 기지작  종합상황

실은 기존에 설치된 감시용 IP카메라, 조도 CCTV 
 외선 카메라로 군의 치를 악한 후 인근에 

치한 기지방어 요원을 투입하여 을 공격토록 지

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 장에서 을 제압하

는 요원도 치식별체계를 이용한 ․아 치식별로 

아군에 한 오인사살 방지와 임무 성공률 향상이 가

능하다. 증강된 상황인식 능력이 기지방어 차를 빠

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해 으로써 의 의도가 

확산되기 에 아군이 먼  공격함으로써 충분히 기

지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Fig. 7은 기지방어 

차를 수행하기 해 지휘 의 지침, 비행단 기지작  

규, 공군 규  기지방어 교리 등에 근거하여 작

을 수행하고, 활동 수단으로써 WiBro 기반망  기

지방어 시설과 장비 등 기지방어에 필요한 각종 고려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Consideration of the Air Base Protection

  Fig. 8은 기지방어 차를 단계 으로 표 한 것이

다. 기지방어 교리  지침에 따라 기지방어를 한 

활동을 각 단계로 나 고 각 단계에서의 기지방어 

차와 행동을 표 하게 된다. 제안하는 기지방어 차

를 (A1)→(A2)→(A3)→(A4)→(A5)→(A6) 순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표 을 탐지한다(A1) : 기지작  종합상황실은 기

지 내ㆍ외곽에 설치한 감시용 IP카메라, 조도 

CCTV  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표 의 침투

징후를 탐지한다.
∙표 을 식별한다(A2) : 표  탐지시 경비 병력 배

치표와 WiBro 단말기를 소지한 아군의 치정보를 

참고하여 카메라에 탐지된 표 이 ․아군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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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식별한다.
∙표 을 추 한다(A3) : 주요 경비지역에 치한 경

계병은 육안정보를 WiBro 단말기로 상황보고하고, 
기지작  종합상황실은 기지 내ㆍ외곽에 설치한 카

메라를 이용하여 군의 치를 지속 추 한다.
∙수단을 선정한다(A4) : 기지작  종합상황실은 

을 타격할 수 있는 인근에 치한 가장 한 가

용수단을 COP를 통해 선정, 의 치와 병력수를 

WiBro 단말기를 통해 하고 교 명령을 지시한다.
∙표 과 교 한다(A5) : 기지방어 요원은 표 과 교

한 후 임무결과를 WiBro 단말기를 통해 보고한다.
∙평가한다(A6) : 기지작  종합상황실은 보고받은 

아군의 피해상태와 군의 피해상태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침투병력을 효과 으로 격퇴하 다면 

(A1) 단계로 재임무를 수행하고, 을 완 히 격퇴

하지 못하 다면 (A5) 단계로 재교 을 수행한다.

Fig. 8. Procedure of the Air Base Protection

나. 제안하는 치식별체계

  제안하는 기지방어 치식별체계는 WiBro망, 단말

기, 보라매 모델, 3D 맵뷰어를 연결하여 기지방어 

력의 치를 실시간 자동으로 나타내주는 COP를 구

축함으로써 상황을 종합 으로 인식하고 기지방어 

력을 포함한 모든 력을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는 

체계이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지작  종합

상황실에서는 IP 카메라,  조도 CCTV  외선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의 치를 식별하고, Wibro 
단말기 치정보 송을 통해 아군의 치를 악하

게 된다. 한, ․아 치를 종합하여 아군에게 기

지상황  형태로 재방송함으로써 상황인식 증가를 

제공한다.

    Fig. 9. Operation of the Wibro-based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Fig. 10. Architecture of the Wibro-based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Fig. 10은 제안하는 치식별체계의 구성도를 나타

낸 것으로 장갑차  무장순찰차에 설치된 UMPC는 

WiBro망에 속하여 기지작  상황을 수신하고 실시

간 치정보를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지작 과

에는 수기식 상황  신 형 모니터에 COP가 시

되도록 구성하 으며 산실에는 RAS를 통해 송․수

신 되는 상황   치정보를 처리하는 서버와 네

트워크 장비를 설치하 다. 아군의 치정보가 WiBro 
망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아군의 장갑차 

내․외부에는 UMPC와 부수장치(①∼⑧)가 부착되어 

있다. UMPC는 ①GPS안테나를 통해 자신의 치정보

를 수신한다. UMPC는 ②WiBro 동 을 이용하여 비행

기지내 RAS에 자신의 치정보를 송신한다. 이 정보

는 송시 ⑥암호모듈을 통해 암호화 된 상태로 송

된다. 치정보는 국방망을 경유하여 복호화한 후 ⑨

서버에 장된다. 서버는 장된 치정보를 공군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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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체계(AFCCS : Air Force Command Control System)
망의 ⑩연동서버에 송한다. 공유된 아군의 치정보

는 ⑪기지작 과 종합상황실 COP 시화면에 나타난

다. 이때 보라매 모델 DB에 장된 기지 요도, 건물 

 각종 시설물 정보도 함께 시된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Fig. 11과 같이 UMPC의 하드

웨어는 7인치 화면과 GPS 수신 모듈을 장착하고 있

다. 지도 데이터 조회용 소 트웨어는 한국 공군이 미

군으로 부터 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Falcon 
view 3.2 을 활용하 다. PDA는 기지작 요원에게 

제공되며 3.5인치 화면과 WiBro 망에 속 가능한 무

선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기지방어 상황의 수

령  보고에 필요한 단문메시지 송․수신 모듈은 

Fig. 12와 같이 추가로 개발하여 Wibro 단말기에 설치

하 다.

