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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술통신은 전장에서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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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전술데이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2]. 이는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체계 간 전

술자료 교환을 통해 실시간 전장 상황정보공유 및 무

기체계·교전행위 통제가 가능해야함을 의미한다[3,4]. 이

처럼 전장에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기동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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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design of asymmetric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method for tactical radio 

communication. Typical tactical radio communication has a limited execution of transmission, because uplink 

message requires more extended response time than downlink messag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analyzes operational environment of Korean tactical radio communication and proposes an asymmetric TDMA based 

on it for performance of tactical communication. The simulation model is used to investigate constraints of real 

experiments for proving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pproach. Simulations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scheme in terms of throughput, response time, and delay.

Key Words : Tactical Wireless Network(전술무선통신망),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시분할다중접속), Domestic 

Operational Environment(국내작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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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술 무선통신의 다중 접속 방식은 반송파 감

지 다중접속방식(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 CSMA/CA)을 이용하여 설계된다[5]. 현재 

CSMA/CA가 적용된 전술데이터 네트워크는 단위노드 

간에 통신망 접속 기회의 불균등이 존재하며, 전술무

전기 특성에 의해 지휘소에서 단위노드로 하향 메시

지를 전송하는 것보다 상향 메시지 전송이 상대적으

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전술무전기에 CSMA/CA

로 적용한 물리계층 구현 방식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전술 무선통신망의 요구사항에 따라 TDMA의 

하향 및 상향 메시지를 비대칭으로 설계하여 성능 분

석을 하고자 한다. 전술 무선통신망은 데이터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전술 무

선통신망에 대한 요구사항 및 성능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술통신망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하여 

제안된 비대칭 TDMA의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모델 구현을 위해 실제 전술 무선통

신망의 운용환경에 대한 정보, 무선통신망 매체인 전

술무전기에 대한 정보,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 그

리고 통신망 구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

으로 현재 전술 데이터 네트워크의 성능과 응답시간, 

처리량에 대한 성능 분석 수행을 통해 제안한 기법의 

효용성을 증명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

서는 기존의 CSMA/CA 기반인 지상기동 무기체계 전

술 무선통신망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3장에서

는 전술 무선통신망을 위한 응답시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기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현된 시뮬레이션 모델

을 통한 모의실험을 통해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논

의한다.

2. 지상기동 무기체계 무선통신망 분석

2.1 전술 무선통신망의 구성

  현재 운용 중인 지상 기동 무기체계의 전술데이터 

통신망은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6]. 포대 지휘소

는 대대지휘소 또는 감시체계를 통해 표적정보 및 기

상정보를 획득하고, 타격체계의 위치정보와 무장정보

를 바탕으로 타격체계를 지휘한다. 지휘소와 타격체계

가 기동 전력임을 감안하여 주 데이터 통신망은 전술

무선 데이터통신을 사용한다. 전술유선 데이터통신은 

주 데이터 통신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Fig. 1. Concept of tactical data communication

  전술무선 통신망은 물리계층으로 전술무전기를 사

용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는 CSMA/CA와 SDLC 

(Synchronous Data Link Control)를 사용하고 응용계층을 

상위에 구현하여 운용되고 있다[7]. 또한 지휘소와 6개

의 단위노드 사이에 구현된 망으로 가입자 수가 고정

되어 있고, 메시지의 전송은 일대다(point-to-multipoint) 

통신 방식이며 상향 메시지는 비주기적으로 생성된다. 

비주기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Fig. 2와 같이 응답 문자

(Acknowledge, Ack)를 전송하도록 규약 되어 있다.

Fig. 2. Message flow with tactical radio communication

  지휘소는 하향 메시지 전송에 하나의 메시지를 사

용하여 6개의 단위노드에 동시에 전송하고 이를 수신

한 각각의 단위노드는 그에 대한 응답 문자를 정해진 

시간에 응답한다. 단위노드는 지휘소에 메시지를 개별

적으로 전송하고 이 메시지는 6개 단위노드에서 동시

에 발생된다. 이 때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충돌도 발생되기 때문에, 회피

하기 위한 방법으로 MAC 프로토콜인 CSMA/CA가 사

용된다. 상향 링크 메시지를 받은 지휘소는 그에 대한 

응답 문자를 해당 단위노드로 전송하여 정상 수신을 

알린다. 만약 응답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면 전송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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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실패 시 재전송 알고리즘에 따라 재전송을 수행

한다.

