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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SDS가 제시하는 표준 데이터 링크 계층 암호화는 HDLC 프레임을 입력받고 이를 A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CCSDS의 표준 방식은 불안정한 채널을 통해 노이즈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신

측 스스로 재동기 요청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SES Alarmed는 CCSDS의 링크 암호화와 유사한 동작 구조에 

추가적으로 수신측에서 오류를 감지하고 재동기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SES Alarmed와 관련된 

논문은 최적의 임계범위를 발견하는 것과 채널 노이즈에 따른 데이터 손상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

에서는 SES Alarmed에서 암호 동기 코드를 제외한 HDLC 프레임을 연속으로 임의의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재동기 

과정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HDLC 프레임 순서를 변경하고 SES Alarmed를 사용한 결과를 제안 및 비

교한다.

ABSTRACT

The standard data link layer encryption provided by CCSDS has a structure that encodes HDLC frame into it using 
an AES algorithm. However, CCSDS is standard method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receiving side cannot request a 
re-activation when noise interference occurs over an unstable channel. SES Alarmed has a structure that enables the 
receiving side to additionally detect errors and perform re-activation requests in an operational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link encryption in CCSDS. The SES Alarmed related paper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optimum range of thresholds 
and identify data corruption due to channel noise. In this paper, the focus was on reducing the re-activation process if 
the HDLC frame, excluding the password Sync code, consistently exceeds any threshold levels. The HDLC frame 
order was changed and the results of using SES Alarmed were proposed and compared.

키워드 : 데이터 링크 암호, CCSDS, 재동기, 채널 노이즈, SES Alarmed

Key word : Data Link encryption, CCSDS, Resynchronization, Channel noize, SES Alarmed

Received 14 September 2017, Revised 08 November 2017, Accepted 22 November 2017
* Corresponding Author HoonJae Lee(E-mail:hjlee@dongseo.ac.kr, Tel:+82-51-320-1730)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Dongseo University, Busan 47011,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8.22.1.211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2, No. 1 : 211~220 Jan. 2018

212

Ⅰ. 서  론

우주에서 상호간 정보 교환을 촉진할 설립된 우주 데

이터 시스템 자문 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CCSDS)는 우주라는 특수한 환경

에서 다양한 전송 기법과 TCP/IP 참조 모델에 적합한 

계층화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1-3]. 그러나 CCSDS에

서 권고하는 표준 모델들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구

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각 계층별로 고유의 암호 

프로토콜을 수행하여 통신 채널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

족하도록 지시 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 가운

데 데이터 링크 계층을 암호화 하는 경우 수신측에게 

프레임이 전송된다는 것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암호화 

될 경우 수신측에서 프레임을 동기화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반대로 프리앰블 신호를 평문으로 방치할 

경우 표준화 규격을 참조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추측

하여 암호화된 값을 변조하거나 전수조사를 통해 암호

키를 찾아낼 위험이 존재하므로 초기 프레임을 제외한 

모든 프레임의 정보를 암호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신측에서는 기존 프레임 정보

를 모두 암호화하고 별도의 프리앰블을 추가하여 동기

화 문제를 해결한다[4-6]. 그러나 불안정한 전원공급, 

채널의 불안정성 및 신호 지연 등의 비정상적인 요인으

로 암·복호화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 정상적인 통신이 

불가능하게 된다[7-9].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을 암호화하고 수신

측에서 오류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재동기를 요청하

는 SES Alarmed를 사용하여 불안정한 채널에 따른 프

리앰블 동기화 문제를 살펴보고 이미지 전송 순서를 변

경하여 측정된 임계값변화에 대하여 살펴본다[10]. 

또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원본 데이터의 순서를 변

화하는 행위는 암호화한 결과를 변화시키고 무작위 잡

음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순서의 변화가 수신측의 임계

값 변화를 살펴본다.