Fig. 11. UMPC and PDA

Fig. 12. Function of the PDA

  산실에 설치된 치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서버는 각 단말기들의 치자료를 

수집하고 실시간 치를 Fig. 13과 같이 기지작 과 

종합상황실 COP에 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다. GIS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상업용의 

워크스테이션  장비이며, 소 트웨어는 UMPC에서 

송하는 치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는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COP는 보라매 모델 

DB와 연결하여 비행기지내 건물  각종 시설물 정

보를 화면으로 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사실 인 기

지상황을 한 에 볼 수 있게 하 다.

Fig. 13. Common Operational Picture

4. 실험  검증

가. 실험 환경  방법

  실험에는 Fig. 14와 같이 비행기지내 설치된 WiBro 
무선통신망, UMPC, PDA 단말기, GIS 서버, 기지방어

용 장갑차  무장순찰차가 이용되었으며 Table 1은 

실험에서의 세부 검 항목을 나타낸다. 순번 로 차

량 내 단말기와 기지작  종합상황실간 상황  메

시지 송․수신 가능 여부, UMPC 단말기가 수신하는 

시간 별 치좌표의 정확도 검증  종합상황도에 

표시된 치좌표 정확도 검증으로 나 어 실시하 다.

Fig. 14.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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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 checklist

순번 검항목 세부 검항목

1

상황

메시지

송수신

종합상황실에서 단말기로 송신한 

기지방어 단문메시지 수신 가능

여부

2 단말기에서 단문메시지 입력  

장 가능 여부

3
단말기에서 종합 상황실로 송신

한 기지방어 단문메시지 수신 가

능여부

4
단말기 

치 송

시

UMPC, PDA가 수신하는 좌표는 

정확한가 여부

5 단말기의 치가 UMPC와 종합 

상황도 화면에 표시되는가 여부

6 종합상황도에 표시된 단말기 

치가 정확한가 여부

나. 실험  결과분석

  Fig. 15와 같이 종합상황실에서 할 상황(특작군 

3명 발견)을 선택하고 해당상황이 발생한 치를 클

릭하면 UMPC  COP에 상황  메시지가 되었

다. 한 기지방어 요원이 PDA로 보고할 상황(병력배

치 완료)을 문자로 송하면 기지작 과로 병력배치 

황이 정상 으로 보고되었다.

 

Fig. 15. Picture of the situation report

  다음은 단말기 치 송  시 에 한 실험에서 

처음에는 일반 인 상용 GPS 수신모듈을 사용하여 

실험하 으나 치오차가 20m 이상 발생하 다. 이러

한 결과는 실제 기지방어 작 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으로 두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한 

실  방법을 모색한 결과 1m 의 정확도를 가지는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활용이 가

능한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모듈

을 용하여 만족할만한 실험결과를 도출하 다. 실험

을 통해 UMPC에 장착된 성항법 보정시스템 모듈

(SiRF-III)의 자체 정확도를 측정하여 오차 범 를 분

석하 으며 ․경도 오차는 약 0.02m∼1.3m로 정확

한 치정보를 제공하 다
[8,9]. 마지막으로 COP에 표

시된 단말기 치가 정확한가를 측정하기 한 실험

으로, 기지내 특정지 에 UMPC를 탑재한 무장순찰차

가 치하고 좌표가 자동으로 되면 COP 화면과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는 미군용 맵인 Falcon view 화

면  구 어스 화면에서 각각 ․경도 좌표의 정확

도를 비교 하 다. 결과는 Fig. 1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최  거리오차는 11.48ft(약 3.5m) 이내의 범 로 

기지방어 작 시 아군의 치식별에 사용하기에 충분

하 다.

    구분

 맵
실험 치

오차

( 도/경도/거리)

COP 기

Falcon 
View

10.20ft/
 2.61ft/

10.53ft (3.2m)

구

어스

10.94ft/
3.48ft/

11.48ft (3.5m)

Fig. 16. Location erro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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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활용성에 한 정량  효과 분석을 해 실험

에 참여한 기지방어 요원 1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질문은 Table 2와 같이 John Brooke가 

개발한 SUS(System Usability Scale) 의 10개 문항을 이

용하 다
[10]. 각 질문의 답은 Linkert 1∼5  척도를 사

용하여 강한 부정, 부정, 보통, 정, 강한 정 에

서 선택하도록 하 다. 홀수의 질문은 평가 수가 높

을수록, 짝수의 질문은 평가 수가 낮을수록 활용성

이 좋은 체계임을 나타낸다.