2.2 기존 전술 무선통신망의 문제점 분석

  전술 무선통신망의 다중접속방식은 CSMA/CA를 사

용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CSMA/CA는 망 설계에 용이하다. 전술

무전기를 사용할 상대방 음성의 유무에 따라 사용여

부를 판단하여 접속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

문에 다중 접속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8]. 전술무전기

에서 망에 반송파가 있을 경우에는 송수신의 동기클

럭의 반송파를 감지하여 지휘소와 6개의 단위노드사

이에 데이터를 전달 할 수 있다. 그리고 CSMA/CA는 

동기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 무선통신망

에 사용되었다. TDMA의 경우에는 전술무전기 사용에 

있어 송수신자의 시간 동기를 확보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었다.

  CSMA/CA는 Fig. 3과 같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백오프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슬롯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 슬롯은 한 단말기가 전송한 메시지를 다음 슬롯

의 시작 전에 감지 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그 길이는 

무전기의 특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전술 무선통신망

에서는 슬롯의 길이를 1.4s로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충돌회피를 위해 추가적인 슬롯이 요구된다. 또

한 전술무전기에서 반송파를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통신망에서 반송파의 감

지 시간이 요구된다. 이는 반송파 감지를 수행하고 

전송해야 하는 경쟁에서 전송 시점을 획득하고 채널

이 사용되지 않고 대기 상태로 남아있는 시간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SMA/CA 기법 자체의 

망사용 효율성은 높은 편이나, 망의 반송파 유무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물리

계층을 구성되었기 때문에 망사용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지휘소에서 단위노드에 보내는 상·하향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로 전송하고 6개의 단위노드에서 차례

로 응답 문자를 보낸다. 그러나 단위노드에서 지휘소

로의 상향 메시지 전송은 각각의 단위노드에서 전송

하고 응답 문자를 수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향 메시

지 전송에 비해 상향 메시지 전송 시 다섯 번의 메시

지 전송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전술 무선통신망에서의 CSMA/CA는 Prioritized-NAD 

(P-NAD) 기법을 사용하여 충돌확률을 줄이고 지휘소

와 6개의 단위노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우

선순위 부여는 단위노드의 채널 접속 기회가 서로 균

등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10]. 또한 Fig. 3과 

같이 상향메시지에 적용되며, 우선순위가 낮은 노드는 

우선순위가 높은 노드에 비해 최대 5배의 대기 시간

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임무에서는 모든 단위노드의 

메시지가 도착하여야 정상적인 임무가 수행되므로 전

반적 임무 성능의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Fig. 3. Concept of multiple access method on CSMA 

/CA

  전술 무선통신망에서 CSMA/CA는 위와 같은 이유

들로 단위노드에서 지휘소로 상향 메시지 전송이 지

휘소로부터의 하향 메시지 전송에 비해 시간을 필요

로 하며, 통신망 이용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를 개

선하고자 비대칭 TDMA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전술 무선통신망의 응답시간 및 처리량 개선 기

법 제안

  3장에서는 지상 기동 무기 체계의 전술무선 통신망

을 개선하고자 시분할 다중접속 또는 동적 시분할 다

중접속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때 지휘소 통신망인 하

향 메시지가 상향 메시지에 비해 중요하고 우선처리 

되어야 하는 특성은 유지 되어야 한다. 또한, 하향 메

시지에 비해 상향 메시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

제점과 상향 메시지 전송 시 단위노드 간의 전송 기회

의 불균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술 통신에서 하향 메시지는 한번 전송된 메시지

에 다수의 응답 문자를 수신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런

데 하향 메시지 전송에서 응답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 

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시구간을 사용한다면, 응답 문

자와 메시지 크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망사용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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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별도의 응답 문자 전송 방법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전술통신망에

서와 같이 하향 메시지는 모든 단위 노드로 브로드캐

스트(broadcast)가 가능해야 한다.

  전송 빈도가 높은 상향 메시지와 응답 문자처럼 크

기가 작은 메시지만을 고려하여 시구간의 크기를 결

정하면, 상대적으로 큰 하향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여

러 개의 TDMA 프레임이 필요하다. 하향 메시지를 여

러 프레임에 거쳐 전송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임무 진행

에 소요되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 임무 수행 효율이 

저하 된다. 이러한 하향 메시지 및 상향 메시지의 운

용환경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비대칭 TDMA를 제안

하고자 한다.

