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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제시스템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Data Collection Methods to Standardize Protocols of Safety Supervision System

신광호·엄태화·임담섭·안 진*

Kwang-Ho Shin·Tae-Hwa Um·Dam-Sub Lim·Jin Ahn

1. 서 론

국내 철도는 신호, 전철전력, 통신,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한 열차의 운행을 보장하고 시스

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각 분야별 관제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분야별 관제시스템은 각각의 고유

한 프로토콜과 서로 다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역과 선로 변 설비의 센싱 데이터를 중앙 관제로 전송한다. 현재 철도의 안전

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철도 관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차량, 역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위험을 예측 및 진단하여 제어할 수 있는 철도안전 통합 감시제어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국토부는

철도기술연구사업의 과제로 ‘기존안전검지장치 및 현장 운영데이터 기반 실시간 철도 안전 통합 감시 제어 시스템 개발’[1]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제의 일환으로 철도 안전관제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안전관제 목적상 안전관련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안전관제시스템은 기존 관제시스템들의 현장 데이터 전송장

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한다[2,3]. 이때 TCP, UDP, Serial 통신 프로토콜 등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안전관제시스템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urrent railway control system in Korea is comprised of signaling, electric rail power, communication,

and maintenance systems that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Further, these systems have different mediums and proto-

cols for transmitting the field equipment data to the central control system. The Safety Supervision System has as its

purpose the collecting of safety-related data from each system to predict and prevent accidents, this system utilizes stan-

dard protocol. Safety-related data need to be collected from field data transmission devices of the existing control sys-

tem, the data should be collected without affecting the communication of the existing system. In this study, sniffing

skill, which is typically used for network traffic monitoring or security, is used to collect data.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use of sniffing devices are noted, and the Packet Conversion Node is propos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Further, functional and performance testing were completed for the prototype, and the software architecture and packet

conversion process were verified.

Keywords : Safety supervision system, Packet sniffing, Packet convert phase, Packet convert node, TAP device

초 록 국내 철도의 관제는 신호, 전철전력, 통신, 설비 등 분야별로 고유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각 분야의

관제시스템은 현장 설비의 센싱 데이터를 중앙관제로 전송하는 매체와 프로토콜이 서로 상이하다. 안전관제시스템은

각 분야의 안전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철도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표준 프로토콜

을 사용한다. 안전관련 데이터는 기존 관제시스템의 현장 데이터 전송장치에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존 관제시스템 통신에 영향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네

트워크 트래픽 감시나 보안용으로 사용되는 스니핑을 이용한다. 스니핑 장치를 사용할 때 야기되는 문제점을 설명하

고 해결 방법으로 패킷 변환 노드를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기능과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

S/W아키텍처와 패킷 변환 과정에 대해 검증하였다.

주요어 : 철도안전관제시스템, 패킷 스니핑, 패킷 변환 과정, 패킷 변환 노드, TAP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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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국가 간 운행 철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보장을 위해 ERTMS(European 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4] 표준을 정하고 국가 간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수용하기위해 Overlay[5]를 이용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Overlay

를 사용할 경우 기관 간 또는 국가 간의 네트워크 연동성은 보장되지만, 프로토콜의 상호호환성(Intercompatability)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 내 기기 간의 연동을 위해선 Overlay를 사용한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성 보장 보다는 프로

토콜을 표준화를 통한 상호호환성 보장이 보다 적합하며, 따라서 철도 안전관제 시스템에선 상호호환성 보장을 위한 프로토콜

을 표준화하는 기법을 사용해야한다.

프로토콜의 상호호환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장치의 S/W를 수정하여 안전관제시스템과 새로운 통신을 연결하

는 것이나 운영 중인 장치의 변경은 철도 안전 운행의 위험요소이며, 철도 특성 상 10~20년 운영된 장비는 단종으로 S/W 변

경이 불가능 하거나 고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 통신에 영향 없이 네트워크 통

신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스니핑(sniffing[6])방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프로토콜을 수용하고, 스니핑된 데이터를

표준화 프로토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7]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제안한 아키텍처를 실현하는데 사용되는

스니핑 장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구체적인 패킷 변환 방법과 다수의 프로토콜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S/W 아키

텍처를 제안하고, 패킷 변환 노드를 구현하여 TCP, UDP, Serial 통신 프로토콜 시험 환경으로 기능과 성능을 검증한 연구결과

를 기술한다.

