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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빔 위성통신을 위한 기저대역 패킷 스위칭 기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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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대역 위성/지상 겸용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에 적용을 위한 효율적인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설계 방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설계 요구사항과 고려사항들을 분석하고 기존의 기저대역 패킷 스위칭 기법들의 요소기술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위

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설계 요구사항 정립을 위하여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요구기능, 시스템 규격, 통신서비스 종류와 성능 

요구사항을 분석하였고, 기존의 레이어-2 및 레이어-3 패킷 스위치 특성, 스위칭 프로토콜 특성, 패킷 스위치 구조 특성들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MPEG 기반의 레이어-2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하드웨어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Satellite Baseband Packet Switch, On-board Processing, Multi-beam satellite communications.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fficient design scheme based on analysis of design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s of baseband packet switch for S-band satellite/terrestrial hybrid multi-beam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To establish design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s, we analyze required functions of

baseband packet switch, specifications of multi-beam satellite communications, communication service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also we analyze and compare conventional layer-2 and layer-3 satellite baseband

packet switching techniques, packet switching protocols and packet switch architectures. to apply from analyzed

results Finally, we propose a hardware design scheme of MPEG based layer-2 baseband packet switch using

analyz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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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중빔 위성 OBP 적용을 위한 온보드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BPS: Baseband Packet Switch) 기술은 위성 선

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상

용화가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국외에서 위성 

탑재용 고속 패킷 스위치 기술의 연구와 개발은 주로 레

이어-2 ATM 스위치 기술을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실험용 제품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MPEG/DVB-S 기반의 위성인프라와 3GPP-LTE 시스템

이 연동하는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위성 탑재용 기저대역 

고속 패킷 스위칭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미진한 상

태이다[1]-[4]. 이외에도 SAP(Satellite Adaptation 

Packet) 스위치, IP 라우터를 이용하여 실험적인 프로젝

트와 시제품 개발을 통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10]. 현재 전세계적으로 상용화와 서비스가 활성화

된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위성통신 시스템의 데이터링크 

계층과 물리계층의 프로토콜은 MPEG/DVB-S 표준 기술

을 적용한 시스템이 대부분이다[8]. 따라서 검증되고 비

용 효율적인 IP over MPEG 기술을 적용한 위성인프라와 

연동되는 위성 탑재용 기저대역 고속 패킷 스위칭 기술의 

수요와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ATM 기반 위성 탑재용 기저대역 고속 패킷 스위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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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상/위성(DVB-S/3GPP-LTE) 겸용 다중빔 위성통신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프로토콜 호환성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S-대역 지상/겸용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

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설계방안

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스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기저

대역 패킷 스위칭 기법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최적의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하드웨어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저대역 패

킷 스위치 설계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정리하

였다. 3장에서는 레이어-2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와 레이

어-3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특성 비교, 스위칭 프로토콜 

비교, 스위치 구조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위성 기저대역 패

킷 스위칭 기법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최종적으로 2장과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

으로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에 적합한 프로그래머블한 기

저대역 패킷 스위치 하드웨어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위성 BPS 설계 요구사항 분석 

S-대역 위성/지상 겸용 다중빔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요

는 그림 1과 같다. 위성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위성/지상 

겸용 단말기,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BPS: Baseband 

Packet Switch) 기능이 있는 S-대역 다중빔 통신위성, 

위성 게이트웨이, 이동통신기지국으로 구성된 지상이동통

신망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링크의 전송방식은 IP기반의 

3GPP-LTE 전송방식을 사용하며 피더링크의 전송방식은 

MPEG 패킷 기반의 DVB-S 전송방식을 사용한다. 제공되

는 통신 서비스는 하나의 단말기로 지상이동통신서비스와 

위성이동통신서비스를 모두 지원한다.

