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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BACnet MS/TP 프로토콜의 
실험적 성능해석

Experi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of BACnet MS/TP Protocol 
Using Network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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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network-based control system, measurement and control information is delivered by the network 

messages. Therefore, the performance of control system is directly affected by the performance of network system. 

System engineers ne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network system to maintain the entire system in stable condition. 

BACne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data communication protocol especially designed for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In this study, experi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ies of BACnet MS/TP protocol and their practical 

evaluation resul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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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  이후 자기술과 IT기술  통신기술의 부신 

발 에 힘입어 제어  자동화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반 제

어시스템의 보   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앙제

어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아날로그 신호 연결에 기반을 

둔 앙집 식 제어 시스템과 다르게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 

제어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들은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된 

장치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에 의해 달된다. 따라서 네

트워크 기반 제어시스템에서 상  제어 시스템의 성능은 하

부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에 의해 직 으로 향을 받는

다. 따라서 시스템 엔지니어가 상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안정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하부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

능을 분석하여 안정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BACnet(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Network)은 

빌딩 자동화  제어 시스템에서 장치들 간의 데이터 통신

을 규정하기 해 개발된 빌딩 자동 제어 용 데이터 통신 

로토콜이다[1]. BACnet은 1995년 미국의 냉난방공조학회

인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에 의해 최 로 규격이 발

표되었으며, 같은 해에 미국 ANSI 표 으로 등록되었다. 국

내에서는 1999년 빌딩자동화 네트워크의 KS 표  규격(KS 

X 6909)으로 채택되었고[2], 2003년에는 빌딩자동화  제어

시스템에 한 반 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규

격인 ISO 16484의 빌딩 자동화  제어 시스템의 표  통신 

로토콜로 채택되었다[3]. BACnet의 자세한 기술  내용에 

한 설명은 [2], [3], [4], [6], [7], [10]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10]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리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NMS)을 이용하여 

BACnet MS/TP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 으로 해

석하는 방법과 그 결과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

제 실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실증  데이터들로서 국내 

BACnet 기반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의 개발  성능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2. BACnet 성능해석 련 선행연구

BACnet은 다양한 통신매체를 수용하기 하여 Ethernet, 

ARCnet, PTP(Point-To-Point), MS/TP(Master-Slave/Token 

-Passing), LonTalk, BACnet/IP, ZigBee[4], KNX[5] 등 다

양한 데이터 링크 계층 로토콜을 선택사항으로 채택함으

로써 네트워크의 확장성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

나 이 게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성과 성능을 리하기 한 

네트워크 리 계층 는 네트워크 리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시스템 운 자 는 엔지니어가 하부 네트

워크 시스템의 상태를 분석하여 리할 수 없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의 경우 제어기에 

탑재되는 응용 로그램의 동작, 스 , 계 , 날씨, 이벤트, 

알람 등 시스템의 운용 조건에 따라 그 동작이 달라지며 이

에 따라 하부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도 시시각각 

변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 엔지니어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여 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10]에서는 기존 

BACnet 규격을 수하면서 별도의 부가 장치 없이 BACnet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리 

시스템(NMS)의 개념과 그 구 방법에 해 소개하 다. 

BACnet MS/TP 로토콜은 RS-485 통신방식을 이용하

는 토큰-패싱 로토콜로 BACnet의 데이터링크 선택사항 

 필드 벨 네트워크로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선행연

구인 [8]과 [9] 역시 실험모델을 이용하여 BACnet M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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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과 실내 조명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한 실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과 [9]는 

시스템의 성능을 측하기 해 [7]에서 제안하고 있는 네트

워크 감시 장치와 함께 각 제어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한 별도의 데이터 수집 장치가 필요하므로 연구

용으로는 합하나 실제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에 용하여 

사용하기에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반면 [10]에서 제시

하고 있는 NMS 모델은 별도의 측 장비  하드웨어 교

체 없이 기존 필드제어기의 로토콜 스택과 소 트웨어를 

업그 이드 하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10]에서 제안하고 있는 NMS 모델을 채

택하여 실험모델을 구축하고, 실험을 통해 BACnet MS/TP 

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한다. 

