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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actical networks are gradually shifting toward IP-based flexible operation for diversified battlefield services, 
QoS(Quality-of-Service) coordination for service differentiation becomes essential to overcome the heterogeneous 
and scarce networking resources limitations. QoS coordination for tactical network traffic should be able to monitor 
and react the dynamic changes in underlying network topology and service priorities. In this paper, by adopting 
the emerging cloud-native service mesh concept into tactical network context, we study the feasibility of intelligent 
QoS coordination by employing tactical service mesh(TSM) as an additional layer to support enhanced traffic 
quality monitoring and control. The additional TSM layer can leverage distributed service-mesh proxies at tactical 
mesh WAN(Wide Area Network) nodes so that service-aware differentiated QoS coordination can be effectively 
designed and integrated with TSM-assisted traffic monitoring and control. Also, by validating the feasibility of 
TSM layer for QoS coordination with miniaturized experimental setup, we show the potential of the proposed 
approach with several approximated battlefield traffics over a simulated TSM-enabled tactical network.

Key Words : QoS Coordination(서비스 품질 조율), Tactical Service Mesh(전술 서비스 메쉬), 
Traffic Monitor and Control(트래픽 관제),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전술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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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을 통해 전장에서의 지휘 속도를 증가시키고 빠른 

작전을 구사하여 전투력을 높이는 정보 우위 전쟁인 

네트워크 중심전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1]. 또한 

전장 환경에서의 대화, 실시간 정보 전달 및 응용을 

망라하는 다양한 전장 서비스들을 IP 기반 네트워킹

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All-IP 통합 전장 네트워크

로의 전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전장 환경에서 전투

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네트워킹 상황은 Fig. 1과 같

이 미국 육군의 사례를 통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2]. 각종 전술제대들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는 무

선 중심 네트워크인 전술망(tactical network)은 전장 

환경의 다양한 지휘통제체계 간 협력적인 상호운용성

을 강화하여 네트워크 중심전을 위한 종단 신경망 역

할을 수행한다.

Fig. 1. Tactical networks from soldier’s viewpoint[2]

  이상적인 미래의 전술망은 모든 야전 무기체계의 

기반이다. Fig. 1과 같이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구

성된 네트워크들이 상호 연결된 고속 대용량의 다계

층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감시-정찰-결정-타격체

계간 실시간 데이터 및 음성정보의 유통과 이에 기반

한 응용 서비스들의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우선 전장에 산재한 전투원들과 무기체계들의 네

트워킹을 IP 기반으로 통합하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추가하여 현재 시점에서 가용한 무선 위주의 전술망 

대역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응용 서비스의 중

요도에 따라 제한된 대역폭 활용을 적절하게 조율하

여 품질을 최대화하는 QoS 조율 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3,4]. 이는 전술제대의 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전장환경의 동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전술망 

전체의 네트워크 구조 및 상태가 바뀌기 때문이다. 또

한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응용 서비스들의 종류와 중

요도도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전술망 상의 응용 서비스 QoS를 효과적으

로 보장하기 위한 무선 네트워킹의 성능향상, 미리 정

의된 트래픽 우선순위에 따라 패킷을 차등 처리하는 

정적인 QoS 향상 기술들이 제안되었다[5,6,7]. 하지만 전

술망의 동적인 구조 및 상태 변화, 응용 서비스 트래

픽들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중요도 분포가 동적으로 

변화하는 전술망 트래픽의 특성을 고려한 응용 서비

스의 지능적인 QoS 조율을 위해서는, 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응용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QoS 조율을 보

다 동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상기 

전술망의 특수성을 모두 감안하는 유연하고 동적인 

QoS 조율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소프트웨어 

구도(framework) 차원의 체계화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으로 지능화된 QoS 조율을 위

한 전술망의 트래픽에 대한 관제(모니터링 및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계층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인프라 계층과 응용 서비스 계층 사이에 존재하

는 추가적인 계층을 통하여 전술망 QoS 트래픽 관제

를 위한 실무적인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인

프라와 응용 계층을 연계하면서 QoS 관제를 지원하는 

추가계층은 전술망 상의 응용 서비스별로 대역폭/지연

/손실 등을 제어하는 지능화된 QoS 조율을 담당하는 

주체(entity)인 QoS 관제타워와 함께 협력한다. 구체적

으로는 클라우드-기반 컴퓨팅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

는 서비스 메쉬(service mesh) 개념을 전술망에 맞도록 

변형하고 확장하여 미래 전술망에 적용이 가능한 ‘전
술 서비스 메쉬(TSM: Tactical Service Mesh)’를 제안한

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보다 동적인 QoS 조율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구현 방안과 

간략화된 전술망을 대상으로한 모의실험을 통한 가능

성 검증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및 요구사항 분석

2.1 전술망 서비스 QoS 조율 관련연구

  제한되고 변동이 심한 네트워킹 자원을 활용하면서 

동적인 네트워킹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전술망 상의 

응용 서비스 QoS를 조율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접근들이 탐색되어 왔다. 먼저 전장상황

