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위성통신체계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

고 있고, 차기 위성 통신 체계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는 PEP (Performance Enhancing Proxy) 기술의 적용이 필

수적이다. 본 고에서는 차기 군 위성 통신 체계에서 적용 가능

한PEP 주요기술들과 상용 제품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cross-

layer 기반 PEP기술과 SOTM (Satellite communication On-

The-Move) 단말을 위한 PEP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Ⅰ. 서 론

최근 군에서는 무기체계 중심전에서 다차원 공간(지상, 공중, 

수중, 우주)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대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군 전력을 극대화 하는 네트

워크 중심전으로 전쟁 수행 개념을 발전 시키고 있다[1]. 이러

한 네트워크 중심전을 위해서는 육·해·공군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전술통신체계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군 위성 통신 체계

는 정찰감시, 정밀타격, 지휘통제 체계를 실시간으로 통합해주

는 핵심 통신체계로써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1]. 그러

므로 한국군에서는 미래 전술통신체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고

속·대용량, 생존성 보장, All IP 통신, 기동성 보장과 같은 발

전 방향을 목표로 차기 군 위성 통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2].

위성통신은 지역적인 제한 없이 광범위한 지역에 통신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에서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하지만 위성통신에서 매우 긴 전송 지연과 위성 링

크에서 패킷 손실로 인하여 현재 통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인 TCP (Transmission Control Pro-

tocol)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All IP 통신을 사용하는 

차기 군 위성 통신 체계에서 신속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성통신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PEP 

(Performance Enhancing Proxy)의 사용이 필수적이다[3]. 

PEP는 네트워크 종단 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네트워크 에이

전트로써 일반적으로 연결 분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의 교체 없이 추가적으로 PEP만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

에 WAN (Wide Area Network)이나 위성통신에서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위성통신에서PEP는 위성 링크와 지상망 링크를 분

할하여 위성 링크에는 위성 링크에 최적화된 TCP 또는 다른 전

송 기술들의 적용과 데이터 압축·캐싱등의 기술들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위성 통신을 제공 할 수 있다[3]. 

군 위성 통신 환경에서는 부대간 정보 교환이나 상급부대로 

정보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 단말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위성 통신에서는 위성 단말

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위성 네트워크 제어 센터에서 

필요한 자원을 요청하고 위성 네트워크 제어 센터에서 자원을 

할당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할당 받은 자원 정보가 반영

되지 않는다면 PEP에서 최적화된 TCP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고

속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4]. 

그러므로 하위 통신 계층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cross-layer 기

반 PEP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4].

위성 통신에서는 ACM (Adaptive Coding and Modulation)

이 적용되지만 SOTM (Satellite communication On-The-

Move) 단말의 경우에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층 빌

딩이나 나무숲, 터널, 지하차도 등의 장애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shadowing에 의한 링크 단절이 발생해서 통신 세션 단절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 위성 통신 환경에

서는 위성 단말의 기동성 보장을 하면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제

공해야 되기 때문에 SOTM 단말을 위한 PEP 기술 연구도 필요

하다[5].

본고에서는 군 위성통신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PEP 주요 

기술들과 상용 제품들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차기 군 위성통신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cross-layer 기반 PEP 기술과 

SOTM 단말을 위한 PEP 기술에 대한 기술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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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EP 기술개요 및 상용제품

1. PEP 기술개요

PEP 기술 중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split PEP는 <그림 

1>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기존의TCP를 사용하는 server와 PEP 

server의 유선구간, 위성링크에서 빠른 속도로 패킷을 전송하

기 위해 최적화된 TCP를 사용하는PEP server와 PEP client의 

satellite link 구간, PEP client와 client의 유선구간 이렇게 3개

의 구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위성 망과 지상 망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PEP는 종단 시스템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별

도의 수정 없이 위성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3]. 

다음은 PEP가 위성통신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동작하면서 나

타나는 주요 특징들이다.

(1) Split connections와 TCP가속

PEP server에서 server에서 보내온 TCP연결을 종료한 후, 

최적화 된TCP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결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위성망과 연결되는 종단 노드를 RTT와 무관하게 동작시키면서 

TCP slowstart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2) 연결의 투명성(Transparency)

Split connection을 통해 위성구간만 위성망에 적합한 TCP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양 종단 노드에서는 자

신의 TCP 연결의 종단되었음을 알 수 없고, 양 종단의 어플리

케이션은 수정 할 필요가 없다. 