Ⅱ. CCSDS 프로토콜과 링크 암호화

2.1. CCSDS 보안 구조

CCSDS에서 권고하는 표준 모델들은 TCP/IP 모델을 

참조하여 설계되었으며, 통신 채널에서 보안 요구사항

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림 1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 1 CCSDS Protocol and Security architecture[3]

CCSDS의 보안 요구사항은 총 3단계로 고비도, 중비

도, 저비도 등으로 구분된다.

고비도 보안은 무선 통신 표준의 공용데이터 링크

(Common Data Link: CDL)와 유사하게 정부 혹은 군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위성체 제어시스템을 활용하

여 보안 임무 수행 혹은 다양한 환경에서 특정 목적을 

비밀리에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된다[11,12]. 지상 단말

기, 지상국 혹은 위성은 경우 모든 원격명령데이터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인증을 요구하고 모든 원격측정데이터는 기밀성, 무결

성, 인증과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3].

중비도 보안은 기업 또는 개인의 통신을 목적으로 설

계되었으며, 상용통신, 기상업무, 원격감시, 위성항해 

시스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원격명령 데이터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요구하고 원격 측정 데이터는 기밀성, 

무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비도 보안은 IoT장비

를 이용한 농작물 수확 시기를 예측하는 시스템과 같은 

비교적 낮은 보안요구 사항을 필요로하는 기타 시스템

에 적용되었으며, 원격명령데이터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이 요구되고 일부 원격 측정 데이터와 지상국의 데

이터는 기밀성이 요구된다[13]. 

2.2. CCSDS 링크 암호 동기화 매개변수

CCSDS의 링크 암호는 고속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비트 지향형 HDLC 프로토콜을 기본 입·출력 매개변수

로 사용하고 암·복호화 및 동기화 정보 추가 및 탐지 기

능을 수행하는 함수로 송·수신측은 특정 채널로 연결한 

환경으로 구성되었다. CCSDS에서 정의한 표준 가운데 

링크 암호화 방식의 세부구성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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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Detailed Block Diagram for Link Encryption 
Synchronization Method in Accord with CCSDS[3]

그림 2의 위치 1~6의 각 부분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2.2.1. HDLC 프로토콜– 위치 1

입·출력 매개변수로 사용되는 HDLC 프레임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Fig. 3 HDLC Frame Structure[14]

프레임 전체에서 앞·뒤로 “01111110”의 8비트의 동

기 플래그를 사용한다[14]. 이는 연속된 데이터에서 시

작과 끝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주소정보는 8비트 공간으로 7비트만 주소로 사용하

고 마지막 1비트는 확장용 주소로 사용한다. 제어 필드

는 8비트 혹은 16비트 공간으로 흐름제어, 오류제어에 

사용한다. 정보 필드는 사용자 정보 또는 링크 관리 정

보로 구성된다. CRC 필드는 오류검출용으로 사용된다.

2.2.2. Encryption 함수 – 위치 2

암호화는 입력 매개변수로 HDLC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받아 128비트 A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다[15,16].

2.2.3. Insertion of Encryption Sysn 함수– 위치 3

송신측 단말기에서 암호화된 HDLC 데이터 앞에 신

규 암호 동기 코드(Cryptographic synchronization : 

C_SYNC)를 추가하는 행위로 암호화한 HDLC 데이터

를 출력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번만 암호화하지 않은 

암호 동기 코드를 추가하고 이외의 출력은 암호화된 

HDLC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때 암호 동기 코드는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구성된 일반적인 

동기 패턴을 단순한 패턴으로 역으로 변환시키는 기능

이 있다[15].

2.2.4. 채널– 위치 4

CCSDS는 위성, 이동식 단말기, 선박 등 이동이 가능

한 무선 환경을 대부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이는 

무선 채널을 주로 사용하고 채널의 안정성은 상황에 따

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2.5. Detection of Encryption Sync 함수– 위치 5

채널을 통해 수신한 프레임에서 암호 동기 코드를 탐

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탐지를 성공한 경우 이

후의 모든 프레임은 AES 알고리즘으로 복호화하고 다

음 함수로 전달한다.