의 변동에 적응화를 통한 무선 네트워킹 자체의 효율

성 개선에 치중하여 상호연결 대역폭을 최대로 유지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미국 DARPA는 WNaN(Wireless 
Network after Next) 프로그램을 통해 DTN(Del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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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on Tolerant Networking) 방식을 연구하였다. 
DTN 방식으로 상용화된 하드웨어의 채택을 늘려서 단

가를 절감함과 동시에, 연결성 확보의 애로 상황에 맞

춰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를 통한 대역

폭 확보, 빔포밍을 이용한 연결거리 증가, 주파수 도

약 및 회피할 수 없는 전파에 대한 상쇄간섭 등을 활

용하는 DSA(Dynamic Spectrum Access) 방식을 제안하

였다[5]. 또한 DARPA CBMANET(Control-Based Mobile 
Ad-hoc Networking)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이동 중인 

노드간의 Ad-hoc 네트워킹의 개선도 시도하였다. 즉 

노드간 Ad-hoc 연결의 품질을 측정하여 가용 대역폭

을 산출하고, 패킷에 경로 정보를 덧붙여 멀티캐스팅 

하면서 네트워크 코딩을 적용하여 최적으로 경로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라우팅 제어를 제안한 바 있다[6].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정된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는 

제약을 가지는 전술망을 운용하는 전장환경에서는 응

용 서비스들의 중요도에 따른 트래픽 관제를 통해 

QoS를 개선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 때 All-IP 기

반으로 수렴된 전술망 상의 주요 응용 서비스들은 대

역폭, 지연, 손실 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모두 다르다. 
미국 육군의 WIN-T(Warfighter Information Network- 
Tactical) 전술망 사례에서는 응용 서비스들의 상대적

인 차등화를 통한 QoS 조율 방식인 DiffServ 방식을 

근간으로 긴급한 트래픽을 예외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구조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7]. 채택된 DiffServ 방

식에서는 트래픽 분류 기법과 연동하면서 미리 약속

된 트래픽 별 우선순위(priority) 정책 등에 따라 IP 패

킷 헤더에 DSCP(DiffServ Code Point)를 표기한다. 그

리고 패킷들이 경유하게 되는 각 전술망 라우터에서 

차등화된 처리(즉 PHB: Per Hop Behavior)를 받도록 

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된 전술망의 핵심 네트

워크 노드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검증되고 확인된 설

정 값들을 적용하고 유지하는 정적인 QoS 조율 과정

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2.2 마이크로서비스 구조와 서비스 메쉬

  새롭게 부상하는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cloud-native 
computing) 기술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응용 서비스의 구조는 

모놀리딕(monolithic) 구조1)가 아닌 마이크로서비스

1) 모놀리딕 구조에서는 서비스 요소 기능 중 하나만 오류가 생기더

라도 전체 서비스가 영향을 받게 되며, 서비스 확장성이 극히 제

한되는 문제가 있음.

(microservices) 구조로 점차적으로 전환되어 구현되고 

있다[8].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는 응용 서비스 내부의 

여러 요소들을 복수의 기능(function)들로 분할하고 이

들을 네트워킹으로 연결(inter-connect)하여 합성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현한다. 이로 인해 개발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상기한 응용 

서비스 실현 구조의 전환으로 미래형 응용 서비스의 

QoS는 기능들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킹의 품질은 서비

스들이 실현되는 네트워킹 인프라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서비스 요소 기능들을 연결하

는 네트워킹의 QoS 보장을 전적으로 망 인프라에만 

맡길 수 없으므로 이를 추가로 감안하는 응용 서비스

를 구현하는 부담이 있다[9].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 요소 기능들을 서비스 합

성하는 동적인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구현된 미래형 

응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상기한 상호 연결 문제를 인

프라 계층과 응용 계층 사이에 새로운 계층을 추가하

여 해결코자 하는 방식이 서비스 메쉬(Service Mesh)
이다[10]. 서비스 메쉬는 응용 서비스가 요구하는 견실

한 QoS 제공을 지원하도록 관제(즉 모니터링 및 제

어)를 기반한 QoS 조율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대역

폭이 한정되거나 변동이 심한 네트워킹 인프라를 파

악해야 한다. 견실한 QoS 보장이란 네트워킹 인프라

의 상태와 응용 서비스 QoS 요구사항의 동적인 변동

을 실시간으로 감안하여, 응용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

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노드 수준의 미리 정의된 알고리즘 보다는 전술망 전

체 인프라와 응용 서비스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파악하고, 이를 기반하여 두 계층의 QoS를 함께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트워

킹 인프라의 핵심인 스위치, 라우터 등은 대부분 특화

된 폐쇄형 하드웨어에 의존하므로, 이와 같은 트래픽

에 따른 동적인 맞춤형 관제가 힘든 상황이다. 서비스 

메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컴퓨팅 서버 내

부의 컨테이너 기반 요소 기능들에 에이전트(agent)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응용 서비스를 위한 트래픽을 밀