  Fig. 4는 현재 전술 무선통신망에 운용되고 있는 하

향 메시지 및 상향 메시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각 메

시지의 최대 크기는 255 byte보다 작다. 하향 메시지

는 지휘소에서 단위노드로 전술명령과 관련된 메시지

를 송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md0-16까지의 17개와 

단위노드에서 보내주는 메시지에 대한 응답 문자로 

구성된다.

Fig. 4. Message size of uplink and downlink

  상향 메시지는 단위노드에서 지휘소로 전술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체 메시지는 

mu0-9까지의 10개와 지휘소에서 온 메시지에 대한 

응답 문자로 구성된다. 상향 메시지 중 mu5까지는 

지휘소의 명령에 대한 처리 결과를 나타내어 사용빈

도가 높은 메시지기 때문에 실제 성능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그리고 mu7~9와 같이 큰 메시지들은 

비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메시지이며 사용되는 빈도

가 낮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3.1절과 3.2절에서 

하향 메시지 및 상향 메시지의 패킷 및 시구간을 설

계하도록 한다.

3.1 전술무전기 특성 분석 및 시구간 구조 설계

  데이터 통신 관점에서 전술 무전기의 동작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9,10]. 송신모드에서는 Fig. 5와 

같이 PTT(Push To Talk) 제어 신호의 ON 후(PTT ON) 

일정 시간의 지연(PTT Attack Time) 후에 전술 데이터

가 실린 RF(Radio Frequency)가 출력된다. 또한, PTT 

제어 신호를 OFF하면(PTT OFF) 일정 지연 시간(PTT 

Release Time) 동안 전술데이터 없는 반송파만 출력한

다. 따라서 PTT ON에서 PTT OFF의 구간에서는 데이

터 통신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Fig. 5. Operational character of tactical radio 

transmission mode

  Fig. 6은 Fig. 5의 전술무전기 특성을 활용하여 송·

수신 무전기를 모두 고려한 시구간 구조를 보여준다. 

지휘소에서 전송을 위해 PTT ON을 수행하면 PTT 

Attack Time의 지연 후 반송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 전술무전기에서는 수신처리 지연에 해당하는 지

연이 발생된 후 단위노드의 처리기에 메시지가 도달

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 전술무전기는 PTT Attack 

Time과 수신처리 지연을 합한 시간 후에 망을 다른 

전술무전기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

한, 지휘소에서 전송을 종료하기 위하여 PTT OFF 시

에도 PTT Release Time 후에 반송파가 송신되는 것이 

종료되고, 수신 전술무전기에서는 종료 처리 지연 시

간 후에 망이 Idle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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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Time slot configuration on the character of 

tactical radio

  메시지를 수신한 단위노드에서 지휘소로 응답 문자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망이 Idle이 된 후 PTT ON을 

수행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전술무전기

의 특성분석을 통해서 본 하나의 시구간은 PTT Attack 

Time과 수신 처리 지연의 합이 PTT OFF 시점보다 이

전에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시간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시구간()은 메시지 전송 시

간() 외에 PTT Attack Time(), PTT Release 

Time() 및 종료 처리 지연 시간()이 추가적으

로 소요된다. 하나의 시구간은 아래 수식 (1)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으며 세부 구조는 Fig. 7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1)

Fig. 7. TDMA architecture of time slot

  Fig. 4와 본 절에서 전술 무전기의 동작특성을 고려

하여 시구간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우선 전술 무전

기의 데이터 통신 속도는 무전기 사양에 따르고, Fig. 

7에서 하향 메시지의 (0 ≤  ≤ ) 내 Data의 크

기는 256 byte, 상향 메시지는 64 byte로 한다. 이는 

하향 메시지는 한 번의 시구간에서 보내기 위해 Fig. 