(3) 터널링(Tunneling)

PEP 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위성구간에 삽입한 구조를 갖

기 때문에 사용자 TCP 패킷을 위성 구간을 통과시키면서 필요

에 따라 자유롭게 캡슐화하여 특정 링크(PEP 서버와 클라이언

트 간에 링크)를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PEP는 특별한 전송프

로토콜을 정의하여 터널링 구간에 대해서는 성능 향상 및 보안

을 도모할 수 있다. 

(4) 데이터 압축(Data compression)

PEP는 전송해야 할 데이터의 전체 양(bytes)을 감소시키기 위

해 데이터 압축을 사용하여 대역폭이 제한된 위성 네트워크 환경

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 대역폭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압

축은 전송효율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빠른 

데이터 전달을 통해 링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대기 시간

이 감소되어 서비스 응답 시간을 개선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PEP 적용 주요기술

PEP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술을 계층(layer)별로 구분하여 자

세히 살펴본다.

(1)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

응용 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PEP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자주 

쓰는 데이터를 가까운 PEP 클라이언트 쪽에 미리 저장해 두는 

데이터 캐싱(data caching) 기술과 사용자 데이터의 양을 줄이

는 데이터 압축(data compression) 기술이 있을 수 있다.

(2)전송 계층(Transport layer)

PEP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 기술은 전송계층에 적용되는 En-

hanced TCP, UDP 또는 자체 전송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계

층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응용 계층과 달

리 전송계층에 PEP를 위한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어

떠한 조작을 요구하지 않고, 전송속도를 직접 향상시킬 수 있다. 

(3)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고정 위성을 사용하고 성형망 구조를 가진 위성 네트워크인 

경우, 네트워크 경로는 위성 게이트웨이와 단말 간 하나의 경로

만을 갖는다. 또한 PEP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설치 위치가 중

심국과 단말국에 있고 둘 사이가 터널링으로 견고하게 연결된 

경우에는 더욱더 특별히 고려할만한 라우팅 관련 네트워크 계

층 기술은 없다. 그러나 메쉬 네트워크, 이동형 네트워크로 위

그림 1. PEP 구조와 적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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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통신 서비스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기존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Dynamic 라우팅 기법, 모바일 IP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그러

나 PEP 기술 관련 네트워크 계층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

실 PEP 서버에 대한 IP 계층에서의 보안이 중요하다. 

3. PEP 주요 사용제품 분석

위성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솔루션을 제공

하는 전문 업체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자체 개발한 PEP 솔

루션이 있는 상황이다.

PEP 주요 사용 제품들

- Cisco 1814[6]

- Comtech Turbo IP G2[7]

- XipLink[8]

- Newtec EL 820 PEP-Box Terminal[9]

- Riverbed Skipwar[10]

- Viasat Compact XPEP[11] 

- Advantech wireless PEP[12]

- Rockwell Collins IPTM-2050[13]

- MediaSputnik 2402 series[14]

PEP 주요 상용 제품들을 살펴보면, 혼잡 윈도우를 빠르게 증

가시켜 위성망에 적합하게 하는 Large Initial window size, 

Large Maximum window size, 네트워크 혼잡과 패킷 손실을 

구분한 congestion control 알고리즘, 빠른 재전송 기법 등이 

적용된 Optimized TCP가 적용되고, 더불어 Caching, Header 

Compression, Data Compression 기술들이 적용되어 전송되

는 트래픽의 양을 줄여 단위 시간당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 주용 사용 제품들의 

특성을 비교한 <표 1>을 보면 Comtech, Xiplink, Riverbed사

의 PEP가 다양 한 기술이 적용되어 타사와 비교하여 좋은 성능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Ⅲ. Cross-layer 기반 PEP 기술 연구  

일반적으로 PEP에서 사용되는 TCP 연결 분할 방식은 위성 

링크에 최적화된 TCP나 전송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위성 통신

에서 전송 속도를 향상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 계층에서 버퍼

크기나 자원 할당 등의 정보가 최적화된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버퍼 오버플로우 등이 발생해서 성능이 향

상이 미미할 수 있다[15]. 본 장에서는 위성통신에서 자원 할당

과 cross-layer 기반 PEP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위성통신에서 자원 할당

위성 통신의 데이터 링크는 위성 기지국에서 위성 단말로 데

이터를 전송하는 순방향 링크 (Forward link)와 위성 단말에

서 위성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방향 링크(Return 

link)로 구성된다.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을 위한 상세 표준인 

DVB-S/RCS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성은 위성 단말과 위성 기지

국 위성 네트워크 제어 센터로 구성되고 순방향 링크 같은 경우

에는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을 사용하여 각

각의 위성 단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역방향 링크의 경우에

는 위성 단말들은 DAMA (Demand Assignment Multiple Ac-

ces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역방향 채널의 자원을 시간·주파수

축으로 공유는 MF-TDMA (Multi-Frequency Time-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한다. DVB-RCS 표준에는 다음과 같

은 고정된 채널 할당과 동적 할당을 제공한다[16][17]. 