접하게 모니터링한다[11]. 이를 통해 단순한 패킷 통계 

수준의 트래픽 모니터링을 벗어나 응용 서비스를 위

한 트래픽을 서비스 진행 단계별로 구분하는 수준의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트래픽 제어가 가능하다. 즉, 
서비스 메쉬 계층을 추가함으로써 응용 서비스에 집

중한 트래픽 QoS 모니터링 및 제어를 효과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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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3 전술망의 변동성과 이에 대응하는 QoS 관제 

요구사항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QoS에 대한 관제(모니터링/
제어)의 적용 대상으로 Fig. 2와 같은 구성을 지니는 

간략화된 전술망을 가정한다. 즉 지향성 또는 섹터 안

테나를 통해 서로 연결된 전술망 WAN 노드들이 수

십 km에 걸쳐 메쉬 구조로 WAN을 이루고 있다. 장

거리 무선 연결의 특성상 WAN 노드들은 제한된 대

역폭을 가진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호 연결이 불안정

해지며, 때로는 릴레이 노드를 경유해서 연결되어야 

한다. 즉 전술망은 구조와 연결성이 동적으로 크게 변

동하는 제약을 가진다. 그러나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악한 전술망 상황을 통제하면서 전술망 상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의 QoS를 적정수준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 및 임무에 따른 응용 

서비스의 중요도가 상이함에 착안하여, 트래픽에 대한 

대역폭/지연/손실 등을 중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

제하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QoS와 전술망의 제약

을 절충하는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Fig. 2. Tactical WAN and LAN

  전술한 바와 같이 변동이 심한 전술망을 대상으로 

트래픽 QoS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전에 설정된 

기준 값에 따라 정적으로 QoS 관제를 수행하는 방식

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Fig. 3과 같은 구도의 지

능화된 QoS 조율(Intelligent QoS coordination)이 필수적

이다. 지능화된 QoS 조율을 위해 주요 트래픽의 우선

순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응

용 서비스 별 중요도에 따른 트래픽 관제 정책(policy) 
등에 따라 적정한 QoS 관제의 동작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전술망 응용 서비스 

트래픽의 초당 송수신량, 응답성공률, 전송지연 등의 

메트릭(metric)들에 따라 지능적인 트래픽 제어가 이뤄

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Fig. 3. Intelligent QoS coordination with traffic QoS 

monitor & control for tactical network

  Fig. 3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지능화된 QoS 조율을 

수행하는 트래픽 관제를 위해서는 학습(machine/deep 
learning)기반으로 전술망 트래픽 패킷들을 서비스 유

형과 중요도 등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 또한 전술망 전체의 구조 및 상태 변화, 
전술망 트래픽의 대용량 QoS 모니터링 데이터를 시계

열(time series) 기반으로 축적할 저장소(repository)인 데

이터레이크(DataLake)도 필요하다. 향후에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술망의 고도화가 이뤄

질 경우, 전술망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특

성을 지니도록 특화시킨 가상 네트워크들을 지칭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네트워크 슬라이스들을 활용하는 트래픽 QoS 조율

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서비스 메쉬를 도입한 전술망을 위한 트래픽 

QoS 조율 방식

3.1 변동에 대응하는 QoS 관제를 위한 계층화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논리적으로 중

앙 집중화된 QoS 트래픽 관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계층을 추가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능화된 



미래 전술망의 지능적 트래픽 QoS 조율을 위한 전술 서비스 메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3호(2019년 6월) / 373

QoS 조율을 주관하는 주체인 지능적 QoS 관제타워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QoS 관제타워가 원활하

게 동작하려면, 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손발처럼 

실제로 미래 전술망 트래픽에 대한 관제(모니터링과 

제어)를 수행하는 지원 계층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트래픽 관제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지

원 계층으로 제어/데이터 평면의 분리를 통해 소프트

웨어-기반으로 네트워킹을 제어하는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제어기를 

확장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SDN 
방식은 분산된 네트워크 스위치/라우터에 대해서 플로

우 중심의 Tag-Steer-Map 개념의 중앙 집중형 네트워

킹 경로 조정에 치중한다. 따라서 전술망 상에 퍼져있  

는 응용 서비스 트래픽 별 대역폭/지연/손실 등을 직

접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힘들다. 유사하게 

5G 모바일 네트워킹에서 점차 상용화가 시작될 고수

준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network slicing)의 관리주체를 상기한 지원 계층을 주

관하도록 적용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SDN/NFV2) 제어기들을 포용하면서 목적하는 네트워

크 가상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관리 주체를 활용하는 방식도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이

지 못하다. 현재 활발하게 개발 중인 네트워크 슬라이

싱 기술은 5G 이동 통신 분야에서 성숙과 검증을 거

친 이후에야 운용상의 제약이 큰 전술망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트래픽 

QoS 관제까지 함께 주관하도록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12].
  따라서 QoS 관제타워의 지시에 따라 QoS 관제에 

대한 실무를 보조하는 추가 계층을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면서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제안한다. 첫째로 응용 서비스별 차별화된 QoS 조

율을 위해, 관제하는 트래픽 패킷을 신속하게 수집 및 

분류한 후 분류된 유형별로 트래픽 특징을 파악하여 

응용 서비스를 식별하는 서비스-인지형(service-aware) 
QoS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로 전술망 상의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SDN 제어기를 통한 경로 제어