2.2.6. Decryption– 위치 6

Detection of Encryption Sync 함수에서 출력된 암호

문을 HDLC 프레임으로 복호화한다. 이때, 복호화된 

HDLC에서 동기코드를 탐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Ⅲ. SES Alarmed 프로토콜 구조

3.1. CCSDS 링크 암호화 문제점

CCSDS의 링크 암호화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경우 

안전하게 통신이 가능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

하기 때문에 상위 계층의 제어를 요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림 4처럼 상위 계층의 제어를 보조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수신측은 암호 동기 코드 탐지 실패 

또는 HDLC 프레임 탐지 불가 현상을 송신측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Fig. 4 Fail of CCSDS Sync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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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Alarmed는 수신측에서 동기화 실패 임계값을 

임의로 선정하여 송·수신측간 동기화 실패를 스스로 해

결하려고 노력하는 링크 암호 동기 방식이다. 즉, 수신

측에서 초기 암호화 동기를 탐지하는데 실패한다면 수

신측에서 송신측으로 재동기 요청을 위한 신호를 전송

하는 것과, 링크계층의 프레임 동기 오류가 연속적으로 

탐지된다면 수신측 장비에서 송신측 장비로 재동기 요

청을 수행하는 것이다. 

3.2. SES Alarmed 상세 구조

SES Alarmed의 상세 구조는 그림 6과 같고 HDLC 

프레임을 구분하는 Flag를 탐지하는 것에 연속하여 특

정 임계값보다 많이 실패할 경우 송신측에 재동기 요청

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다.

Fig. 5 A Detailed Block Diagram for Optimized SES 
Alarmed Encryption Synchronization Experiment

SES Alarmed는 그림 5의 위치 1, 2, 4, 6은 그림 3에

서 언급된 기능과 동일한 수행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위치 3, 5, 7, 8, 9의 상세한 동작은 아래와 같다.

3.2.1. Insert of Encryption Sync 함수 – 위치 3

SES Alarmed는 데이터 링크 전체를 암호화하고 새

로운 프리앰블 데이터를 암호화한 데이터 링크 앞에 추

가한다.  이때, 첫 번째 프레임은 추가적으로 생성한 프

리앰블을 암호화 하지 않는다. 이외에 송신하는 모든 

프리앰블들은 암호화하여 수신측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가진다. 

3.2.2. Detection of Encryption Sync 함수 – 위치 5

수신측의 임계값은 첫 번째로 프리앰블을 발견 성공

률을 말한다. 링크 암호를 위해 추가된 첫 번째 프리앰

블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데이터를 수신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3.2.3. HDLC Flag Detection 함수 – 위치 7

 두 번째로 복호화한 프레임 정보를 기준으로 연속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성공률을 말한다. 만약 첫 번째 

프리앰블을 동기화에 성공한 경우 복호화 과정을 통해 

이더넷 프리앰블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데이터를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3.2.4. Threshold 함수 – 위치 8

채널 노이즈에 따라서 HDLC Flag가 인식 불가능한 

수준으로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임의의 임계값을 초과

하면 재동기 과정을 수행한다.

3.2.5. Request re-synchronization 함수 – 위치 9

SES Alarmed 동기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HDLC Flag를 연속으로 탐지하지 못할 경우 송신측에 

대하여 동기 신호 과정을 다시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3.3. SES Alarmed 데이터 흐름

SES Alarmed는 데이터 흐름은 그림 6과 같이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a)는 외부로부터 HDLC 프레임을 입력받는 

단계로 그림 5에 위치 1에 해당한다. (b)는 연속된 

HDLC 프레임을 그림 5의 위치 2에서 암호화하여 위치 

3에서 최초에 1번만 암호 동기 코드를 추가하여 채널로 

전송하게 된다. 채널을 통해 송신된 프레임을 수신측에

서 (C)와 같은 순서로 입력을 받아 위치 5에서 암호 동

기 코드를 탐한 경우 암호 동기 코드를 제거한다. 이후 

위치 6에서 A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복호화를 하고 

위치 7에서 HDLC 프레임을 정상적으로 탐지한 경우 

(d)처럼 HDLC 프레임을 출력한다.

