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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정된 위성통신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에 대한 성능과 사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다. 본 논문에서는 K-water 홍수예보·경보망으로 운영 중인 위성통신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심국과 관측국간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의 속도를 측정하는 FTP 및 핑 시험과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도입한 시험방법에 의한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TCP 가속기의 영향은 관측국에서 다운

로드시 120% 속도 향상이 되었으며,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고, 트래픽 분석에서는 네트워크상에 접

속되는 프로토콜 종류와 사용량을 파악하였다. 도입한 위성수문관측시스템의 성능 시험 및 트래픽 분석을 통하여 위

성통신시스템의 환경보완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통신망의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efficiently use defined satellite network resources, it is a priority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and usage 
of the network. In this paper, in order to analyze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in th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operated by K-water flood forecast and alarm network, FTP and ping testing and network traffic 
analysis methods of measuring download and upload speed between central and observational countries were introduce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transmission speed by the introduced test method, the effects of TCP accelerators have been 
improved by 120% upon download from the observational station. Through the performance test and traffic analysis of 
the satellite hydrologic observation system introduced,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were derived so that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tability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could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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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K-water는 6대강 수계에 22개의 다목적댐 및 14개의 

용수전용댐 유역에 홍수예경보설비용으로 위성통신장

비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Ku 대역의 위성통신

망을 주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유선 및 VHF(Very High 
Frequency), LTE(Long Term Evolution) 등을 보조통신

망으로 이중화되어 운영중이다. 주 통신망인 위성통신

망은 본사의 중심국 설비와 댐제어국 설비, 수위국 및 

우량국, 경보국 등의 단말국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한정된 위성통신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위성통신망에 대한 성능과 사용량을 분석하여

야 한다[1,2,3,4]. 본 논문에서는 K-water 운영 중인 위성

통신시스템의 RF 장비 등 특수한 환경에서 Sniffer, 
PRTG Traffic Grapher, FTP를 사용하여 중심국과 관측

국간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의 속도를 측정하는 네트워

크 트래픽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하여 위성수문관측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수문관측용 위성통신망

2.1. 수문관측용 위성통신망

K-water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문관측용 위성통신망

은 그림 1과 같으며, 본사(대전)에 위치하는 중심국

(HUB국) 1개,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의 댐제어국 25
개, 우량국, 수위국, 경보국, 수질 및 기상을 측정하는 관

측국 등 424개의 단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5,6,7].

Fig. 1 Diagram of K-water’s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2.2. 중심국

중심국 시스템은 K-water 본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RF 송수신부인 4.6M 안테나, OMT/TRF(Orthogonal 
Mode Transducer/Transmit Reject Filter), SSPA(Solid 
State Power Amplifi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8,9,10]. 

또한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TDM(Time Division 
Multiplexer)/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Network 시스템으로서 Star망으로 단말그룹을 형성하

고, 별도의 H/W나 S/W의 추가 없이 2500개 이상의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단말을 수용 가

능한 시스템이다. 각 단말국과 1-Hop 및 2-hop 통신을 

지원하며, 중심국의 특성 및 블록도는 표 1 및 그림 2와 

같다[11,12].

Table. 1 Specification of HUB Station

Item Parameter Specification

System

Access Protocol TDM/TDMA

Symbol Rate 128 kbps (1-36 Mbps)

Service Data, Multimedia

RF
RF Frequency Tx: 14.0-14.5 GHz

Rx: 12.25-12.75 GHz

HPA Output 16 W max

Base
band 

Modem

System Interface RS-232, DB-9, Ethernet

Modulation QPSK

Coding Rate 1/2, 3/5, 2/3, 3/4, 4/5, 5/6, 8/9, 
9/10

Information Rate 128 kbps(max 20 Mbps)

Antenna Size 4.6 m

Fig. 2 Diagram of a HUB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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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댐제어국

댐제어국은 3.7 m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제어국을 

말한다. 댐제어국의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를 통하여 관할 유역 단말국의 추가 및 삭제, 전송속도, 
IP Address 등의 설정 등 위성망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댐제어국은 해당관측소에 대해 TM(Telemetering 
Management) 서버를 통해 자동 또는 수동 호출하여, 해
당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댐제어국의 기

