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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litary satellite communication of ROK military, ANASIS is designed for analog data such as voice and 

streaming data. ANASIS cannot fully support ALL-IP communications due to its long propagation delay. The next 

generation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is being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Next generation satellite 

communications system considers both high-speed and low-speed networks to support various operating environment. 

The low-speed satellite supports both broadband and narrow-band communication. This network works as the 

infrastructure for of wide-area internetworking over multiple AS’s in the terrestrial network. It requires minimum 

satellite frequency and minimum power and works without PEP and rout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twork 

operation structure to enable the inter-operation between high and low-speed satellite networks. In addition, we 

propose a data link protocol for low speed satellite networks.

Key Words : Military Satellite Communication(군위성통신), ALL-IP(IP기반 통합네크워크), Satellite Datalink Protocol(위

성 데이터링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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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실시간 정보 수집 및 대응 능력의 보유가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통신망을 중심으로 기존

의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광대역 통신망과 협대역 통

신망 그리고 보호통신 인프라가 통합되어야 할 것이

다. 위성통신망은 광역의 서비스 지역을 한 번의 링크

로 연결이 가능하여 지상 무선통신망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의 단말 간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한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 중심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위성통신망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은 다

양한 지상통신망과의 상호 연동 능력, 강인한 군 통신 

체계, 이로 인한 최소한의 생존성이 보장된 ALL-IP 통

신 능력일 것이다[1,2].

  현재 한국군이 독자 개발해 운용하고 있는 군위성

통신환경은 Army Navy Air-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이하, ANASIS)[2] 체계이다. ANASIS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실시간 재전송이 필요하지 않는 

E1/T1 회선교환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방향 지

연 시간이 125ms에 달하는 등 긴 전파지연으로 인해 

ALL-IP의 구성요소 중 연결형 프로토콜인 TCP와 같

은 프로토콜 스택를 지원하는 데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미래전장환경에 요구되는 효율적 통신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ALL-IP 통신이 가능한 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 지원, 협대역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성 보

장된 ALL-IP 통신, 기동성 보장과 같은 발전 방향을 

목표로 차기군위성통신체계(이하, 차기위성)가 개발되

고 있다[2,4,5]. 차기위성은 고속 위성망과 저속 위성망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 위성망은 ALL-IP 기반의 

고속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 및 분산망 지원을 목적으

로 Multi Frequency-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이하, 

MF-TDMA) 방식이 적용되었다. 저속 위성망은 다양한 

지상통신망과의 상호 연동 능력, 강인한 군 통신 체

계, 이로 인한 최소한의 생존성이 보장된 ALL-IP 통

신을 위하여 Demand Assignment Multiple Access(이하, 

DAMA) /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이하, 

FDMA) 방식이 적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저속 위성망을 활용한 전군 통합 광

역망 및 위성망과 지상망 내 Autonomous System1)(이

하, AS)와의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고 

IP 패킷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링크 계층 프로

토콜을 제시한다. 제시된 네트워크 구조와 데이터링크 

프로토콜은 지상망 내 여러 AS에 걸쳐 광역적인 연동

1) AS 자율시스템은 동일한 네트웍 또는 네트웍 그룹이다.

이 가능하고 협대역(최소한의 위성 주파수)과 최소한

의 자원(최소 소모전력, Performance Enhancing Proxy

(이하, PEP), Router 미사용)으로 독립적인 광대역 통

신, 협대역 통신, 보호통신 인프라가 통합된 실시간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기술하고, 3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와 데이

터링크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성

능분석 환경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앞

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본 논문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군위성통신체계 ANASIS

  한국군은 2007년부터 군위성통신체계 일명 ANASIS

를 독자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ANASIS는 산악지형

이 70 %인 우리나라 무선통신 자연 환경을 전파방해 

없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Fig. 1과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6,000 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까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각 부대는 물론 동명부

대나 청해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와 실시간대 정보전

달 및 작전지시에 활용하고 있다[2]. ANASIS에서 운용 

중인 위성단말의 형상은 Fig. 2와 같고, 운용국은 Fig. 

3과 같다.

Fig. 1. Broadband 

communication

     Fig. 2. ANASIS 

terminal

Fig. 3. Satellite contro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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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SIS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전송과, 신속한 Ponit 

To Point(이하, PTP)연결을 위하여 고정할당방식인 “Pre 

Assignment Multiple Access(이하, PAMA) 망”과, 최소한

의 생존 기능을 위해 협대역이지만 항재밍/저피탐 능

력을 보유한 “DAMA망”으로 구성된다. ANASIS의 위

성주파수 운용방식은 Fig. 4와 같다.

Fig. 4. ANASIS satellite frequency operating method

  PAMA망은 대용량의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 재전

송을 필요로 하지 않는 E1/T1 Trunk기반의 회선교환

기, 시리얼통신을 통한 파일 전송과 같은 아날로그 기

반 데이터 통신 환경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DAMA망

은 최후 통신수단으로 음성위주의 데이터를 위한 망

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설계개념과 125 ms의 전

파지연이라는 위성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완전한 ALL- 

IP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차기위성에서는 완전한 ALL-IP 지원 및 ALL-IP가 

구축된 지상망들 간을 연계하는 광역범위의 Network 

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이하, NCOE)구축을 위

한 IP네트워킹이 고려되고 있다.

