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고에서는 항공기 시스템 내부의 인터페이스를 비행제어 시

스템 인터페이스와 항공전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구분하고, 

각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개요, 발전동향, 인터페이스 별 특성, 

적용현황에 대해 기술한다.

Ⅰ. 서 론

항공 탑재장비의 처리 능력 및 센서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데이터 및 영상 인터페이스를 위해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인터

페이스가 요구되고 있다.  

항공기 내부 통신은 크게 항공기를 제어하는 비행제어 시스템 

인터페이스, 임무를 위한 항공전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나눌 

수 있다. 비행제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제어 명령과 자세, 가속

도, 대기정보 센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기 조종면을 제

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행제어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비행제어 컴퓨터를 중심으

로 조종사 입력장비, 비행제어용 센서의 신호 연동을 목적으

로 한다. 비행제어 시스템은 안전 치명적(Safety Critical) 특

성으로 인해 데이터 전송에 대한 예측(Deterministic)이 가

능 해야 하며, 고장이 발생해도 항공기의 안전에 이상이 없어

야 하고(Fail-Safe), 고장 간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Fail 

Operative) 기능이 요구된다. 특히 최신 전투기는 빠른 기동

성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RSS(Relaxed Static Stability) 방식으로 설계됨에 따라 제어

루프에 비행제어 컴퓨터가 개입되지 않으면 항공기 안정성 확

보를 위해 추가적인 조종사의 제어가 요구된다. 따라서 비행제

어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항공기의 실시간 제어를 위해 조종사

의 명령, 센서 입력과 조종면 제어 출력 신호의 입출력을 예측

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전송지연 시간 최소화 및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

항공전자 시스템은 전투기의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적으로 사격통제, 시현 및 제어, 통신/식별, 생존, 항법 그리고, 

임무 계통으로 구성된다. 

임무계통은 항공전자 시스템, 무장 알고리즘, 센서 융합 및 

제어 역할을 수행한다. 항법 계통은 항공기 자세, 속도, 가속도, 

고도, 위치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기의 운항정보를 제공

한다. 통신/식별 계통은 항공기 외부와의 무선 음성/데이터 통

신 및 항공기의 피아식별 기능을 제공한다. 시현 및 제어 계통

유재성, 박한준

한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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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행제어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항공전자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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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종사에게 시스템의 상태정보, 무장 및 표적 정보 등을 시

각적으로 제공하며, 근래에 들어 음성인식 기술이 활용한 음성

명령(Direct Voice Input) 기능도 적용되고 있다. 사격통제 계

통은 목표를 탐지, 추적과 무장 관리 및 발사 기능을 제공한다. 

생존 계통은 적의 위협 감지 및 경고, 방해, 대응 기능을 제공한

다. 일반적으로 항공전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임무 계통과 하

위 계통과의 통신을 의미하며 항공기의 용도에 따라 무장 및 생

존 계통은 별도의 내부 인터페이스가 적용될 수 있다.

전자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항공전자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

서, 디스플레이 및 컴퓨터(임무컴퓨터, 무장관리 컴퓨터 등)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유통되는 데이터의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MIL-STD-1553B 

통신 인터페이스로는 대역폭을 감당할 수 없어, MIL-1394, 

ARINC-664 Part7, AS6802/ Time Triggered Ethernet 등

과 같은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비행제어 시스템 및 항공전자 시스템 내부 연동을 위한 인터페

이스를 살펴보기 전, 기존의 항공기용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널리 

사용된 MIL-STD-1553B 인터페이스의 특징과 시스템 구성을 

분석하여 항공기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MIL-STD-1553B는 197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군 통신을 목

적으로 안정성 및 다중화 특성을 요구도로 가지고 있어 항공기 

탑재 장비간 통신용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림 4(a)>와 

같이 1950~1960년대 까지는 항공기 탑재 장비는 단순한 독립형 

시스템(Standalone Systems)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개의 장비가 

아닌 여러 개의 장비가 한 기능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시스템의 연동은 각 장비간 점대점 (Point to Point) 방식으로 연

결되었으며, 연동되는 신호의 종류도 각기 다양하였다. 