5의 최대 크기를 정했으며, 상향 메시지의 경우 사용

되는 빈도가 높은 mu0-5의 최대 메시지 크기를 고려

하여 설정하였다. 따라서 하향 메시지의 Data의 시구

간 크기는 256 byte × 11 bit ÷ a bps이며 a는 전술 무

전기의 전송속도이다. 상향 및 Ack 메시지의 Data 시

구간 크기는 각각 64 byte × 11 bit ÷ a bps, 14 byte × 

11 bit ÷ a bps이다. 그리고 Preamble과 Postamble은 16 

bit ÷ a bps이다. 이를 통해 상·하향 메시지(TU, TD)에

서 Ack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구간 크기는 식 (2)

와 같다.

 = (256 byte × 11 bit + 16 bit) ÷ a bps 

+ 

 = (14 byte × 11 bit + 16 bit) ÷ a bps 

+  (2)

 =   ※ ack Time + 수신 처리 지연

 = (64 byte × 11 bit + 16 bit) ÷ a bps 

+ 

3.2 응답시간 및 처리량 개선을 위한 다중접속방법

  Fig. 8은 제안된 비대칭 TDMA의 하향 및 상향 메

시지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하향 메시지 및 상향 

메시지에 할당된 시구간 및 패킷 크기는 3.1절에 따르

며 하향 메시지가 상향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게 설계되었다. 또한, 하향 메시지 프레임에서 응답 

문자에 비교적 작은 시구간 크기를 할당하여 다수의 

응답 문자로 인한 전체 TDMA 프레임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Fig. 8의 상향 메시지 프레임 구조를 보면 지휘소와 

단위노드에 동등한 크기의 시구간을 할당하였다. 그리

고 단위노드에 할당된 시구간에 메시지를 담아 전송

하며, 하나의 TDMA 프레임에 전송하기에 큰 메시지

는 여러 개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전송된다. 또한 지휘

소에서 단위노드로 전송하는 것은 응답 문자로 한정

한다. 지휘소에서 단위노드에 응답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 시구간을 지휘소에 할당하는 것은 전체 T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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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의 크기를 증가시키며 망의 사용 효율을 떨어

트린다. 그러므로 지휘소에 할당된 시구간은 미사용 

슬롯으로 하고, 각각의 단위노드에 할당된 시구간에 

해당되는 응답 문자를 전송한다.

Fig. 8. Configuration asymmetric TDMA frame

  제안된 TDMA 상·하향 메시지의 프레임은 Fig. 9와 

같이 구성된다. TDMA의 프레임 구조를 가지기 위해

서는 단위노드에서 프레임의 시작시점에 해당 프레임

이 하향 프레임인지 상향 프레임인지를 구별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Fig. 9에 상향 메시지와 같이 

TU0 시구간을 Listen&CS로 활용하였다. 단위노드는 

먼저 통신망의 상태를 감시하고 CS를 확인하여 통신

망이 사용 중이면 하향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수신하

고, 통신망이 미사용 중이면 상향프레임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하향 TDMA 프레임은 TD0 시구간을 지휘소에 할당

하여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단위노드에서 응답 

문자를 전송하기 위하여 TD1-N까지의 시구간을 할당

하였다. 지휘소의 통신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프레

임의 시작에서 언제든 통신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지휘소에서 전송하는 메시지는 한 번에 단위노드에 

전달되고 그에 대한 응답 문자를 수신하여 하나의 프

레임으로 메시지 전송이 완료 되도록 구성하였다.

  상향 TDMA 프레임은 CSMA를 활용하여 반송파를 

감지하기 위한 TU0 시구간을 할당하였다. 반송파가 

감지되면 하향 TDMA 프레임이며 반송파가 감지되지 

않으면 상향 TDMA 프레임이다. 상향 TDMA 프레임

으로 판정되면 이후 단위노드에서 메시지 전송을 위

해 할당된 TU1-N까지의 시구간이 있다. 또한, TU1-N

까지의 프레임은 지휘소에서 각각의 단위노드에 응답 

문자를 전송하는데도 활용된다.

