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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 유역의 홍수 및 환경 감시망은 고품질의 영상정보를 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광통신 장치와 함께 각종 
센서로 부터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 네트워크이다. 특히, 네트워크의 절단이나 노화로 
인한 통신장애들은 현장에서의 신속한 복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
간망과 같은 환경 감시망은 외부의 해킹이나 불법적인 목적의 외부침입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성
과 신뢰성을 만족하면서도 효율적인 네트워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요구사항은 보안성을 
제고하면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안성을 제고하
기 위해 단방향 Bypass TAP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안드로이드기반의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
여 상반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통신 전송망 및 다양한 시설의 
관리망 등 인터넷으로 부터의 침입에 의한 위험등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환경 감시망, 단방향 Bypass TAP, 보안, 융복합 기술

Abstract  The flood and environment surveillance network on riverside is a network requiring a way to 
efficiently manage the information from all kinds of sensors, along with an optical communication device that 
can deliver high-quality video information at high speed. Since on-site prompt recover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for communication problems that occurred due to cut-off or aged network,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is. However, because the security against outside hacking or outside intrusion with illegal 
purposes is very important for environment surveillance network, such as the national backbone network, an 
efficient network maintenance and repair should be enabled while satisfying security and reliability at the same 
time. A characteristic of requirement is that when security is improved, the efficiency of maintenance and 
repair drops as they are conflicting to each other.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d a system in order to satisfy 
the conflicting requirement and improve security, by developing a one-way Bypass TAP and an android-based 
smartphone app that can enable efficient network maintenance and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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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 통신은 통신속도의 

목한 발 으로 인해 사회 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FTTO(Fiber To The 

Office)와 FTTH(Fiber To The Home)가 본격 으로 보

되면서 국 으로 이블 기반의 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어 보다 효율 인 업무와 생산성 향상에 한 연

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1,7]. 아울러, 국가기반의 재난

리 시스템과 같은 강유역의 홍수  수질 오염 감시등을 

보다 효율 으로 리하기 해 고품질의 상정보를 고

속으로 달하고 동시에 원거리 송이 가능하면서도 비

용이 렴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16,17,18].

홍수 통제용으로 사용되는 통신장비들은 다수의 측

지 의 무인함체 내에 설치되어 먼거리에 떨어진 앙 

홍수통제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리되고 있는데 선

로 단, 통신구 화재, 자연재해 등의 사고 발생시 사회  

혼란과 막 한 수익상의 손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통

신망의 생존성 보장과 신속한 장애복구는 요한 요소이

다[1,13]. 

일반 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사람이 직  장비 

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하 다. 그러나 

지능형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서버 로

그램과 안드로이드 운 체제의 스마트폰 기반의 어 리

이션을 도입하면 선로와 장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아울러, 통신망을 이용

한 외부의 해커나 불법 인 외부 침입에 의한 장애 발생

이나 정보 유출 등에 한 보안 한 매우 요한데 특히, 

홍수  환경 감시 망과 같은 국가 기간망의 경우에는 외

부의 불법 인 침입에 의해 발생되는 심각성이 일반 인 

기업이나 개인등에서의 심각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한 보다 강력한 보안 책이 필

요하다[12]. 따라서, 철 한 보안과 함께 효율 인 네트워

크 리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홍수  환경 감사망에 보안

성이 강화된 단방향 Bypass TAP 장치와 재해 발생시 신

속하게 체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드

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용 앱을 제안한다.

2. 연구내용 및 개발방법

2.1 연구내용

패킷방식의 이더넷 기반 송시스템은 기존의 동기식 

송시스템인 SONET(Synchronous optical networking) 

는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에 비해 비용

이 렴한 장 으로 4G LTE 달망, 홍수 통제  환경 

감시망 등  세계 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통신 시스템이다[4,6].

