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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간 통신에서의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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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lanetar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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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는간헐적인통신링크단절, 높은전송에러율와같은행성간통신에서마주하는주된문제점들을해결할

주된기술로여겨진다. 행성간통신에서종단간연결성이보장되지않아간헐적으로통신링크가단절되면길고일정하지않은시간

지연과 정보 손실이 발생하고, 따라서 종단간 연결성을 요구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행성 간 통신에 적합하지 않다.

Store-and-forward 메시지전송방식을따르는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는행성간통신에서종단간연결성이보장되지않아발생

하는문제점을해결할수있다. 본 논문에서는지구기지국-지구위성-달궤도선-달탐사체로구성된 3-hop 릴레이우주통신환경에

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개념을적용한통신모델을제시하며, ONE 시뮬레이터를이용한실제우주통신환경모델링및성능분석

을 통해, 안정적인 메시지 전송을 보장하는 최적의 메시지 수명, 버퍼 공간 및 메시지 분할 방법을 제시한다.

Key Words : Delay- and Disruption-Tolerant Network; Deep-Space Communications; Satellite Relay Communications; Lunar 
Exploration; LEO/GEO Satellite.

ABSTRACT

Delay- and Disruption-Tolerant Network (DTN) has been considered as a key technology to overcome main challenges in 
interplanetary communications such as an intermittent connectivity and high bit error rates. The lack of end-to-end 
connectivity between source and destination results in long and variable delays and data loss, hence the Internet Protocols 
cannot operate properly in such environments because it requires an end-to-end connectivity. The DTN, which utilizes 
‘store-and-forward’ message passing scheme between nodes, can overcome the lack of end-to-end connectivity in 
Interplanetary Network (IPN). In this paper, DTN is applied to 3-hop relay IPN, where messages are transmitted from Earth 
ground station to Lunar lander through Earth satellite and Lunar orbiter. ONE simulator is used to reflect the real 
environment of IPN and an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method are analyzed to guarantee the message delivery by 
optimizing a message TTL (Time to Live), buffer size and message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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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상네트워크에 적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종단간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메시지 전송 시간이 보장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한다. 하지만 우주통신 환경에서는 행성의 이

동혹은전파특성으로인한통신링크단절과상당히큰전송

지연이발생하여종단간연결성을요구하는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와 같은인터넷프로토콜을적용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높은 전송오류가 발생하는 우주통신 환경

을극복하기위해서는높은수준의오류정정기술이추가적

으로 적용 되어야한다.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 (Delay-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는 전송지연특성이다른이종네

트워크간의 연동을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이를 위해 전송

계층 (Transport layer) 위에 다른 전송 프로토콜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번들 프로토콜 (Bundle

Protocol, BP)을 가지고있으며, 이를 통하여종단간 연결성

이 보장되지않는 환경에서도노드 간통신을 지원할수 있

다. 지연/분할 허용 네트워크는 store-and-forward 메시지

전송 방식을 사용하며, 노드 간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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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노드에저장해두고, 연결이생성되면메시지를적용된

라우팅방식에따라다음노드로전송한다. 또한, 메시지 분

할 (Message Fragmentation)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생성되

는통신링크및제한된전송시간에맞춰메시지가안정적으

로 전송될 수 있게 메시지 크기 조정이 가능하다 [1].

따라서, 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는이러한장점들덕분에

간헐적인통신링크단절로인한큰전송지연이발생하는우

주통신환경에적합하며 [2],[3], 우주통신국제표준화기구인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CCSDS)

에서도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프로토콜의표준화를진행

중에있다 [4]. 지연/분열허용네트워트가우주통신에적용

되면, 저궤도 (Low Earth Orbit, LEO) 위성, 정지궤도

(Geostationary Orbit, GEO) 위성, 달궤도선 (Lunar Orbiter)

등이 릴레이 노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구-달, 지구-화성

간 통신에서발생하는 전송지연 및높은 전송오류등 직면

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에서의 메시지 전송률은 고려하

는 우주통신 환경, 특히 동적으로 움직이는 노드들의 이동

모델에영향을받게된다. 따라서노드들의움직임을고려하

여 메시지를 분할하고, 라우팅 기술에 따른 메시지 수명

(TTL: Time-To-Live)과 버퍼 공간(Buffer size)의 연관관

계를분석하면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에서효율적인자원

활용이 가능하며, 목적노드까지 안정적인 메시지의 전송을

보장할 수 있다 [5],[6].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가 우주통신 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해결할방안으로고려되고있으나, 이를위한성능