그림 1. 위성/지상 겸용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 개요

1. 위성 BPS 기능 요구사항 

위성 BPS의 기능은 피더링크(DVB-S2)와 사용자 링크

(3GPP LTE)간의 패킷 스위칭과 피더링크 패킷의 브로드

캐스팅 기능, 사용자 링크(3GPP LTE)간의 패킷 스위칭 

기능을 수행한다. 시스템의 기능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2. 시스템 요구사항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의 피더 링크와 사용자 링크의  

주요 요구규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링크 다중빔 수:  19개

- 사용자 링크 빔당 가변대역 지원: 1.4M/3M/5M

- 사용자 상향 링크 전송속도: 0.33-0.5bps/Hz

- 사용자 하향 링크 전송속도: 0.5-0.7bps/Hz

- 사용자 링크의 FL/RL 스위칭 용량: 60/45Mbps

- 피더 링크의 스위칭 용량: 70Mbps

3. 서비스 종류와 성능 요구사항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서

비스 성능 요구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서비스 종류와 성능 요구사항

 

4. 시스템의 프로토콜 스택 구조

위성/지상 겸용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기

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논리적인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 스

택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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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L2 BPS L3 BPS

패킷 길이 고정(<188바이트) 가변(~1,500바이트)

스위칭 정보 L2 주소(< 13비트) IP주소(32비트)

구현 방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위칭 지연시간 H/W처리 시간 S/W처리 시간

Throughput ~ 50 Gbps ~ 100 Mbps

혼잡/흐름제어

낮은 복잡도 

(Backpressure 

Control)

높은 복잡도

(Intserv,DiffServ)

하드웨어 구현 레벨 Chip레벨 시스템 레벨

패킷 다중화 용이하다 어렵다

오버헤드 처리 부하 적다 크다

대역 가변 제어 용이하다 어렵다

브로드캐스트 제어 용이하다 용이하다

패킷 포맷 유연성 어렵다 용이하다

레이어-2 또는 레이어-3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의 선택

에 따라 스택 구조는 변경된다. 위성 게이트웨이와 위성간 

전송방식과 프로토콜은 MPEG-2 TS 패킷 기반의 

DVB-S 표준규격을 따르고 다중빔으로 구성되는 사용자 

링크의 전송방식과  프로토콜은 IP 기반의 3GPP-LTE 

표준규격은 따른다. 

그림 2. 시스템 기능구성도와 프로토콜 스택 구조

Ⅲ.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칭 기법 분석

1. L2/L3 스위치 특성 분석

다중빔 위성 OBP를 위한 온보드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기술은 크게 데이터 링크 레이어(OSI Layer-2) 기반의 

BPS와 네트워크 레이어(OSI Layer-3) 기반의 BPS로 분

류된다. 레이어-2 패킷 스위칭 방식은 OSI 참조모델의 2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패킷을 스위칭 하는 기능을 

구현한 위성BPS시스템들이고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의 종

류에 따라 ATM 기반 위성 BPS, MPEG 기반 위성 BPS, 

SAP 기반 위성BPS로 3가지 유형의 위성BPS로 분류한

다. 

레이어-3 패킷 스위칭 방식은 OSI 참조모델의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서 패킷을 스위칭 하는 기능을 구현한 위

성 BPS시스템들이고 가변길이의 IP패킷을 처리하고 IP 

프로토콜이 지원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토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하여 CPU 보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구현이 일

반적이다. 

레이어-2 및 레이어-3 위성 BPS 기술들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하여 패킷길이, 스위칭 정보, 구현 방식, 스위칭 

지연시간, Throughput, 혼잡제어, 하드웨어 구현 레벨, 패

킷 다중화, 오버헤드 처리 부하, 대역 가변제어, 브로드캐

스트 제어, 패킷 포맷 유연성 항목들의 특성에 대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부분

의 항목에서 레이어-2 기반의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특성이 레이어-3 기반의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특성

에 비해 유리한 항목들이 많다.

표 2. 레이어-2 및 레이어-3 위성 BPS 특성 비교

2.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 분석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에 적용 가능한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은 MPEG, SAP, IP 패킷 프로토콜이 있다. 

