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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항공 채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음성 및 데이터 혼합 트래픽을
처리할수 있는 프로토콜을 항공 이동 통신 환경에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현재 항공 이동통신에서는 늘어나는 항공 교통량으로 인해 채널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
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써 음성위주의 통신 환경에서 데이터 위주의 통신환경으로 바뀌어가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공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IEEE 802.11의 DCF
와 PCF를 모델링함으로써 음성과 데이터 채널을 통합하고 우선순위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항공 이동용 MAC프로토콜에 대등한 처리량과 지연
시간을 보였으며, 특히 우선 순위 메시지인 경우 거의 지연 없이 보낼 수 있었다.

1. 서론
현재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 교통량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애를 들어 항공 통신용 주파수 수요 증가, 항공기 충돌 확률 증가, 운용 비용증가, 항공기
지연시간 증가가 그것이다. 이중 제한된 주파수 자원 문제는 항공기와 항공기, 항공기와 지
상간 통신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주파수 문제와 함께 데이터 통신의 필요성은 미래 교통환경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음성 위주의 통신이 데이터 위주로 바뀌면 조종사의 업무 분담을 줄일 수 있으며, 데이터
통신의 시각적 명확성 때문에 의사 재확인과 같은 반복 작업을 줄여 채널 점유시간 감소 등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음성과 데이터 채널의 통합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필요하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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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는 위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연구
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적 슬롯 할당 방식에 기반한 TDMA로서 채널수 증
가와 함께 음성과 데이터 통합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와 지상국의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스템이
전 세계 항공 분야에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10년,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항공교통환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운영을 지원하
면서, 현재 항공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도록, 무선 랜에 대한 표준인
IEEE 802.11 프로토콜을 항공 환경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2. 항공 VHF 데이터 통신
현재 항공 이동 통신환경에서는 117.975 - 137MHz 사이의 주파수룰 이용해 760개의 25kHz
대역폭 채널을 운용중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항공 교통량으로 인해 조만간 채널은 포화상태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북유럽과 북미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1]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럽에서는 25kHz 채널 대역폭을 8.33kHz로 줄여 3배의 채널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미국에서는 25kHz 대역폭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시간 축을 네 개의 슬롯으로 나누어 채널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TDMA 방식을
연구중에 있다. 유럽에서 연구중인 방식은 기존의 시스템 변경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채널 확장이 어렵고 음성과 데이터 채널을 따로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통
신이 증가하는 미래 항공 교통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
TDMA 시스템은 지속적인 채널확장이 가능하고 음성과 데이터 채널을 통합할 수 있어 미
래의 시스템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TDMA 시스템은 현재 항공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단시
일 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림 1]은 항공 이동용 VHF 통신의 운용도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 항공이동용 VHF 통신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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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이동 통신의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항공 이동통신 환경에서 중앙 관리자의 역할은
지상의 관제소가, 이동 스테이션의 역할은 각각의 항공기가 수행한다. 또 BBS(Basic
Service Set)은 지상 관제소가 관할하는 공역내를 운항하는, 같은 주파수를 쓰는 항공기가
된다. 항공환경에서 지상국은 반경 200NM 즉 370km의 큰 영역을 서비스하므로 무선 LAN
에서 보다 큰 1.2ms라는 지연시간을 갖게된다. 하지만 항공 환경은 VHF 주파수를 이용한
LOS(가시선내 통신)을 기본 통신 조건으로 내세우므로 hidden스테이션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
통신 방식에서 살펴보면, 항공 이동 통신은 단일 주파수로 지대공과 공대지 통신을 수행하
는 단일채널 복합방식이 사용된다. 패킷의 전송 속도는 Nyquist 대역폭 이론에 의해 25kHz
대역폭에서 최대 12.5baud, 즉 37.5kbps의 속도를 낼 수 있으나 안정성을 고려하여 31.5kbps
의 속도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음성을 인코딩하기 위해 48kbps의 보코더 비트율을 사용하고
있다.

3. 음성 및 데이터 혼합 트래픽을 위한 프로토콜
본 논문에서는 항공 이동 통신의 특징인 음성과 데이터통합 채널을 얻어내기 위해, IEEE
802.11을 항공 환경에 적용하였다. 채널구조는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가
제공하는 경쟁 서비스와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에 의해 옵션으로 제공되는 비경
쟁서비스로 구성된다. 채널 주기는 비경쟁 구간(Contention Free Period)와 경쟁 구간
(Contention Period)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비경쟁 구간에 있을 때는 지상국에 있는 PCF
가 각각의 스테이션에 폴을 수행함으로써 경쟁 없이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반면 경쟁 구
간에 들어서면 DCF로 채널 제어권이 인계되고 각각의 항공기는 경쟁을 통해 채널에 접속
을 할 수 있다. [그림 2]은 CFP와 CP의 반복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DCF화 PCF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프레임간 여백(IFS)을 감지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즉 각각의 항공기는 채널 휴지 상태의 지속 기간을 감지하고 있다가, Ack와 같은
제어 신호일 경우 SIFS, 비경쟁 구간내 데이터 전송일 경우 PIFS, 경쟁 구간내 데이터 전
송일 경우 DIFS 구간 만큼을 기다린후 그 기간내 다른 항공기에서 전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프레임을 전송할 준비를 한다. 이때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하면 EIFS만큼을 기다린후 새
로운 전송이 시작된다.