분석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관련 연구로, [3]에서 지구 기지국(Ground Station, GS)과

화성탐사선간통신을위해 2개의위성이고정된위치에존

재하는 모델을 고려하여 라우팅 기법과 혼잡 제어

(Congestion control) 기술에 따른메시지전송성능을분석

하였다. 하지만, 행성 및 위성의움직임에대한고려와메시

지 전송성능에 중요한영향을 미치는메시지 수명및 버퍼

공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본논문에서는현재지구기지국과달탐사체간통신에서

대량의메시지를전달할시야기될문제점을분석하고, 문제

점해결을위해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가적용된우주통신

모델을 제시한다. 지구 기지국에서 달탐사체까지 지구위성

(저궤도위성또는정지궤도위성), 달궤도선을거쳐메시지

를전달하는 3-hop 릴레이우주통신환경을고려하며, 특히,

지구의자전, 지구위성및달궤도선의공전, 지구기지국에서

지구위성을 관제하는 시간, 지구위성과 달궤도선, 달궤도선

과달탐사체사이의통신링크가형성되는시간을실제우주

통신 환경을 반영하여 모델링하였다. 제시한 우주통신 모델

을 ONE (Opportunistic Network Environment) 시뮬레이터

로구현하였고, 최적의메시지수명, 버퍼공간및메시지분

할에따른메시지전송률을분석하여, 지구기지국에서달탐

사체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Ⅱ.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 

1. 지구 기지국-달탐사체 통신의 한계점

현재는보내고자 하는메시지 용량이 크지않아, 지구 기

지국에서 달탐사체로 직접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제한된

지구 기지국의송신 전력으로인한 낮은전송 속도및 지구

와 달 사이의 거리 (360,000 km)에 따른 높은 전송 지연을

고려하면, 지구기지국에서한번에달탐사체로전송하는메

시지의크기는제한적이다. 또한, 현재의전송방식은전달되

는 메시지의 전송 오류가 발생하면, 지구 기지국에서 전송

오류가 발생한 메시지를 달탐사체로 재전송하게 된다.

하지만, 지구기지국에서달탐사체로전송할메시지양이

점점증가하는현재상황을고려하면, 현재의메시지재전송

방식은 대용량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전

송오류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 지상기지국에서의메시지

재전송의한자원낭비, 메시지재전송에의한높은전송지

연을고려하면, 효율적인대용량메시지를전송을위한새로

운 통신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2.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

서론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는

전송 지연 특성이 다른 이종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을 위한

번들 프로토콜을가지고있다. 이는, 행성 간, 행성-위성 간,

위성 간에 적합한 전송 프로토콜을 각각 적용 가능하게 하

며, 종단간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노드 간 통신을 지

원하여 메시지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대용량 메시지

전송시발생하는현재시스템의문제점은메시지분할을통

하여노드간안정적인메시지전달을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목적노드 (달탐사체)까지메시지전송을보장함으로써해결

할 수 있다.

그림 1은 지구 기지국에서 달탐사체까지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를 적용한, 지구 위성 (저궤도 위성 또는 정지궤도

위성)과 달궤도선을 릴레이 노드로 사용하는 3-hop 우주통

신 환경을 나타낸다. 제한적인 지구 기지국의 메시지 전송

속도 및 지구-달 사이의 긴 메시지 전송 시간을 고려하여,

지구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메시지는 지구 위성에서만 수신

한다고가정한다. 위성간 (지구위성-달궤도선) 통신링크는

위성의움직임및위성의상대적위치에 결정되고, 위성간

통신링크가형성되지않으면, store-and-forward 메시지전

송 방식에 의해, 지구 위성은 지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 받

은 메시지를 버퍼 공간에 저장 후 지구를 공전하다가, 달궤

도선과 통신링크가 형성되면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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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성(지구-달) 간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트 통신 

모델

따라서, 우주통신에적용된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의성

능은 노드간의 통신 가능 시간, 전송 메시지 크기 및 수명,

노드버퍼공간, 라우팅기법, 지구위성에의해결정되며, 각

각의특성은다음소단원들에서설명된다. 본논문에서는지

구 기지국에서 달탐사체로 대용량 메시지(본 논문에서는

10MB 메시지를가정)를전송할때, 2가지지구위성 (저궤도

위성및정지궤도위성)을 활용하는우주통신환경시나리오

를 고려하여, 메시지 전송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자원 할당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1 지구 기지국 – 지구 위성 통신

지구 기지국과 지구 위성 간 통신에서, 지구 기지국에서

지구 위성을 관제하는 시간은 위성의 고도, 지구 기지국의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 고도 630 km에서 공전하는 저궤

도위성의경우, 지구 한 바퀴를 공전하는데약 90분(540초)

이 소요되고, 하루에지구를약 16번공전하게된다. 이때특

정위치에서저궤도위성을관제하는지상기지국을고려하

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4번 저궤도 위성과 통신링크를 형성

하고, 각각의 관제 시간은 약 15분(900초)동안 지속된다.