2. 기존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수집 방법

다양한 센서와 그 센서를 통제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종류의 컨트롤러(또는 센서 활용 어플리케

이션)를 증설하기 위해선 1. S/W를 수정해 신규 컨트롤러 추가 방법, 2. Overlay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질적인 컨트롤러 병합

방법, 3. 센서의 데이터를 스니핑하여 새로운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Fig. 1. Three ways of extending sensor network.

2.1 S/W 수정 방법

일반적으로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를 확장하는 새로운 체계 (여기서는 컨트롤러)가 도입되면, 기존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Fig. 1’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새로운 컨트롤러(점선으로 표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센서의 소

스코드를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컨트롤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센서의 개수 만큼의 소스코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높

은 수정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센서 단위로 QoS(Quality of Service)를 적용할 수 있고, 별도의 Overlay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송 단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2.2 Overlay 방법

이미 구축되어있는 두 개의 센서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경우, 특히 센서의 데이터가 민감해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 보안이 요

구되거나 두 개의 센서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경우(예를 들어 각각 서로 다른 폐쇄망에 속해 있는 경우) Overlay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컨트롤러와 컨트롤러를 병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Fig. 1’의 두 번째 그림은 왼쪽에 있는 센서 네트워

크와 오른쪽에 있는 센서 네트워크(점선으로 표현, 오른쪽의 센서들은 생략)를 통합하는 경우이다. Overlay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질적인이고 보안이 요구되는 네트워크를 연동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증된 방법이고,

그림의 경우 2개의 컨트롤러의 소스코드만 수정하면 네트워크를 서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의 S/W를 수정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소스코드 수정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Overlay 네트워크의 특성상 Fragmentation이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결국 가용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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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니핑(Sniffing) 방법

기존의 네트워크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컨트롤러를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센서의 데이터를 스니핑하여 데이터를 수

합하는 방법이다. ‘Fig. 1’의 오른쪽 그림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스니핑하여 새로운 컨트롤러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변경되는 소스코드가 전혀 없고, 센서 단위로 QoS 적용이 가능하며, Overlay 네트워크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패킷의 Fragmentation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Table 1은 안전관제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한 3가지 데이

터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니핑 방법은 기존 코드에서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며, 안전 관제에

필수인 센서 단위의 QoS 적용이 가능하며, 패킷 Fragmentation이 발생하지 않아 네트워크 대역폭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안전 관제 데이터 수집은 스니핑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3. 패킷 스니핑 과정

3.1 TAP 장치를 이용한 패킷 스니핑 

기존 관제시스템의 현장 데이터 전송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인 안전관제시스템은 기존의 관제시스템들의 통신 프

로토콜과 데이터 형태를 분석해야 하며, 기존 관제시스템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시스템 간 전송하는 트래픽

지연이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TAP 장치를 이용한 패킷 스니핑이 필요하다.

TAP 장비[8]는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의 흐름에 접근하기 위한 장비로 네트워크 내 두 개의 End Point간에 물리

적으로 TAP 장비를 연결하여 보안 목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거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장비이다. 본 논문에서 TAP 장치는 기존의 관제시스템에 영향 및 변경 없이 기존 데이터 전송장치에서 안전검지 인터페이

스장치로 안전관제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를 복제 후 분배해주는 역할이다. 

3.2 TAP 장치 동작 방법

‘Fig. 2’는 기존의 데이터 전송장치와 기존의 관제시스템 간 연결에서 TAP 장치의 구성 방식으로 변경되는 연결을 나타낸 그

림이며, 실선은 기존 연결 방식을 말하며 점선은 TAP 장치를 연결 한 후의 네트워크 구조이다. 기존의 데이터 전송장치는 TAP

장치의 Port1에 연결이 되고, 기존의 관제시스템은 TAP 장치의 Port2에 연결 되어 기존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 없이 스니핑

이 가능하다. TAP Port는 스니핑 데이터를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로 전송하는 포트이다. 여기에서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

치는 기존의 데이터 전송장치들의 다양한 안전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

치를 말한다. TAP 장치를 이용하여 스니핑한 데이터의 종류는 관제시스템에 따라 UDP[9], TCP[10], Serial프레임 총 3가지이

며, 단순히 물리적 연결만으로는 세 가지 모두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스니핑한

Table 1. Comparison of data collection methods.

