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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VLBI 데이터 송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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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LBI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각 측소에서 생성된 측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  분석을 해 상 센터에 

수집되어야 한다. 통 으로 측 데이터는 배나 비행기 등의 교통 수단을 통해 달되었다. 하지만 IT 기술의 

격한 발  속에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송으로 빠르게 체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 공동 업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연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0년 9월 KVN 각 측소와 

상 센터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e-KVN이 구축되었고 두번의 업그 이드 과정을 통해 최  100GbE에 

달하는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KVN의 VLBI 측 수행과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네트워크 활용 비

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VN VLBI 시스템의 구성에 해 살펴보고 세 측소와 상

센터를 KREONET으로 연결하는 e-KVN의 성능 최 화 기법  개선된 모니터링 방안에 해 기술하기로 한

다. 나아가 역 측 구 을 한 e-KVN의 향후 계획에 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the observed data created in many observatories which are far away 

from each other should be collected in correlation center for data analysis. Traditionally, observed data is moved by 

transportation such as car or airplane. But it is replaced with data transfer over the network rapidly as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is also now more widely expanding. 

e-KVN(electronic Korean VLBI Network) has been upgraded two times so the network interface of KVN has been 

evolved to the highest specification of 100GbE. During this time period, the portion of network usage for VLBI 

observations and experiments in KVN has been increased exponentially. In this paper, we describe KVN VLBI system 

and network technology for the performance upgrade and advanced status monitoring between three radio astronomy 

observatories and Daejeon correlation center with KREONET(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NETwork). Furthermore, 

future plan of e-KVN for the implementation of wide band VLBI observation will be also brief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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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 방식의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 장기선 간섭계)에서 망원경

을 통해 얻어진 측 데이터는 배나 비행기 등의 교

통수단을 통해 수백 ~ 수천 km 떨어진 상 센터로 

운반되었다. 하지만 이는 기록 미디어 구매  리에 

따른 산 낭비를 래하 고, 측 후 실제 데이터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측의 효율

성을 기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e-VLBI라 불리는 네트워크를 경유한 측 데이

터 송 기술이 출 하게 되었고, 수십 TB 이상의 

측 데이터를 송하기 한 기술로 리 활용되고 있

다[1].

KVN(Korean VLBI Network: 한국우주 측망) 

내부 으로는 최근 3~4년 간 VLBI 데이터 시스템의 

업그 이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에는 디지

털 기술의 한계로, 측 가능한 역폭이 256MHz 남

짓에 불과했고 기록 가능한 최  데이터 속도가 

2Gbps로 제한 이었다. 하지만 VDIF(VLBI Data 

Interchange Format: VLBI 데이터 교환 포맷)라 불리

는 새로운 데이터 포맷의 출  속에 데이터 송, 기

록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10GbE(10 Gibabit 

Ethernet: 10 기가비트 이더넷) 기반으로 업그 이드

되고 성능 면에 있어서도 비약 인 발 을 이루었다

[2].

VLBI에서 측 데이터는 일반 으로 내부의 기록 

시스템에 먼  장된 후 상 센터로 달되어 분석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각 시스템 간 안정

인 네트워크 확보가 매우 요하다. 측소 내부에

서 측 데이터는 망원경동 – 측동 간 1차 송이 

이 지고, 이후 외부 네트워크를 경유해 상 센터로 2

차 송이 이 진다. 이러한 데이터 흐름에서 한 가지 

주목할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VLBI 데이터가 수 ~ 

수 십Gbps  이상의 용량 특성에 따라 일반 상용

망에서는 원활한 통신을 기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사용자는 많지 않지만 VLBI 연구에서 생성되는 

측 데이터는 빅 데이터 스트림 형태이고 송 거리

는 수 백 ~  수 천 km를 넘나든다[3]. 이에 한 송

수신이 원활하게 이 지기 해서는 각 천문  

내부에서 메트로, 백본 역에 이르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KVN은 2년여 부터 우주의 -미세 구조 연구를 

목표로 기존의 128, 256MHz에서 512MHz, 1024MHz 

주 수 로 측 역폭을 확 해 오고 있다. VLBI에

서 측 역폭이 n배 확 되면 측 감도는 sqrt(n)

배 만큼 향상되고, 연속 원의 경우 측 가능한 천

체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데이터 용량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4]. 이를 히 처리하기 해서

는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송 처리할 수 있는 네트

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해 KVN은 각 측

소 내에서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시스

템을 개선하 고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는 연세, 울산, 

탐라 세 측소와 상 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를 구축하 다. 이를 한  네트워크 인 라로는 

KISTI(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 하는 

KREONET(Korea REsearch Open NETwork: 국가과

학기술연구망)을 활용하 다[5]. 