선로 단, 통신구 화재, 자연재해 등의 사고시 사회

 혼란과 막 한 수익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통신망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장애복구는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강 유역의 홍수  수질 오염 감지는 

주로 센서  Giga bps 의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를 이

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고가의 디지털 

송장치의 설치  운 이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장치

는 주로 앙 제소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의 무인함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의 소요면  과  필요, 고가

의 설치비용 등으로 일부지 에서만 운 되고 있다

[3,16]. 한, 통신장애 발생시 장애지 을 사람이 직  

장비 검 장치인 이블 거리측정 장비(OTDR;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을 이용해 상지

의 후지 의 모듈에 커넥터를 연결하여 측정하게 

되므로 장애복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앙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GUI상으로 확인 가능하고 짧

은 시간내에 장애지 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

되는데 이는 망의 운용효율을 제고하여 망 운 비용

(OPEX; Operating Expenditure)을 신 으로 감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홍수통제  환경 감시망과 

같은 국가기간에 련된 네트워크는 외부로의 해킹등과 

같은 부 한 행 에 하여 원천 인 근이 불가능하

도록 하는 높은 보안이 요구된다[8]. 일반 으로 높은 보

안을 용하는 방법으로 앙통제소 내의 일반 인터넷과 

분리된 독립된 폐쇠망을 용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

[14,15]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방법은 장애 발생시 장에

서 복구를 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

로 네트워크 운용효율 측면에서 단 이 있다. 이와같이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용효율은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강화하면 운용효율이 떨어지

고 운용효율을 강화하면 보안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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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높

은 보안이 요구되는 네트워크의 각 상태와 센서의 정보

들을 단방향으로 달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해킹등과 

같은 부 한 행 들을 원천 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면

서도 네트워크의 상태와 부가 인 센서들의 정보들을 효

율 으로 리함과 동시에 장애 장에서도 동일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높은 보안을 요구되는 

독립된 홍수통제  환경 감시망에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상태와 부가 인 센서들의 정보를 단방향으로만 달할 

수 있는 Bypass Tap 장치와 달된 정보를 외부에서 효

율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한 2개의 이더넷 카드

가 장착된 정보수집 서버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

마트폰 앱으로 구성되며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2.2 개발 방법 및 기술

본 연구는 크게 제안된 보안성을 강화하기 한 단방

향 송신 기능을 가진 Bypass TAP의 하드웨어 개발과 네

트워크를 통한  모듈 상태와 각 센서들의 정보를 실시

간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기 한 서버 

로그램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 리 이션 개발로 

나 어진다.

2.2.1 보안성을 강화한 물리적인 단방향 송신기능

을 가진 Bypass TAP 개발

차세  네트워크가 All IP 기반의 네트워크로 구축되

면서 경제성  효율성은 폭 으로 향상된 반면에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등의 악의 인 

외부 침입에 한 보안성 면에서는 상 으로 취약해지

고 있다[5,9,11]. 특히, 홍수 통제  환경 감시망과 같은 

국가 기간망의 경우에는 일반 네트워크에서와는 달리 높

은 수 의 보안성이 요구되면서 동시에 효율 인 네트워

크 유지보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한 안이 실

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Bypass TAP 장치는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홍수통제  환경 감시 네트워크 등에 단방향

으로 연결되어 선로의 상태 정보와 센서들의 정보에 

해당하는 신호를 이더넷 기반의 신호로 변환하여 실시

간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송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근

을 물리 으로 차단하여 외부 침입이나 DDoS 공격 등을 

원천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이다. 

[Fig. 2] Security Bypass Tap the device as a 
one-way signal path for network

[Fig. 3] Security Bypass Tap the device as a 
one-way signal path for network

제안된 장치는 이더넷 기반의 단방향 송신 장치로 

[Fig. 2]의 좌측에서와 같이 A와 B측 간에 송수신 신호

(Tx/Rx)  A에서의 송신 신호(Tx)만을 C측으로 출력

하도록 구성하여 물리 으로 C에서는 A 혹은 B로의 

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Fig. 2]의 좌측은 이더

넷(Ethernet) 포트의 RJ45-UTP 이블 연결 상태를 표

시한 그림으로 A-Port와 B-Port는 정상 인 UTP Cable

의 Tx/Rx를 표시하며, C-Tap  D-Tap은 A-Port 와 

B-Port의 Tx 데이터만을 출력 하도록 구성하 다. [Fig. 