능은 수신된 데이터는 DB서버에 저장하는 자동 또는 

수동 호출 기능, 해당관측소 호출시 관측소 개별로 제어

명령을 보내는 개별호출기능과 Multicast 등을 이용하

여 하나의 제어신호로 해당관측소 그룹을 한번에 호출

할 수 있는 개별 및 그룹호출 기능, 각 단말국에서 이벤

트(우량, 수위 등 관측국의 모든 정보) 발생 시 단말국이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TM서버 및 DB서버에 저장

하는 이벤트 수신 기능, 댐제어국은 해당 관측소의 환경

을 원격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댐제어국의 블록도

는 그림 3과 같다.

Fig. 3 Diagram of a Dam Control Station

2.4. 관측국

관측국은 수위국, 우량국, 수질국, 경보국 등으로 구

분되며, 1.2 m 안테나를 사용하고 IDU(In Door Unit) 및 

ODU(Out Door Unit)로 구성된다. IDU는 해당 데이터

를 변조 및 주파수 변환하여 위성으로 신호를 송출하고,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여 데이터로 변환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I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ODU는 RF 송수신기로서 L-band의 신호

를 Ku-band 송신 주파수로 변환하고, LNB(Low Noise 
Block converter)는 Ku-band 수신주파수를 L-band로 변

환하는 역할을 하며, 각 장비에 필요한 전원은 IF 
(Intermediate Frequency) 케이블을 통해 IDU 장비로부

터 공급받아 동작한다[13].
관측국의 기능은 중심국, 댐제어국으로부터 전송된 

그룹호출 명령을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응답을 제

어국으로 즉시 전송 할 수 있는 그룹호출 응답기능과 중

심국, 댐제어국으로부터 전송된 개별호출 명령을 수신

하며, 이에 대한 응답을 제어국으로 즉시 전송하는 개별

호출 응답기능, 센서로부터 발생된 이벤트(우량, 수위 

등 관측국의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중심국 및 해

당 댐제어국으로 데이터를 즉시 전송하는 이벤트 송신 

기능을 한다. 관측국의 특성 및 블록도는 표 2 및 그림 4
와 같다.

Table. 2 Specification of Remote Control

Item Parameter Specification

System

Output Frequency Tx(14.0-14.5 GHz), 
Rx(12.25-12.75 GHz)

IF Frequency 950-1,450 MHz

Topology Star

Data Rate 128 kbps, Tx: 1-45 Mbps
Rx: 125 kbps-3 Mbps

Modulation QPSK

Access Protocol TDM/TDMA

Consumption 
Power

IDU : 8W,
ODU : 20W(Tx), 2W(Rx)

BUC

Output Frequency Ku Band, 14.0 - 14.5 GHz

Input Frequency L-Band

Output Power 2W

LNB

Input Frequency Ku-Band, 12.25 ~ 12.75GHz

Output Frequency L-Band, 950 ~ 1450 MHz

Gain 60 dB 이상

Antenna Size 1.2 m

Fig. 4 Diagram of an Observation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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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성통신망 네트워크 시험

3.1. 네트워크 시험

네트워크 시험은 FTP(File Transfer Protocol) 시험과 

핑(Ping) 시험으로 구분되는 속도시험과 Sniffer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분석하는 시험으로 나눈다.
위성장비 설치현황은 현재 관측국 및 댐에 총 424개 

단말 중에 400여개 정도가 설치된 상황으로 95% 이상 

실제 운영 중인 데이터이며, 시험 범위는 표 3과 같다.