MPEG 패킷 기반의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총 6회의 패

킷 변환 처리가 요구된다. 패킷 변환 처리 기능의 복잡도

는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하드웨어 구조 및 제어 복잡도, 

처리시간 지연에 많은 영향을 준다. 패킷 변환 처리는 

188 바이트 MPEG 패킷 단위로 처리하며 13비트의 

PID(Packet ID) 정보를 이용하여 스위칭 기능을 수행한

다.

①  Feeder Link 패킷 변환

    - IP 재조합(1회), MPEG encapsulation(1회)

②  User Link 패킷 변환

    -  MPEG encapsulation(2회), IP 재조합(2회)

③  스위칭 정보: PID(13 bits)를 이용한 패킷 스위칭

④  패킷길이: 고정(188 바이트)

MPEG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을 적용하게 되면 위성 

OBP의 DVB-S 송수신기에서 IP 재조합 및 MPEG 

Encapsulation 변환이 필요 없게 되어 전체적으로 하드웨

어 복잡도가 감소한다.

SAP 패킷 기반의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총 9회의 패킷 

변환 처리가 요구된다. 패킷 변환 처리는 100~400 바이

트 의 고정길이 단위로 처리하며 10비트 내외의 SAP-ID 

정보를 이용하여 스위칭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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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eeder Link 패킷 변환

   - IP 재조합(3회), SAP encapsulation(2회)

②  User Link 패킷 변환

   - IP 재조합(2회), SAP encapsulation(2회)

③  스위칭 정보: SAP-ID 정보를 이용한 패킷 스위칭

④  패킷길이 : 고정 (100~400 바이트)

SAP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을 적용하게 되면 위성 OBP

의 IP 재조합 및 SAP & MPEG Encapsulation 변환이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복잡도가 증가한다.

IP 패킷 기반의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총 2회의 패킷 

변환처리가 요구된다. 패킷 변환 처리는 1,500바이트 이

내의 가변길이 단위로 처리하며 32비트의 수신주소 정보

를 이용하여 스위칭 기능을 수행한다. 

①  Feeder Link 패킷 변환

   - IP 재조합(1회), MPEG Encapsulation(1회) 

②  User Link  패킷 변환: 없음

③  스위칭 정보: IP 주소(32 bits)를 이용한 스위칭

④  패킷길이 : 가변(~1,500 bytes)

IP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을 적용하게 되면 위성 OBP의 

DVB-S 송수신기에서 IP 재조합 및 SAP & MPEG 

Encapsulation 변환이 1회씩 각각 필요하게 되어 전체적

으로 하드웨어 복잡도는 감소하나 가변길이 IP패킷 처리

로 인한 하드웨어 복잡도는 증가한다.

패킷 변환처리 복잡도만을 고려한다면 이로 인한 하드

웨어 설계 복잡도는 SAP > MPEG ≥ IP 순으로 비교된

다. 그러나 IP패킷 처리는 가변길이 패킷 버퍼링과 가변길

이 변환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제어 복잡도 증가로 인한 

하드웨어 설계 복잡도 증가는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에 따라 달라지는 패킷의 길이, 스위

칭 정보, 구현 방식, 스위칭 지연시간, 처리용량, 혼잡제어 

방식, 브로드캐스트 능력, 패킷 변환처리 복잡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설계 및 구현관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패킷의 길이가 고정 또는 가변에 따라 고정길이 패킷은 

하드웨어 기반의 설계구현이 용이한 반면 가변길이 패킷 

처리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설계구현이 보다 용이하다. 스

위치 처리 지연은 하드웨어 구조 설계방식이 소프트웨어 

설계방식보다 정형화되고 짧은 지연시간을 확보할 수 있

다. 패킷 변환처리 복잡도가 높아지면 하드웨어 기반 설계

구현 방식보다 소프트웨어 기반 설계방식이 일반적으로 

보다 긴 처리지연을 가진다. 