3. 실험  성능해석 방법

실험모델을 이용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해석은 실험모

델의 구성과 실험조건  실험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에서 제시하고 있는 BACnet 

기반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BACnet MS/TP 네트워크 세그

먼트에 한 실험모델을 구축하고 [11]에서 제시한 실험방법

과 제조건  유의사항 들을 반 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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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모델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model

실험모델은 총 11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모든 노드들은 

[7]에서 제시한 필드제어기 하드웨어에 [10]에서 제시한 

BACnet MS/TP 로토콜 스택  NMS를 용하여 구성된

다. 0번 노드(Node 0)에는 네트워크 리자 개체(NMR 

Entity)가 탑재되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노드들(Node 1∼

Node 10)에는 네트워크 리 에이 트 개체(NMA Entity)

가 탑재된다. 1번 노드에서 10번 노드에는 가상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하기 한 트래픽 발생기(TLoad_Gen)가 응용 

로그램으로 탑재되어 실험 설정에 따라 지수분포를 갖는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 BACnet MS/TP 로토콜의 성능은 네트워

크 트래픽 로드(Network Traffic Load)와 로컬 트래픽 로드

(Local Traffic Load)  토큰 순환 시간(Token Rotation 

Time, TRT)과 메시지 순환 시간(Round Trip Time, RTT)

으로 분석한다. 모든 노드들은 BACnet MS/TP 마스터 노드

들로 구성되며, 마스터 노드가 토큰을 수신하 을 때 송신할 

수 있는 최  임의 개수를 지정하는 Nmax_info_frames 라

미터는 [8]과 [9]의 결과에 따라 10으로 설정된다.

3.1 트래픽 로드(Traffic Load)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노드에서의 로컬 트래픽 

로드(Local_Traffic_Load)는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Avg_Frame_Length는 바이트 단 의 평균 임 길이를 

의미하며, 이를 비트 송시간으로 변경하기 해서는 

RS-485 통신방식에 따라 Start Bit와 End Bit를 고려하여 10

비트로 계산한다. Baud_Rate는 당 데이터 송률로 본 실

험에서는 78600bps로 고정하 다. Avg_Frame_Interval은 

리세컨드(ms) 단 의 평균 임 발생 간격을 의미한다. 따

라서 Local_Traffic_Load는 데이터 송률 비 각 노드의 

데이터 링크 송신 큐에 쌓이는 단  시간 당 내부 트래픽의 

양을 퍼센트(%) 단 로 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ocal_Traffic_Load 값은 데이터 링크 임이 송신 큐에 

추가될 때 계산된다. 

100 Avg_Frame_Length 10Local_Traffic_Load =
(Baud_Rate Avg_Frame_Interval 1000)

× ×
× ÷ (1)

1번 노드부터 10번 노드의 NMA 객체는  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노드에서 발생되는 로컬 트래픽 로드(Local_Traffic_ 

Load)를 계산한다. NMR 개체는 NMA 객체로 부터  Local_ 

Traffic_Load를 수집하여 체 Network_Traffic_Load를 계산

한다.

3.2 토큰 순환 시간(Token Rotation Time, TRT)

RS-485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BACnet MS/TP 로토콜

은 BACnet을 해 특별히 고안된 일종의 토큰버스 로토

콜이다. 토큰은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로 순차 으로 

달되어 순환한다. BACnet MS/TP 로토콜의 동작  구

방법은 [7]에서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TRT는 NMR 개체

가 탑재된 노드 0번이 매 번 토큰을 수신할 때마다 이  토

큰을 수신한 시간과의 차이를 리세컨드(ms) 단 로 계산

한다.

3.3 메시지 순환 시간(Round Trip Time, RTT)

일반 으로 네트워크 기반 제어 시스템에서 메시지 순환

시간은 서비스 요청 노드의 응용 계층에서 메시지가 발생한 

순간부터 상 방 노드에 의한 응답이 서비스 요청 노드의 

응용 계층에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소요시간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에서 부분의 메시지 시간 지연은 송

신 큐에서의 메시지 송 기시간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

서 하나의 메시지 트랜잭션(Transaction)에서 발생되는 부

분의 시간 지연은 서비스를 요청하는 노드의 송 큐에서의 

메시지 송 기 시간과 서비스에 응답하는 노드의 송 

큐에서의 메시지 송 기 시간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다. [10]에서 제안한 NMS에서는 네트워크 리의 에서 

네트워크 리자 노드에 의한 시간 지연을 제외하고 네트워

크 시스템과 상 방 노드들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측정하기 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RTT를 정의하 다. 