3]은 제안된 Bypass TAP의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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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isting flood control and 
         environmental surveillance system

 [Fig. 4]와 [Fig. 5]는 기존의 홍수통제  환경감시망

과 새롭게 제안된 시스템의 비교로 기존 시스템[3]의 수

정 없이 Bypass Tap 장치의 추가와 데이터 수집 서버의 

설치로 기존의 시스템과 독립된 감시망을 운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보안을 최 화 한다.

[Fig. 5] The proposed flood control and 
environmental surveillance 

          system

2.2.2 정보 수집 서버와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을 통한 내부 네트워크에 근이 불가능한 독

립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 Bypass TAP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2개의 네트워크 카드가 장착된 데이

터베이스 서버에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장하도록 구성

한다.  장된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장비을 이용하여 정보를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감시망의 오류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안드로이드 폰으로 경고메시지를 

달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가 가능하도록 하 다. 

[Fig. 6]은 제안된 시스템에서의 Bypass TAP과 서버 구

성도이다. 

[Fig. 6] The proposed system configuration

정보 수집 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에 단방향으로 연결

되어 네트워크 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감시하고 수집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MC(Monitoring Capture) 

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를 안드로이

드 기반의 스마트폰용 어 리 이션인 Core UI에 서비스

해주기 한 기능들을 담당한다. 개발 소 트웨어는 다

음과 같은 기능의 3가지 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① MC(Monitoring Capture)

내부 네트워크에서 통신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

터베이스에 장하는 로그램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단

방향으로 연결되어 데이터 통신을 감시하고 수집하며 다

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한다.

 RxPower 경고값 설정.
 OHMC Site 정보(Site의 ID, 이름, IP, 설명, 치) 설정. 
 캡처를 한 뒤, DB에 장 할 때 CRI, MAJ, MIN상태의 
데이터가 아니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지 않고, 

환경설정의 SaveCount 만큼 모은 다음 평균을 내서 데

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만약 캡처한 데이터가 CRI, MAJ, MIN상태 (경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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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② MAS(Monitoring Application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용 어 리 이션인 Core UI에 서비스해주는 서

버 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한다.

 Core UI 로그램의 데이터 요청을 기하는 서버
 요청이 있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서비스 한다.

 Core UI를 사용하는 사용자(멤버)를 리한다.
 정보 달(Site정보, Log정보, 온도그래   워그래

 정보 등)

③ Core UI(User Interface)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으로 보안이 용된 단방향 웹서버에 속하여 기존 홍

수통제  환경 감시망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개발함으로써 공간  시

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개발된 안드로이드 앱은 감

시망의 실시간 상태(Site 정보, Log 정보, 온도  워 

상태 등)를 그래 로 출력하여 보다 효율 인 망 상태 

검  리를 가능하게하며 망 상태의 감시  처리에 신

속성의 요구에 따라 등 별로 경보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단방향으로 서버에 데

이터를 송하고 외부에서 오는 근을 물리 으로 차단

하는  & Ethernet 기반의 단방향 송신 장비인 Bypass 

Tap 장치로 개발된 PCB는 [Fig. 7]과 같으며 [Fig. 3]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Tx/Rx 신호의 흐름 A에서 B로, 

B에서 A로 데이터가 송될 때 A의 Tx 신호만을 C로 

출력하도록 구성하 다. 

[Fig. 7] PCB of Bypass Tap Device

제안된 시스템의  송 기가비트 컨버터에 해당하

는 모듈은 유연성과 다양성 그리고 유지보수의 용의  

비용 감을 해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형 

 모듈을 용하 다. 따라서, 기 신호 “Gigabit 

Ethernet MAC”을 Marvel 88E1111 Chip을 통해  모듈

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Fig. 8] 88E1111 RGMII/GMII MAC to SGMII 
MAC Conversion

 수신감도 측정을 해  워메타  가변 감쇄기

를 이용하여 [Fig. 9]과 같이 구성한 후 송 라인에 데이

터를 송한 후 가변 감쇄기 값을 조정하면서 연결이 끊

어지는지를 확인하며 반 로 가변 감쇄기를 돌려 연결이 

정상 으로 돌아오는지 확인 후  모듈 수신쪽을  

워메타에 연결하여 수신 감도를 확인한다. 

