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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DAMA  (Demand Assigned Multiple Access) 방식의 MF-TDMA ((Multi Frequency-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을 사용하는 위성통신망에서 QoS (Quality of Service) 성능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QoS 맵핑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QoS 맵핑 기술은 트래픽의 패킷 우
선순위와 함께 송수신 가입자 우선순위 및 위성통신망의 링크상태에 따라 트래픽의 QoS 우선순위

를 결정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트래픽 우선순위의 차별화를 통해 트래픽의 자원할당 및 전송의 
QoS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서론 

DAMA 시스템은 여러 지상단말이 하나의 망 제어

기의 통제 하에 망에 접속 또는 가입하는 통신시스템

이다. 동적 채널 관리 개념이 적용된 DAMA 시스템

에서는 망에 가입한 단말은 자신의 통신소요량에 따
라 필요한 양의 통신자원을 망 제어기에게 요청하고 
이에 망 제어기는 현재 통신자원 활용현황을 바탕으

로 해당 단말에게 적절한 통신자원을 할당하게 된다. 
Timeslot 을 할당 받은 단말은 해당 timeslot 을 주기적

으로 독점하여 사용한다. 통신이 종료되면 단말은 사
용한 timeslot 을 망 제어기에게 반납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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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MA 방식의 MF-TDMA 시스템 

DAMA 방식의 MF-TDMA 시스템은 여러 지상단말

들이 공유하는 통신자원을 timeslot 및 주파수 프레임  
단위로 할당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WIN-T (Warfighting 
Information Network - Tactics)의 MF-TDMA 시스템과 
ETSI 의 DVB-RCS (Digital Video Broadcasting - Return 
Channel via Satellite) 표준의 MF-TDMA 시스템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특히, DVB-RCS MF-TDMA 시스템은 
QoS 보장을 위해 CRA (Continuous Rate Assignment), 
RBDC (Rate-Based Dynamic Capacity), VBDC (Volume-
Based Dynamic Capacity) 및 FCA (Free Capacity 
Assignment)와 같은 4 종류의 트래픽 class 를 정의하고 
있다 [2]. 그러나,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
격히 증가하고, 특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대용량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서비스 트래픽 특
성이라는 단일 파라미터를 활용한 QoS 보장 기술은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특성뿐 아니라 IP 
패킷 우선순위, 사용자 우선순위, 그리고 위성통신망 
링크상태 등의 다중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DAMA 기
반 MF-TDMA 시스템의 QoS 성능을 향상시키는 QoS 
맵핑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다중 파라미터를 활용한 QoS 맵핑 알고리즘 

2.1  다중 파라미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QoS 맵핑 알고리즘은 크게 5
종류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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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패킷 우선순위: DSCP (Differentiated Service Code 
Point) 

- 송신자 우선순위: 송신자 IP 주소 
- 수신자 우선순위: 수신자 IP 주소 
- 링크상태: Class 별 큐 사용량 
- 트래픽 우선순위: RBDC 등의 트래픽 class 

 
IP 패킷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DSCP 는 DiffServ 
(Differentiated Service) 모델에서 사용된다. DiffServ 모
델은 그림 1 과 같이 서비스 트래픽의 흐름단위로 
QoS 를 보장하지 않고, 서비스 집합단위로 트래픽의 
QoS 를 차별화 및 보장한다. 그리고 DSCP 는 다양한 
서비스 집합들을 구분하는 6 bits 크기의 코드로서, 네
트워크의 경계 (주로 edge router)에서 설정된다 [3].  
 

 
(그림 2) DiffServ 모델 

다음으로 송신자 및 수신자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기 
위해 송수신 IP 주소를 QoS 맵핑 파라미터로 사용한

다. 이것은 서비스, 혹은 트래픽의 특성과 별개로 사
용자의 특성에 따른 QoS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용 및 공공기관용 위성통신망의 경우 사용자 
계급이나 직위와 같은 사용자 특성에 따라 실제 서비

스의 우선순위가 차별화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위성통신망의 링크상태 정보를 활용하여 QoS 
성능을 향상시킨다. 링크상태 정보로 제공되는 트래

픽 class 별 송신 큐 현황을 바탕으로, 트래픽에 대한 
자원요청을 가장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class 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맵핑된 서비스 class 에 따라 RBDC 및 
VBDC 의 2 가지 트래픽 특성에 적합한 자원요청/할당 
및 전송을 보장하여 QoS 성능을 향상시킨다. 
 
2.2  QoS 맵핑 알고리즘 

2.1 절에서 설명한 다중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QoS 맵
핑 알고리즘의 동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모뎀에서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class 별 큐 

사용율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C0 ~ C4). 
(2) 트래픽을 수신하면 IP 헤더의 DSCP 필드를 확인

하여, DSCP-Class 맵핑 테이블에 따라 트래픽 
class (Tc)를 결정한다. 

(3) IP 헤더의 송수신 IP 주소 필드를 확인하여, IP-
Class 맵핑 테이블에 따라 송신자 class (Sc) 및 수
신자 class (Dc)를 결정한다. 

(4) 트래픽/송신자/수신자 class 가 동일한 경우 해당 
class 를 QoS class (Qc)로 맵핑한다. 

(5) 트래픽 class 가 0 이나 1 인 트래픽은 CRA 나 
RBDC 서비스처럼 최소 지연 및 고정 전송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해당 트래픽은 송신자/수신자 class 와 무관

하게 class 0 이나 1 중 현재의 큐 사용율이 작은 
class 를 QoS class 로 맵핑한다. 

(6) 트래픽 class 가 2~4 인 경우, 송신자 및 수신자 
class 와 비교하여 최소 class 를 확인한다. 단, 트
래픽 class 가 2~4 인 트래픽은 VBDC 서비스처럼 
지연 및 전송율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class 2 이
상으로 제한한다. 즉, 송신자나 수신자 class 가 0
이나 1 이더라도 최소 class 는 2 로 결정한다. 

(7) 최소 class 에 따라 현재의 큐 사용율이 작은 
class 를 QoS class 로 맵핑한다. 최소 class 가 2 인 
경우 2/3, 최소 class 가 3 인 경우 2/3/4, 그리고 
최소 class 가 4 인 경우 3/4 중 최소 큐 사용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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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QoS 맵핑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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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class 를 QoS class 로 맵핑한다. 이것은 큐 
사용율과 QoS class 사이의 fairness 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특정 class 의 큐 사용율이 
낮더라도, 트래픽 및 사용자 class 와 이질감이 생
기는 class 로 맵핑이 되면 QoS 성능뿐 아니라 위
성통신망 전체의 자원사용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DAMA 방식의 MF-TDMA 시스템을 사
용하는 위성통신망에서 QoS 성능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QoS 맵핑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알고리즘은 트래픽 패킷의 DSCP, 송수신 IP 및 
위성통신 링크의 큐 사용율에 따라 최적의 QoS class
를 맵핑한다. 기존의 QoS 맵핑 기술들은 사전에 정의

된 맵핑 정책에 맞추어 트래픽을 분류하는 것이 주류

였다. 그러나, 제안된 알고리즘은 트래픽 집합단위 특
성 및 송수신 사용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트래픽 
분류를 통해 후보 class 군을 결정한다. 그리고 트래픽 
class 별 송신 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후보 
class 군 중 가장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
적의 class 를 선택하여 맵핑한다. 따라서, 제안된 다
중 파라미터를 활용한 QoS 맵핑 알고리즘은 DAMA 
방식의 MF-TDMA 시스템을 사용하는 위성통신망에서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QoS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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