따라서 패킷 스위치 프로토콜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

과,  MPEG스위칭과 같이 패킷은 고정길이면서 하드웨어 

기반의 구현방식이 가변길이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IP 스

위칭 설계 및 구현보다 최적의 기능과 성능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기능과 성능 요

구사항을 적용할 경우에 IP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다양하

고 복잡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특성이 필요치 않다. 단순하

면서 안정되고 처리용량이 높은 데이터 링크 레벨의 패킷 

스위칭 기능이 보다 더 중요하다.

3. 스위치 구조 분석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구조로는 공간 분할 구조, 

공유 미디엄 구조, 공유 메모리 구조가 있다. 

공간 분할 스위치 구조는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오

류 강인성은 다소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위치 패

브릭 구조에 따라 크로스바 (Crossbar) 스위치와 반얀 

(Banyan) 스위치로 구분한다. 크로스바 스위치는 2-상태 

크로스 포인트 및 단일 스테이지 구조가 특징이고, 반얀 

스위치는 다단 스테이지 라우팅 구조 (Multi-stage 

self-routing architecture) 특성을 가진 크로스 오버 스

위치이다. 

공유 미디엄 구조는 고속의 공유 백플레인(Back- 

plane)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시분할(Time 

Multiplexing Switch) 방식과 코드분할 방식(Code 

Division Switch)을 적용한 스위치 구조가 특징이다. 

공유 메모리 구조는 입출력 버퍼 메모리를 공유하는 구

조로서 작은 개수의 버퍼와 고속 메모리 장치를 기반의 

구조가 특징이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스위치 구조를 비

교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비교 항목으로는 스위치 

처리 속도, 스위치 설계 제한 요소, 스위치 제어 복잡도, 

제어기능 분포, 메모리 활용도, 브로드캐스트 능력, 우선

순위 제어 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3. 패킷 스위치 구조별 특성 비교

비교항목
공간

분할

공유

미디엄

공유

메모리

스위칭속도
V

(5 Mbps)

NV

(95 Mbps)

2NV

(190 

Mbps)

스위치 설계 

제한 요소

물리적

크기

버스

속도

메모리

속도

제어기 

복잡도
저 중 고

제어기 분포 분산 분산/중앙 중앙

메모리 

활용도
저 저 고

브로드캐스트

구현
어렵다 용이 용이

우선순위

제어 능력
어렵다 어렵다 용이

3가지 유형의 스위치에 대한 스위칭 속도는 동일한 조

건하에서 공유 메모리 기반의 스위치 구조가 가장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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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 (Port Rate, V= 5 

Mbps, 입력포트 수, N= 19개 가정)

-  공간 분할 구조의 스위칭 속도 : V = 5 Mbps

-  공유 미디엄 구조의 스위칭 속도 : NV= 95 Mbps

-  공유 메모리 구조의 스위칭 속도 : 2NV=190 Mbps

스위치 구조에 따라 스위치 처리 속도, 스위치 설계 제

한 요소, 스위치 제어 복잡도, 제어기능 분포, 메모리 활

용도, 브로드캐스트 능력, 우선순위 제어 능력을 비교 분

석한 결과 공유 메모리 기반의 스위치 구조가 시스템 요

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합하고 이점이 많은 구조로

서 최적의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기능과 성능을 지

원하기에 적합하다.

Ⅳ. 위성 BPS 하드웨어 최적 설계 방안

II장과 III장에서 기술한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기법 분

석결과와 하드웨어 설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하드웨어 최

적 설계 방안으로서 MPEG 기반의 레이어-2 BPS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설계에 적용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프로그래머블 하드웨어 기반 설계

- 스위치 구조: 공유 메모리 구조

-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 MPEG

- 혼잡/흐름 제어 기능: Back-pressure 방식

- QOS 서비스 제어: 3클래스 우선순위 제어

  (Conversational service: delay < 400ms, 

  Interactive service: delay < 2sec, 

  Streaming & Background service: delay < 10sec)