2.2 선진국(유럽, 미국)의 위성통신

  현재 대표적인 위성통신방식은 유럽의 Digital Video 

Broadcasting / Return Channel via Satellite(이하, DVB- 

S2/RCS)와 미국 표준인 MF-TDMA방식의 Warfighter 

Information Network-Tactical Network Centric Waveform 

(이하, WIN-T NCW) 위성통신망[6]이 유럽과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2.2.1 유럽의 DVB-S2/RCS 위성통신

  DVB-S2/RCS[2]는 Forward Link와 Return Link의 비대

칭 형태의 위성통신망으로 Fig. 5와 같이 대용량의 

Downlink와 소용량의 Uplink의 특성을 갖는다. 이는 

Fig. 6과 같이 위성을 통한 인터넷 응용체계에 적합하

게 운용되고 있다.

Fig. 5. DVB-S2/RCS system[15]

Fig. 6. Systems running on DVB

  DVB 시스템은 고정된 망구조를 가지며 초기 망 구

성 이후 망관리 및 망제어를 위한 트래픽 발생이 적

기 때문에 고정된 망구조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장 환경에서 위성망은 고정적인 구조가 아닌 지속적

인 망구조의 변경이 요구된다. 망관리 및 망제어를 위

한 트래픽의 많이 발생하여 고정된 망구조을 갖는 

DVB-RCS 시스템과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17,18].

  DVB 시스템의 내부 네크워크 구조는 아래 Fig. 7과 

같다. Fig. 7에서 GW는 게이트웨이로써 지상망과의 접

속점을 나타낸다. 위성 트래픽채널을 할당하는 Network 

Control Genter(이하, NCC)와 결합하여 NCC/GW로 표

기된다. RCST2)는 양방향 위성통신 단말이며 가입자

가 직접 연결되거나 RCST의 LAN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입자망에 접속된다. DVB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

적 라우팅으로 운영된다. 모든 트래픽이 GW를 거치

는 성형망(Star망)구조에서는 RCST들의 기본게이트웨

2) Return Channel via Satellit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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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GW의 IP주소를 설정하면 되므로 정적라우팅

으로 충분 할 수 있다. 그러나 RCST의 LAN 인터페이

스에 추가적으로 라우터가 연결되면 GW에 추가적으

로 라우터의 네트워크 정보가 수동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또한 Mesh망 구조에서는 RCST간 통신이 가능

하고 RCST가 GW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패킷의 전달 

경로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망관리를 

위해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이 필요하다[9].

Fig. 7. DVB network structure[10,11]

2.2.2 미국의 MF-TDMA 위성통신

  WIN-T의 위성통신은 Global Information Grid(GIG) 

라는 통합네크워킹을 지원하며 운용적인 개념은 아래 

Fig. 8과 같다.

Fig. 8. NCW network in US army

  WIN-T에서는 FOW3), AROW4), CROW5)와 같은 제

3) FOW(Forward Order Wire): 네트워크 제어기로부터 지상 

단말로 향하는 제어 정보 전송 채널이다.

어채널과 트래픽채널로 구성된다. FOW는 망제어기에

서 위성단말로 향하는 포워드 링크 제어채널로써 채

널할당정보 및 세션연결 기타 제어정보를 포함한다. 

AROW는 위성단말로부터 망제어기로 향하는 리턴링크 

제어채널로써 단말당 별도의 채널을 할당 받아 충돌 

없이 제어 정보를 전송한다. CROW는 리턴링크 제어

채널로써 랜덤액서스기법을 사용하며 AROW를 할당 

받기 전 망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다. FOW, AROW, 

CROW를 제외한 구간은 모두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

는 Data Traffic채널이다. MF-TDMA의 프레임 구조는 

아래 그림 Fig. 9와 같이 정의된다.

Fig. 9. MF-TDMA frame structure

  위성통신연결 토폴로지는 망제어기와 위성단말 간 

통신 연결인 Star와 위성단말 간 통신 연결인 Mesh로 

구분되는데 모든 제어 채널은 Star 토폴로지를 따르며 

데이터 전송은 Star와 Mesh가 혼용되어 운용된다.