1970년도에 접어 들면서 탑재 장비 간 정보의 공유 문제 및 

장비간 연결의 복잡성 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등장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 즉, 

<그림 4 (b)>와 같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통신으로 전환되면

서 단 방향에서 양방향 통신으로, 소규모 단위 신호에서 대용량

의 데이터 전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MIL-STD-1553은 1973년에 발표되었으며 최초로 F-16에 

적용되었다. 1975년에 “A” 버전으로 개정되었고 역시 F-16과 

미 육군의 공격 헬기인 AH-64A APACHE에 적용되었다. 이

후 일부 기능과 메시지 정의를 수정하여 1978년“B”버전으로 

제정되었다. 현재는 MIL-STD-1553B는 Notice 2가 사용되

고 있으며 상용버전으로는 SAE AS 15531 그리고 유럽 NATO

의 STANAG 3838 AVS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MIL-STD-

1553B 데이터 버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3. 항공전자 시스템 발전 동향

그림 4. 시스템 형상

표 1. MIL-STD-1553B 데이터 버스 특성

Title Contents

Data	Rate/	Word	Length 1Mhz	/	20bits

Data	Bits/Word 16	bits

Message	Length 32	words	max.

Transmit	Technique Half-Duplex

Operation Asynchronous

Encoding Manchester	II	Bi-phase

Protocol Command/Response

Fault	Tolerance Dual	Redundant

Message	Format

Controller	to	Terminal	(BC	to	RT)

Terminal	to	Controller	(RT	to	BC)

Terminal	to	Terminal	(RT-RT)

Broadcast

System	Control

Number	of	Terminal Max.	31

Coupling Transformer/	Direct

40 | 정보와 통신

주제 | 최신 전투기급 항공기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 소개



MIL-STD-1553B는 Bus Controller(이하 BC)와 Remote 

Terminal(이하 RT), 그리고 Bus Monitor(이하 BM)로 구성된

다. BC는 1개의 데이터 버스에 1개만 존재하며 RT는 31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며, BM는 버스 동작상태를 감시하거나 시스템 

시험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BC의 역할은 항공전자 

시스템에서는 임무 컴퓨터, 비행제어 시스템에서는 비행제어 

컴퓨터가 수행하며, 각 시스템에 탑재된 장비들은 RT로 동작한

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BC 고장 시 다른 장비가 BC를 대체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MIL-STD-1553B는 BC에 의해 

버스 동작이 철저히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미리 정의

한 Bus Control List에 따라 순차적인 통신을 수행한다. MIL-

STD-1553B 데이터 버스는 1MHz의 대역폭을 가지며 16비트 

데이터워드를 기본으로 32개 워드 길이를 가지는 메시지로 구

성된다.

MIL-STD-1553B는 Bus A, Bus B에 동일한 데이터를 실어 

보내며 한 개의 버스에 고장이 발생되어도 다른 버스를 통해 데

이터를 송/수신 하는 형태로 다중화를 구현하였다.

MIL-STD-1553B는 항공기 탑재 장비 간의 데이터 통신

을 위해 가장 안정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았으나 구조적으로 낮

은 전송률과 제한된 원격 터미널 수, 고비용 등으로 보다 높

은 대역폭의 상용 데이터 버스로 대체되고 있다. MIL-STD-

1553B 규격에서 전송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송 매체를 광

섬유로 변환시킨 MIL-STD-1773 버스도 개발되었지만, F-16 

Block 60에 채택된 이후로 적용사례가 없으며, 해당 부품 또한 

단종되었다. 최근 보잉 사가 민항기(B-777, 787)용으로 MIL-

STD-1553B와 유사한 DATAC (ARINC-629)을 개발하였으나 

양방향 버스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되는 하드웨어 무게 증가로 저 

중량 설계가 가능한 버스가 다시 고려되고 있다.