본 논문에서는 KVN 각 측소의 망원경에서 

용량 측 데이터의 분석 처리가 이 지는 상

센터까지 안정 인 데이터 달에 필요한 네트워크 

성능 개선  평가 방안에 해 논하고자 한다.  

VLBI 측 데이터의 안정 인 송수신을 목표로 본 

논문은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되었다.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KVN VLBI 시스템의 황  데이터 달 

체계에 해 살펴보고자 하며 3장에서 역 데이터 

송수신을 한 천문  내부의 네트워크 설계  

시스템 연결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각 

천문 에 장된 측 데이터를 상 센터로 최상

의 성능으로 송하기 한 네트워크 최 화 방안에 

해 논의하고자 하며, 개선된 성능  이를 유지하기 

한 성능 감시 방안을 5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그

리고 6장에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VLBI 측 처

리의 요성  향후 가능성에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e-VLBI를 한 KVN 시스템 설정

VLBI 측을 한 KVN 시스템은 그 기능  역

할에 따라 크게 안테나, 수신기가 포함되는 런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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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샘 러, 송시스템, 기록시스템 등으로 구성

되는 벡엔드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각 측소에서 획

득한 측 데이터는 분석 처리를 해 원격의 상 센

터로 송되며 이를 한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측소 내의 데이터 흐름에 을 맞춰 

KVN의 e-VLBI 시스템 내역을 기술하고자 한다. 

KVN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주  동시 측 시스

템이라는 차별화된 특성에 기반한다. 22/43/86/129GHz 

4채  수신기와 학계는 그 핵심에 해당하는 시스

템으로 각 수신기 모두 좌우편  출력을 지원한다. 따

라서 KVN은 동시 측으로 8채 의 천체신호를 처리

할 수 있다[6]. 기 수신기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의 

형태는 아날로그로서 2GHz 크기의 역폭을 갖는다. 

이는 간주 수 변환기로  불리는 BBC(Base Band 

Converter: 기 역변환기)를 거쳐 512MHz 역폭의 

8채  신호로 변환되고 IF Selector 상에서 선택된 4

채  신호가 샘 러로 달된다. 샘 러는 샘 링 주

수 1024Msps, 기  클럭 64MHz, 양자화 비트 2Bit 

규격에 따라 이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형태의 

2Gbps 신호로 변환 출력한다[7].

그림 1. KVN의 고속 VLBI 데이터 처리 시스템
Fig. 1 High speed VLBI data processing system of 

KVN

그림 1은 KVN 각 측소에 설치되어 있는 VLBI 

시스템 구성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좌측과 우측

의 사각 박스는 각각 망원경동과 측동을 나타내며 

두 건물 간 데이터 송수신을 해 측 데이터 포맷 

- VSI, VDIF -에 따라 각각 장 1310, 1550nm 규

격의  이블이 가설되어 있다. 각 건물 내의 

FDF(Fiber Distribution Frame:  분배 함)와 

OTX(Optical Transmission System:  송 시스

템), OTR(Optical Receiver System:  수신 시스템)

을 통해 KVN VLBI 시스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는 상호 연결된다.    

샘 러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는 이후 어떠

한 기록 시스템에 달되느냐에 따라 데이터 포맷, 용

량, 처리 방식이 구분된다. 재 KVN 각 측소에는 

측 데이터의 기록을 해 Mark5B와 Mark6 두 시

스템이 설치되어 운용 에 있다. 2Gbps 이상 역 

측 데이터의 경우 Mark6 시스템에 달되며 이를 

해 샘 러에서 출력되는 2Gbps VSI 데이터는  

VDIF 기반의 이더넷 임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변환은 KVN 각 측소의 수신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FILA10G에서 수행된다[8]. FILA10G

를 통해 VSI 입력 데이터는 10GbE 기반 이더넷 

임으로 변환되고 수신기실과 측기기실 내의 FDF를 

경유하여 Mark6로 달된다. Mark6에서 2Gbps 데이

터 4채 을 직  기록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 FDF와 

 퍼 코드를 직결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구성

된다. 이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데이터 흐름을 그

림 2에 간략히 도식화하 다.