General Code Overlay Sniffing

Code Modification MANY (No. of Sensor) SMALL (No. of Controller) NONE

QoS Appication POSSIBLE IMPOSSIBLE POSSIBLE

Packet Fragmentation NONE EXIST NONE

Fig. 2. TAP device location in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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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패킷이 1) UDP의 경우에는 Destination IP와 Port가 기존의 관제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며, 2) TCP의 경우에는 기

존의 데이터 전송장치와 기존의 관제시스템 간에 TCP Session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3)Serial프레임 인 경우에는 스니핑 한 데

이터가 Ethernet Frame내에 Serial프레임이 감싸진 형태로 전송되어 Ethernet Frame의 Destination MAC 주소가 패킷변환 노드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신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IP, Session, MAC 주소 변

경과 같이 O/S 커널 기능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4장에서 패킷 변환 노드를 제시한다.

4. 패킷 변환 노드

4.1 패킷 변환 노드 설계

‘3.2 TAP 장치 동작 방법’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킷 변환 노드를 설계하였다. 패킷 변환 노드는 1) UDP의

경우 Destination IP와 Port를 변경, 2) TCP의 경우 새로운 TCP Session을 수립, 3) Serial프레임일 경우 IP 스푸핑[11]을 이용

한 Ethernet MAC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Fig. 3’과 같이 S/W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vNIC는 ‘Fig. 2’의 TAP 장치에서 스니핑한 Raw Packet과 같은 패킷을 입력이나 출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고, CLI는

Standard I/O를 통해 관리자의 명령을 받아 패킷 종류에 따라 프로토콜 변환 패턴을 추가/삭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고,

PacketDispatcher는 vNIC으로부터 Ethernet 패킷 입출력, CLI로부터 프로토콜 변환패턴 관리기능과 Protocol Converter관리 기

능을 담당한다. DispatchPattern은 패킷에서의 특정한 형태에 따라 프로토콜을 변환할 수 있도록 Field와 수신한 패킷의 패턴을

매칭하여 Protocol Converter중 하나를 선택한다. ProtocolConverter는 패킷을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이는 SerialConverter,

UDPConverter, TCPConverter로 구성되어있다.

Fig. 3. Packet convert node class diagram.

4.2 패킷 변환 과정

패킷 변환 과정은 ‘Fig. 4’와 같다. PacketDispatcher는 main이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 vNIC에서 패킷이 수신되면, vNIC으로

부터 패킷을 수신 받는다. Packet Dispatcher는 Dispatch Pattern을 이용하여 패킷의 특정 형태와 매칭해보고 결과에 따라

Fig. 4. Packet convert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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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Converter가 선택된다. 그 다음 과정은 선택된 Protocol Converter를 이용하여 패킷을 변환 한 후 마지막으로 변환된

패킷을 vNIC을 통해 송신한다. 패킷의 특정 형태를 매칭하는 방법은 ‘4.3 패킷 매칭 과정’에서 다룬다.

4.3 패킷 매칭 과정

본 논문의 TAP 장치를 이용하여 스니핑한 데이터의 종류는 TCP, UDP, Serial프레임이며, 이를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로

전달하기 위해 패킷 매칭 과정을 Pseudo Code로 표현하면 ‘Table 2’와 같다. PacketDispatcher에서 관리자가 설정한

DispatchPattern에 따라 Packet의 UDP, TCP 패킷 또는 Serial프레임인지 매칭과정을 수행한다.

‘Table 2’의 5번 라인은 ether_type 필드가 UDP 패킷이고, destination IP와 Port가 기존의 관제시스템의 IP, Port일 경우 수신

한 패킷을 UDP 패킷으로 분류한다. 7번 라인은 ether_type 필드가 TCP 패킷이고, Destination IP와 Port가 기존의 관제시스템

IP, Port일 경우 수신한 패킷을 TCP 패킷으로 분류한다. 9번 라인은 ether_type 필드가 TCP 패킷이고, Destination IP가 안전검

지 인터페이스 장치의 IP일 경우 수신한 패킷을 Serial프레임으로 분류한다. 6번 라인의 UDP 변환 방법, 8번 라인의 TCP 변환

방법, 10번 라인의 Serial프레임 변환 방법은 ‘4.4 패킷 변환 방법’에서 자세히 다룬다.