이를바탕으로, 본논문에서는지상기지국과저궤도위성

의 접속 주기(Contact period) 및 접속 지속시간(Contact

duration)을 21600초와 900초로모델링하였고, 하루 24시간

(86400초) 동안지상기지국이저궤도위성과통신링크를형

성하는시간은아래의표 1에제시하였다. ‘Contact On’은지

구기지국과지구위성간통신링크가형성됐음을의미하고,

0, 21600, 43200, 64800초에통신링크가생성되어 900초가지

속됨을 나타낸다.

Contact duration/period

Contact On t = 0 ~ t = 900

Contact On t = 21600 ~ t = 22500

Contact On t = 43200 ~ t = 44100

Contact On t = 64800 ~ t = 65700

표 1. 지구 기지국 - 지구 위성 간 통신 지속 시간

반면정지궤도위성(고도 35,678 km)의 경우하루에한번

지구를공전하지만, 지구의자전속도와같은속도로공전하

여, 지상 기지국에서 항상 정지궤도 위성을 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정지궤도위성의경우지구

기지국과 항상 통신링크를 형성한다고 모델링한다.

2.2 메시지 특성

지구기지국에서지구위성에대용량메시지를전송할때,

활용하는지구위성의종류에따라메시지전달성능이달라

진다. 저궤도위성을활용한우주통신환경시나리오에서, 제

한된지구기지국의전송속도및위성관제시간 (15분)을고

려하면, 대용량 메시지를 지구 기지국에서 저궤도 위성으로

한번에전송하는것은불가능하다. 반면에정지궤도위성을

활용한 우주통신환경 시나리오에서는 지상기지국에서 항상

정지궤도위성을 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기지국에서 정

지궤도 위성으로 대용량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 가능하다.

위성 간 통신의경우, 지구 위성에서지원하는 메시지전

송 속도가 매우 낮고, 위성 간 통신링크가 형성되는 시간이

위성의움직임및그에따른상대적위치로인해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시 대용량 메시지를 지구 위성에서 달궤도선으로

한 번에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용량메시지를지구기지국에서달탐사체로전

송할 때, 노드 간에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하는 것은 3-hop

릴레이 우주통신 환경에서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본논문에서는지연/분열허용네트워크의번들프로토콜

이지원하는메시지분할개념을도입하여지구기지국에서

달탐사체로 대용량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3 사전 메시지 분할

국제인터넷 표준화기구 (IETF) 문서 RFC 5050은 지연/

분열허용네트워크에필수적인번들프로토콜에관한규격

을 정의하고 있다 [7]. 번들 프로토콜은 오버레이 (Overlay)

네트워크개념으로, store-and-forward 메시지전송방식을

지원한다. 또한메시지가신뢰성있게목적노드까지전송되

도록 메시지 분할 개념을 지원하여, 각각 분할된 메시지가

독립적으로 라우팅되어 목적 노드로 전송되고, 최종적으로

목적 노드에서 최초의 메시지가 복원된다.

메시지분할방법에는사전메시지분할(Proactive message

fragmentation)과 (Proactive message fragmentation)이 있

는데 [5], 본 논문에서는 사전 메시지 분할을 고려한다.

사전 메시지 분할 방식을 우주통신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분할계수 (Fragmentation factor)를 정의해야한다. 분할계

수 1/n은 한 개의메시지를동일한 크기의메시지 n개로 분

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분할을 하지 않

은경우, 지상기지국이하루에 4번지구위성을관제하는것

을 고려하여 지상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최초의 메시지

(10MB)가 4개의 동일한 크기(2.5MB)의 메시지로 분할됨을

가정한다. 다음의표 2는메시지분할을적용했을때분할계

수에 따라 분할된 메시지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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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계수 No 1/2 1/4 1/8 1/10

분할 메시지 크기

(MB)
2.5 1.25 0.623 0.313 0.25

표 2. 분할 계수에 따른 메시지 크기

추가적으로, 정지궤도위성을활용한우주통신환경시나

리오에서정지궤도위성은하루종일지상기지국에서관제

가능하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 및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시나리오의 공정한 전송 성능 비교 및 분석을 위해, 정지궤

도위성을활용한시나리오에서도표 2와 같은메시지크기

를 가정한다.