  WIN-T의 라우팅 구조는 아래 Fig. 10과 같이 3계층 

라우팅 구조로 구성되며 In-line Network Encryptor(이

하, INE)를 이용하여 액세스망인 LAN구간과 코어망인 

WAN구간이 분리된다. 코어망에 유통되는 모든 패킷들

은 INE를 거쳐 암호화되며 WAN Router(이하, WANR)

간에는 OSPF를 적용하고 LAN Router(이하, LANR) 이

하에서는 RIP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AROW(Assigned Return Order Wire): 지상 단말로부터 네

트워크 제어기로 향하는 제어 정보 전송 채널로서, 단말 

당 별도의 채널을 할당함으로써 충돌 없이 제어 정보를 

전송한다.
5) CROW(Contention Return Order Wire): 지상 단말로부터 네

트워크 제어기로 향하는 제어 정보 전송 채널로서, AROW
를 할당받기 전에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

며 임의 접속 기법을 사용하므로 충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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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과 LAN 구간은 라우팅정보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WAN 구간은 위성망과 지상망으로 구성되며 

위성망은 그물망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Fig. 10. WIN-T 3Layer routing architecture

  WIN-T는 DVB와 유사하나 Star망 형태인 DVB와는 

다른 Mesh형태의 MF-TDMA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WIN-T에서 위성망과 지상망의 라우팅 통합운용의 수

준은 알려져 있지 않다[12-14].

  망과 망사이를 연결하는 광역위성통신망은 운영되

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세부적인 설계개념이나 운영

방식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또한 군의 작전환경에서 

적용되는 위성통신망은 국가별 요구되는 특성 즉 연

동망의 구조적 특징이 상이하다. 군의 작전환경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한

국형 차기위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개념이나 운영방

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위성통신 PHY 환경의 특성

  군의 작전 환경에는 고속의 대용량 정보 전송도 필

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용량 이지만 빠른 속도

로 이동하면서도 자유롭게 정보를 유통 시킬 수 있는 

이동용 통신체계가 필요하다[6]. 즉 저속의 저용량 전

송만을 지원하지만 최소한의 IP 통신이 지원되는 운

용환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차기위성에서는 저속

위성망이 설계되었다. 저속위성망은 차기위성의 여러 

개발목표 중 첫째 다양한 지상통신망의 상호 연동 능

력, 둘째 강인한 군 통신 체계 이로 인한 협대역이지

만 최소한의 생존성이 보장된 ALL-IP 통신능력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저속 위성망의 물리 계층은 3개의 특성을 갖는 채

널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모든 단말이 신속하고 빠르

게 수신 할 수 있는 Global 제어채널, 두번째 단말이 

인증 및 주파수 자원할당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를 요청 할 수 있는 Slotted Aloha 방식의 제어채널 그

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성이 강한 Mesh 형태의 PTP 채

널로 구성되었다.

  개발목표를 위하여 추가적인 장비(PEP와 Router등)

의 사용 없이 소형모듈형태의 IP 통신능력이 요구되

었으며, 고속의 대용량 데이터보다는 저속이지만 생존

성이 강한 IP 통신 능력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PEP

의 가속 성능이 제한되는 128 kbps 이하의 저속 데이

터를 N개 채널까지 다중화하여 가속 성능을 확보하는 

다중채널모뎀(MCD) 구조를 적용하였다.

  다중채널모뎀은 채널당 물리적 전송능력은 최소 10 

msec 320 byte의 SDU(이하, Service Data Unit)를 위성

구간으로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물리적인 위

성구간에서의 데이터 전송환경은 아래 Fig. 11, 12와 

같다.

Fig. 11. Satellite PHY layer

Fig. 12. Relay network of IP data

  Fig. 11, 12와 같은 물리적인 운영환경에서 위성링크

를 통한 전송로 유지 및 NCW가 구축된 지상군 네트

워크간의 연동을 위해서는 여러 AS에 걸쳐 광역적인 

ALL-IP 연동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의 운영개념이 필

요하다. 또한 Maximum Transmission Unit(이하, MTU)

의 물리적인 규격이 상이한 상태에서 IP 통신을 위해

서는 위성의 데이터링크 계층이 필요하다. 위성 데이

터링크 계층은 위성링크의 특성에 맞는 단편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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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리적 규격이 다른 위성 데이터

링크들간의 프로토콜 변환흐름은 아래 Fig. 13와 같다.

Fig. 13. Protocol conversion for traffic channel

  본 논문에서는 기존 NCW환경의 지상망 IP 인프라

와 광역 Relay Network인 위성망을 통한 타 지상망간

의 IP 패킷 교환을 위한 데이터링크 레이어와 네트워

크 레이어에서의 프로토콜이 제안한다.

4. 제안하는 네트워크구조 및 데이터링크 프로토콜

4.1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

  본 논문에서는 분산망 단위의 복잡한 네트워킹6)을 

단순화하고, 운영자 관점에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

한 광역 위성망 네트워크 연동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광역 위성망 네트워크의 연동구조는 

아래 Fig. 14와 같다. 전군망을 Hub/Spoke7), Mesh8)형

태로 연결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종단에 연결 될 수 

있는 장비는 라우터, 스위치, PC(단말기) 등이다.