RTT는 [10]의 경우와 동일하게 메시지가 네트워크 리자 

노드의 송신 큐를 떠나는 순간부터 상 방 노드에 의한 응

답이 네트워크 리자의 수신 큐에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소

요 시간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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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칭형 트래픽 로드 환경

Fig. 3 Symmetric Traffic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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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inition of Round Trip Time

3.4 트래픽 로드의 설정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기반 빌딩 자동 제어 시

스템에서 발생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각 제어기에 탑재된 

응용 로그램의 동작, 계 , 온도, 시간, 날씨, 이벤트, 알람, 

사용자 명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를 

들어 사무용 건물의 경우 출근 시간 에는 조명, 냉난방, 출

입통제 등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들에서 메시지 발생 빈

도가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여름철 최  력 수요 제어를 

수행하는 경우 력제어와 련된 특정 장치에서의 메시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트래픽 로드 환경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트래픽 로드

를 가지고 증가하는 칭형 트래픽 로드 환경과 (2)특정 노

드의 트래픽이 다른 노드들에 비해 집 되는 집 형 트래픽 

로드 환경  (3)특정 노드에서의 트래픽 로드만 격히 증

가하는 단독 트래픽 로드 환경으로 나 어 성능을 측정한다.

4. 성능해석 결과  분석

4.1 칭형 트래픽 로드 환경

칭형 트래픽 로드 환경은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서 유사

하게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다

음 그림 3과 같이 네트워크 리자 노드를 제외한 노드 1번부

터 노드 10번까지 각 노드들의 트래픽 발생기(TLoad_Gen)의 

평균 메시지 발생 빈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증가시키면서 네

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한다. 

그림 4는 칭형 트래픽 로드 환경에서 체 네트워크 트

래픽의 증가에 따른 각 노드에서의 평균 Local_Traffic_Load

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4에서 X축은 체 네트워크의 트

래픽 로드 설정 값을 의미하며 Y축은 각 노드에서 측정된 

평균 Local_Traffic_Load 값을 의미한다.

그림 4 칭 환경에서 평균 Local_Traffic_Load 측정 결과

Fig. 4 Average Local_Traffic_Load in Symmetric Condition

그림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 로드

의 설정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각 노드에서 측정되는 평균 

Local_Traffic_Load 값이 모든 노드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엔지니어는 NMS

를 통해 각 노드에 내부에서 발생되는 Local_Traffic_Load를 

측정하여 감시할 수 있다.

그림 5는 칭 환경에서 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에 

따른 체 네트워크의 평균  최  Network_Traffic_Load

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5 칭 환경에서 평균  최  Network_Traffic_Load

Fig. 5 Average and Maximum Network_Traffic_Load in 

Symmetric Condition

그림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 로드

의 설정 값이 증가함에 따라 NMS를 통해 체 네트워크의 

평균  최  트래픽 로드가 정상 으로 측정됨을 알 수 있

다. 즉 그림 4와 그림 5의 결과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NMS

를 통해 별도의 부가장치 없이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뿐만 

아니라 각 장치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평균  최  트래픽 

로드를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측하여 리할 수 있음

을 보여 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NMS를 통해 체 네트워

크 트래픽 로드  로컬 트래픽 로드를 측하고 분석하여 

이상 상에 해 수정, 보완  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네

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림 6은 칭 환경에서 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에 

따른 평균  최  TRT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6에서 X

축은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 로드 설정 값을 의미하며 Y

축은 네트워크 리 노드에서 측정된 리세컨드(ms) 단

의 TRT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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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집 형 환경에서 평균 Local_Traffic_Load

Fig. 9 Average Local_Traffic_Load in Centralized Condition

그림 6 칭 환경에서 평균  최  Token Rotation Time

Fig. 6 Average and Maximum TRT in Symmetric Condition

그림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 로드

의 설정 값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최  TRT 값이 지수

으로 증가한다. 이는 [6]에서 제시한 시뮬 이션 결과  

[8], [9]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그러나 그림 6의 측정 결과는 별도의 데이터 수집 장치 없

이 NMS만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MS/TP 네트워크의 

토큰 순환 시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결과라는 에서 차이

가 있다.

