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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CCS (합동지휘통신체계) :
 합참 ~ 군단급
 AKJCCS (연합지휘통신체계) :
 합참
 ATCIS (지상전술C4I체계) :
 군단 ~ 연대/대대급, 작전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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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S(Data Distribution Service)는 Data Bus라는 통신 모델을 제공함
● Data Bus는 다수의 체계가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모델로, 하나의 체계가

●
●

특정 데이터를 발간(Publish)하면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체계가 구독(Subscribe)하
는 방식임
여러 체계를 연동할 때 연결의 복잡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또한 Data QoS를 지정 함으로써 데이터의 속성별로 최적화된 통신 방식을 제공함
보유기술

• DDS 기술 보유 (구름)

• DDS 사업 실적 (구름)

• 군 C4I 연동체계 전문업체 (도사)

 GurumDDS

 철도 DDS 적용 사업

 KMTF 연동관련 응용SW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

Middleware
 GurumDDS Router
 GurumDDS Protocol
Gateway

 두산중공업

DDS G/W 개발 사업
DDS 프로토콜 표준화
연구/개발

 철도

중
 해군전술C4I 성능개량 타 체계 연동분야 개발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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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 핵심기술 확보
DDS 미들웨어 도입

DDS↔DB연동 S/W 개발

DDS G/W 성능 개선

● OMG 국제표준에 맞는 순수 국산
기술의 DDS
● AIX를 포함한 모든 운영체와 호환
성 제공
● 철도 및 발전소 적용 사례
● 외산 대비 비용절감 및 기술지원
수원

● DDS와 DBMS간의 실시간 연동
데이터 처리 SW 신규 개발
● 장애 시를 대비한 자동 복구 기능
● DDS Topic 추가/삭제 기능 개발
● 다량의 메시지 처리시 처리성능
향

● WAN 환경에서 DDS 데이터 통신
● 정보체계간 1:1, 1:N 데이터 통신
구현 설계
● 다양한 데이터 전송제어 가능한
QoS 구현
● 안전한 메시지 전송을 위해 IPsec
표준에 기반한 암호화 통신기능

GurumDDS

GurumDDS

GurumDDS

시험평가 도구 및 응용정합엔진 개발
연동상태 모니터링 도구

데이터 발생기

● DDS G/W 정보, Topic,
Domain 관리의 효율성 등
사용자 편리성이 제공

● C4I 체계별 센서 및 단말기를
대체하여 Topic 발생 가능
(Topic 주기 조정)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DCPS 표준 API
정합 엔진

트래픽 분석기
● 시간당 최대 연동 데이터량
측정 가능

[시험평가 도구]

GurumDDS 미들웨어

Connext 미들웨어

[응용 정합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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