Fig. 14. Narrowband satellite network structure

6) 육해군 단위의 독립적인 위성망 운용 및 계층적 네트워크

를 위한 군요구사항은 고속위성망에서 수용됨

7) 각각의 단말(Spoke)들이 중앙지점(Hub) 여기서는 위성

Terminal에 WAN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

8) 단말 즉 위성 Terminal이 중심국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되는 그물모양의 네트워크 구조

  광역에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간단하고 빠르게 

연결하며 소형 경량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성단말 즉 모뎀(이하, 터미널) 내부에 라우터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단독장비로써 단일 서브넷을 구성하는 

단일망 구조 서로 다른 서브넷을 연결하는 다중망 구

조를 지원하는 광역 네트워킹 운영개념을 제시한다.   

제시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터미널에 연결될 수 있는 

종단장비는 라우터/스위치/PC 등으로 유연한 망구조 

변경과 복잡한 라우팅의 단순화라는 군 작전환경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단일망 구조는 사용자의 

운영의 편의성과 최소한의 비용 즉 라우터나 가속기 

없이 단일 위성주파수 만으로 위성링크를 개통하고 

위성링크을 통해 지상망의 ARP9) 패킷을 직접 위성을 

통해 다른 지상망에 유통시킴으로써 위성망을 하나의 

광역 AS로 운용하는 링크 계층에서의 운용방안이다.

  다중망 구조는 상이한 지상망 AS를 전군 통합 광역

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운용방안

이다. 레이어별 운용모드에 대한 도식은 아래 Fig. 15

와 같다.

Fig. 15. Single network/multi network structure

  단일망 구조 네트워크에서는 물리적인 규격이 상이

한 상태에서 터미널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체 광역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다

른 공간의 터미널들을 하나의 AS로 운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중망 구조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와 

AS에 관계없이 IP 패킷를 서로 다른 AS에 전달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모드 모두 물리적인 규격이 상이하므로 IP 패킷

을 유통하기 위하여 위성구간의 데이터링크 프로토콜

9) 주소 결정 프로토콜(Address Resolution Protocol, ARP)은 

네트워크상에서 IP주소를 물리적 MAC 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로 매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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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편화 기능이 제공되어야한다. 제시하는 단일망 구

조는 미군의 전략적 군사 정보망(Warfighter Information 

Network-Tactical, WIN-T)에서 사용되는 광역의 허브 스

위치 기능과 유사한 개념
10)
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구

조 이다. 단일망 구조 네트워크는 ARP/RARP 메시지를 

위성구간에서 직접 유통시킴으로써 위성이 허브의 역

할을 하고 광역의 터미널들이 동일한 서브넷에 속하

게 되는 구조이다. 협대역인 저속 위성망으로 과도한 

IP 패킷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의 ARP 

패킷을 위성구간을 통해 전달한 이후 MAC 주소와 IP 

주소 간의 매핑테이블을 유지하여 동일한 ARP 패킷이 

위성구간에 유통되지 않도록하는 ARP Proxy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일망 구조로 네트워크가 운용될 

때 제시된 네트워크구조는 아래 Fig. 16, 17와 같다.

Fig. 16. Network structure in single network

Fig. 17. Wide area single network[16]

  Mesh 및 Hub/Spoke 구조는 Fig. 18, 19와 같이 운용

될 것이다.

  다중망 네트워크 구조는 Fig. 20, 21과 같다.

10) John Wiss and Rohit Gupta, “The WIN-T MF-TDMA Mesh 
Network Centric Waveform,” IEEE, 2007.

Fig. 18. Hub/Spoke network in a single network

Fig. 19. Mesh network in a single network

Fig. 20. Network structure in multi-network

Fig. 21. Wide area multi-networ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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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팅 정보는 정적으로 터미널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된 IP 주소에 대하여 지상망에서 가상의 라우팅 

경로를 인식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위성 터미널은 등

록된 라우팅 정보에 따라 서로 다른 AS를 연결하는 

IP운용체계 전송로의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로 동작하

게 된다. 운용자 관점에서의 다중망 네트워크 운영은 

아래 Fig. 22와 같다.

Fig. 22. Operating network operation(example)

  정적으로 등록된 IP 주소에 대하여 ARP/RARP 응답

기능을 제공하여 등록된 IP 주소에 대한 가상의 라우

팅 경로가 위성터미널로 설정되도록 한다. 위성터미널

에 라우터가 연결될 경우 RIP11) Response기능을 제공

하여 지상망 라우터가 등록된 IP 주소에 대하여 위성

터미널로 가상의 라우팅 경로를 인식하도록 한다. 가

상의 라우팅 경로에 의해 전달된 IP 패킷은 위성링크

를 통해 Bypass 되어 다른 지상망 또는 단말에 전달

되게 된다. 다중망 구조에서의 IP 패킷처리 흐름은 

Fig. 23와 같다.

Fig. 23. IP packet processing flow in multi-network

11) 라우팅 정보 프로토콜(Routing Information Protocol)은 

UDP/IP상에서 동작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다중망 구조에서 종단간 연결되는 장비(라우터, 스

위치, PC)의 종류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예시

는 아래 Fig. 24, 25, 26과 같다.