2.4 메시지 수명 및 버퍼 공간

메시지 수명 및 버퍼 공간은 메시지를 목적 노드에 성공

적으로전송하는데밀접한연관성이있다. 한정된버퍼공간

에서, 메시지수명이매우큰메시지가다음목적노드에전

달되지 못할 경우, 메시지는 파기되지 않고 버퍼 공간을 계

속차지하게된다. 만약, 메시지가계속전달되지못할경우,

새롭게생성되는메시지는노드의버퍼공간이부족하여전

달되지못하고파기되게된다. 반면, 메시지 수명이매우짧

을 경우, 메시지가 목적 노드에 도착하기 전에 파기되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저궤도 위성은 지구 한 바퀴를 공

전하는데 90분이 소요된다. 만약 메시지 수명이 90분 보다

작으면, 저궤도 위성에 저장된 메시지는 지구 한 바퀴를 공

전하기 전에 파기되어 새로운 링크가 형성되더라고 달탐사

체에 전송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저궤도 위성 및 달궤도

선의움직임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메시지수명시간을설

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결과분석을통해메시지전송의신

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메시지 수명을 도출한다.

메시지 수명 (초) 180 270 … 990

지구 위성 공전 수 2 3 … 11

표 3. 메시지 수명 시간과 그에 따른 지구 위성 공전수

2.5 라우팅 기법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에서 적용 가능한 동적 라우팅

기법은 Epidemic [8], Spray and wait [9], PRoPHET [10] 등

이있다. Epidemic 라우팅기법은 flooding 기반의라우팅방

식으로, 접촉하는모든노드에메시지복사본을전송하여최

종적 목적 노드에 메시지가 전달 되도록 한다. Spray and

wait 기법은 Epidemic 라우팅기법과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

지만, 복사되는 메시지의 수를 제한하여 효율적으로 노드의

버퍼공간을관리할수있다. PRoPHET 라우팅기법은추정

기반의라우팅방식으로, 메시지전송률을높이지만, 추가적

인 오버헤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논문의 3-hop 릴레이우주통신환경에서는, 라우팅기

법보다는메시지수명및버퍼공간의연관성이메시지전송

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Epidemic 라우팅기법을적용하여메시지전송성능을분석

한다.

3. 저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 시나리오 비교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우주통신환경의

특징은 다음의 표 4로 요약할 수 있다.

지구 위성 통신 환경

저궤도 (LEO)

위성

§ Altitude: 630 km

§ Speed: 8.16 km/s

§ 16 revolutions per day

§ Periodic contact time between GS and

LEO Satellite

§ Frequent communication links between

LEO Satellite and LO

정지궤도 (GEO)

위성

§ Altitude: 35,678 km

§ Speed: 3.02 km/s

§ 1 revolution per day

§ Always contact on between GS and GEO

Satellite

§ Limited communication links between

GEO Satellite and LO

표 4. 저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 통신환경 비교

Ⅲ. 달통신 시뮬레이션

3.1 ONE 시뮬레이터

ONE(Oppertunistic Netwrok Environment) 시뮬레이터

는 노드의 다양한 이동 모델과 라우팅 기법을 제공하여, 지

연/분열허용네트워크환경을구축하고메시지전송관련성

능을평가하기에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ONE 시뮬레이터

를활용하여우주통신환경시나리오에서의메시지전송성

능을 분석하였다.

3.2 ONE 시뮬레이터: 노드의 이동성 모델

ONE 시뮬레이터를활용하면노드의다양한이동모델을

구현할수있는장점이있다. ONE 시뮬레이터에서제공하는

노드의이동모델은다음과같은 3가지범주로요약될수있

다 [11]. 1) Random 이동모델, 2) 지도기반이동모델, 3) 사

람움직임기반이동모델. 위 3가지이동모델중본논문에

서는지도기반이동모델을고려하여우주통신환경을구축

하였다.