4.4 패킷 변환 방법

본 절에서는 TAP 장치를 통해 스니핑한 데이터 종류에 따라 변환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4.4.1 UDP 패킷 변환

TAP 장치를 통해 스니핑한 데이터가 UDP 패킷일 경우에는 Destination IP와 Destination Port 각각 기존의 관제 시스템 IP와

Port로 되어있기 때문에, 패킷 변환 노드의 UDP Converter를 통해 ‘Fig. 5’와 같이 Destination IP와 Destination Port를 ‘Fig.2’

의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의 IP와 Port로 변경하여 전송한다. UDP Packet 변환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Destination IP와 Destination Port를 관리자가 설정한 IP와 Port로 변환(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의 IP와 Port)하고, UDP

Checksum을 수행한 후 IP Checksum을 수행한다. 그다음 Ethernet의 Source, Destination MAC 주소를 변경하여 패킷 변환을

마친다. 마지막으로 변환된 패킷을 전송하는 순서로 동작한다.

Table 2. Pseudo code of the packet conversion phase.

Line No. Pseudo code

1 // m_ip 

2 // m_udp_port 

3 // m_tcp_port 

4 // s_ip 

5 if(ether_type == UDP && destination_ip == m_ip && destination_udp_port == m_udp_port) {

6 } // UDP conversion codes

7 else if(ether_type == TCP && destination_ip == m_ip && destination_tcp_port == m_tcp_port) {

8 } // TCP conversion codes

9 else if(ether_type == TCP && (destination_ip == s_ip)) {

10 } // Serial conversion codes

Fig. 5. Sequence diagram for UDP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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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TCP 패킷 변환

TAP 장치를 통해 스니핑한 데이터가 TCP 패킷일 경우에는 TCP Connection이 기존의 관제 시스템과 TCP 연결 수립을 하

고 있기 때문에, 패킷 변환 노드의 TCPConverter를 통해 ‘Fig. 7’과 같이 TCP의 Payload를 버퍼링을 한뒤 ‘Fig. 2’의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와 TCP 연결을 재수립한 후 버퍼링한 Payload를 전송한다. TCP Packet 변환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Fig.

8’과 같다. 관리자가 설정한 IP와 Port로 TCP 세션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설정된 IP와 Port로 새로운 TCP 세션을 생

성(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와의 TCP Session)한다. Packet의 Payload 부분을 WriteBuffer에 복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변환된

패킷을 전송하는 순서로 동작한다. TCP의 새로운 세션을 맺기 때문에 스니핑한 패킷일지라도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와 스

트림 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다.

4.4.3 Serial프레임 변환

Serial 통신을 스니핑하는 TAP 장치의 경우 대부분 장거리 전송을 위해 UDP나 TCP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

한다. Serial 통신을 TCP로 변환하는 경우 TCP 통신의 Source는 TAP 장치가 되고, Destination은 인터페이스 장치가 된다.

TAP 장치로부터 전송되고 Destination IP 주소가 인터페이스 장치인 경우 Destination MAC 주소를 인터페이스 장치의 MAC

주소로 변경해 전송하고,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전송되고 Destination IP 주소가 TAP 장치인 경우 Destination MAC 주소를

Fig. 6. Flow chart for UDP packet conversion.

Fig. 7. Sequence diagram for TCP packet.

Fig. 8. Flow chart for TCP packet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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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장치의 MAC 주소로 설정함으로써 TAP 장치와 인터페이스 장치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때 TAP 장치와

인터페이스 장치 간 MAC Learning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TAP 장치에서 보내는 ARP 패킷에 대해 인터페이스 장치 대신 패

킷 변환 노드가 응답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은 ‘Fig. 9’를 참고한다. Serial 프레임 변환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Fig. 10’

과 같다. Source MAC Address를 패킷 변환 노드로 변환 한 후 Destination IP Address가 안전검지 인터페이스일 경우에는

Destination MAC Address를 안전검지 인터페이스로, TAP 장치일 경우에는 Destination MAC Address를 TAP 장치로 변환 한

다. 마지막으로 변환된 패킷을 전송하는 순서로 동작한다.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와 TAP 장치는 패킷 변환 노드의 존재 유

무를 알 필요 없이 통신이 가능하다.