최신 전투기 내부 통신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MIL-STD-

1553B와 같이 군 규격의 통신 인터페이스에서 상용 기술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F-35 

JSF의 비행체 제어 시스템(Vehicle Management System)

은 IEEE-1394B 기반으로 수정한 SAE AS5643/MIL-1394

통신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고 항공전자 시스템에서는 Fiber 

Channel 기반 FC-AE-ASM (Fiber Channel – Avionics 

Environment – Anonymous synchronous messaging) 인터

페이스를 적용하였다. 또한 유로파이터의 경우 항공전자 시스템

에 상용 이더넷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민항기에서는 유럽의 Airbus사에서 개발하여 A380 기종에 

적용된 AFDX (Avionics Full Duplex Switched Ethernet)

는 상용 Ethernet 규격을 기반으로 대역폭 보장과 다중화 기능

을 추가한 인터페이스로 상용 규격인 ARINC-664 Part7로 제

정이 되었다. AFDX는 Airbus사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

능을 포함하고 있어 ARINC-664 Part7과는 구분이 된다. 따

라서 Airbus사에서 적용된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경우가 아

니라면 ARINC-664 Part7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현

재 ARINC-664 Part7은 국내 소형무장헬기 (Light Armed 

Helicopter, LAH) 사업의 항공전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실제 

적용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전투기급 항공기의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F-35(JSF)의 비행체 제어 시스

템에 적용된 MIL-1394, Ethernet을 기반으로 제어 시스템에 

특화된 AS6802/Time Triggered Ethernet, 민간 항공기에서 

항공전자 인터페이스로 적용되고 있는 ARINC-664 Part7 인

터페이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결론에서는 3가지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II. 본 론

본론에서는 MIL-1394, ARINC-664 Part7, AS6802 통신 인

터페이스에 대해 세부적인 특성과 적용 사례 및 시스템 구성 방

안을 살펴본다. 

1. AS5643 / MIL-1394

AS5643/MIL-1394는 IEEE를 기반으로 항공기 제어 특성에 

맞게 비동기 스트림, 고정된 프레임 율, 특정 패킷을 통한 동기

화, 정적으로 할당된 채널 번호, 사전 대역폭 할당, 수직 패리티 

점검, 익명 가입자 메시지(Anonymous Subscriber Message, 

ASM) 등의 서비스를 추가한 통신 인터페이스 이다.

IEEE 1394는 1980년대에 미국의 애플 컴퓨터에 의해 

“Firewire”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5년

에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에서 애플 사의 Firewire를 기반으

로 한 IEEE STD 1394-1995 규격을 발표하였다. IEEE 1394-

1995는 6개의 회선으로 (신호4, 전원 2) 4.5M 이내에서 STP 

그림 5. MIL-STD-1553B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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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을 통해 100, 200, 400Mbps 

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였다. IEEE 1394a에서는 버스 중재 효

율이 향상되었으며 4개의 신호선으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였

다. 2002년에 IEEE 1394b-2002가 발표되면서 800Mbps 전 

이중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10M 이내 거

리는 4Gbps까지, 70m 이내 거리는 500Mbps까지 데이터 전송 

능력이 향상 되었다. IEEE 1394b는 높은 대역폭을 가짐과 동시

에 비동기 방식으로 버스 중재가 가능하고 여러 토폴로지 구성

이 가능한 통신 인터페이스이다. 또한 IEEE 1394b는 신호의 스

윙 전압이 높아 신호의 무결성 확보가 용이하고, 특히 루프 토

폴로지를 통해 물리적인 고장 발생 시, 대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 고장감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Daisy-Chain, Tree, 

Loop, Star 토폴로지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탑재 장

비 연결에 유연성이 높고 케이블 결선이 자유로워 항공기 케이

블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IL-1394가 제정되면서 기존의 IEEE 1394b로부터 변경이 

적용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사전설정: 시스템 요구도 및 탑재 장

비 특성에 따라 사전에 토폴로지를 구성하여 대역폭 및 고

장감내 기능을 보장한다.

(2)   루트 노드 강제 설정: MIL-1394는 루트 노드를 제어 컴

퓨터(Control Computer, 이하 CC)에 설정하여 모든 노

드의 메시지를 제어할 수 있다. 즉, MIL-1394에서 CC는 

MIL-STD-1553B에서의 BC와, 원격 노드는 RT와 유사

한 개념이다.

(3)  비동기 스트림 사용: MIL-1394는 Start Of Frame 

(STOF) 패킷 신호와 함께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는 비동기 

스트림을 지원하여 특정 시점에 입출력을 수행 할 수 있

다. 즉, CC 원하는 시점에 네트워크 동기화 없이 곧바로 

통신을 시작할 수 있어 MIL-STD-1553B에서 BC가 통신

을 시작하는 개념과 유사하도록 수정되었다.