Fig. 9. Message configuration of proposed TDMA

4. 모의실험 및 분석

      Fig. 10. Simulation model of tactical radio 

communication

  전술 무선통신망의 성능 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구

성은 Fig. 10과 같다. 전술무선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 

시 CS를 제공하고 전송 간 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최

종 전송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메시지 생성기는 메

시지를 생성하여 상향 메시지 전송을 시작하도록 한

다. 전송 간 BER(Bit Error Ratio)은 MAC 프로토콜의 

특성을 관찰하는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0으로 간주하며 재전송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한다. 본 논문의 성능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값

은 전술 무전기 전송속도, 메시지 크기, 메시지 발생 

간격이 있다. 전술 무전기 전송 속도는 1200 bps로 구

성한다. 상·하향 메시지의 크기는 각각 Fig. 4를 참고

하여 md5(30), md7(91), md10(177), md16(244), mu4(45), 

mu6(75), mu7(162), mu9(246)로 설정하였다. 메시지 발

생 간격은 20000 ms이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타겟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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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적용에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C언어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전술무선통신의 운용환경을 모

의하여 실시한다. 제안된 비대칭 TDMA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서 기존 전술 무선통신에서 운용되고 있

는 CSMA/CA 비교한다.

4.1 제안된 비대칭 TDMA의 응답시간 성능 분석

  Fig. 11은 전술무전기의 전송속도가 1200 bps에서 

하향 메시지의 응답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177 byte 

보다 작은 데이터 사이즈에서 제안된 TDMA가 기존 

CSMA/CA보다 일부 낮은 성능을 보이나, 보다 큰 메

시지에서는 성능 개선을 보여준다. 먼저 기존 기법의 

경우 메시지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메시지 전송에 소

요되는 시간만큼 응답시간이 길어짐에 비해, 제안된 

기법에서는 91 byte 데이터 크기 이후 동일한 응답시

간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하향 메시지

에 대해 하나의 프레임에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Fig. 11. Response time analysis of downlink message

  Fig. 12에서는 전술무전기의 전송속도가 1200 bps에

서 상향 메시지 전송의 응답시간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제안된 TDMA가 기존 CSMA/CA보다 개선된 응답

시간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빈도가 높은 mu4와 

같은 메시지에서는 월등하게 개선된 응답시간을 보인

다. md7 이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메시지 크기에 대

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상향 메시지의 경우 

메시지 크기에 따라 프레임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하향 메시지의 응답시간에서 전술 

무선통신망에서 빈도가 높은 mu1-5의 메시지의 개선

을 월등히 개선함으로써, 기존 CSMA/CA 기법에서 하

향 메시지 응답시간에 비해 상향 메시지 전송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해결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Fig. 12. Response time analysis of uplink message

4.2 제안된 TDMA 처리량에서의 성능 분석

  성능지표 중 Throughput 관점에서 제안된 TDMA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면, 전술무전기 전송속도가 1200 

bps에서 Fig. 13과 같이 하향 메시지는 제안된 비대칭 

TDMA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기존 CSMA/CA 기

법에 비해 제안된 TDMA 기법이 평균적으로 약 1 

byte/sec 낮은 Throughput을 보여준다. 이는 제안된 

TDMA 기법이 하향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Fig. 9에

서 F1-N까지 전송대기 시간이 소요되어 나타나는 현

상이다.

Fig. 13. Throughput analysis of downlink message

  Fig. 14에서는 전술무전기의 전송속도가 1200 bps일 

때 상향 메시지의 Throughput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CSMA/CA 기법에 비해 제안된 TDMA 기

법이 최대 48.2 byte/sec 만큼 Throughput 개선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Fig. 9에서 하향 메시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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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메시지의 프레임 할당이 많아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기존 전술 무선통신망의 접속 불균등을 제안하

는 TDMA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됨을 의미한다.

Fig. 14. Throughput analysis of uplink messag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상기동 무기체계를 위한 전술 무

선통신망의 성능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비대칭 

TDMA를 제안 하였다. 기존의 전술 무선통신망의 문

제점들을 TDMA 기반으로 하향 프레임과 상향 프레

임을 비대칭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휘소에서 

전송하는 메시지가 단위노드에서 상향 메시지보다 하

향 메시지를 우선시 하는 운용특성도 개선하였다.

  응답시간 측면에서 제안된 TDMA가 CSMA/CA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임을 모의실험 모델을 통해 확인 하

였다. 특히 상향 메시지에서 응답시간의 개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단위노드들에 통신망 접속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개별 단위노드에 대한 메시지 교

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제안된 비대칭 TDMA의 프레임

동기 오차가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야한다. 또한, 최

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규 전술무전기에 제안된 

TDMA를 적용한 전술무선통신망의 성능분석도 연구

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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