5. 검 증

5.1 기능 검증

5.1.1 기능 검증 테스트

본 논문의 기능 검증을 위한 Network Topology는 Fig. 11과 같다. Client에서 미리 정해진 패턴의 데이터 ‘([년/월/일/시:분:초]

[chxx]hexadecimal값)’를 Server로 전송하고, TAP장치를 통해 Client와 Server간 데이터를 스니핑 한다. 하나의 Network Switch

에 TAP 장치, 패킷 변환노드와 ‘Fig. 2’의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에 해당하면서, 데이터 일치여부를 위한 기능검증을 수행

Fig. 9. Sequence diagram for serial frame.

Fig. 10. Flow chart for serial frame.

Fig. 11. Functional experi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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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Monitor로 구성되어있다. TAP장치, 패킷 변환 노드, Monitor는 Network Switch(1Gbps)에 연결되어 LAN환경으로 구성되

어있기 때문에 MAC 주소를 변경하는 IP 스푸핑을 이용한다.

TAP 장비는 Ethernet TAP을 이용하여 스니핑한 데이터를 패킷 변환 노드로 전송하고, 패킷 변환 노드는 패킷을 재구성하여

Monitor에 전달하여 스니핑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패킷 변환 노드는 기능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시하는 S/W 아키텍처가 정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프로토타입 형태로 기능검증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기능

검증이라 함은 기존의 데이터 전송장치와 기존의 관제 시스템간에서 1단계:스니핑한 데이터를 2단계:패킷 변환 노드를 통해 패

킷 변환하고 3단계: 변환된 패킷 Monitor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이전 1단계에서 스니핑한 데이터와 동일한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 UDP, TCP, Serial(RS-232, RS-485)프레임일 경우에 패킷 변환 노드의 기능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4. 패킷 변환 노드’의 기능검증을 테스트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Fig. 12’와 같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

하였다. ‘Fig. 13’은 ‘Fig. 12’에서 Client에서 Server로 일정한 패턴 ‘([년/월/일/시:분:초][chxx]hexadecimal)’을 가지는 데이터를

송신한 것을 출력한 콘솔 화면이다. 임의의 날짜와 시간은 문자로 표현하고 데이터는 바이너리형식으로 송신한다. 콘솔 출력 화

면은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UDP, TCP, Serial프레임일 경우에도 비슷한 출력화면이므로 추가적인 그림은 생략하였다.

5.1.2 기능 검정 테스트 결과

‘Fig. 14’은 패킷 변환 노드에서 스니핑한 데이터이며, ‘Fig. 15’는 ‘Fig. 12’의 Monitor에서 변환된 패킷을 수신 받아 표출한

데이터이며, ‘Fig. 13’과 ‘Fig. 15’의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패킷 변환

노드의 UDP, TCP, Serial프레임일 경우 패킷 변환 기능이 모두 정상 동작하는 것을 검증 하였다. UDP, TCP, Serial프레임 각각

의 스니핑한 데이터, Monitor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는 콘솔에 출력할 때 비슷한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은 생

략하였다.

5.2 성능 검증

5.2.1 성능 검증 테스트

본 논문의 패킷 변환 노드의 성능 측정을 위한 실험 환경은 ‘Fig. 16’과 같다. Client와 Server는 ‘Fig. 11’과 같은 역할을 하

고, TAP장치는 Client와 Server의 데이터를 스니핑 한다. 패킷 변환 노드는 DPI와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뿐만 아닌 네트워크 성

능에 특화된 네트워크 O/S인 PacketNgin RTOS[12]를 사용하였으며, Client와 Server 그리고 Performance Monitor(이하

Monitor)는 범용 O/S인 Linux를 사용하였다.

Fig. 12. Functional experiment physical environment. Fig. 13. Transmission of data from client to server.