상기 시험은 1.25Gbps BER 10-12 기반에서 10회 반

복한 결과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35.3dBm이하로 목

표치 –36dBm와 매우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는 

실제 운 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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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tical receiver sensitivity 
         measurements test environment

[Fig. 10] DPO experimental data screen

1.25Gbps 모듈을 용한 후   송량 측정을 해 

측정장비로 Tektronix사의 DPO(Digital Phosphor 

Oscilloscope)와 변환기(Optical-Electrical Converter)

를 이용하여  장비의 화면 하단의 “Standard Mask GB 

Ether" 선택 상태에서 Eye mask 측정하여 [Fig. 10]과 같

은 형  값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송라인의 

Eye mask 상태와 소 비를 확인함으로써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는데, 통상 소 비 10dB 이상이면 좋은 상태라 

할 수 있고, 출력 형의 앙부분의 랑색 경계선 “2” 

Eye 모양에 색 신호가 침범하지 않으면 된다. 실험 데

이터의 측정결과 형을 보면 1.25Gb/s에서 색 부분과 

랑색의 마진이 충분함으로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개

발 장치의 패킷 Throughput를 측정하기 해 장치 양단 

이더넷 포트에 FTB-860G 장비 포트를 연결하여 [Fig. 

11]과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여 송  에러가 발생하는

지 확인하여 송량이 개발 목표치 값을 상 하는지 확

인하 다. 그 결과 측정값은 1000Mbit/s 속도에서 Frame 

Loss 부분이 없으므로 100%의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Fig. 11] Measurement of Packet Throughput 
Screen

[Fig. 12] Measurement screen of the device 
Smartbit600

개발 장치의 이더넷 속도를 측정하기 해 양단에 

Smartbit600의 이더넷 포트를 연결하여 패킷에러  

송 속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Fig. 12]와 같이 포트-1

에서 1,073,442bps, 포트-2에서 1,073,035bps 로 1,000 

Mbps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개발된 제품의 하드

웨어 성능을 목표치와 비교한 검증 내용은 <Table 1>과 

같다.

Unit Goals
Product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s

Optical 

transmission speed
Mbps 10000 10000

Optical 

throughput 

measurements

Optical Receiver 

Sensitivity
dBm -36 -35.4

1.25Gb/s 

BER 10-12

Packet Throughput % 99.99 99.99
BER 

measurements

Ethernet speed bps 1,000 >1,000
Packet 

measurements

<Table 1> Performance data of the developed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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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MAS Core UI

Operating System Windows 8

Language Visual Studio 2010(MFC) Eclipse 4.2.2

Database mysql 5.5.19

<Table 2>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개발 시스템에 용된 소 트웨어는 내부 네트워크에

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정보수집(MC; Monitoring Capture) 소 트웨어와 데이터

베이스에 장된 정보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에 서비스 

해주는 서버 로그램(MAS: Monitoring Application 

Server)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용 클라이언

트 어 리 이션 Core UI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환경은 

<Table 2>와 같다. [Fig. 13]과 [Fig. 14]는 개발 로그램

의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퀸스 다이어그램이다.

[Fig. 13] Class diagram 

[Fig. 14] Sequence diagram

정보수집 로그램은 내부 네트워크와 단방향으로 연

결되어 데이터베이스 IP, 데이터베이스 ID와 비 번호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미디어 컴버

터의 설치 치와 련 설정과 함께 실시간 상태 정보를 

설정된 주기별로 평균을 내어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는데 이는 복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함이다. 만약, 경

고 메시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장

되도록 하 으며 경고 메시지는 험의 정보에 따라 2

화된 송 라인  장비의 고장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상

태에 해당하는 CRI(Critical), 송 라인  한 라인이 고

장으로 송 기능은 정상이나 험한 상태에 해당하는 

MAJ(Major), 미비한 정보 수 으로 장비의 변화나 이벤

트 등으로 MIN(Minor)로 3가지 경보 메시지를 용하

다.