(4)   STOF 패킷을 사용한 동기화: STOF 패킷이 전송되면 모

든 노드는 전송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즉, 

STOF는 비동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동기 신

호 역할을 수행한다. CC는 사전에 정의된 주기로 STOF 

패킷을 네트워크에 플러딩(Flooding)하여 통신이 시작됨

을 원격 노드에게 알린다

즉, <그림 6>에서와 같이 원격 노드는 STOF 신호를 수신하

게 되면 수신된 STOF를 기준으로 각자 할당된 옵셋(Transmit 

Offset / Receive Offset) 시간을 기반으로 통신을 수행한다. 

<그림 7>은 CC와 원격 노드 사이에서 STOF와 옵셋을 이용한 

Deterministic timing구조를 보여준다. CC 노드는 비행 운용 

프로그램 (Operational Flight Program, 이하 OFP)을 특정 

제어 주기에 따라 스케줄링하며 내부 정밀 클럭에 의해 입출력 

명령을 실행한다. 노드 A는 CC에서 STOF를 송신 하면 STOF 

메시지에 설정된 송신 옵셋 시간에 맞춰 신호를 전송한다. 항공

기 네트워크는 철저한 Profiled Network이므로 옵셋 시간 설

정은 전체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노드에 할당된 옵셋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통

신을 예측 할 수 있게 된다.

(5)  고정 채널 번호의 지정: MIL-1394는 총 63개의 채널

을 사전에 할당하여 사용한다. MIL-1394에서의 채널은 

MIL-STD-1553B의 RT 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CC는 

채널 번호를 통해 원격 노드를 식별한다.

(6)   대역폭의 사전할당: MIL-1394는 비 동기 스트림과 사전

에 정의된 입출력 리스트 및 STOF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의 최대 대역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MIL-1394

의 버스내부 모든 데이터의 송수신 시간은 STOF 와 송수

신 옵셋을 통해 설정되고 이 정보는 CC에 의해 원격 노드

로 전송된다.

그림 6. Tx/Rx Offset과 STOF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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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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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STOF STOF 
Node A 
Rx Delay 

Node A STOF Tx Offset 

Node A STOF Rx Offset 

Node A 
입력 신호 

Node A 
데이터 가용 

Node A 
Tx 

Input Processing 

Node A 
전송 지연 

VMC Tx 
CCDL 

VMC Rx 
CCDL 

VMC OFP Processing CCDL 

Frame n-1 Frame n Frame n+1 

그림 7. VMC(CC)와 원격 노드에서의 S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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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DMA 방식의 패킷 전송: CC는 STOF와 옵셋 정보를 매 

특정 주기(ex. 12.5ms) 주기로 전송하여 원격 노드가 한

번이라도 이 정보를 수신하면 동기화가 가능하며, 이후 원

격 노드는 STOF에 의해 지속적으로 동기화 된다.

(8)   수직 패리티점검(Virtual Parity Check, VPC): 패킷 데

이터 영역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개념으로 CRC와 유

사한 기능이다. 데이터 워드들에 대해 수직적으로 패리티

를 계산하여 물리계층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계층까지 추가

적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한다. <그림 8> 참조

(9)   Health Status Word: Payload 패킷의 첫 번째 워드로써 

패킷에러, 서브시스템 에러, 노드에러, STOF 옵셋 수신 

확인 상태, 노드의 포트 상태 정보가 전송되어 전체 버스

의 상태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MIL-STD-1553B

의 Status Word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림 8> 참조

(10)   Heartbeat: CC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갱신 여부를 확인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11)   CC Status Word: STOF 패킷에 CC의 상태 정보를 원격 

노드에 전송한다.

(12)   Data Transmission Integrity Detection: CC는 원격 노

드로부터 수신된 입력에 대해 IEEE-1394 버스 규격 부

합 여부 확인과 메시지 송신 노드가 이상 여부를 Data 

Transmission Integrity Detection 필드를 통해 확인한다.

(13)   CC Failure Detection: 원격 노드는 CC로부터 수신된 

명령에 대해 IEEE-1394 버스 규격 부합 여부 확인과 CC 

내부OFP가 생성한 메시지의 이상 유무를 CC Failure 

Detection 필드를 통해 확인한다.