와 향후 추가될 미래형 네트워크 슬라이스들과 연계

하여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응용 서비스 

트래픽 별로 차별화된 QoS 제어를 제공함으로써 지능

화된 QoS 조율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로 QoS 관제를 

2)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위해 추가하는 지원 계층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전

술망의 응용 서비스들의 트래픽과 분리되어, 제어(및 

모니터링) 평면과 데이터 평면으로 나눠져야 한다. 이

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하급 제대가 전술망을 관

리하는 상급 제대의 권한을 침범하지 못하게 방지한

다. 또한 QoS 모니터링 및 제어는 동적인 변동이 심

한 전술망의 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견

실하게 수행되도록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요구된다.

3.2 전술 서비스 메쉬를 활용한 QoS 조율

  전술한대로 본 논문에서는 QoS 관제타워를 중심으

로 하부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트래픽 

규모/우선순위 등의 동적인 변화를 극복하는 접근 방

식으로, 2.2절에서 설명한 서비스메쉬를 미래 전술망 

환경에 맞춰서 변형하고 확장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미래 전술망의 데이터 평면과 모니터링/제어 

평면을 분리하고 전술망 상의 응용 서비스 트래픽별 

QoS 조율을 위한 관제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추가

적인 지원 계층인 전술 서비스 메쉬(TSM: Tactical 
Service Mesh)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술망 

상의 트래픽 QoS 관제를 견실하고 확장성 있게 수행

하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Fig. 4. Intelligent QoS coordination with TSM layer, 

dedicated for QoS monitoring/control planes

  Fig. 4에 도시한 TSM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통

해 분할된 복수의 데이터 평면들(네트워크 슬라이스)
에 대한 논리적인 QoS 관제타워의 지능적 QoS 조율

을 보조하는 지원 계층으로, 응용 서비스별로 차별화

된 QoS 관제를 지원하여 전체적인 QoS 조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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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Fig. 2에 제시한 간략화된 전술망의 핵심 

노드이며 응용 서비스들의 트래픽들이 흐르는 중요한 

교차점인 전술 WAN 노드(HA를 위해 2개 노드를 클

러스터링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TSM 대

응 프록시(Proxy)를 부착형으로 배치한다. 이를 통해 

전술망 전체에 배치한 TSM 대응 프록시들을 통해서 

모든 응용 서비스(데이터) 트래픽이 거쳐 지나가도록 

구성한다. 즉, 분산 배치한 프록시들을 QoS 관제를 지

원하기 위한 에이전트로 삼으면서, 이들을 상호 메쉬 

형태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추가한 TSM은 분산 배치된 프록시들이 필요에 따

라 동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메쉬 구조가 중심이지만, 
소프트웨어-기반 TSM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들을 통해 QoS 관제타워에 의해 논리적으로 

중앙제어 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계층으로서 QoS 관
제의 실무역할을 수행한다. 프록시는 관제타워가 필요

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QoS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

하고 보고하거나, 반대로 QoS 제어를 SDN/NFV 제어

기와 협력하면서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전술망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QoS 관제타워와 프록시들 간에 안전

하고 견실한(secured & reliable)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데이터 평면과는 분리한 별도

의 모니터링/제어 평면을 통해서 암호화된 수준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가정한다. 
전술망과 같은 무선 기반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인 평

면 분리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In-band 네트워킹을 지

원하는 상태에서 논리적인 평면 분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
  QoS 관제타워는 분산된 TSM 대응 프록시들과 안전

하게 대화하면서 응용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Tagging
을 동반하는 맞춤형 QoS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동시

에 관제타워의 지시에 따라 SDN/NFV 제어기와 협력

하면서 트래픽에 대한 필터링(conditioning), 우선순위 

조정(queuing & scheduling), 차별화된 경로제어(steering 
via routing/forwarding coordination) 등을 통한 차별화된 

QoS 제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4. TSM 기반 전술망 트래픽 QoS 조율의 구현방안

4.1 TSM의 동적인 QoS 관제를 위한 전술 메쉬 

WAN 노드

  기존 전술망을 구성하는 폐쇄적인 상용 스위치/라우

터는 제한적인 개방성 및 유연성으로 인하여, 임의의 

소프트웨어-기반 도구나 기술들을 추가 적용하는 것

에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TSM이라는 추가적인 계층

을 기반으로 응용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동적인 QoS 
관제를 수행하는 미래 전술망의 전술 WAN 노드로 

폐쇄형 네트워킹 박스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TSM을 위하여 특별하게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를 통합 설계하는 전술 메쉬 WAN 노드를 

Fig. 5와 같이 제안한다. 전술 메쉬 WAN 노드는 리눅

스 계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SDN 기능들을 응용 서

비스 형태로 운용하여, 전술망 메쉬 LAN 노드 및 다

른 전술망 메쉬 WAN 노드들과의 스위칭/라우팅 등의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범용(commodity) 화이트박스 서

버/스위치로 설계한다.