Table. 3 Scope of Network Traffic Test

Item Equipment Devices

HUB

Traffic Analyzer Sniffer Pro 4.7 

Port usage analysis PRTG(V6.2.2.984)

Traffic Collector
/Analyzer

FTP Server/Clinet
(ftp 5.21)

Remote Traffic Collector
/Analyzer

FTP Server/Clinet
(ftp 5.21)

여기서, Sniffer는 LAN(Local Area Network)과 

Internetwork Segment를 이동하는 Network Traffic의 전

체 7 Layer를 관찰하여 고장 및 성능을 관리하는 도구이

며, PRTG는 PRTG Traffic Grapher를 통해, 효율적인 네

트워크 운영을 위한 대역폭 및 네트워크 사용률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으며, 대역폭과 서버성능의 병목현상 제

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역폭 및 서버에 드는 비

용 감소 등의 운영효율성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의 

PRTG는 각 포트의 입력/출력 데이터의 양을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FTP는 리모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

기위한 프로그램으로 중심국과 관측국간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의 속도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Sniffer를 통한 트래픽 분석은 중심국의 라우터에서 

Sniffer Pro 4.7 분석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되는 프로

토콜의 종류와 사용량, 현황 등을 분석하고, 환경 보완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이다.

3.2. FTP 시험

FTP 시험은 파일전송 프로그램인 FTP를 통하여 실

제 파일을 전송하는 시험으로, 중심국과 관측국, 관측국

과 중심국 사이의 전송속도 시험을 통하여, 통신망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송속도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FTP 시험 환경은 TCP ACC(accelerator) 기능을 ON, 
OFF로 구분하여 시험하고자 하였다. 위성데이터는 중

심국과 단말장치 사이에 TCP 통신을 하는데, 위성대역

폭은 수 Kbps ~ 수 Mbps로 아주 작은 대역폭을 사용하

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속한 전송을 위해 가속기능이 추

가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TCP Accelerator(가속기)기능

이다. FTP 시험조건은 표 4와 같으며, 시험 구성도는 그

림 5와 같다.

Table. 4 Conditions of the FTP Test

Item Point
QPSK 1/4, CIR 10

TCP ACC ON TCP ACC OFF

Download Remote 5MB 10MB 5MB 10MB

Upload HUB 5MB 10MB 5MB 10MB

Download HUB 1MB 2MB 1MB 2MB

Upload Remote 1MB 2MB 1MB 2MB

Fig. 5 Diagram of FTP Test

FTP 시험결과, 관측국은 1개의 단말이며, 중심국은 

여러 개의 단말이 집중된 곳으로 가속의 정도차이는 당

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관측국에서 다운로드시 TCP ACC ON일 경우에의 전

송속도는 59.13 kbps ~ 60.18 kbps, TCP ACC OFF 일 경

우에의 전송속도는 48.14 kbps ~ 51.4 kbps로 TCP ACC 
ON시에 OFF 시보다 120 % 정도 전송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FTP 시험결과 값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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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FTP Test

Item Point FTP

QPSK 1/4, CIR 10

TCP ACC ON TCP ACC OFF

5 MBytes 10 MBytes 5 MBytes 10 MBytes

Down
load Remote TCP 59.13 kbps 60.18 kbps 48.14 kbps 51.4 kbps

Up
load HUB TCP 59.82 kbps 51.71 kbps 57.43 kbps 54.8 kbps

Item TCP 1 MBytes 2 MBytes 1 MBytes 2 MBytes

Down
load HUB TCP 4.40 kbps 3.38 kbps 4.31 kbps 4.55 kbps

Up
load Remote TCP 4.13 kbps 3.10 kbps 3.99 kbps 3.42 kbps

3.3. 핑 시험

핑 시험은 중심국과 관측국에서 데이터의 용량을 가

변시켜 용량의 크기에 따른 전송속도를 측정하는 시험

이다.
중심국과 관측국에서 32 byte, 500 byte, 1500 byte로 

설정하여 각각 시험하였다. 핑 시험 결과는 표 6과 같이 

TCP ACC ON, OFF시나 관측국에서 중심국, 중심국에

서 관측으로의 전송속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32 bytes에서 740 ms ~ 780 
ms, 500 bytes에서 1,100 ms ~ 1,400 ms, 1500 bytes에서 

1,300 ms ~ 1,400 ms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Ping Test

Point

QPSK1/4, CIR 10

TCP ACC ON TCP ACC OFF

32 
bytes

500 
bytes

1500 
bytes

32 
bytes

500 
bytes

1500 
bytes

Remote ⇒
HUB

751 
ms

1,151 
ms

1,355 
ms

761 
ms

1,138 
ms

1,487 
ms

HUB ⇒
Remote

747 
ms

1,161 
ms

1,355 
ms

774 
ms

1,434 
ms

1,356 
ms

Ⅳ. 위성통신망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4.1. 트래픽 분석

중심국의 라우터에서 그림 6과 같이 Sniffer Pro 4.7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제 위성장비들 간에 사

용되는 프로토콜 분포, 네트워크상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분포, 시간대별 데이터흐름의 변화 추이 등의 

분석하였으며, 라우터의 전체 VLAN(Virtual LAN)에 

대한 포트미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Sniffer Pro 4.7의 리포팅 기능을 사용하여 기능별로 세

부 분할하여 리포팅을 하였다.