그림 2. KVN 천문  내부의 디지털 데이터 
흐름

Fig. 2 Internal digital data flow of KVN’s radio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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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VN 네트워크 환경

VLBI에서 고속 네트워크는 각 측소에 장된 

측 데이터를 상 센터에 가장 빠르고 효과 으로 

송할 수 있는 주요한 옵션이다. 본 에서는 이를 

한 네트워크 구성  황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3.1 KREONET

KREONET은 IT, BT, ST 등 과학 분야에서 보다 

효율 인 연구  업 증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국

가과학기술연구망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의

해 운 되고 있다. KREONET은 서울,  간 

100Gbps 코어 두 가닥으로 구성된 백본을 근간으로 

각 지역별로 17개의 지역망센터를 운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국 어느 곳이라도 속이 용이하며 2018년 

재 100여개에 달하는 출연연, 학, 기업이 

KREONET을 활용해 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9,10]. e-KVN의 네트워크 백본으로서 KREONET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KREONET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Fig. 3 Network topology of KREONET

2010년 9월 KVN의 세 측소와 상 센터를 

KREONET 1GbE 회선으로 연결하는 e-KVN 구축이 

1차 완료되었다. 이를 기 으로 KVN의 VLBI 측 

연구  측 데이터 처리에서 네트워크 활용 비 은 

격히 상승하고 있다. 두 차례의 추가 네트워크 업그

이드 작업을 통해 재 e-KVN의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는 최소 10GbE에서 최  100GbE 수 으로 업그

이드 된 상태이다. KVN 세 측소와 상 센터는 

각각 서울, 울산, 제주 그리고  지역망센터를 통

해 KREONET 백본으로 연결된다. 상 센터를 제외

한 KVN 각 측소의 회선은 용도에 따라 제어와 

송용으로 구분되며 이를 해 1GbE, 10GbE 두 회선

이 연결되어 있다. KREONET 인근 지역망센터를 기

으로 e-KVN 각 측소의 네트워크 환경  사양

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KVN 세 측소  상 센터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Table 1. Network Interfaces of three KVN stations 
and daejoen correlation center

3.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KVN 각 측소에 연결된 회선은 제어와 데이터 

송용으로 구분되며 물리 으로 독립 인 인터페이스

가 구성되어 있다. 1GbE 기반 제어용의 경우 네트워

크 구축을 해 Cisco 사의 Catalyst 2960G가 사용되

었다. 데이터 송을 한 네트워크는 용량 측 데

이터의 송 특성을 반 해서 10GbE 이상으로 설계

되었다. 하지만 인근 지역망센터의 환경에 따라 KVN 

각 측소의 성능에 차이가 있다. 한 로, 울산과 탐

라 측소의 경우는 10GbE 회선을 통해 데이터 송 

네트워크가 구성되었고 연결을 해 Juniper 사의 

Ex4550 스 치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연세 측소와 

상 센터는 각각 40GbE, 100GbE으로 KREONET 백

본에 연동되어 있으며 이를 한 스 치로 Dell 사의 

Z9100를 운용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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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KVN 구성을 한 네트워크 스 치  
지역망센터 

Fig. 4 Network switches and regional network center 
for the configuration of e-KVN

이러한 각 측소의 네트워크 구성 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신속한 측 데이터 

송을 해 Mark5B, Mark5B+, Mark6 등의 기록 시

스템은 10GbE 이상의 사양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

치에 연결되어 있다. 양 시스템 간 물리  연결을 

해 네트워크 스 치와 서버에 10G SFP+ SR 모듈

을 장착하 고 10G 용 멀티모드  퍼 코드로 

링크를 구성하 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망원경동으로부터 측동으로  네트워크 송된 

VLBI 데이터 스트림은 기록 시스템과 연결된 데이터 

송용 회선을 통해 외부의 상 센터로 송된다. 

Ⅳ. 네트워크 특성 분석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재 운용 인 e-KVN 네트워크의 

성능 최 화  개선 방안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성능 평가를 수행하 고 이를 통해 

찾아낸 특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스 치와 리 스 

서버의 성능을 최 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4.1 네트워크 특성 분석

e-KVN 네트워크에서 측 데이터는 각 측소에

서 상 센터로 단방향 업로드되는 패턴을 수하며 

KVN 각 측소와 상 센터는 각각 클라이언트, 서버

로 동작한다. 네트워크 성능 측정을 해 세계 으

로 가장 리 사용되는 도구로 iperf가 있다. iperf는 

미국 국토에 지부의 로 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된 네트워크 성능 측정 도구로서 재 3.x 버 까