Fig. 5. Tactical mesh WAN node

  이러한 화이트박스 서버/스위치에 기반한 네트워킹

은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고수준의 성능과 안정성/
보안성이 확보 및 검증되어 실제 서비스 환경에 투입

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통신사 AT&T는 수

십 Gbps 수준의 5G 대응 액세스(access) 네트워킹을 

종단 사용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화이트박스로 구

축한 셀 타워(cell tower)를 배치하는 단계이다[13]. 이러

한 추세를 감안하여 제안하는 전술 메쉬 WAN 노드

는 제약된 대역폭을 갖는 전술망 환경에서 요구하는 

성능(Gbps급)을 무난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또한 무기체계/전술제대 별로 상이할 수 있는 이종의 

네트워킹을 호환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확



미래 전술망의 지능적 트래픽 QoS 조율을 위한 전술 서비스 메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3호(2019년 6월) / 375

장이나 QoS 조율을 위한 다양한 리눅스 기반의 소프

트웨어 기능들을 쉽게 수용하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전술망에서 전술 메쉬 WAN 노드의 기본적인 역할

은 트래픽을 중계하여 인접한 전술 LAN/WAN 노드들

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박스로써 동작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전술 LAN 노드들과 전술 WAN 노드들을 위

해 각각 확보한 다중-액세스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수신되는 트래픽들을 내부에 구성한 가상스위

치를 기반으로 포워딩/라우팅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

공해야 한다. 이 때 향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적용될 미래 전술망을 고려하여, 복수의 네트워크 슬

라이스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가상스위치 생성 및 

관리를 지원한다. 상기 구성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킹 

기능을 통해 모든 응용 서비스 트래픽들은 전술 메쉬 

WAN 노드를 통해 송수신된다. 이 때 전술 메쉬 

WAN 노드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QoS를 위한 에이전

트 역할을 수행하는 TSM 대응 프록시는 논리적인 

QoS 관제타워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노드를 통과

하는 응용 트래픽에 대한 QoS 관제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TSM 대응 프록시는 응용 서비스 트래픽이 전송

되는 데이터 평면용 인터페이스와는 별개로, 모니터링

/제어 평면을 위한 특별한 다중-액세스 네트워킹 인터

페이스들을 통해 QoS 관제타워와 안전하고 견실한 네

트워킹 연결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프록시는 응용 서

비스 트래픽이 통과하는 가상스위치에서 측정/추적

(measurement and tracing)을 통한 QoS 모니터링을 수

행하고, 이를 안전한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를 통해 

QoS 관제타워로 전송한다. 반대로 QoS 관제타워로부

터 전술망 상의 응용 서비스들의 대역폭/지연/손실 등

을 조정하는 QoS 조율 메시지를 수신하면, TSM 대응 

프록시는 수신한 제어 명령에 따라 선택된 트래픽에 

대한 컨디셔닝, 우선순위 조정, 차별화된 경로제어 등

의 QoS 제어를 가상스위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상

기한 전술 메쉬 WAN 노드의 구성 및 관제방식을 활

용하면 QoS 관제타워는 전술망 상의 응용 서비스 트

래픽에 대한 QoS 모니터링 및 제어를 연계함으로써 

동적인 전술망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능적 

QoS 조율이 가능하다.
  TSM 대응 프록시들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보장되

지 않는 전술망에서도 동작하는 견실성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변동이 극심한 전술망과 연결된 모든 

프록시들이 관제 타워와 QoS 모니터링/제어 평면을 통

해 상시 연결됨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QoS 모니

터링/제어 평면을 위해서는 특정 트래픽을 처리할 때

마다 매번 관제타워가 모든 동작 명령을 프록시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대신, 관제타워가 결정한 특정 조건 하

에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규칙 형태의 

지침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분산된 프록시들에

게 배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관제타워와

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상황에서도 프록시들

은 저장된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QoS 관제를 수행

하며, 네트워킹 연결이 복구되면 관제타워로부터 지침

을 다시 내려받아 QoS 관제 방식을 갱신하게 된다.

4.2 TSM 기반 QoS 모니터링 및 QoS 제어

  응용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대표적인 모니터링 방

식으로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킹 박스를 통과하는 

트래픽을 샘플링/미러링하여 별도로 준비된 모니터링 

주체로 보내 처리하거나 패킷을 세밀하게 살피는 DPI 
(Deep Packet Inspection) 방식이 있다[14-16]. 이러한 물리

적 인프라에 의존하는 방식들은 네트워크 슬라이스들

로 구분된 복수의 데이터 평면들을 다루는 가상화된 

네트워크들에 대한 모니터링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NFV 에 대응하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의 하나로 

간주할 수도 있는 TSM 대응 프록시들을 실제 트래픽

이 흐르는 네트워킹 교차점에 위치시키면 가상화에 

무관하게 모든 응용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관제가 가

능하다. 그리고 데이터 평면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록시들에 트래픽 분석을 추가로 수행

하면 응용 서비스를 이해하는 소위 서비스-인지형

(service-aware) QoS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제타워가 각 전술망 응용 서비스 별 세부 정