ONE 시뮬레이터에서지구위성및달궤도선이각각지구

와 달을 공전하는 이동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기반 이

동모델, Map Route Movement를 지구위성및달궤도선에

적용하였다. 지구 위성과 달궤도선의 궤도는 GIS (Graphic

Information System) 중 상용프로그램 OpenJUMP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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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Parameters Name Value

Secnario time [s] Scenario.endTime 86400

Transmission Speed [B/s] -

Ground station: 4k

(Non)stationary orbiter: 0.5k

Lunar orbier: 1k

Movement model Group.movementModel
StationaryMovement (The Earth, The Moon)

MapRouteMovement (orbiter)

Movement speed [km/s] -
Nonstationray orbiter: 8.16

Stationary orbiter: 3.02

Message size
ExternalEventsQueue

10MB

Fragmentation size 0.25MB; 0.3125MB; 0.625MB; 1.25MB; 2.5MB

Message TTL [min] Group.msgTtl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900; 990;

Buffer size Group.buffersize 0.5MB; 1MB; 1.5MB; 2MB; 5MB; 10MB;

Routing scheme Group.router Epidemic router

표 5. ONE 시뮬레이터 변수 설정

하여 제작하였다 [12].

아래의 그림 2는 ONE 시뮬레이터로구현한우주통신환

경을보여주는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나타낸다. 지

구및달의위치는고정되어있고, 각각은지구기지국및달

탐사체를나타낸다. 저궤도위성및달궤도선은원으로구현

되어있는 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위성 간 상대적 위치에 따

라통신링크의형성유무및통신시간이결정되게된다. 그

림 2는 저궤도위성및달궤도선의통신링크가형성된시점

을나타내며, 지구기지국–저궤도위성–달궤도선 - 달

탐사체의 3-hop 릴레이 통신 환경을 보여준다.

지구의 자전 및 지구 위성의 공전에 따른 지구 기지국에

서지구위성을관제하는시간은표 1에서확인할수있고,

그에따른접속시간및접속주기를 ONE 시뮬레이터에반

영하였다.

그림 2. ONE 시뮬레이터 GUI 예시: 우주통신 환경

3.3 시뮬레이터 변수 설정

ONE 시뮬레이터를활용하여실제와같은우주환경을구

축하기위하여, 표 5와 같은 시뮬레이션변수를설정하였다.

24시간(86400초)의 우주통신 환경을 고려하였고, 지상 기지

국, 지구 위성 및 달궤도선의 전송 속도는 4kB/s, 0.5kB/s,

1kB/s로 가정하였다. 지구의반지름 (6,387 km), 저궤도위

성및정지궤도위성의고도를고려하여각각의궤도에서움

직이는위성의이동속도를계산하였고, 메시지를분할에따

른메시지전송률을평가하기위해표 2에제시한사전메시

지 분할계수를 적용하여메시지 크기및 메시지생성 주기

를 설정하였다. 저궤도 위성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90분

이소요되는것을반영하여다양한메시지수명값을설정하

였고, 버퍼 공간은 분할된 메시지 크기 중 최소값 (0.25MB)

을 고려하여 0.5MB-10MB로 설정하였다.

3.4 성능 분석

지구 기지국에서 달탐사체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신뢰성

을 보장하기 위한 성능지표로 메시지 전송률 (Delivery

ratio)을 고려할 수 있다. 메시지전송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메시지전송률생성된메시지
달탐사체에전달된메시지

메시지 전송률이 1보다 작으면, 지구에서 생성된 메시지

중달탐사체에전달되지못한메시지가존재한다는것을나

타낸다. 따라서, 메시지 전송률이 1이 되는 메시지 수명, 버

퍼공간및메시지분할계수를분석하면, 최적의자원활용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저궤도위성및정지궤도위성을활용한시나리오의공정

한성능분석을위해그림 3-8의 1 revolution은저궤도위성

의 공전시간(90분)을 나타낸다.

그림 3과 그림 4는 저궤도 위성을 고려한 우주통신 환경

시나리오에서 메시지 수명, 메시지 분할 계수 및 버퍼 공간

이메시지전송률에미치는영향을나타낸다. 그림 3은 저궤

도위성및달궤도선의버퍼공간이 5MB일때메시지전송

률을나타낸다. 메시지분할계수가 1/10인경우나머지계수

값들에 비해 높은 메시지 전송률을 나타낸다. 위성 간 통신

링크가형성되더라도 0.25MB 이상의크기를가지는메시지는

저궤도 위성에서 달궤도선으로 전송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성의 공전으로 인한 짧은 위

성간통신시간과저궤도위성의낮은전송속도 (0.5kB/s)

때문이다. 또한, 메시지 분할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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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메시지 분할 계수 및 수명에 따른 저궤도 위성 