상기와 같이 MIL-1394는 기존의 MIL-STD-1553B의 특성

을 IEEE 1394b에 추가한 통신 인터페이스로 IEEE 1394b 규격

에 항공기 제어와 상태감시를 위한 기능이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F-35 항공기의 Branch A/B/C 3중 VMC(CC) 시

스템을 도식화한 것으로 MIL-1394는 3개의 VMC(CC)간의 데

이터 교환과 VMC(CC)의 부 체계와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었다. 

좌측의 Brach A를 보면 총 3개 데이터 버스를 통해 부 체계와 

통신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 버스 1과 2는 Loop Topology로, 버

스3는 Daisy Chain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MIL-

1394는 물리적인 전송선로 고장에 대응하여 루프 분리 운용

(Loop Breaking Operation)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체계 설계자는 각 체계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 통신 선로를 이중

화 할 수 있다. 즉, 데이터 버스 1과 2를 루프 토폴로지로 구성

하면 해당 루프에 연결된 장비는 버스1과 2를 통해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항공기 안전과 직결된 부 체계는 루프로 

구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버스 3의 Daisy-Chain 구

성은 항공기 안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은 항공전자 시스템과 연

동이 되도록 설계한 결과로 분석 할 수 있다.

MIL-1394는 버스 초기화 과정에서 루프 구성을 감지하면, 

루프 상에 논리적인 중단점을 설정한다. 따라서 Loop 상의 부 

체계는 논리적인 중단점을 기준으로 제어 노드가 나뉘어 통신

을 수행한다. 하지만 실제 고장이 발생한 경우, CC는 재형상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논리적으로 설정한 중단점을 실제 물리

적인 중단점으로 변경하여 통신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루프 분리 운용 (Loop Breaking Operation) 이라고 

한다. <그림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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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IL-1394 패킷 구조

그림 9. F-35 JSF VMC Top Leve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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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MIL-1394의 특성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MIL-1394는 (1) CC를 통해 중앙 집중식 버스 제어가 가능하

며, (2) IEEE 1394b가 제공하는 CRC외에 내부 데이터 워드

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3) 전송 선로 상

의 단일 결함(Single Point Failure) 에도 통신을 수행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MIL-1394는 항공기 체계 제어용 

통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제어 시스템에 있어 

이상적인 통신 인터페이스로 분석 할 수 있다.

2. ARINC-664 Part7

ARINC-664 Part7은 상용 이더넷 규격인 IEEE 802.3을 기

반으로 대역폭 보장 및 고장감내 특성을 강화시킨 통신 인터페

이스이다. 

ARINC-664 Part7은 Airbus 사에서 민항기용 항공전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AFDX 

(Avionics Full Duplex Switched Ethernet)란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ARINC-664 Part7은 100Mbps의 대역폭을 가지

며, End-System과 스위치로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실제 시스

템 구성은 <그림 11>과 같이 여러 개의 센서 및 항공기 탑재 장

비가 End-System으로 동작하며 각 End-System의 메시지 

연동을 위해 스위치가 구성된다.

ARINC-664 Part7은 가상 링크(Virtual Link) 기반 메시지 

통신을 수행한다. 가상 링크는 단방향 논리적 링크로 일대일 또

는 일대다 통신이 정의 될 수 있다. End-System에서는 가상 

링크에 대해 대역폭 제어와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며 스위치에

서는 여러 개의 End-System에서 들어오는 가상 링크에 대해 

대역폭 제어와 필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가상링크는 각각 BAG (Band Allocation Gap)가 설정

되어 있으며 End-System은 해당 BAG내에서 프레임을 전송

된다. 가상 링크는 서브 링크로 나뉠 수도 있으며 End-System

에서는 가상링크 스케줄러를 통해 BAG에 최소한의 Jitter를 갖

도록 각각의 링크를 조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End-System에서

의 Traffic Shaping이라고 한다. ARINC-664 Part7은 가상링

크 별 BAG와 최대 허용 지터를 설정하여 통신이 주기적으로 특

정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설계 되었다.

<그림 13>과 같이 스위치는 Token Bucket 방식으로 대역폭을 

제어한다. 스위치는 가상링크 별로 Account를 관리하며 가상링

크의 BAG와 최대 허용 지터를 기준으로 Account를 유지 관리한

다. 스위치는 가상링크가 수신되면 내부 설정 테이블에 따라 가

상링크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패킷은 폐기하며, 프레

임 순서 값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프레임을 폐기한다.