(1) CRA (Continuous Rate Assignment): 고정된 채널 할당

으로 위성 단말 초기화 시 위성 네트워크 제어 센터에게 할당 

받는다.

(2) RBDC (Rate-Based Dynamic Capacity): 위성 단말이 

필요한 데이터 전송률을 측정하여 그에 따라 위성 네트워크 제

어 센터에게 위성 자원을 요청하여 할당 받는다. 

그림 2. Cross layer 기반 PEP 구조 예시

표 1. PEP상용 제품비교

Cisco Comtech Xiplink Newtec Riverbed Viasat Advantech Rockwell Media 
sputnik

TCP	최적화 O O O O O O O O O

데이터	압축 X O O O O X X O X

헤더	압축 O O O X O X O X X

캐싱 O O O O O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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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BDC (Volume-Based Dynamic Capacity): 위성 단말

이 버퍼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성 자원을 요청하여 

할당 받는다.

하지만 위성 네트워크 제어 센터는 채널 상태와 위성 단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위성 단말에게 자원을 할당하기 

때문에 위성 단말의 PEP에서 적용된 최적화된 전송 프로토콜

에서 요구하는 자원만큼 할당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Cross-layer 기반 PEP 관련 연구 동향

최근 위성 통신에서 각 계층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TCP의 성

능을 향상하기 위한 cross-layer 기반 PEP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4][18]-[22]. 각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리 계층,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 간에 cross-

layer 설계를 고려하고 있다. Peng의 연구에서는 TCP와 링크 

계층에서 정보 교환을 통하여 queue의 overflow가 발생하지 

않는 TCP 분할 연결 기법을 제안하였다[18]. Luglio와 Alins의 

연구에서는 하위 계층에서의 버퍼 크기를 고려하여 TCP 전송 

속도 조절 기법이 제안되었다[19][20]. Park의 연구에서는 물리

계층에서 ACM (Adaptive Coding & Modulation)에 대한 정보

를 TCP에서 활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21]. Lee의 연구에서

는 위성 단말의 PEP에서 좀 더 정확한 TCP 전송 속도 조절을 

위하여 자원 할당 정보를 활용하고 cross-layer 정보를 교환하

기 위한 cross-layer 정보 교환 기법을 제안했다[4][22]. Lee의 

연구에서 제안한 cross-layer 정보 교환 기법은 <그림 3>과 같

다[4]. TCP 초기화 시, 위성 기지국의 PEP는 TCP SYN 메시

지를 중간에 가로채어, TCP 연결 분할을 수행한다. 또한 위성 

단말의 PEP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TCP 연결 분할을 수행한다. 

위성 단말에서 최적화된 TCP는 요구하는 전송률의 자원할당을 

링크 계층의 DAMA agent에 요청하고 DAMA agent는 요구되

는 전송률의 자원할당을 위성 네트워크 제어 센터에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위성 네트워크 제어 센터는 채널 상태와 위성 단말

의 수 등을 고려해서 위성 단말에게 자원을 할당한다. 최종적으

로 TCP는 할당 받은 자원정보를 이용하여 전송 속도를 조절한

다. <그림 4>는 PEP에서 할당 받은 자원 정보를 TCP에서 전송 

속도 조절에 활용했을 결과이다[22].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할당된 자원에 맞게 전송하기 때문에 최적에 전송속도를 

내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Ⅳ. SOTM 단말을 위한 PEP 기술 연구

본 장에서는 SOTM 단말의 위성 링크 단절 원인과 링크 단

절에 따른 세션유지와 네트워크 처리율 증가를 위해 AL-FEC 

(Application Layer- Forward Error Control)를 사용하는 연

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1. SOTM 단말의 위성 링크 단절

SOTM단말은 시속 100㎞ 이상에서도 위성을 통해 양방향으

로 음성, 영상 및 광대역 데이터 전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해 전장에서 실시간 지휘통제 및 전장 상황을 공유하

기 위한 야전 전투 지휘용 위성통신 단말이다. 하지만 위성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SOTM 단말과 위성 사이에 LOS(Line of 