Fig. 24. Router interworking in multi-network structure

Fig. 25. Switch interworking in multi-network structure

Fig. 26. PC(Terminal) interworking in multi-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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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안하는 데이터링크 프로토콜

  제안하는 저속위성망의 데이터링크 프로토콜은 개

요에서 일반적인 내용과 프로토콜 구조를 설명하고, 

이후 패킷단편화 알고리즘, 단편결합 알고리즘으로 구

성하였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는 위성구간의 지연

왕복(250 ms)을 고려하여 재전송 알고리즘은 고려하

지 않는다. 재전송 대신에 동일 정보를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중복 송출하고, 수신측에서는 이를 일정

시간의 지연 후에 비교하여 사용하는 기법이 블록킹

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효과적

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킹에 대한 연구는 다루

지 않는다.

4.2.1 개요

  위성의 물리적 규격에 따라, 설계된 데이터링크 프

레임 구조는 3장 위성 PHY환경의 Fig. 11 위성 PHY 

Layer와 같다. 위성 PHY 환경에서는 연속적인 실시간 

334 byte 데이터 페이로드를 사용하여 비주기적으로 

유입되는 64~1500 byte의 MTU12)의 지상망 IP 패킷을 

전송하여야 한다. Fig. 27은 위성 PHY 환경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링크 프로토콜 프레임구조

이다.

Fig. 27. Data link protocol frame structure

  IP 패킷의 최소 전송단위인 64 byte가 128 kbps 전송

속도 이하에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고려하여 

Fig. 27와 같이 14 byte 헤더공간과, 320 byte의 데이터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아래 Fig. 28 프로토콜 헤더 상

세구조에서 보는바와 같이 14 byte의 헤더공간에는 

PDU의 무결성을 위한 Sequence Number 필드 Frame 

Sequence Number(이하, FSN)와 최대 6개 IP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도록 6개의 패킷헤더정보를 정의하였다. 

320 byte에는 64 byte 패킷 5개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CodeRate에 따라 320 byte에서 가변으로 전송 페이로

드가 증가하여 최대 6개의 헤더로 구성하였다.

12) 해당 레이어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전송단위(Maximum 
Transmission Unit, MTU)

Fig. 28. Protocol header description

  각각의 패킷헤더에는 단편화정보(Fragmentation Flag)

와 패킷의 길이(Length), 상위레이어에서 단편화된 패

킷의 시퀀스 넘버(SDU Number)와 제어데이터인지 트

래픽데이터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필드로 구성된다. 

SDU Number는 PDU 시퀀스 넘버와 함께 Sub-frame 

Sequence Number(이하, SSN)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한 FSN frame sequence size(8 bit, counter 256)와 SSN 

sub-frame sequence size(4 bit, counter 16)는 배수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sequence size확장을 위하여 sequence 

size를 15로 제안하였다. Fig. 28와 같이 정의된 프로토

콜헤더는 위성구간으로의 전송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

하게 된다.

4.2.2 패킷 단편화 알고리즘

  위성터미널은 전송 할 수 있는 채널(이하 CID13)) 별

로 TX entity가 생성되고, entity 별로 상태(state), 변수

(variable), 시퀀스 넘버(sequence number)를 관리하도록 

한다. 위성터미널에서 IP 패킷의 흐름은 Fig. 29와 같다.

Fig. 29. IP packet flow at the terminal

  제안된 데이터링크 프레임 구조에서 모든 MTU를 

수용 할 수 있도록 단편화 포맷을 8가지 타입의 PD

U14)를 정의하여 알고리즘에 활용하였다.

13) 채널 식별자(Channel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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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포맷은 64 byte 패킷 6개 연속 유입시에는 

Fig. 30과 같이 SDU(1~6 SDU15)s)만으로 구성된 PDU 

포맷으로 전송 가능하다.

Fig. 30. PDU format 1 – SDU only

  320 byte 이상의 큰 패킷 유입시 SDU는 단편화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두 번째 Fig. 31 단편화 시작 PDU, 

세 번째 Fig. 32 단편화 계속 PDU, 네번째 Fig. 33 단

편화 종료 PDU 포맷으로 구성되어 위성구간으로 전송 

가능하다.

Fig. 31. PDU format 2 – SDU fragmentation start

Fig. 32. PDU format 3 – fragmentation continue

Fig. 33. PDU format 4 – SDU fragmentation end

  다섯 번째 PDU 포맷은 Fig. 34와 같이 SDU의 단편

화 마지막과 1~5 SDUs 구성된다.

Fig. 34. PDU format 5

  여섯 번째 PDU 포맷은 Fig. 35와 같이 1~5 SDUs와 

SDU 단편화 시작으로 구성된다.

Fig. 35. PDU format 6

14)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Protocol Data Unit)
15) 서비스 데이터 단위(Service Data Unit)

  일곱 번째 PDU 포맷은 Fig. 36과 같이 SDU 단편화 

종료와 SDU의 시작으로 구성된다.