보를 프록시에게 전달하면, 프록시는 수신한 트래픽에 

대해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 식별을 개

선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간 지향의 QoS 모니터링은 전술망 

WAN 노드들에 분산된 모든 프록시들에서 수행되며, 
수합된 모니터링 데이터는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 안

전하게 논리적 관제타워 내의 시계열 데이터레이크로 

전송되고 저장된다. 이때 응용 서비스 트래픽의 패킷

헤더를 읽는 방식의 QoS 모니터링은 논리적인 중앙집

중형 관제타워 입장에서 전술망 내에서 사용하는 응

용 서비스별 헤더 정보 세트가 제공된다면 최소화된 

연산만으로 각 모니터링 지점에 대한 서비스-인지형 

QoS 모니터링의 수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QoS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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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의 오버헤드를 줄여 대역폭에 제한된 전술망에

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기반 트

래픽 분류(learning-enabled traffic classification) 및 트래

픽 우선순위에 대한 동적인 변화를 흡수하면서, QoS 
조율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보관하도록 구성한다.
  반면에 QoS 제어 평면은 QoS 모니터링을 통해 식

별한 응용 서비스별 트래픽을 주어진 QoS 정책에 맞

도록 실제로 제어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술망

의 토폴로지 및 응용 서비스 관련 각종 변동에 유연

하게 대응하려면, QoS 제어 평면도 QoS 모니터링 평

면과 유사하게 서비스-인지형 제어를 지원해야 한다. 
추가로 전술망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를 상세하게 이

해하는 네트워크-인지형(network-aware) 속성도 매우 

유용하다. QoS 제어가 TSM 중심으로 응용 서비스 트

래픽에 적용할 수 있는 명령에는 대역폭/응답속도 등

을 만족시키도록 강제하는 컨디셔닝이나 우선순위의 

조정(prioritized queuing & scheduling) 등이 있다. 또한 

SDN/NFV 제어기와 협력하는 QoS 제어에는 해당 응용 

서비스 상태와 네트워크 상황 조건에 따라 패킷 경로

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5. 전술 서비스 메쉬를 활용하는 QoS 조율의 

가능성 검증

5.1 PoC 검증 환경

  TSM을 활용한 동적인 QoS 조율의 가능성을 검증

하기 위해, Fig. 2에서 가정하는 간략한 미래 전술망 

구도에 따라 7개의 전술망 메쉬 WAN 노드와 지능화

된 QoS 조율 담당 주체에 대응하는 관제타워로 구성

된 검증환경을 구축한다(Fig. 6 참고). 화이트박스 서버

/스위치로 설계한 전술망 메쉬 WAN 노드는 AMD64 
아키텍쳐 기반에 Ubuntu 리눅스 배포판이 설치된 범

용 서버 노드를 활용한다. 또한 전술망 환경의 지향성 

안테나를 활용한 무선 중심의 네트워킹을 고려할 때, 
실제 전술망의 안테나를 활용한 검증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TSM 계층

의 가능성 검증 환경에서는 전술망이 갖는 제한된 대

역폭을 고려하여, 각 전술망 메쉬 WAN 노드를 전송

속도를 100 Mbps로 제한한 단일 유선 네트워킹 인터

페이스들을 갖도록 구성한다.
  위와 같이 구성된 검증환경에서 각 전술망 메쉬 

WAN 노드에 직결된 전술망 LAN에서 실행되는 미래

형 전술망 응용 서비스들을 마이크로서비스 구조에 

대응하여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즉 전술망 메쉬 WAN 노드를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클러스터 노드로 구성한다. 그리고 전술메쉬 WAN 노

드의 TSM 대응 프록시를 오픈소스 Envoy 소프트웨어

로 준비하고, 이들을 상호 메쉬형태로 연결하고 관리

하는 오픈소스 Istio 서비스메쉬 소프트웨어를 논리적

인 관제타워에 적용함으로써 TSM 계층을 구성한다. 
이 때 TSM 프록시의 모니터링/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을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하도

록 구성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전술망 상의 응

용 서비스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되어 운용될 

때, 관제타워에서 프록시들을 컨테이너에 부착된 형태

로 함께 배포함으로써, TSM 대응 프록시들이 메쉬 구

조로 연결된 TSM 계층을 완성한다.
  지능화된 QoS 조율을 위한 관제타워는 QoS 모니

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레이크를 오픈소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Prometheus를 활용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QoS 모니터

링 및 제어 지원 기능의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자, 수

집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가시화하는 Grafana 기

반의 가시화 대시보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전술망 운영자가 관제타워를 통한 중앙 집중형 QoS 
조율을 수행하도록 별도로 개발한 Golang 기반의 API 
서버를 운영한다.
  추가적으로 검증을 위해 배포하는 마이크로서비스 

구조의 예제 서비스에서 내부적인 트래픽 교환을 유

발하는 전술망 응용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을 시뮬레

이션하기 위하여, 2 vCPU, 4GB RAM 사양의 가상머

신 3대를 활용하여 서비스 요청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송신한다. 이러한 실험환경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QoS 
조율을 위해 TSM 계층을 통한 관제타워와의 상호작