Table 2. Question of the SUS

질문 내     용

1 나는 이 체계를 자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2 나는 이 체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생각

한다.

3 나는 이 체계가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이 체계를 사용하기 해 문가의 도움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이 체계의 다양한 기능들이 잘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이 체계가 무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체계의 사용법을 빠르

게 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이 체계가 매우 귀찮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이 체계를 사용하는데 매우 자부심을 느

낀다.

10 나는 이 체계를 지속 사용하기 해 많은 것

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Fig. 17은 제안하는 치식별체계가 기지방어 요원

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1번, 5
번, 9번 질문에서 높은 수를 얻은 것은 제안하는 체

계가 기지방어 작 에 용 시 아군간의 오인사살 방

지와 임무 성공률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고, 기능들이 

잘 통합되어 안정 으로 작동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보완사항을 분석하면 첫째, 기지작  상황  단문 

메시지의 송신과 수신은 양방향 모두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PDA를 통해 송할 경우 작은 

액정화면으로 메시지 입력에 한 불편을 해소할 필

요가 있으며, 따라서 상황에 따른 한 메시지 내용

을 미리 장하고 사용자의 선택을 통해 송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하면 해결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둘째, PDA 액정 크기 부족  자연  반사로 인해 화

면내용 조회시 제한사항이 식별되었으며 기존 액정의 

크기를 3.7인치 이상으로 확장하고 재질도 AMOLED
로 변경하여 선명도 증가와 력소모량 감소가 필요

하다. 셋째, 단말기의 지속 인 치보고를 1  단

로 설정하여 수행한 결과 배터리 수명에 한 보완사

항이 식별 되었다. 원인으로 Cellular Phone의 경우 수

십 m의 근거리 통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WiBro 단

말기의 경우 1～2km의 거리를 통신하여야 하는 계

로 속한 배터리 소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

보고 주기를 조 하거나 비 배터리를 추가 지 하

면 해결 가능하다.

Fig. 17. Result of the SUS

다. 기 효과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 참여자의 에서 각각 다

음과 같은 기 효과가 상된다. 첫째, 장에 출동하

는 기지방어요원은 치식별체계를 통해 과 아군의 

치 정보를 인지함으로써 아군에 한 오인사살 방

지와 이에 따른 임무성공률 증가가 기 된다. 한, 
기지내 소, 활주로, 제논 탐조등, 송유  등 주요시

설의 치를 식별하여 시설물 방어 능력이 개선된다. 
둘째,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은 아군과 군의 치를 

악하여 가장 근 한 수단으로 공격을 지시할 수 있

으며, PDA 단문 메시지를 통한 지시로 기지방송망과 

TRS를 이용한 음성  비 문서형태로 달함으

로써 명령이 정확하게 되며 에게 지휘의도가 노



표상호․구  정․고 배․김기형

31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5권 제3호(2012년 6월)

출되는 단 도 개선된다. 한, 근무요원이 이동병력 

 투자원의 치 정보 등 요한 사항을 실시간 

보고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상황  내용을 장할 

수 있어 송․수신 받은 사항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

다. 셋째, 비행단장 등 부  지휘 은 기지작  종합

상황도를 통해 기지방어 력배치 지시 후 아군 력 

개여부 확인 등 체 상황 단 능력이 향상되고 지

휘결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사항

  본 논문에서는 비행기지내 기 구축된 정비 리용 

WiBro 기반망, 보라매 워게임 모델  3D 맵뷰어를 

활용하여 기지방어 작  수행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새로운 기지방어 차와 치식별체계를 제안하

다. 비행기지 방어 력 치식별체계는 기지방어 작  

상황 시 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화된 정

보를 제공하여 재래식 기지방송망과 TRS의 단 을 개

선하고, 기지내 기지방어 력의 이동 치  배치 상

태를 자동으로 종합상황실에 제공함으로써 지휘 이 

신속하고 효과 인 단을 하도록 개발하 다. 한, 
실제 장에서 기지방어용 차량내 단말기와 기지작  

종합상황실간 상황  메시지 송․수신 가능 여부 

 COP에 표시된 차량의 치좌표 정확도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정상 으로 기능이 구 되었음을 입증

하 다. 이러한 체계가 작 에 실제 용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이 된다면 별도의 작  상황  

작성 등 수기식 형태로 이루어지던 불필요한 업무가 

폭 감소됨에 따라 상황근무 요원의 임무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본 체계가 기지방어 작  임무 성공률을 향상할 수 

있는 요한 체계로 입증됨에 따라 향후 무선 데이터

통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한 시나리오별 보안 책, 
Wibro 망내 핸드오버에 따른 패킷 손실과 송 지연

에 해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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