그림 10. Loop Break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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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C-664 Part7의 특성은 <그림 14>의 프레임 생성과정

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프레임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

다. (1) 발신지/수신지 포트 정보를 기록한 UDP 헤더를 생성한

다. (2) UDP 메시지의 길이가 가상링크 최대 길이를 초과할 경

우 메시지를 분리한다. (3) 전송 패킷의 Checksum 정보를 생

성한 후 이를 가상링크 큐에 삽입한다. (4) 가상링크 스케줄러

는 순차번호 (Seq. No.)를 할당하고 큐에 삽입된 가상링크 전송

을 위한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5) 중복 관리에서는 동일한 프

레임을 2개의 독립된 네트워크에 전송시키기 위해 복제하고 실

제 물리적 전송 주소로 변경 한다. (6) 전송 시 프레임 점검 번

호(Frame Check Sequence)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프레임의 수신은 위의 과정을 역순으로 수행하며 중복 관리는 

<그림 15>와 같이 프레임 점검 번호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수행

하고 양쪽 네트워크에서 수신된 메시지 중 먼저 들어온 좋은 데

이터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변경된다. 

종합하면 ARINC-664 Part7은 <그림 16>과 같이 End-

System에서 가상링크 스케줄러에 의해 BAG에 맞춰 프레임을 

2개의 독립적인 네트워크에 프레임 점검 번호를 삽입하여 송신

하고, 중간의 스위치에서는 가상링크에 대해 대역폭 및 필터링

을 수행하여 오류를 제거하며, 수신 End-System은 수신된 프

레임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중복관리를 통해 양쪽 네트워크의 

메시지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로 정리할 수 있다.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은 모듈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

(Integrated Modular Avionics, 이하 IMA)으로 진화하고 있

다. IMA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들을 통합

하는 시스템으로 소수의 프로세서 보드들이 각 장비의 소프트

웨어를 시분할 스케줄링에 따라 동작시키는 개념을 적용한 시

스템이다. 일반적으로 IMA 시스템은 ARINC-653 기반의 운

영체제를 적용하며. ARINC-664 Part7은 ARINC-653 OS 

내/외부 통신을 위한 샘플링, 큐잉 포트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IMA 시스템이 적용되는 시스템은 대부분 ARINC-664 Part7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있다.

ARINC-664 Part7은 <그림 17>과 같이 항공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ARINC-653 운영체제 기반 IMA 코어 시스템 내부 

그림 14. ARINC-664 Part7 프레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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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1 n+2 n+3 

AFDX 송신 단말 AFDX 수신 단말 AFDX 네트워크 

그림 15. 프레임 수신 중복관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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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RINC-664 Part7 메시지 전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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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RINC-664 Part7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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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간의 통신과 외부 항공전자 부 체계 장비들을 외부 스위치

를 통해 연동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ARINC-664 Part7는 UDP 기반으로 별도의 ACK 신호가 없

음에 따라 완벽한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은 할 수 없어 비행제어 

시스템 통신 인터페이스로 사용은 어렵지만 고장 고장감내 및 

대역폭 보장 특성, ARINC-653 운영체제 지원으로 항공전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로는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SAE AS6802

AS6802는 실제 항공기 인터페이스에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ARINC-664 Part7 규격을 수용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시간 

동기화로 통신 예측 (Determinism)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AS6802는 항공전자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행제어 시스템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나아가 항공기 전체를 동일한 통신 인터페이

스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AS6802는 IEEE 802.3(Ethernet Standard)에 동기화와 

Time-Deterministic 데이터 통신 기능을 추가한 통신 인터

페이스이다. 일반적인 이더넷 통신은 이벤트 기반(Event-

Triggered) 전송 원리를 사용함에 따라 End-System은 버스 중

재(Bus Arbitration)가 된 시점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

다. 즉, 여러 End-System이 동일한 매체를 통해 각자 버스 중

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함에 따라 전송 지연시간과 지터가 중첩

되어 발생되며 예측도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

만, Time-Triggered 전송은 네트워크 전체적인 동기 시간을 사

용하여 End-System 간 통신의 전송 지연시간과 지터(Jitter)

를 줄이는 원리를 사용한다. AS6802는 이와 같은 Time-

Triggered 전송 원리를 표준 이더넷 규격에 적용하여 안전이 중

시되는 제어시스템과 같은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지연시간

과 지터 요구도를 만족시킨 인터페이스이다. 시스템의 구현은 

동기화의 요구 정도에 따라 하드웨어 또는 일반 이더넷 칩셋 기

반 소프트웨어로 Time Triggered 기능이 구현 될 수 있다. 