Fig. 6 CCSDS Data Link Encryption flowing



링크암호 환경에서 이미지 데이터와 잡음의 영향

215

3.4. 프레임 동기 오류에 따른 임계값 변화

SES Alarmed는 불안정한 채널 환경에서 자체 재동

기화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 링크 암호화 프로토콜임을 

확인하였다. 128비트 암호화 동기 패턴 추가에 따른 오

류 확률을 ∼까지 재동기 요구한 횟수

가 그림 7과 같다. 

Fig. 7 Number of  ReSync Request Depending on 
Error Rate[17]

그림 8은 채널 오류 발생 확률이 ∼

인 환경에서 HDLC 프레임동기 오류가 연속 2회, 3회, 5

회 및 7회 발생한 경우를 재동기 임계값으로 설정한 경

우 발생하는 재동기 횟수를 도표화 한 것이다.

Fig. 8 Number of Accumulated Error Frame Depending 
on Error Rate[17]

Ⅳ. SES Alarmed HDLC 프레임 배열에 따른 

영향

4.1. SES Alarmed 구조의 변화

SES Alarmed는 그림 9과 같이 연속된 HDLC 프레임 

정보를 그대로 암호화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만

약 HDLC 프레임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일정 크기 데이

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Fig. 9 SES Alarmed behavior.

링크 암호화에서 일정한 크기의 HDLC 프레임을 그

림 10과 같이 임의로 재배열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9는 SES Alarmed의 HDLC 프레임의 데이터 배열 

구조이며, 그림 10의 배열로 변경한 방식을 구별하기 

위해 DSES Alarmed로 정의하였다.

Fig. 10 DSES Alarmed behavior. 

4.2. DSES Alarmed 동작 방식

SES Alarmed는 그림 11의 (a)처럼 HDLC 프레임이 

연속으로 입·출력이 이루어지고 DSES Alarmed는 (b)

처럼 전체를 임의로 분할하여 분할한 공간을 순차적으

로 전송하게 된다. 

Fig. 11 SES Alarmed and DSES Alarmed behavior. 
(a) SES Alarmed, (b) DSES Al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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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에 의하여 암호 동기가 손상되는 것은 SES 

Alarmed와 DSES Alarmed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HDLC 프레임 데이터의 배열순서가 다르기 때

문에 HDLC 프레임 동기 손상으로 손실되는 데이터의 

빈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를 일정 블록단위로 분할하였기에 노이즈 간섭에 따른 

비트 변화가 같은 블록단위로 전파되지 않는 장점을 가

지게 된다.

Ⅴ. 실험과 분석

본 실험은 CCSDS에서 정의한 링크 암호화라는 주

재에 SES Alarmed와 DSES Alarmed라는 비교항목을 

불안정한 채널 환경에서 실험한다. HDLC 프레임에 입

력한 데이터는 비교를 위하여 일정한 크기의 연속된 정

보가 배열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량의 비트 

스트림을 간편하게 가시화하기 위하여 실험의 입·출력 

데이터를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미지 정보가 노이즈에 간섭을 받을 경우 색상정보

가 손상되어 올바른 이미지 정보가 출력되지 않는 현상

이 발생한다.

5.1. 이미지 정보 입력

초기 이미지 입력 단계는 그림 12와 같이 JPEG 포맷

형식의 이미지를 OpenCV로 호출하여 각 픽셀별 RGB 

색상의 비트정보를 x축과 y축 정보를 기반으로 3개의 2

차원 배열을 생성하여 입력하였다. 