용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TSM 계층을 활용함으로

써 QoS 모니터링과 제어 지원을 중앙집중형으로 수행 

가능함을 다음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5.2 QoS 모니터링: TCP 및 HTTP 트래픽

  첫 번째 실험은 전장환경의 응용 서비스 간 트래픽

에 대한 QoS 모니터링을 TSM 계층을 통해 쉽게 수

행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전장환경 응용 

서비스를 가정한 예제 서비스로 Fig. 6의 하단부에 나

타난 마이크로서비스 구조의 응용 서비스들을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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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형태로 배치하였다. 예제 서비스는 9종류의 세부 

서비스들이 트리구조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로

부터의 서비스 요청이 발생한 경우 TCP 및 HTTP 프

로토콜 기반의 트래픽들을 서로 주고받는다.

Fig. 6. Implementation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for TSM-ready QoS monitoring

  상기한 시나리오에 따라 배포한 응용 서비스들간 

트래픽을 TSM 계층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Fig.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제타워와 각 

응용 서비스에 부착된 프록시들이 대화하여 정의한 

모니터링 메트릭에 따라, 응용 서비스 간 트래픽에 대

한 QoS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관제타워의 

데이터레이크에 저장한 후에 그래프 형태로 가시화한 

것이다. Fig. 7의 그래프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상단의 

6개 행은 HTTP 기반의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각각의 

응용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좌측부터 순서대로 수신한 

요청 트래픽 양, 전송 성공률, 요청 후 응답 패킷 수

신 시간, 응답 패킷의 크기를 가시화한다. 즉, TSM 계
층의 프록시와 관제타워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응용 서

비스 수준의 트래픽의 QoS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ig. 7의 

하단 3줄은 TCP 기반 응용 서비스들의 그래프들로, 
TCP 트래픽은 HTTP와 달리 헤더가 없으므로 단순하

게 초당 입출력 바이트 수와 같은 트래픽 메트릭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TSM 계층의 QoS 모니터링 지원이 견

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번/3번 서

비스(SVC2/3)가 배치된 2번 WAN 노드의 네트워킹 인

터페이스를 의도적으로 비활성하여 일시적인 장애를 

   Fig. 7. Visualization of service-aware traffic QoS 

monitoring data collected by T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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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 후 이를 다시 복원한다. 이 경우 Fig. 7의 1
행과 2행의 그래프로부터, 2번 WAN 노드 내 서비스 

트래픽의 요청 성공률이 저하됨과 동시에 응답실패 

횟수가 증가하나, 해당 노드의 네트워킹 연결이 복원

되었을 때 곧바로 트래픽 전송과 함께 모니터링 기능

이 다시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인 장애발생 후 프록시의 연결성이 자동으로 복원되

는 TSM 계층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TSM 계층이 트래픽 QoS 모니터링 및 제어를 견실하

게 지원하도록 프록시와 관제타워 간 모니터링/제어 

트래픽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한 멀티-액세스 네트워

킹 인터페이스가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5.3 QoS 제어: 트래픽 컨디셔닝과 차별화된 라우팅

  본 절에서는 TSM 계층이 관제타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트래픽 QoS 제어 기능을 지원할 수 있음을 두 

가지 검증 시나리오를 통해 부분적으로 검증한다. 이 

때 예제 서비스로 Fig. 8의 좌하단부에 표기한 것과 

같이 네 종류의 세부 응용 서비스들이 네트워킹으로 

상호 연결된 마이크로 구조 형태의 서비스를 활용한

다. 예제 서비스의 규모에 맞추어 검증환경을 7대의 

전술메쉬 WAN 노드 중 4대만을 활용하도록 구성한

다(Fig. 8). 예제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용 

서비스 사용자가 1번 서비스로 접근하면 2번 서비스

에 요청메시지를 전달하고, 2번 서비스는 4번 서비스

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1번 서비스에 응답하

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Fig. 8. Implementation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for TSM-ready QoS control

  검증 시나리오에서 전술망의 운영자는 논리적인 관

제타워의 API 서버를 통해 서비스 트래픽의 QoS 제

어 정책을 전달한다. 그리고 전달한 제어 정책에 따라 

관제타워와 TSM 계층이 트래픽에 미친 영향을 실시

간 모니터링 데이터의 가시화 결과를 통해 확인함으

로써 TSM 계층의 QoS 제어 가능성을 검증한다.
  QoS 제어의 첫 번째 검증 시나리오에서는 TSM 계

층이 예제 서비스를 구성하는 특정 세부 서비스의 트

래픽 전송을 조절하는 트래픽 컨디셔닝이 가능함을 제

시한다. TSM의 트래픽 컨디셔닝을 위해 Fig. 9 상단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정책 1, 2를 적용한다. 운영자는 

관제타워의 API를 통해 정책 1을 적용함으로써 4번 

서비스(황색)의 요청 트래픽에 의도적인 2초 응답지연

을 유발하는 트래픽 컨디셔닝을 적용한다. 그리고 트

래픽 컨디셔닝이 정상 적용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책 2를 적용하여 4번 서비스에 요청 트래픽을 전송

하는 3번 서비스(녹색)를 대상으로 1초 내로 응답을 

수신하지 않은 요청을 실패로 판단하도록 설정한다.

