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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단말국에서는 자신의 MAC((Medium Access Control) 주소와 연계된 사설 IP(Internet Protocol) 주소 범위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중심국에서는 사설 IP 주소 및 공인 IP 주소를 상호 변환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설정

변경 없이 외부망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위성 통신 시스템의 중심국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단계; 상기 사용자의 사설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제1변환단계; 외부망의 서버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제1전송단계; 상기 외부망의 서버로부터 상기 데이터 요청 패킷에 대한 응

답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변환된 공인 IP 주소를 다시 사설 IP 주소로 변환하는 제2변환단계; 및 매핑 테이블 정보를 이용

하여 상기 수신된 응답 패킷을 상기 사용자로 전송하는 제2전송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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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위성 통신 시스템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색인어

위성 통신, 독립망, 사설망, IP 주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위성 통신 시스템의 일실시예 전체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과정을 설명하는 일실시예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과정을 설명하는 다른 일실시예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하나의 중심국, 다수의 단

말국 그리고 이에 접속하는 다수의 사용자 PC들로 구성되는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심국 및 단말국을 설치할 때, 상기 중심국 및 단말국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중심국 라우터만을 외

부망과 연동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종망간의 망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의 중심국 및 단말국은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며, 별도의 주소 변환 기법 등을 사용하

지 않는다. 따라서, 중심국 및 단말국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심국 및 단말국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네

크워크 정보는 변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초기 동작 시험을 포함하여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별도의 공인 IP 주소를 할당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단말국의 수가 증가할수록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또한 기존의 망과 분리되지 못하

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심국 및 단말국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에도 연동되는 지상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망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단말국에서는 자신의 MAC((Medium Access Control) 주소와

연계된 사설 IP(Internet Protocol) 주소 범위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중심국에서는 사설 IP 주소 및 공인 IP 주소를 상호변

환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설정 변경 없이 외부망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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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위성 통신 시스템의 중심국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

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단계; 상기 사용자의 사설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

는 제1변환단계; 외부망의 서버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제1전송단계; 상기 외부망의 서버로

부터 상기 데이터 요청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변환된 공인 IP 주소를 다시 사설 IP 주소로 변환하는 제2

변환단계; 및 매핑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응답 패킷을 상기 사용자로 전송하는 제2전송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위성 통신 시스템의 일실시예 전체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되는 위성 통신 시스템은 중심국(100), 중심국 RF 장치(107), 위성(201), 단말국

(400), 단말국 RF 장치(405), 인터넷망(301) 및 최종 사용자 PC(501~50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 때, 중심국(100)은 역방향링크 복조부(101), 수신데이터 처리부(102), 라우터(103), 송신데이터 처리부(104), 순방향

링크 변조부(105) 및 망관리부(106)를 포함한다.

역방향링크 복조부(101)는 단말국(400)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중심국 RF 장치(107)를 통해 수신하고, 수신한 신호를 복

조 및 채널 디코딩하여 베이스 밴드 신호로 변환한 후 수신데이터 처리부(102)로 출력한다.

수신데이터 처리부(102)는 역방향링크 복조부(101)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 중 트래픽 데이터를 라우터(103)로 출력한다.

라우터(103)는 수신한 트래픽 데이터를 외부 인터넷망(301)로 전송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외부 인터넷망(301)

으로부터 수신한다.

송신데이터 처리부(104)는 가입자로부터 요청된 데이터를 라우터(103)로부터 입력받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입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할당된 IP 주소와 가입자 단말국의 하드웨어 주소를 이용하여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데이터 방송 규격의 MPE(Multi-Protocol Encapsulation) 방식으로 캡슐화한 후 MPEG-2 TS(Transport

Stream) 패킷으로 변환한다.

또한, 송신데이터 처리부(104)는 망관리부(106)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 패킷의 목적지 주소에 따라 해당하는 단말국

(400)의 MAC(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검색한다.

망관리부(106)는 가입자가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가용한 네트워크 자원을 확인하여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또한

망관리부(106)는 가입한 단말국(400)들의 네트워크 정보를 송신데이터 처리부(104)로 전송하여 송신데이터 처리부(104)

가 사용자 요청 데이터를 위성 전송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순방향링크 변조부(105)는 송신데이터 처리부(104)로부터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여 변조 및 채널 코딩하여 중심국 RF

장치(107)로 출력한다.