Fig. 6 Diagram of Data Collection

4.2. 트래픽 분석 결과

4.2.1. 패킷 누적량

패킷 누적량(Global traffic)은 시간대별로 누적된 패

킷의 양을 말하며, 측정결과는 그림 7과 같고, 평균적으

로 20MBytes가 누적되었다.

Fig. 7 Global traffic

4.2.2. 패킷 종류별 사용 분포도

패킷 종류별 사용 분포도(Global utilization)은 시간

대별로 패킷종류별 사용 분포도로 측정결과는 그림 8과 

같으며, Multicast Packet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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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lobal utilization

4.2.3. 패킷사이즈 분포도

패킷사이즈 분포도(Global size distribution)은 시간

대별 패킷사이즈 분포도로 측정결과는 그림 9와 같으

며, 64~227 bytes 패킷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Fig. 9 Global size distribution

4.2.4. 상위 사용자

상위 사용자(Top hosts)는 가장 많이 데이터를 사용

한 IP 중 상위 10개를 말하며, 측정결과는 그림 10과 같

이 중심국의특정 장비가 차지하고 있다.

Fig. 10 Top hosts

4.2.5. 상위 프로토콜

상위 프로토콜(Top Protocols)은 가장 많이 사용된 상

위 프로토콜들을 말하며, 측정결과는 그림 11과 같고, 
여기서, others는 위성시스템의 중심국과 단말 사이의 

통신프로토콜로 예상되며, xwin6001은 특정업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IP를 통해 어떠한 시스템인지 확

인가능하며, ICMP는 중심국, 관측국, 단말의 모니터링

을 위한 패킷으로 판단된다.

Fig. 11 Top Protocols

4.2.6. 응답시간

그림 12는 전체적인 통신 응답시간을 나타내며, 자주 

사용되는 IP 대역에서는 0.8~1.0초, 잘 사용되지 않는 IP 
대역에서는 0.1초 미만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Fig. 12 Response Time

Ⅴ. 결  론

한정된 위성통신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위성통신망에 대한 성능과 사용량을 분석하여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K-water 운영 중인 위성통신시

스템에서 Sniffer, PRTG Traffic Grapher, FTP를 사용하

여 중심국과 관측국간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의 속도를 

측정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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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통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시험 결과, FTP 및 핑 시험에서는 데이터 

용량에 따른 업/다운로드시의 전송속도를 측정하였으

며, 관측국에서 다운로드시 TCP ACC ON일 경우에의 

전송속도는 59.13 kbps ~ 60.18 kbps, TCP ACC OFF 일 

경우에의 전송속도는 48.14 kbps ~ 51.4 kbps로 TCP 
ACC ON시에 OFF 시보다 120 % 정도 전송속도가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32 bytes
에서 740 ms ~ 780 ms, 500 bytes에서 1,100 ms ~ 1,400 
ms, 1500 bytes에서 1,300 ms ~ 1,400 ms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트래픽 분석은 네트워크상에 접속되는 프로토콜 종

류와 사용량, 시스템을 파악하였으며, Top 10 Protocol
은 중심국과 단말과의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

으며, 에러율에서는 패킷 loss, CRC, Runts, Collision 등 

에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시간은 자주 사

용되는 IP 대역에서는 0.8~1.0초, 잘 사용되지 않는 IP 
대역에서는 0.1초 미만인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유선망에서 사용되는 FTP 및 핑 

시험 및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방법을 위성수문관측시스

템과 같은 특수한 시스템에 도입하여 시스템의 성능 및 

사용량 분석, 확장성 분석, 환경보완 및 개선 등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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