[Fig. 15] Screen of the Core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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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리 로그램에 해당하는 Core UI는 

[Fig. 15]과 같이 미디어 컨버터  데이터베이스 련 

정보와 장애 발생시의 정보 화면 그리고 각 정보를 실시

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설치 사이트 정보 화면, 로그

(Log) 정보 화면, 모듈 정보 화면, 워 그래  화면, 온

도 그래  화면 등으로 구성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

트 폰용 앱이다. 재 다수의 미디어 컨버터 장비는 단

순히 세기 망을 감시하고 있으나 신호의 송 성능을 

나타내는 신호  잡음비(OSNR), 소 비(Extinction 

Ratio), BEF(not error rate test or tester)등 다양한 측정

이 요구되는데[2,10,12] 본 연구에서는 모듈의 상태, 온도 

변화, 워 변화에 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온도 변화 그래 의 경우에는 모듈이 온도에 민

감한 특성을 이용하여 미디어 컨버터의 설치 장소의 

주변환경의 온도변화를 상 으로 모니터링하는 참고

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모듈 수신 워(RxPower) 

그래 의 경우 Rx 워의 값일 일정하지 않는 경우 

이블 라인의 이상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에 한 한 조치를 사 에 취할 수 있도록 해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강 유역의 홍수  환경 감시망과 같은 

국가 기간망에서 효율 인 리가 가능하면서도 외부의 

해킹이나 불법 인 목 의 외부 침입에 해 높은 보안

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홍수  환경 

감시망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상정보를 고속으로 달

할 수 있는 통신 장치와 함께 각종 센서로 부터의 정보

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이블의 단이나 노화로 인한 통신장애시 신속히 처

할 수 있도록 하여 망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스템에 용

된 안드로이드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소 트웨어는 비

상상황에서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

서, 홍수통제  환경 감시망 유지 보수시 노트북등의 장

비가 필요없으며 리자는 언제 어디서나 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인 리가 가능하다.  아울

러 외부로 부터의 불법 인 침입을 원천 으로 차단하기 

하여 단방향의 Bypass Tap 장치를 개발하여 용함으

로써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Ethernet 망에서 

기존 Ethernet 시스템의 경제성을 살리면서도 높은 수

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므로 독립된 리용 네트워

크에서 외부 인터넷 망으로 연결함으로써 리  유지

보수에 많은 도움을  것으로 상된다. 특히, 통신 송

망  각 시설의 리망 등에서 인터넷으로 부터의 침입

에 의한 험 부담으로 인터넷과 독립된 망으로 구성되

어 있는 시스템에서 운 자  리자의 번거러움과 불

편함이 많은 실정이었으나 상태정보에 한 내용을 실시

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제공

된다는 에서 운 리와 생산성의 제고가 상된다.

한, 재 국내에서는 각 하천별로 지자체나 각 지방

국토청별로 별도의 환경 감시망을 구축·운 하고 있는데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망의 확장성을 보장한다면 국가

인 차원의 통합 제소 운 이 가능해진다. 즉 

Ethernet 기반의 트래픽 통합(Traffic Aggregation)을 통

해 역폭의 사용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주기 인 변

화를 통해 공간 인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노드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 제센터까

지의 장거리 송이 가능해져 통합 홍수  환경 감시망 

구축이 가능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국내 4 강 홍수  

환경 감시망 등 국가 기간망에 활용하기 해 한국통신, 

한국 수력원자력, 홍수통제소, 국토 리청에 시스템 용

을 의 이며 향후 연구과제로는 PoE(Power Over 

Ethernet) 기술로 발 시켜 산불 등의 환경 감시망 구축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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