- 브로드캐스트 기능

- 사용자 링크의 입출력 포트 수: N=19

- 스위치 처리 지연시간: < 150ms

  (Oneway minimum service delay 400ms-oneway 

propagation delay 250ms)

MPEG 기반의 레이어-2 위성 온보드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기능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스위치 하드웨어

는 FPGA기반의 프로그래머블한 하드웨어 구조로 설계하

여 향후 기능개선이나 스위칭 프로토콜의 변경에도 유연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레이어2 위성 온보드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를 구성하는 

기능 블럭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입력스트림변환기는 

직렬 MPEG 스트림 데이터를 8비트(1바이트) 병렬데이터

로 변환하여 순방향 FIFO에 저장하는 기능과 널(NULL) 

패킷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출력스트림변환기는 8

비트(1바이트) 병렬데이터를 고정속도 직렬 MPEG 스트

림으로 변환하는 기능과 널(NULL) 엠펙 패킷을 삽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순방향 FIFO는 바이트 단위의 순방향 

데이터를 임시 버퍼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역방향 FIFO

는 바이트 단위의 역방향 데이터를 임시 버퍼링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MPEG 패킷 필터는 엠펙패킷의 헤더에 할당

된 패킷아이디(PID)의 3-비트 클래스아이디(CID)를 디코

딩하여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포함한 4가지 트래픽 클래스

로 분류하고, DPRAM의 구분된 클래스 메모리 영역에 저

장하고 데이터 유무를 알려주는 클래스플래그를 세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 MPEG 기반의 레이어-2 BPS 기능 구성도

- CID=001:클래스1. 시간지연이 400ms 이하인 서비스

- CID=010:클래스2, 시간지연이 2sec 이하인 서비스

- CID=011:클래스3, 시간지연이 10sec 이하인 서비스 

- CID=100:클래스4,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듀얼포트 램(DPRAM)은 양방향 입출력이 동시에 가능

한 메모리 기능을 가지며 그림5-4와 같이 트래픽 종류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메모리를 구분하여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PRAM 스위치 제어기는 우

선순위제어와 혼잡제어를 연동하여 엠펙 패킷을 스위칭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PRAM의 각 클래스 메모리 영역

에 위치한 클래스플래그 바이트를 주기적으로 리드하여 

스위칭 해야 될 패킷 유무를 확인하고, 데이터가 버퍼링되

어 있으면 엠펙 패킷의 패킷아이디(PID)에 포함된 10-비

트 빔아이디(BID)를 이용하여 DPRAM의 엠펙 패킷 데이

터를 해당 빔 출력포트로 출력하여 스위칭 한다. 빔 출력 

포트의 기능은 입력되는 고정길이 엠펙 패킷을 가변길이

의 IP패킷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빔 입

력 포트의 기능은 입력되는 가변길이 IP 패킷을 레이어2 

레벨로 스위칭 하기 위하여 N개의 고정길이 엠펙 패킷으

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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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MPEG/DVB-S 표준 기술을 적용한 위성 멀티미디어 

통신시스템 전송규격과 연동되는 S-대역 위성/지상 겸용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의 위성 탑재용 기저대역 고속 패

킷 스위치 하드웨어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스템

과 설계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기존의 기저대역 패킷 스

위칭 기법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

적의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하드웨어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요구사항과 고

려사항 정립을 위하여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 요구기능, 멀

티빔 위성통신시스템 규격, 통신 서비스 종류와 성능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고, 기존의 레이어-2 및 레이어-3 스위치 

특성,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 특성, 패킷 스위치 구조 특성

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MPEG 기반의 

레이어-2 위성 기저대역 패킷 스위치의 프로그래머블한 

하드웨어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래머블한 하드웨

어 기반의 스위치 구조는 향후 기능 개선이나 다른 종류

의 패킷 스위칭 프로토콜 적용과 변경에도 유연성과 적응

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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