AS6802규격은 실제 End-System과 스위치의 로컬 클럭

(Local Clock)의 세부 동기화(Close Synchronization) 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글로벌 시간(Global Time)을 만들고 유지하는 

서비스를 정의한다. <그림 18> 참고

본 절에서는AS6802 제공하는 (1)여러 타이밍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2) 명료한 동기화 (3) 유연한 고장감내 특성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타이밍 요구도 수용: AS6802는 타이밍 요구사항 따라 

Time Triggered (이하 TT), Rate Constrained(이하 RC), 

Best-Effort(이하 BE) 3가지 통신 방식을 제공한다. TT 

Traffic 은 글로벌 타임에 동기화 된 통신으로 다른 패킷과 경

쟁하지 않으며, RC Traffic은 ARINC-664 Part7과 동등한 

개념으로 각 End-System에서 정의된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

로 통신을 수행한다. 항공기 시스템은 사전에 설정된 장비들 

만이 통신을 수행하면 일반적인 시스템과 같이 중간에 가입자

들이 새로 추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자는 타이밍이 

중시되는 TT Traffic과 주기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RC Traffic

을 각 시스템 및 메시지 특성에 맞게 설계 하여야 한다. BE 

Traffic은 일반적인 이더넷 과 같이 버스 중재에 따라 통신을 

수행한다. <그림 19> 참고

<그림 20>은 AS6802의 3가지 Traffic이 실제 매체에

서 전송되는 모습을 도식화한 것으로 2개의 End-System

이 TT, RC, BE 프레임을 각각 3ms, 2ms 주기로 전송을 하

고 AS6802 스위치에서는 End-System에 전송된 내용을 각 

Traffic 특성에 맞게 통합하여 6ms 주기로 수신 측 End-

System에 전송한다. 

End-System

End-System

End-System

Switch

Switch

Switch

Switch

End-System

End-System

End-System

                     
                   

그림 18. Clock 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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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S6802 TT, RC, BE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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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6802에서 TC Traffic 전송은 송신 End-System, 스위치 

간의 링크, 스위치와의 수신 End-System 간의 링크로 구분되

며 모든 전송은 각 단계별 Point In Time (이하, pit) 관계로 식

별할 수 있다. TC Traffic 흐름은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송신 End-System A와 스위치 D와의 링크 Link[A,D]

는 Dispatch Point in time (dispatch_pit), Send point in 

time(send_pit), Receive point in time(receive_pit), Start 

acceptance window point in time(accept_pit)로 구분할 수 

있다. dispatch_pit은 특정 TT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 스케

줄러에 의해 발생되는 주기적 인터럽트 발생 시간으로 주로 통

계적 수치로 정의된다. send_pit은 TT 프레임에서 Start of 

Frame(SOF)이후 첫 심볼이 통신 링크에 나타나는 시간이며 

receive_pit은 프레임의 첫 번째 비트가 스위치에서 수신되는 

시간이다. 스위치는 첫 프레임 비트가 수신되면 accept_pit 시

간 동안 TT 프레임의 시간적 정확성을 점검한다. TT Traffic은 

프레임이 전송되기 위한 위의 모든 수치들이 사전에 설정 또는 

계산되어 TT Traffic의 전송을 보장한다. 

AS6802에서 RC Traffic은 최대 전송주기와 데이터 길이로 

정의할 수 있다. 송신 End-System은 프레임 전송 주기에 따라 

전송을 하며, 송신 End-System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

는 주어진 전송 주기를 맞출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스위치에는 

RC Traffic을 위해 Leaky bucket 또는 Token bucket 알고리

즘이 적용되어 특정 전송 주기에 맞지 않은 프레임은 버리는 방

식으로 흐름을 제어한다.