[그림 2] CFP와 CP 반복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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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 트래픽 구간(경쟁 서비스 구간)
DCF가 제어하는 비경쟁 구간에서, 각각의 항공기는 경쟁을 통해 채널에 접속을 시도한다.
즉 채널을 감지하여 채널 휴지 기간이 DIFS만큼 지속된다면 전송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전송을 기다리던 항공기간 패킷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항공기는 랜덤 백오프
지연 시간을 발생시키고, 채널이 한가할 때마다 타이머를 감소시켜 타이머가 0이 되었을 때
전송을 시도한다. 또 현재 트래픽량을 층돌 방지에 활용하기 위해 CW(Contention Window)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해당 항공기가 보낸 패킷이 충돌할 때마다 랜덤 백오프 지
연시간을 2진 지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3]는 채널이 비경쟁 구간과 경쟁
구간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3] 경쟁구간에서 항공기에서
지상국으로의 패킷전송
채널을 감지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물리 계층이 수행하는 물리적인 방법과 MAC 계층이 수
행하는 가상적인 방법이 있다. 여기서 가상적인 채널 감지 매카니즘은 RTS 및 CTS 전송시
패킷 내부에 각 항공기가 사용할 채널 기간 정보를 포함킴으로써 송, 수신에 연관되지 않은
항공기가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RTS 및 CTS 전송 메카니즘은 hidden
스테이션 존재시에도 그 기능이 효과를 발휘하지만, 항공 환경에서는 항공기와 항공기간, 지
상과 항공기간 가시선내 통신을 전제로 하므로 항공 이동 통신 환경에서 hidden 스테이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2 음성 트래픽 구간(비경쟁 서비스 구간)
PCF가 제공하는 비경쟁 서비스 구간은 음성과 같이 지연에 민감한 우선 순위를 갖는 정보
전송에 사용된다. 채널이 CFP(비경쟁 구간)에 들어서면 채널 제어권은 지상국에 있는 PCF
에게 넘어가고, 지상국은 비콘 프레임을 모든 항공기에 전송함으로써 비경쟁 구간이 시작되
었음을 알린다. 비콘 프레임 내부에는 CFP 구간 길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모든 항공
기는 CFP의 지속 시간에 대해 알 수 있다. 또 CFP가 끝날 무렵에는 지상국이 비경쟁 구간
의 종료를 알리는 CF-End 프레임을 모든 항공기에 전송함으로써 CFP 구간이 끝났음을 알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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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 구간에서 데이터 전송은 야래와 같다. 업링크 전송의 경우 지상국은 각각의 항공기
에 폴을 하고 각각의 항공기는 폴에 대한 Ack 응답과 함께 데이터를 실어 보내게 된다. 반
면 다운링크 전송의 경우 폴을 수행할 필요없이 지상국은 데이터를 해당 항공기에 전송하
며, 해당항공기는 Ack 패킷으로써 패킷전송 성공 여부에 응답한다. [그림 4]는 비경쟁 구간
에서 지상국과 항공기간 패킷 전송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 비경쟁 구간에서 지상국과 항공기간의 패킷전송

4. 시뮬레이션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지상국이 폴링을 사용하여 채널을 제어하는 비경쟁 구간과 각 항공
기들이 경쟁을 통하여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경쟁구간의 길이 비율을 3:7로 설정하였다. 또
지연시간은 1.2ms, 데이터 길이 200byte ACK 패킷 길이 15byte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처리량, 지연 시간(sec), 경쟁 구간자 비경쟁 구간에서 각각의
지연 시간 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4.1 시뮬레이션 수행 절차
시뮬레이션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우선 패킷 발생을 점검하고, 지연에 민감한 음성 패킷
인 경우 채널이 비경쟁 구간에 진입한 후 폴을 수신하면 데이터 전송을 시도한다. 반대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 패킷이 발생되면 채널상태를 감지하여 랜덤 백오프 지연 시간을
생성한다. 데이터 패킷의 전송은 백오프 지연 시간이 0으로 감소했을 경우 전송되어진다.
[그림 5]는 시뮬레이션 수행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시뮬레이션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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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은 음성 트래픽 구간의 변화에 따른 음성 패킷처리량을 보여주고 있다. 부하량이
10을 넘어서면서 일정한 처리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비경쟁구간 비율변화에 따른 음성 트래픽 처리량
[그림7]은 데이터 트래픽 구간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 패킷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다. 부하량
10까지 처리량 증가를 보이지만, G=10이 넘어서면 충돌 확률 증가로 인하여 처리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CP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처리량
[그림 8]은 CFP와 CP의 비율이 3:7인 경우, 항공기수 변화에 따른 패킷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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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음성과 데이터 통합 채널의 트래픽 처리량
[그림 9]는 [그림 8]과 같은 환경에서 패킷 지연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항공기 수가 증가함
패킷 충돌로 인한 지연 시간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음성과 데이터 통합 채널의 트래픽 지연 시간
[그림 10]은 음성 트래픽 구간과 데이터 트래픽 구간의 지연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폴링 방
식을 사용하는 음성트래픽 구간은 데이터 트래픽 구간과 달리 지연이 일정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0] CFP와 CP 구간에서의 패킷 지연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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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항공 이동 통신 환경에서 음성 채널과 데이터 채널을 통합하고 우선 순위 기
능을 부여하기 위해 IEEE 802.11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음성 트래픽과 데이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통합 할 수 있었고, 우선 순위를 필요로하는 음성 트래픽 구간에서는 폴링 방식
을 이용함으로써 지연 없이 패킷을 전송 할 수 있었다. 적용된 프로토콜은 현재 항공 이동
통신에서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non-persistent CSMA베 비하여 처리량과 시간지연
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우선순위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항공 이
동 통신 환경의 음성 및 데이터 통합 트래픽 채널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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