Fig. 12 Change JPEG to 2D arrays using OpenCV

HDLC 프레임은 그림 3의 헤더 정보는 임의로 구성

하고 운반되는 데이터는 그림 12처럼 JPEG 포맷을 빨

강, 초록, 파랑 등 2차원 배열 정보로 분리하여 하나의 

배열에 16진수로 표현하였다. 분할한 색상정보를 그림 

13처럼 빨강, 초록, 파랑 순서로 16진수를 8비트단위로 

분할하여 HDLC 데이터 정보로 배열하여 진행하였다. 

Fig. 13 Convert 2D arrays to HDLC frames

채널 불안정에 따른 오류주입은 비트단위로 수행하

고 전체 횟수는 빨강, 초록, 파랑 정보 전체 크기의 합 

이미지 크기로 설정하였다. 

5.2. 동작순서

OpenCV는 JPEG 포맷 이미지를 호출한 후 이미지

로 표현할 때 별도의 포맷방식이나 이미지 코딩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각 픽셀 당 RGB 데이터를 참조하여 표

현한다[18]. 

본 실험은 링크 암호화를 수행할 때 데이터가 잡음

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수신측 임계값에 따라서 얼

마만큼의 노이즈가 간섭을 받았는지 식별하기 위하

여 이미지를 결과로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지 보정을 위한 별도의 이미지 코덱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미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살펴본다. 

먼저 SES Alarmed 동기 신호를 수신받기 전까지는 이

전까지 받은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동작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미지에서 일직선의 검은 줄이 발생하도

록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수신측에서 SES Alarmed 동기신호를 탐지하

지 못한 경우 재동기 요청을 수행한다. 둘째,  수신측에

서 SES Alarmed 동기신호를 탐지하고 동기화가 이루

어진 상황에서 노이즈로 인해 HDLC 프레임의 Flag를 

연속으로 임의의 정해진 오류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재동기를 요청하게 된다. 

다음으로 SES Alarmed 동기 신호를 수신 받고 

HDLC Flag 정보까지 탐지하였으나 이미지 픽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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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상된 경우 이미지가 뚜렷하지 안거나 주변 색상과 

조화롭지 못한 다른 색상을 띄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CCSDS는 AES를 활용하여 암호화한 데

이터에 1비트의 노이즈를 주입하면 복호화 과정에서 2

개 이상의 비트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는 동기 신호 및 HDLC 프레임 Flag의 손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빈번한 재동기 요청을 요구하는 원인

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기 신호와 HDLC 프

레임 Flag의 비트가 임의의 개수만큼 일치할 경우 동기 

신호 및 Flag를 탐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5.3. 낮은 임계값에  따른 복호화 결과

실험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재동기를 요구하는 임계

값의 범위가 다른 2 가지의 실험환경을 구성하였다. 먼

저 연속 프레임 오류가 3회, 암호 동기코드가 128 비트, 

암호 동기 오류 임계값이 25비트로 구성하였다.

Table. 1 Environment of basic experiment

Low High

Specifying a Continuous Frame 
Error Over Resubmit

3 time 100 time

Cryptography synchronize code 128 bit 128bit

Encryption synchronize threshold 25 bit 80 bit

먼저 표 1의 재동기를 최대한 억제한 경우로 잡음을 

로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림 14 (a)와 (b)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해당 실험은 표 2와 같이 전체 

2,834,016 비트가 전송되고 암호 동기와 프레임에 변경

된 잡음은 90,720 비트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SES 

Alarmed에서 발생한 전체 프레임 동기 오류 횟수 는 45

회 발생하였으며, DSES Alarmed에서 발생한 전체 프

레임 동기 오류 횟수는 23회 발생하였다.

Table. 2    noise rate and High

SES Alarmed DSES Alarmed

Total frame 
Synchronize error

45 23

Total transport bits 2,834,016 2,834,016

Total error bits 90,720 90,720

Low - (a) Low - (b)

Low - (c) Low - (d)

High - (e) High - (f)

High - (g) High - (h)

Fig. 14 SES Alarmed and DSES Alarmed behavior.