Fig. 36. PDU format 7

  여덟 번째 PDU 포맷은 Fig. 37과 같이 SDU 단편화 

종료와 1~4 SDUs + SDU단편화 시작으로 구성된다.

Fig. 37. PDU format 8

  PDU에 두개의 SDU단편화 조각은 서로 다른 SDU

가 된다. 상기와 같이 정의된 8가지의 PDU 포맷을 이

용한 패킷 단편화 알고리즘은 아래 Fig. 38 패킷 단편

화 알고리즘과 같다.

Fig. 38. Packet fragmentation algorith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패킷 단편화 알고리즘은 매 

주기 PDU 생성 시 마다 Frame Sequence Number(이하, 

FSN)을 엄격하게 하나씩 증가 시킨다. FSN은 0~255 

범위 내에서 반복되며, PDU에 무결성을 제공하게 된

다. IP패킷이 단편화가 필요할 경우 Sub-frame16)을 생

성하며 생성 시 마다 Sub-frame Sequence Number(이하, 

SSN)를 엄격하게 하나씩 증가시킨다. SSN은 0~14를 

반복하며, FSN과 같이 SDU의 무결성을 제공하게 된

16) 320 byte 이상의 MTU 유입시 단편화된 패킷의 시퀀스 넘

버(Fragmentation Packet Sequenc) 생성하며 이를 Sub-frame
으로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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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의 PDU 안에 2개 이상의 sub-frame 이 존재할 

경우, 해당 SSN들은 반드시 연속된 값을 가져야 하며, 

또한 무결성을 위하여 엄격하게 하나씩 증가 되어야 

한다. 제시하는 단편화 알고리즘은 Fig. 38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1) SDU 크기가 PDU의 가용한 페이로드 보다 클 경

우 해당 SDU에 대한 단편화를 수행한다.

2) SDU segment들은 반드시 연속된 FSN/SSN값을 가

진다.

3) SDU segment 들의 순서에 따라 서브헤더의 단편화 

플래그에는 단편화 시작, 계속, 종료와 같은 필드

값을 설정한다.

4) SDU segment에 대한 re-segmentation은 허용하지 않

는다.

5) 단편화된 SDU 에 대한 프로세싱이 시작되면, 해당 

SDU 프로세싱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SDU 

에 대한 프로세싱은 중지한다.

4.2.3 단편화 결합 알고리즘

  위성터미널에서의 단편결합 알고리즘은 단편화 알

고리즘과 같이 먼저 CID 별로 RX entity가 생성되고 

entity 별로 상태/변수/시퀀스 넘버가 관리된다. 단편화 

결합 알고리즘은 수신된 PDU에 대하여 FSN과 SSN을 

통한 무결성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결합알고리즘을 수

행한다. 유효하지 않은 PDU의 경우 재전송 하지 않고 

폐기 처리한다. 무결성 알고리즘은 Fig. 39 FSN/SSN을 

통한 데이터 무결성 알고리즘와 같다.

Fig. 39. Data integrity algorithm through FSN/SSN

  PDU가 수신되면 Header checksum 값을 검사하여 유

효하지 않은 경우, 해당 PDU 폐기 처리한다. 정상인 

PDU에 한해, 첫 번째 헤더의 Length field 값이 유효

범위내의 값인지 확인하여 비정상인 경우 해당 PDU

는 폐기 처리한다. 그 외 정상인 PDU에 한해 FSN/SSN

의 유효성 검사 한다. FSN 처리과정은 먼저 현재 수

신된 PDU와 이전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PDU의 frame 

sequence number를 비교하여 수신된 PDU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1) FSN(x) 17) = FSN(y) 18) + 1 19)

   : 이전 Frame sequence number 값보다 1이 클 경우 

정상

2) FSN(x) = FSN(y)

   : 이전 frame과 동일한 경우로 간주하여 폐기 처리

한다.

3) FSN(x) < FSN(y) (Out of sequence - Lower than 

previous sequence number)

   : 이전과 현재 frame의 time stamp(해당 frame이 실

제 수신된 시간) 값과의 비교를 통해 정상/비정

상을 판정한다.

   Tx: system time stamp of currently received PDU 20)

   Ty: system time stamp of previously received PDU

256 - (FSN(y) - FSN(x)) ≤ Tx – Ty 

   상기 조건식을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처리한다.

4) FSN(x) ≥ FSN(y) + 2 21)

FSN(x) - FSN(y) ≤ Tx – Ty

   상기 조건식을 만족할 경우 정상으로 처리한다.

  SSN(SSN이 0이 아닌 경우)은 정상으로 판정된 PDU

에 한해 유효성을 검사한다.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

지 않는 경우, 해당 PDU는 비정상으로 판정해 폐기 

처리한다.

1) 동일 PDU 안의 SSN 들은 반드시 연속된 값을 가

져야 한다.

2) 동일 PDU 안의 SSN 들은 반드시 엄격하게 증가되

어야 한다.