우주통신 환경에서의 메시지 전송률, 버퍼 공간

=5MB

그림 4. 메시지 분할 계수 및 수명에 따른 저궤도 위성 

우주통신 환경에서의 메시지 전송률, 버퍼 공간

=0.5MB

그림 5. 메시지 분할 계수 및 수명, 버퍼 크기에 따른 저

궤도 위성 우주통신 환경에서의 메시지 전송률

전송률이 0인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 2.5MB 크기이상

의메시지는위성간통신에서전송되지못하는것을의미하

고, 달탐사체에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분할이

필요한것을알수있다. 메시지수명의경우, 저궤도위성이

지구를 8바퀴공전할동안메시지가파기되지않으면 (메시

지수명=720분), 메시지전송률이 1이되는것을알수있고,

메시지 수명이 720분 보다 작은 경우 달탐사체에 전송되지

못한메시지가존재하게된다. 이는위성간통신링크의지

그림 6. 메시지 분할 계수 및 수명에 따른 정지궤도 위

성 우주통신 환경에서의 메시지 전송률, 버퍼 

공간=5MB

그림 7. 메시지 분할 계수 및 수명에 따른 정지궤도 위

성 우주통신 환경에서의 메시지 전송률, 버퍼 

공간=0.5MB

그림 8. 메시지 분할 계수 및 수명, 버퍼 크기에 따른 정

지궤도 위성 우주통신 환경에서의 메시지 전송

률

속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저궤도 위성의 버퍼 공간에 저

장된메시지가달탐사체에전송되기전에파기되는것을의

미한다. 따라서 10MB의 대량의 메시지를 지구 기지국에서

달탐사체로전송할때 store-and-forward 메시지전달방식

및메시지분할기법을적용하여메시지의신뢰성을보장하

기 위해서는, 충분한 메시지 수명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림 4는 저궤도위성및달궤도선의버퍼공간이 0.5MB

일 때메시지전송률을나타낸다. 메시지분할계수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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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달탐사체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이는분할된메시지의크기 (0.625MB) 보다저궤도위성

의버퍼공간이작아 (즉, 0.5MB < 0.625MB), 지구기지국으

로부터전송받은메시지를저궤도위성에서저장할수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의버퍼공간이 5MB일때메시지전송

률과 비교하면 (그림 3), 버퍼 공간이 0.5MB일 때 달탐사체

로전달된메시지가적은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저궤도

위성의 버퍼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지구 기지국에서 전송되

는새로운메시지가저궤도위성에저장되지못하고파기되

기 때문이다.

그림 5는 저궤도 위성을 고려한 위성통신 환경에서

0.25MB 크기의 분할된 메시지(메시지 분할계수 1/10)가 지

구 기지국에서 전송되고, 위성에 2.5MB 이상의 버퍼공간이

확보되면, 달탐사체로모든메시지가전달되는것을확인할

수 있다.

그림 6-8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환경에서 메시

지수명, 메시지분할계수및버퍼공간에따른메시지전송

률의변화를나타낸다. 지구기지국에서는항상정지궤도위

성을 관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 간 통신링크 형성 유무

및통신시간이메시지전송률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을

확인할수있다. 충분한메시지수명 (720분이상)이설정된

메시지를분할하여 (크기 0.25MB) 전송하고, 정지궤도위성

에충분한버퍼공간 (2.5MB 이상)이확보되면, 지구기지국

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하여 달탐사체로 전달되는 메시

지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5와 그림 6-8의 결과를 비교하면, 우

주통신환경에서 활용하는 지구위성의 유형에 따라 (저궤도

위성또는정지궤도위성) 달탐사체에전송되는메시지의전

송률이달라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메시지수명이

360분 (TTL=4 revolutions) 보다 작게 설정되거나, 위성의

버퍼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저궤도 위성을 활

용한 우주통신 환경에서 메시지 전송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성 간 통신링크가 자주 형성되는 저궤도 위성

을활용하는것이, 위성간통신링크가제한적으로형성되는

정지궤도위성보다대용량메시지를달탐사체에전송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Ⅴ. 결론

본논문에서는종단간연결성이보장되지않고, 긴전송시

간을 요구하는 우주통신환경에 지연/분열 허용 네트워크에

활용되는개념을적용하였다. 실제우주환경을 ONE 시뮬레

이터를 활용하여 구현하였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며

동시에 달탐사체에 전달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최적의메시지수명, 버퍼공간및메시지분할에대한

연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며, 제한된 위성 간 전송 속도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

템 모델 및 기술들에 대한 연구로 확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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