그림 3. Cross layer 정보 교환 예시

그림 4. Cross layer 기반 PEP 성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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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를 유지해야 되는데 터널, 숲이 우거진 길, 높은 빌딩이 

밀집된 지역 등을 통과하거나, 안테나 위치 보정 에러 등으로 

링크 단절이 발생 할 수 있다[23][24]. <그림 5>는 터널 등의 물

리적인 방해물로 인한 링크 단절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보

는 것처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OTM 단말이 위성과 통신

이 두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은 안테나 위치 보정 에

러에 의한 링크 단절을 나타낸다. <그림 6>과 같이 안테나의 위

치 보정 에러가 크게 발생하면 통신 불능 상황이 될 수 있고, 근

접 위성 통신에 간섭을 발생 시킬 수도 있다[24].

2. 링크 단절에 따른 세션 유지

링크 단절에 따른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션 관련 파라

미터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TCP의 경우에는 TCP 

연결 실패 탐지하는데 두 가지 임계값을 사용 한다[25]. 두 가

지 임계값은 R1과 R2 파라미터이다. R1 파라미터는 최소 3번 

이상의 재전송 값으로 설정 될 수 있고, R2 파라미터는 최소 

100초 이상의 값으로 설정 될 수 있다. 연결 실패 탐지 방법은 

TCP에서 R1 이상의 패킷 재전송 시 Dead-gateway 진단 트

리거가 발생하고, 그 후에 R2를 초과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

하게 된다면 TCP 연결이 종료되게 된다. RTCP (RTP Control 

Protocol)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keep-alive 메시지를 전

송(일반적으로 default 값으로 5초 설정)하게 되는데 이 값이 

timeout(일반적으로는 default 값으로 60초 설정)되면 세션이 

종료 된다[26]. 그러므로 링크 단절을 고려하여 세션 유지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한다면 위성 링크 단절로 인한 세션 종료를 완

화 시킬 수 있다.

기존 프로토콜에서 파라미터를 수정하거나 프로토콜을 수정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세션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복구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위성 링크 단절로 인한 세션 종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DTN 관련 기술 중 Bundle 프로

토콜이 추가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Bundle 프로토콜은 전송 

계층과 응용 계층 사이에 구현되며 링크 단절을 감지하면 전송

계층의 세션을 강제 종료하고, 링크 단절이 회복되면 다시 세션

을 초기화 하여 데이터 전송 재개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성 링크

가 빈번하게 단절되는 상황에서도 세션을 유지할 수 있다[27].

3. SOTM 네트워크에서 AL-FEC 적용 기술

위성 링크 단절은 데이터 전송 중 패킷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

에 네트워크 처리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해결책은 AL-FEC이다. AL-FEC는 

일반적인 error coding을 이용하는 FEC 기법과 다르게 상위통

신 계층에서 적용되는 FEC 기법으로 erasure coding을 사용하

며, error coding과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코딩을 적용

하는 데이터 블록 크기나 코딩율이나 시간 다양성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source block은 원 데이터를 의미하고, repair 

block은 코딩 된 데이터로써 source block을 복원하는데 사용

된다. 또한, 연산량이 적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구현이 용이하다[28][29]. 그러므로 단말이 이

동 중에 장애물에 의해서 링크 단절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효

과적으로 손실된 데이터 복원할 수 있다.

<그림 7>는 PEP에서 AL-FEC를 적용 했을 경우 시스템 모델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AL-FEC는 응

용계층과 UDP (User Datagram Protocol) 계층 사이에서 구현 

될 수 있으며 파일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source block과 

repair block을 생성에서 전송한다[5].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그림 5. 물리적인 장애물로 인한 위성 링크 단절 예시

그림 6. 안테나 위치 보정 에러로 인한 위성 링크 단절 예시 그림 7. AL-FEC 적용한 PEP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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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AL-FEC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재전송이나 패킷 손실에 의

한 전송률 조절이 필요 없기 때문에 SOTM 환경에서 TCP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5].

Ⅴ. 결 론

본고에서는 군 위성 통신에서 활용 될 수 있는 PEP 기술 동향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PEP 기술은 연결 분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성 링크 특성에 맞춰 응용계층, 전송계층, 그리고 네

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최적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 할당 

방식이나 SOTM 환경 같은 위성 네트워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성능 향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차기 위성 통신

체계의 요구사항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소개한 다양한 

기술(cross-layer 기반 PEP, SOTM 단말을 위한 PEP)들이 군 

위성 통신 의 PEP에 적용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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