17) FSN(x): frame sequence number of currently received PDU
18) FSN(y): frame sequence number of previously received PDU
19) Sequence rollover(255->0)
20) Time stamp 개념의 Frame counter

21) Out of sequence - Higher than expected sequenc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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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PDU의 마지막 SSN와 현재 PDU의 첫 번째 

SSN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SSN(x): 1st sub-frame sequence number of currently 

received PDU

SSN(y): last sub-frame sequence number of previously 

received PDU

1) FSN(x) = FSN(y) + 1 and Tx - Ty < 256 + 1 22):

SSN(x) = SSN(y) + 1

2) FSN(x) = FSN(y) + 2 and Tx - Ty < 256 + 2:

SSN(y) + 2 ≤ SSN(x) ≤ SSN(y) + 7

3) FSN(x) = FSN(y) + 3 and Tx - Ty < 256 + 3:

SSN(y) + 3 ≤ SSN(x) ≤ SSN(y) + 13

  이외의 경우 SSN(x), SSN(y) 상관 관계를 따지지 않

는다.23)

  유효성이 확인된 PDU에 대하여 패킷 결합 알고리

즘을 수행하며 세부 절차는 Fig. 40 단편화 결합 알고

리즘과 같다.

Fig. 40. Fragmentation combining algorithm

  단편화 처리과정은 PDU 서브헤더의 단편화 플래그 

값이 01(단편화시작)이면, 해당 sub-frame은 SDU 

segment 임을 인지하고 SDU 조립 과정을 시작한다. 아

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SDU segment 들은 재조

립 수행하며 이외의 경우는 폐기 처리한다.

22) Frame sequence의 rollover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정.
23) SSN(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sub-frame sequence 

size(15)를 넘어가게 되어, 유효성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

진다.

1) SDU segment 들의 단편화 플래그 값은 반드시 

01/10/11 혹은 01/11 순서대로 수신되어야 한다.

2) SDU segment 들은 연속된 FSN을 가져야 한다.

3) SDU segment 들은 연속된 SSN을 가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SDU 재조립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

태에서 수신된 PDU 서브 헤더의 단편화 플래그값이 

00(단편화 없음) 이거나 01(단편화 시작)이면, 진행 중

이던 재조립 과정을 비정상으로 판단해 종료하고, 관

련된 SDU segment 들을 모두 폐기처리 한다. 그리고 

새로운 SDU에 대한 처리를 시작한다.

5. 성능평가

5.1 성능 평가 환경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 환경을 설명한다. 이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한다.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구성은 Fig. 41과 같다.

Fig. 41. Satellite data link protocol test bed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위성터미널로
유입 트래픽

패킷수신율(Throughput)

128 kbps
64 byte 
IP 패킷

20초간 패킷 인입 후 
결과분석

128 kbps
1500 byte 
IP 패킷

100초간 패킷 인입 후 
결과분석

256 kbps
64 byte 
IP 패킷

10초간 패킷 유입 후 
결과분석

256 kbps
1500 byte 
IP 패킷

200초간 패킷 인입 후 
결과분석

전송율, 패킷사이즈 10초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인입 후 종합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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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단편화 알고리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 알고리즘이 제공되지 않는 환경과의 성능을 비

교 평가하였다. 즉, 하나의 SDU당 하나의 PDU가 할

당되는 데이터링크 프로토콜을 제안된 프로토콜과 본 

논문의 제안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

를 위한 입력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5.2 성능 평가 결과

  128 kbps의 전송속도에서 IP 패킷의 최소 사이즈인 

64 byte 패킷 유입시 패킷 전송율 비교결과는 Fig. 42

와 같다. Fig. 42는 라우터에서 위성터미널로 20초 동

안 128 kbps의 전송률로 64 byte의 패킷을 연속적으로 

보내는 데이터량을 나타내고 있다. 20초에서 패킷유입

은 중지되었고, 이때까지 유통된 데이터량은 327,680 

byte 패킷량은 5,120개의 IP패킷이다. 제안된 프로토콜 

적용시 유입된 데이터량 327,680 byte가 모두 실시간 

전송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된 프로토콜외에 

SDU당 하나의 PDU 페이로드 할당시에는 52초가 되어

서야 전송할 데이터 337,680 byte를 모두 전송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2. 128 kbps / 64 byte IP packet throughput

  Fig.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 적용시 64 byte의 패킷 전송에서 월등한 성

능차이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의 제

안 프로토콜 적용시 지상망 연동체계의 128 kbps 데이

터는 버퍼링 없이 거의 실시간적인 유통이 가능함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8 kbps의 전송속도에서 

MTU의 IP패킷 최대전송 사이즈인 1500 byte 패킷 유

입시 패킷전송율 비교결과는 Fig. 43과 같다. 100초 동

안 128 kbps의 전송률로 총 데이터량 1,638,400 byte, 

1,092개 IP 패킷 유입시 두 방식 모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43. 128 kbps / 1500 byte IP packet throughput

  Fig. 43은 128 bps의 전송률 상태에서 1500 byte 패

킷 유입시 IP 패킷 유입시 두 방식 모두 실시간 전송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56 kbps의 전송속도에서 IP 