(2) 명료한 동기화: AS6802규격에는 일반적인 이더넷, 

ARINC-664 Part7과 같이 여러 방식의 Traffic이 하나의 물

리적인 네트워크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AS 6802를 명료한 

동기화 프로토콜(Transparent Synchronization Protocol)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S6802는 프로토콜 제어 프레임 

(Protocol Control Frame, 이하 PCF) 메시지를 주기적으

로 교환하면서 글로벌 동기를 유지한다. PCF 메시지는 한 개

의 End-System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End-

System에서 PCF 생성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고장이 발생

하여도 글로벌 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 AS6802는 동기화를 

위해 Synchronization Master(이하 SM)와 Compression 

Master(이하 CM) 2개의 노드 타입을 사용한다. SM은 기준이 

되는 글로벌 클럭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 개 또는 그 이

상의 노드이며 CM은 글로벌 타임을 계산하고 이 정보를 모든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스위치를 말한다.

 

AS68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기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

을 거치며 수행되지만 간단하게 2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에서 네트워크 내에 SD로 설정된 노드에서 PCF를 CM에 전송

한다. CM에서는 들어오는 PCF들의 타이밍을 비교하고 선정하

여 글로벌 타임을 설정한다. 

2단계에서 CM은 정확한 글로벌 타임을 설정하기 위해 SM으

로부터 들어오는 프레임의 평균값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이후 

CM은 동기화 프레임을 도메인 내의 모든 노드로 전송한다. 모

든 클라이언트는 CM으로부터 평균 글로벌 타임을 수신하여 자

Sender 1

Sender 2

Switch Receiver

TT TT TT BE BE BE 

TT TT TT TT TT TT TT 

TT TT TT BE BE RC BE 

BE BE BE BE RC RC 

3ms Cycle 3ms Cycle 3ms Cycle

2ms Cycle 2ms Cycle 2m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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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s Cycle 2ms Cycle 2ms Cycle2ms Cycle

6ms Cycle 6ms Cycle

그림 20. AS6802 Traffic 전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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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C Traffic Flow

그림 22. AS6802 동기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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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로컬 클럭을 갱신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에서 동일한 글로

벌 타임을 유지하게 된다. 

(3) 유연한 고장감내: AS6802에서 고장감내를 위해 다중화, 

버스 보호 기능, 자기안정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다중화는 

ARINC-664 Part7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며 동시에 2

개의 네트워크에 동일한 메시지를 송신하고 수신할 때, 먼저 이

상 없이 수신된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

다. AS6802 네트워크 내에서 스위치는 버스 보호자 기능을 수

행하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버스 보호자는 특정 End-System

에 고장 증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End-System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AS6802 내에 일시적인 고장 또는 지속적인 고장 상태가 발생하

면 자기안정화 차원에서 동기화 과정이 다시 수행된다. 

종합하면 AS6802는 TT, RC, BE와 같이 다양한 타이밍 전

송특성을 갖는 Traffic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비행제어 시스

템에서 요구되는 타이밍 중시 Traffic 처리도 가능하며, 다양한 

고장 감내 기능을 가지고 있고, ARINC-664 Part7도 지원함에 

따라 항공전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사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AS6802는 두 시스템의 통합 인터페이스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III. 결 론

본고에서는 최신 전투기급 항공기 및 민항기에 적용되고 있거

나 적용 가능한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의 특성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MIL-1394, ARINC-664 Part7, AS6802 

모두 항공기 인터페이스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 다중

화, 고장감내, 예측된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MIL-1394 인터페이스는 F-35 JSF의 비행체 제어시스템 

네트워크로 사용되어 이미 그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ARINC-664 Part7은 처음 민간항공기에서 적용되었으나 고장

감내 및 대역폭 보장 기능으로 전투기급 항공기의 항공전자 시

스템 인터페이스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AS6802는 아직 항공기

에 적용된 사례는 없으나 타이밍 특성, 타 Traffic과 공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항공기 내부 인터페이스로 적용이 

유력하다. 

항공기 내 통신 인터페이스의 변경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탑

재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변경하거나 기존 탑재장비 변

경 없이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신규 인터페이스

로 변환해 주는 장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개

발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상용 기술의 경우 생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운용하는 항공기 관점에서 부품 단

종 및 수급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신규 항

공기 개발 또는 기존 항공기 성능 개량 시 충분한 적정성 검토 

(Trade-Off Study)를 통해 최적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결정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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