다음 그림 7은 칭 환경에서 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

가에 따른 각 노드에 한 평균 RTT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7에서 X축은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 로드 설정 값을 

의미하며 Y축은 네트워크 리 노드에서 측정된 리세컨

드(ms) 단 의 RTT 값을 의미한다. 즉 RTT-01은 1번 노

드에 한 RTT 측정값이며, RTT-09는 9번 노드에 한 

RTT 측정값을 의미한다. 

그림 7 칭 환경에서 평균 Round Trip Time

Fig. 7 Average RTT in Symmetric Condition

그림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리자 노드에서 측

정한 RTT 값은 MS/TP 로토콜의 노드 주소에 의해 향

을 받는다. 즉 낮은 주소의 메시지 응답이 높은 주소의 메

시지 응답보다 빠르다. 이는 MS/TP 로토콜의 규약 상 토

큰이 낮은 주소로부터 높은 주소로 순환하기 때문이며, 높은 

주소의 노드는 토큰이 이  노드들 거쳐 자신에게 달될 

때가지 기다려야 하므로 높은 주소의 RTT가 더 큰 값을 

갖는 것이다. 한 본 실험에서 네트워크 리자 노드의 주

소를 0번으로 할당하 기 때문에 RTT-01이 가장 작고 

RTT-10이 가장 큰 값으로 측정되었지만, 일반 인 경우라

면 NMR 개체가 탑재된 네트워크 리자 노드의 주소에 다

음 주소의 노드에서 RTT 값이 가장 작고 네트워크 리자 

노드 직 의 주소로 할당된 노드에서의 RTT 값이 가장 크

게 된다. 따라서 BACnet MS/TP 네트워크 기반의 제어 시

스템을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 시스템의 구성을 고려하여 각 

장치의 MS/TP 노드 주소를 히 할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집 형 트래픽 로드 환경

일반 으로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은 제어 로그램이 탑

재되는 하나의 빌딩 제어기에 여러 의 필드제어기가 연결

되어 구성된다. 이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은 제어 로그램

이 탑재되는 빌딩 제어기에 집 된다. 집 형 트래픽 로드 

환경은 이와 같이 특정 노드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집 되는 

환경을 가정한 것으로 그림 8과 같이 필드제어기로 동작하

는 2번 노드부터 10번 노드에서는 트래픽 로드가 0에서 3%

로 동일하게 증가하는 동안 빌딩 제어기를 가정한 1번 노드

에서는 0에서 30%로 10배의 트래픽 로드가 발생하도록 설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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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집 형 트래픽 로드 환경

Fig. 8 Centralized Traffic Load Condition

그림 9는 집 형 트래픽 환경에서 체 네트워크 트래픽

의 증가에 따른 각 노드에서의 평균 Local_Traffic_Load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집 형 환경

의 실험 설정 로 Local_Traffic_Load가 2번 노드부터 10번 

노드에는 0에서 3%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동안 노드 1번에

는 0에서 27%까지 약 10배의 트래픽 로드가 발생하고 있으

며 이러한 데이터들이 별도의 데이터 수집 장치 없이 NMS

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엔지니어는 NMS를 통해 특정 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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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로드가 집 되는 상과 그 변화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림 10은 집 형 트래픽 환경에서 체 네트워크 트래픽

의 증가에 따른 평균  최  TRT를 측정한 결과이다. 집

형 환경에서의 TRT의 변화 추이는 그림 6의 칭형 환

경에서의 TRT의 변화 추이와 유사하게 체 트래픽 로드

가 50%를 넘으면서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번 노드에서 트래픽이 집 되어 증가함에 따라 1번 노드에

서의 토큰 유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체 토큰 순환

시간이 지수 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해 비

록 나머지 노드들에서 로컬 트래픽이 상 으로 게 발생

하더라도 특정 노드의 로컬 트래픽이 증가하여 체 네트워

크 트래픽이 50%를 넘으면 체 네트워크의 토큰 순환 시

간이 지수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리자는 비 칭 환경에서도 체 트래픽 로드가 50%를 넘지