한편, 단말국(400)은 순방향링크 복조부(401), 데이터 처리부(402),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403), 역방향링크 변조부(404)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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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향링크 복조부(401)는 중심국(100)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단말국 RF 장치(405)를 통해 수신하고, 수신한 신호를

복조 및 채널 디코딩하여 데이터 처리부(402)로 출력한다.

데이터 처리부(402)는 순방향링크 복조부(401)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제어 데이터 및 트래픽 데이터로 구분 처리하고, 사

용자 PC(501~503)와의 네트워크 환경을 관리하며, 또한 송수신 데이터의 전송 계층 데이터 형식을 변환한다.

DHCP 서버(403)는 중심국(100)으로부터 할당받은 사설 IP 주소 범위를 최종 사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할당한다. 즉, 동적

IP 주소 할당 기능을 수행한다.

역방향링크 변조부(404)는 데이터 처리부(402)로부터 출력된 IP 기반의 사용자 데이터를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셀 또는 MPEG-TS 패킷 형태로 변환하고, 변환된 패킷을 변조 및 채널 코딩하여 단말국 RF 장치(405)로 출력한

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과정을 설명하는 일실시예 도면이다.

먼저, 망관리부(106)는 초기 시스템 설정시 송신데이터 처리부(104) 및 라우터(103)를 제외한 나머지 중심국 구성요소에

사설 IP 주소 및 게이트웨이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수신한 중심국 구성요소들은 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설정 과정을 수

행한다(601). 이 때, 라우터(103)는 송수신 데이터에 대한 사설 IP 주소와 공인 IP 주소에 대한 변환 기능(NA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초기 설정이 완료된 후, 오프라인(OFF-LINE)으로 단말국(400)으로부터 서비스 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중심국

관리자는 단말국(400)으로부터 자신의 MAC 주소를 제공받아 망관리부(106)에 상기 단말국(400)의 MAC 주소 정보를 설

정한다(602).

이어서, 중심국 관리자는 단말국(400)으로 해당 단말국(400)에서 사용할 사설 IP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및 최종 사용자에

게 할당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 범위를 부여받는다(603). 즉, 중심국 관리자는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한다.

단말국(400)에서는 상기 부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하고 DHCP 서버를 설정한다(604).

한편, 중심국 관리자는 단말국(400)에서 설정된 상기 단말국 정보를 {(단말국 MAC 주소), (최종 사용자 사용 사설 IP 주소

범위)} 형태의 매핑 테이블로 구성하여 망관리부(106)에 설정하고, 망관리부(106)는 이러한 정보를 송신데이터 처리부

(104)로 전달한다(605). 즉, 망관리부(106)는 단말국의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심국(100) 및 단말국(400) 설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최종 사용자로부터 단말국(400)으로 DHCP 요청

이 있는 경우(606), 단말국(400)의 DHCP 서버(403)는 부여받은 사설 IP 주소 범위내의 사설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설정 정

보를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한다(607).

최종 사용자는 전달받은 사설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트워크 설정을 완료하고, 단말국(400)

으로 데이터 서비스 요청 패킷을 전송한다(608).

단말국(400)은 상기 데이터 서비스 요청 패킷을 그대로 중심국(100)의 라우터(103)로 전송하고(609), 라우터(103)는 상

기 데이터 서비스 요청 패킷에 포함된 최종 사용자의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한 후에 인터넷망(301)으로 포워

딩한다(610).

이어서, 라우터(103)는 인터넷망(301)의 외부서버로부터 데이터 서비스 응답 패킷을 수신하고(611), 패킷에 포함된 공인

IP 주소를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612).

이후, 라우터(103)는 사설 IP 주소로 변환된 데이터 서비스 응답 패킷을 송신데이터 처리부(104)로 전송한다(613)

변환된 데이터 서비스 응답 패킷을 수신한 송신데이터 처리부(104)는 망관리부(106)로부터 전달받은 매핑 테이블을 이용

하여 상기 변환된 데이터 서비스 응답 패킷(IP 패킷)을 MPE/MPEG-TS 패킷으로 변환하고(614), 이를 해당 단말국(400)

으로 전송한다(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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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국(400)은 수신한 MPE/MPEG-TS 패킷을 IP 패킷으로 변환하고, 변환한 IP 패킷을 허브를 통해 최종 사용자 PC로

전송한다(616).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과정을 설명하는 다른 일실시예 도면이다.

서비스 제공 전에 단말국(400)은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 때, 단말국(400)은 자신의 MAC 주소 정

보를 제공하게 되고, 중심국 관리자는 신청한 단말국(400)에 사설 IP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및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할 사

설 IP 주소 범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중심국 관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망관리부(106)에 등록한다.