패킷의 최소 사이즈인 64 byte 패킷 유입시 패킷전송

율 비교결과는 Fig. 44와 같다. 10초 동안 256 kbps의 

전송률로 64 byte를 지속적으로 유입시 유입된 327,680 

byte 5,120 IP패킷을 제안된 프로토콜에서는 11초 이내

에 모두 전송되었으나, SDU당 하나의 PDU가 할당된 

프로토콜에서는 52초가 지난 후에야 버퍼링된 모든 데

이터를 전송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4. 256 kbps / 64 byte IP packet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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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4는 256 kbps의 64 byte IP패킷 유통에서 제안

된 프로토콜이 월등한 성능차이를 보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56 kbps의 전송속도에서 MTU의 

IP패킷 최대전송 사이즈인 1500 byte 패킷 유입시 패

킷전송율 비교결과는 Fig. 45와 같다. 라우터에서 256 

kbps 전송율로 200초 동안 1500 byte를 IP패킷을 지속

적으로 유입시 유입된 6,553,600 byte 4,369 IP패킷을 

제안된 프로토콜에서는 210초에 모두 전송되었으나 

SDU당 하나의 PDU가 할당된 프로토콜에서는 220초가 

되어서야 모두 전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프로토

콜과의 성능차이가 처음부터 1초 이상 지속적으로 발

생하면서 격차가 벌어짐을 Fig. 4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5. 256 kbps / 1500 byte IP packet throughput

  Fig. 46. 128~512 kbps / 64~1500 byte IP packet 

receive rate

  Fig. 45에서 보는바와 같이 256 kbps 전송율에서 

1500 byte 패킷 유입시에도 지속적으로 성능차이가 발

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128/256/512 kbps 전송 속도 

별로 IP 패킷의 크기를 64 bytes부터 1500 byte까지 10

초 마다 증가시키면서 패킷을 유입시켜 패킷 수신률

을 비교한 결과는 Fig. 46과 같다. 유통된 데이터량은 

1,769,472 byte 패킷의 갯수는 20,296개였다. 전송률이 

128 kbps인 경우 제안된 프로토콜을 적용할 시 처음 

20초간은 지상망 버퍼링 없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전송률이 512 kbps인 경우에는 40초 이후

부터 버퍼링이 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인입 데이터량

이 증가할수록 제안된 프로토콜이 기존 기법에 비해 

패킷 수신률이 크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된 프로토콜 적용시 

인입 데이터량이 증가할수록 월등한 성능차이를 보임

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능분석시

험인 전송속도별 패킷사이즈별 패킷수신율(전송량
수신량

)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Packet transmission rate table by data rate

DataRate별
패킷전송율

프로토콜
미적용시

제안된프로토콜
적용시

64 100.00 100.00 

128 83.28 100.00 

256 41.64 97.66 

512 20.82 48.83 

Fig. 47. Packet receive rate graph by data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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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cket transmission rate table by packet size

PacketSize별 
패킷전송율

프로토콜
미적용시

제안된프로토콜
적용시

64 20.83 100.00 

128 78.13 100.00 

256 78.13 97.66 

512 39.06 48.83 

1024 19.53 24.41 

1500 22.89 24.41 

Fig. 48. Packet receive rate graph by packet size

6. 결 론

  차기위성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에 따

라 고속위성망과 저속위성망으로 구성된다. 고속위성

망은 고속 대용량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ALL-IP 지원, 

분산망 지원을 목적으로 MF-TDMA 방식이 적용된다. 

저속위성망은 다양한 지상통신망과의 상호 연동 능력, 

강인한 군 통신 체계 및 구조, 이로 인한 최소한의 생

존성이 보장된 ALL-IP 지원을 위하여 DAMA/FDMA 

방식이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속 위성망을 활용한 전군 통합 광

역망 및 위성망과 지상망 내 AS와의 연동을 위한 네

트워크 구조를 제안하고, 제안된 네트워크상에서 IP 패

킷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링크 계층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네트워크 구조와 데이터링크 프

로토콜은 지상망 내 AS에 관계없이 IP 패킷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최소한의 위성주파수를 사용하여 최소

한의 전력을 소모하며 PEP와 Router 등의 장비를 사용

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광대역 통신, 협대역 통신, 보호

통신 인프라가 통합된 실시간 IP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용적인 측면에서 Fig. 49와 같이 단일

망 구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ALL-IP가 

가능한 글로벌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으

며, 다중망 구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서로 다른 

이기종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ALL-IP 연동이 가능하

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Fig. 49. Wide area network with ALL-IP in single- 

network / multi-network structure[19]

  현재 군위성-II는 제작 단계에 있으며, 본 논문은 실

제 구현 적용되어있지는 않으나, 향후 다른 연구결과

들과 같이 설계구현 및 보완하여, 실제 위성체계에 적

용하여 기능 검증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향후 지상망 

NCW 환경에서 위성네트워크가 결합된 NCOE을 구성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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