Fig. 14. Conversion of data for sniffing. Fig. 15. Receive data in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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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처리량 측정 및 결과

처리량(Throughput)은 UDP의 크기 별로 각각 64, 128, 256, 512, 1024 그리고 1500bytes 크기를 전송할 경우의 처리량을 측

정하였다. ‘Fig. 17’에서 볼 수 있듯이 패킷 변환 노드의 UDP 패킷 처리량은 일반적인 패킷 처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것

과 유사한 그래프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1Gbps NIC(Network Interface Controller)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치의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 512bytes 크기의 패킷에서 919Mbps로 성능의 한계(Saturation)에 다다르며, 1500bytes 패킷에선 970Mbps로 최대

한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3 지연시간 측정 및 결과

지연시간(Latency)은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CPU의 클럭(clock)을 기준으로 나노초(nano seconds) 단위로 지연 시간을 측

정하였다. 정확한 지연시간 측정을 위해서 Client에서 Monitor의 지연시간을 측정하였고(w/o Packet Converter), 패킷 변환 노

드를 포함시켜 지연 시간을 측정하였다(w/Packet Converter). ‘Fig. 18’에서 볼 수 있듯이 Client에서 전송한 패킷이 패킷 변환

노드에 바로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163us이고, 패킷 변환 노드를 거쳤을 경우는 201us로 패킷 변환 노드에서 패킷 처리에 걸

린 시간은 불과 38us에 불과하다. Linux와 Linux에서 패킷을 보내고 받는 시간에 비해 패킷 변환 노드에서 패킷 처리에 걸린

시간은 상대적으로 23% 밖에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 Linux와 같은 범용 O/S에서 패킷을 처리하는 시간에 비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5.2.4 지연시간의 변폭 측정 및 결과

철도 안전관제시스템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합해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패킷 변환 노드에서 실시간성을 지

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패킷이 입력되었을 때 처리되어 출력되는 시간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지연시간의 변폭이 적은 시스템일수록 실시간성이 높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변폭은 지연시간의 60초 이상의 통계자료를 기

준으로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다.

‘Fig. 19’에서 볼 수 있듯이 패킷 변환 노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지연시간의 변폭은 24.97이고, 패킷 변환이 포함되었을

경우 25.83으로 패킷 변환 노드는 지연시간의 변폭에 3.4%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패킷 변환 노드의 실시

Fig. 16. Latency experiment environment.

Fig. 17. UDP throughput of packet conversion. Fig. 18. Latency of packet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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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은 Linux의 실시간성에 비해 약 29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Linux와 같은 범용 O/S가 효율적인 자원

처리를 위해 실시간성 보다는 높은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패킷 변환 노드의 기반이 되는 PacketNgin RTOS는 실

시간성에 초점을 맞추는 RTOS(Real-Time Operating System)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실시간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결 론

기존의 데이터 전송장치와 관제시스템 간의 통신에서 기존의 데이터 전송장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관제시스템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기위한 방법으로 스니핑 방법을 이용한다. 네트워크 연결 변경과 같은 O/S 커널

기능은 변경할 수 없어 스니핑 장치의 연결만으로 데이터를 또 다른 목적지인 안전검지 인터페이스 장치로 전달할 수 없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니핑한 데이터가 UDP 패킷일 경우에는 Destination IP, Port를 변경하고, TCP 패킷일 경우에는 새로운

세션을 연결하고, Serial프레임일 경우 스니핑한 데이터가 Ethernet 프레임 내에 Serial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MAC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패킷 변환 노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패킷 변환 방법의 기능 검증을 위해 패킷 변환 노드를

구현하여 기능 테스트를 통해 스니핑 한 데이터가 UDP, TCP, Serial프레임일 경우에 각각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는 패킷 변환이 필요한 프로토콜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안전관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센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준 프로토콜로 적용하고자하는 다양한 분야의 관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성능부분에서는 패킷

변환 노드의 UDP를 처리하는 시간이 38us, UDP 패킷일 때 Network Switch의 최대 Bandwidth에 근접한 1Gbps, 패킷 변환 노

드 기능 수행 중 Loss Rate는 0%로 우수한 성능이 도출되었다. 향후 논문에서는 제시한 UDP, TCP, Serial프레임에 더하여

ZigBee, Wi-Fi와 같은 무선 환경을 지원하는 Converter를 추가하여 안전관제시스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TCP의 성능을 UDP와 유사하게 성능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패킷 변환 노드를 통해 데이

터를 전달 받아 철도 안전관제시스템의 프로토콜에 DDS[13]를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 노드 개발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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