단말국(400)은 부여받은 정보를 이용해 단말국(400) 자신과 DHCP(403) 서버의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망관리부(106)는

단말국 MAC 주소(aa:bb:cc:dd:ee:ff)와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할 사설 IP 주소 범위(192.168.1.1~192.168.1.254)를 매

핑한 정보를 송신데이터 처리부(104)로 전달한다.

초기 설정이 완료된 후, 최종 사용자 #1(501)의 요청에 의해 최종사용자 #1(501)에게 192.168.1.xx.의 사설 IP 주소가 할

당되었다고 가정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최종 사용자 #1은 서비스 수신을 위해 단말국(400)에 데이터 요청을 한다(701). 이 때 IP

패킷의 목적지 주소는 접속하고자 하는 외부 서버 주소인 aa.aa.aa.aa가 되고, 출발지 주소는 자신의 주소인

192.168.1.xx.가 된다.

이어서, 단말국(400)은 수신한 IP 패킷을 그대로 중심국(100)으로 라우팅하고(702), 중심국(100)의 라우터(103)에 수신

된 IP 패킷의 사설 IP 주소 192.168.1.xx.는 주소 변환 기능에 의해 공인 IP 주소 bb.bb.bb.cc로 변환된다(703). 즉, 출발

지 주소가 공인 IP 주소로 변환된다.

출발지 주소가 공인 IP 주소로 변환된 IP 패킷은 주소가 aa.aa.aa.aa인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704), 외부 서버는 상기 IP

패킷에 대응하여 응답 패킷을 전송한다(705).

전송된 응답 패킷의 공인 IP 주소는 중심국(100)의 라우터(103)에서 사설 IP 주소로 변환되고(703), 사설 IP 주소로 변환

된 응답 패킷은 송신데이터 처리부(104)로 전송된다(706).

송신데이터 처리부(104)에서는 사전에 망관리부(106)로부터 전달받은 매핑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응답 패킷이 어

떤 단말국으로 전송되어야 하는지를 식별한다(707). 이것은 단말국 MAC 주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말국 MAC 주소는

DVB-S 규격에서 IP 데이터그램을 위성 전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MPE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MPE 섹션으로 구성된 응답 데이터는 MPEG-TS 패킷으로 분할되어 해당 단말국(400)으로 위성 전송되고

(708), 최종적으로 단말국(400)은 사설 IP 주소에 해당하는 최종 사용자 #1에게 패킷을 전송한다(709).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수신한다(801). 이 때, 상기 데이터 요청 패킷에는 목

적지 주소 및 출발지 주소가 포함된다.

이어서, 상기 수신한 패킷에 포함된 사설 IP 주소, 즉 출발지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고(802), 외부망의 서버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전송한다(803).

상기 외부망의 서버로부터 상기 데이터 요청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을 수신하고(804), 상기 변환된 공인 IP 주소를 다시 사

설 IP 주소로 변환한다(805). 즉, 공인 IP 주소를 최초 출발지 주소로 변환한다.

이어서, 매핑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응답 패킷을 상기 사용자로 전송한다(806). 이 때, 상기 매핑 테이블 정

보는 단말국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및 사설 IP 주소 범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상기 변환된 최초 출

발지 주소에 해당하는 단말국 MAC 주소로 상기 수신된 응답 패킷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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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규 서비스 제공시 요구되는 시스템 재구성에 따른 시간 및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지상망과의 연동시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성 통신 시스템의 중심국에서의 네트워크 운용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단계;

상기 사용자의 사설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제1변환단계;

외부망의 서버로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제1전송단계;

상기 외부망의 서버로부터 상기 데이터 요청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변환된 공인 IP 주소를 다시 사설 IP

주소로 변환하는 제2변환단계; 및

매핑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응답 패킷을 상기 사용자로 전송하는 제2전송단계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운용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단계는,

단말국을 통해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단말국은,

상기 중심국으로부터 자신의 사설 IP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및 사용자에게 할당할 사설 IP 주소 범위를 부여받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운용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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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테이블 정보는,

단말국 매체접근제어(Media Access Control) 주소 및 사용자에게 할당할 사설 IP 주소의 범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운용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전송단계는,

매핑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응답 패킷을 MPE(Multi-Protocol Encapsulation)/MPEG-TS(Transport

Stream) 패킷으로 변환하여 단말국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운용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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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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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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