Fig. 9. Verification scenario for traffic conditioning of 

service traffic by TSM

  TSM 계층에 트래픽 컨디셔닝을 적용하였을 때, 트

래픽 전송에 미친 영향을 Fig. 10의 가시화 결과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상단부터 순서대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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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4번(황색), 3번(녹색) 서비스에 대응하며, 각 행

을 구성하는 그래프는 좌측부터 초당 요청 패킷 수, 
전송 성공률, 응답 시간, 응답 패킷 크기를 실시간으

로 가시화한다. 본래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고 가던 서

비스들은 트래픽 컨디셔닝이 적용된 이후, 3번 서비스

의 요청에 대한 4번 서비스의 응답이 2초 이상 지연

되고, 이는 1초 이내로 응답을 수신하지 않아 실패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3번 서비스의 요청 횟수가 급감

함을 볼 수 있다(3행 3열). 이에 따라 3번 서비스를 

사용하는 1번 서비스의 트래픽 성능 또한 함께 영향

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1행). 이러한 결과는 전술

망 상의 트래픽이 과중한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우선

순위의 지연에 민감하지 않은 응용 트래픽에 대한 의

도적인 전송지연을 추가하여 응용 서비스의 트래픽 

전송량을 제어하는 기초적인 수준의 QoS 트래픽 제어

가 TSM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쉽게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 Visualization of traffic QoS monitoring data 

before/after traffic conditioning by TSM

  QoS 제어의 두 번째 가능성 검증에서는 전술망 응

용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트래픽을 

다른 경로로 제어하는 차별화된 라우팅/포워딩 사례를 

제시한다. Fig.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2번 서비스(녹
색)은 3개의 세부 기능들로 구성되나, 동일한 요청을 

수신하였을 때 하단의 2개 기능만 4번 서비스(황색)과

의 네트워킹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을 

회신한다. 1번 서비스에 외부 요청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요청은 기본적으로 2번 서비스의 1번 세부기능으

로 라우팅된다. 이 때 전술망 운영자는 Fig. 11의 상

단에 표기된 정책을 관제타워의 API를 통해 적용함으

로써 권한이 높은 “Jason”이라는 사용자를 위한 차별

화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 이를 적용하였을 때, 1
번 서비스(청색)에서 반환하는 Web 기반의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Jason”의 트래픽이 일반 사

용자의 트래픽과 다른 경로로 라우팅 됨을 제시한다.

    Fig. 11. Verification scenario for differentiated 

routing/forwarding by TSM

  상기 시나리오에 따라 관제타워를 통해 TSM 계층에 

“Jason” 사용자의 트래픽에 대한 차별화된 라우팅/포워

딩을 적용하였을 경우 Fig. 12와 같은 결과가 반환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의 상단에 나타난 것

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였을 경우 결

과를 응답받는다. 하지만 높은 권한을 갖는 “Jason”이 

서비스에 접근할 경우, TSM 계층에서 해당 사용자의 

트래픽을 특별하게 처리하여 일반 사용자와는 달리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결과를 회신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권한을 갖는 “Jason” 사용자의 트

래픽을 수신한 1번 서비스(청색)가 해당 권한에 따른 

추가 정보를 4번 서비스(황색)으로부터 획득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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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 경로로 라우팅하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응용 서비스 트래픽을 중요도에 따라 상

이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본적인 QoS 제어를 TSM
을 활용하여 용이하게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Differentiated routing/forwarding only for 

specific “jason” by TSM

6. 결 론

  본 논문은 전술망의 동적인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변화 및 응용 서비스 트래픽 규모와 우선순위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동적인 QoS 모니터링과 제어를 연계

하는 지능적인 QoS 조율을 위한 새로운 구조적인 접

근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전술망 상의 응용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QoS 조율 방안을 논리적으로 중앙집중

화된 관제타워에서 수행하는 QoS 모니터링과 QoS 제

어를 대상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 데이터 평면에 적용

하는 문제로 정의한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미래 전

술망에 특화된 서비스메쉬인 전술 서비스 메쉬(TSM: 
Tactical Service Mesh) 계층을 도입하여 모니터링/제어 

평면과 가상화를 통해 세분화될 데이터 평면들을 분

리시키고 분산배치된 TSM 대응 프록시들을 메쉬 형

태로 상호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TSM을 견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QoS 모니터링/제어를 범용 서버 노드와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를 통해 구축한 간략화된 실증환경 상에서 

이를 검증함으로써 TSM을 적용한 QoS 조율의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가능성 검증 단계에서 제

시한 TSM의 QoS 모니터링/제어 기능은 제한적이지

만, 다양한 QoS 관제 기술을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

는 체계적인 기반으로써, TSM을 활용한 미래형 전술

망을 위한 QoS 개선 알고리즘, 관제 도구 등을 향후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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