않도록 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집 형 환경에서 평균  최  TRT

Fig. 10 Average and Maximum TRT in Centralized 

Condition

그림 11은 집 형 환경에서 네트워크 리자 노드에서 측

정한 각 노드에 한 평균 RTT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1 집 형 환경에서 평균 RTT

Fig. 11 Average RTT in Centralized Condition

그림 11의 측정결과는 그림 7의 칭형 환경에서의 결과

와 다르게 체 네트워크 트래픽이 채 50%가 되기 에 1

번 노드의 평균 RTT(RTT-01)가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번 노드에서 발생되는 로컬 트래픽에 비해 

Nmax_info_frames 라미터의 설정 값이 10으로 제한됨에 따라 

송되지 못한 메시지들이 송신 큐에 쌓임으로써 메시지 

송 기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송신 큐

에서의 메시지 기 시간의 증가나 RTT의 증가보다도 더

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 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메시지

들로 인해 송되지 못한 메시지들이 송신 큐에서 폐기

(discard)되거나 새로운 메시지들로 덮어써(overwrite)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만 한 은 

1번 노드에 10배의 트래픽이 집 되는 환경에서도 네트워크 

트래픽이 45%를 넘지 않으면 1번 노드에서의 평균 RTT 

(RTT-01) 값이 다른 노드들의 평균 RTT값 보다 작게 유

지된다는 것이다. 즉 집 형 트래픽 로드 환경에서도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45% 이하로 유지하여야 시스템의 안

정 인 동작을 보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단독 트래픽 로드 환경

단독 트래픽 로드 환경은 네트워크 상의 특정 노드에서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체 네트워크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그림 12와 같이 노드 2번부터 노드 

10번까지는 로컬 트래픽 로드가 2.86%로 고정된 상태에서 

노드 1번의 트래픽이 2.86에서 30.15%로 차 증가하도록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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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단독 트래픽 로드 환경

Fig. 12 Unit Traffic Load Condition

그림 13은 단독 트래픽 로드 환경에서 체 네트워크 트

래픽의 증가에 따른 평균  최  TRT 값을 측정한 결과

이다. 그림 12의 설정에 따라 체 네트워크 트래픽이 28.6

에서 60%까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최  TRT가 지수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6의 칭형 환경에서

의 측정 결과  그림 10의 집 형 환경에서의 결과와 유사

하며 이를 통해 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분포 형태가 토큰 

순환 시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단독 트래픽 로드 환경에서 평균  최  TRT

Fig. 13 Average and Maximum TRT in Unit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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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단독 트래픽 로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리자 

노드에서 각 노드에 한 평균 RTT 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체 네트워크 트래픽이 28.6에서 60%까지 증가함에 따라 

로컬 트래픽이 고정된 노드 2번부터 노드 10번에 한 

RTT 값이 조 씩 증가하는 반면 체 네트워크 트래픽이 

47%를 넘으면서 노드 1번의 RTT(RTT-01) 값이 격히 

증가한다. 이는 그림 11의 집 형 환경에서의 RTT 측정 결

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11과 그림 14의 결과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 로드가 특정 노드에 집 되어 증가하

거나 특정 노드에서의 로컬 트래픽 로드가 격히 증가하더

라도 다른 노드들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오히려 특정 노드에서 송되지 못한 메시지들이 쌓여 

넘치는 메시지 오버 로우(Message Overflow) 상이 발생

하게 되므로 시스템 엔지니어가 체 네트워크 트래픽 로드

가 5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과 함께 각 노드에서 발

생 되는 로컬 트래픽 로드를 모니터링 하여 리하는 것이 

요하다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단독 트래픽 로드 환경에서 평균  최  TRT

Fig. 14 Average and Maximum TRT in Unit Load Condit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ACnet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

(NMS)을 이용한 실험  성능해석 방법과 BACnet MS/TP  

실험모델을 통한 성능 해석 결과들을 제시하 다. 본 실험 

결과 시스템의 안정 인 동작을 보장하기 해 시스템 엔지

니어는 체 네트워크의 트래픽 로드뿐만 아니라 각 노드의 

로컬 트래픽 로드도 측하여 리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

구에서 제시한 NMS  성능 해석 방법들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부가장치 없이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  성능해석 방법과 실험 결과들은 BACnet MS/TP 기

반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의 개발  성능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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