(noise:   ) (a) SES Alarmed, (b) DSES Alarmed

(noise:   ) (c) SES Alarmed, (d) DSES Alarmed

(noise:   ) (e) SES Alarmed, (f) DSES Alarmed

(noise:   ) (g) SES Alarmed, (h) DSES Al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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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잡음을 로 설정하여 그림 14 (c)와 

(d)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해당 실험은 표 3과 같이 

전체 2,834,016 비트가 전송되고 암호 동기와 프레임에 

변경된 잡음은 90,720 비트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SES Alarmed에서 발생한 전체 프레임 동기 오류 횟수

는 3회 발생하였으며, DSES Alarmed에서 발생한 전체 

프레임 동기 오류 횟수는 1회 발생하였다. 

Table. 3    noise rate and High

SES Alarmed DSES Alarmed

Total frame 
Synchronize error

3 1

Total transport bits 2,834,016 2,834,016

Total error bits 90,720 90,720

5.4. 높은 임계값에 따른 복호화 결과

다음은 표 1의 기본 실험 환경에서 잡음을 로 

설정하여 그림 14 (e)와 (f)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해

당 실험은 표 4와 같이 전체 2,834,016 비트가 전송되고 

암호 동기와 프레임에 변경된 잡음은 90,720 비트로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SES Alarmed에서 발생한 전체 프

레임 동기 오류 횟수 는 3회 발생하였으며, DSES 

Alarmed에서 발생한 전체 프레임 동기 오류 횟수는 1회 

발생하였다. 

Table. 4    noise rate and Low

SES Alarmed DSES Alarmed

Total frame 
Synchronize error

2,026 64

Total transport bits 2,834,016 2,834,016

Total error bits 90,720 90,720

잡음을 로 설정하여 그림 14 (g)와 (h)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해당 실험은 표 5와 같이 전체 

2,834,016 비트가 전송되고 암호 동기와 프레임에 변경

된 잡음은 90,720 비트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SES 

Alarmed에서 발생한 전체 프레임 동기 오류 횟수 는 3

회 발생하였으며, DSES Alarmed에서 발생한 전체 프

레임 동기 오류 횟수는 1회 발생하였다. 

Table. 5    noise rate and Low

SES Alarmed DSES Alarmed

Total frame 
Synchronize error

4 0

Total transport bits 2,834,016 2,834,016

Total error bits 90,720 90,720

그림 14에서 채널의 잡음이 무작위로 입력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림 (b)의 일부에서 암호 

동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과 이외의 그림에서 간

혹 암호 동기가 발생하고 몇몇 구역에서 발생한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작위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좋

은 분포도를 가지지만 일부의 경우 나쁜 분포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속된 정보가 노이즈의 영향을 받는 진도

가 블록단위로 분할하여 구성한 프레임보다 많은 양의 

재동기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지 정보에 

직접적으로 노이즈가 간섭된 경우 완성된 데이터의 인

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부 보정이 수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Ⅵ. 결  론

 CCSDS가 제안하는 표준 링크 암호는 자체 재동기 

과정이 누락되어 수신측에서 임의의 오류 임계값을 초

과하는 실패가 반복될 경우 송신측으로 재동기를 요청

하는 SES Alarmed를 살펴보았다. SES Alarmed는 링크 

데이터 전체를 AES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함에 따라 약

간의 노이즈가 간섭되어도 복호화를 통해 복수의 비트

에서 변경에 따라 SES Alarmed 동기 신호 및 HDLC 프

레임 Flag의 일부 오차를 허용함으로써 동기화 횟수를 

낮추는 것을 염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ES Alarmed가 노이즈로 인하여 연

속된 데이터가 간섭받는 행위를 낮추고 동기화 횟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HDLC 프레임 배열을 변경하

여보았다. 실험 결과 재동기 확률을 낮추는 것에 약간

의 기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노이즈가 일정 부분에 집

중되지 않고 넓게 분포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활용

하여 특정 데이터 형식에 따라 오류 복원 코드를 사용

할 경우 SES Alarmed 혹은 DSES Alarmed와 같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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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해 재전송 비율을 낮추어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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