지 출시되었다. iperf3는 TCP/UDP, IPv4/IPv6 등 계

층별 TCP/IP 옵션 지정은 물론 혼잡회피 알고리즘, 

병렬 스트림, Zero Copy 등 네트워크 환경에 한 세

부 설정을 통해 사용자 환경에 최 화된 성능 측정을 

지원한다[11]. 본 논문에서는 iperf3를 기반으로 

e-KVN의 송 성능을 측정하 으며 실험을 한 시

스템 구성을 개략 으로 도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e-KVN의 네트워크 성능 측정을 한 
데이터 흐름

Fig. 5 Data flow for the network performance 
measurement of e-KVN

iperf3 서버 모드는 –s 옵션 지정만으로도 실행되

며 그 외 별도의 옵션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클라

이언트 모드는 네트워크 환경  실험 목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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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옵션 지정이 요구된다. 본 성능 평가에서는 혼잡 

제어 알고리즘으로 고속의 원거리 네트워크에 최 화

되어 있고 기존 TCP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htcp를 지정하 다. 성능 측정 과정에서 시스템 내부

의 외란을 최소화하기 해 별도의 CPU를 용 코어

로 할당하 다. 한 Nagle 옵션을 비활성화시켜 송

신 호스트에 ACK가 반환될 때까지 패킷 송이 억

제되는 상이 방지되도록 하 다.

  

- 서버 구동

$ iperf3 -s -f m -i 1 [-u]

- 클라이언트 구동

$ iperf3 -c 203.250.156.200 -f m -i 1 -t 

60 [-u] -C htcp -A 2 –P 1 -N  -Z –4

 명령은 KVN 각 측소와 상 센터 내의 리

스 시스템에서 각각 실행된 iperf3 서버, 클라이언트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한 실행을 통해 검출된 

e-KVN 각 측소의 네트워크 성능을 그래 로 나타

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6. 최 화 이 의 KVN 각 측소와 상 센터 
간 네트워크 성능 

Fig. 6 Network performance between each of three 
KVN observatories and daejeon correlation center 

before tuning

 그래 는 상단부터 하단까지 각각 KVN 연세, 

울산, 탐라 세 측소와 상 센터 간 성능 측정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스트림 기 으로 상 센터에 

한 연세, 울산, 탐라 측소의 송 성능 평균치는 

각각 9.8, 5.2, 9.3Gbps로 나타났다. 울산과 탐라 측

소 모두 물리 으로 10G 스 치에 연결되어 있으나 

자의 경우 성능이 50% 수 이고 후자는 데이터 

송 과정에서 2Gbps 이하로 성능이 강하하는 상

이 주기 으로 찰되었다. 이는 송 스트림 개수를 

증가시키는 병렬 스트림 용을 통해 일정도 성능이 

개선될 수 있었다. 한 로, 울산 측소는 1스트림과 

비교해서 2, 3스트림 용 시 송 성능이 500Mbps, 

800Mbps 정도 더 상향되었고 편차가 개선되는 효과

가 있었다. 하지만 10GbE 네트워크가 정상 으로 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1스트림 하에서도 최소 

9Gbps 이상으로 안정 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e-KVN은 KVN 세 측소 모두 KREONET 

백본에서 타 기 의 트래픽으로 인한 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상의 사설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

서 정상 인 성능라면 세 측소 모두 연세 측소와 

동일한 패턴이 출력되어야 한다.

e-KVN을 구성하는 회선 사양이 최소 10GbE 이상

인데 3 스트림을 이용한 송 실험에서  5Gbps 이하

의 성능이 나타난 것은 네트워크 는 그에 연결된 

서버 시스템에 최 화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성능 하가 발생하

는 부분을 찾아내기 해 KVN 각 측소의 

KREONET 업링크를 일시 단  후,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스 치에 연결된 두 시스템 간 송 실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 4 ~ 7Gbps 성능이 검출되었고 

이러한 성능 하는 네트워크 스 치를 경유하지 않

고  패치 이블로 직  연결된 두 시스템 간에서

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이를 통해 e-KVN 내의 

송 성능 하가 단순히 백본망만의 문제가 아닌 각 

측소 내의 시스템 설정 문제와도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송 성능 개선

네트워크 성능 이슈는 크게 애 리 이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범주로 분류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는 이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을 맞춰 

최 화 작업을 진행하 고 해당 사항을 세부 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2.1 서버 시스템

네트워크 상의 통신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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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해 사용되는 로토콜은 TCP로서 이는 네

트워크의 품질을 측정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TCP 

기반 네트워크에서 최  송 효율을 얻기 해서는 

송신과 수신 양단 사이의 네트워크 이 가 데이터

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 송 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은 일반 으로 만족스럽게 구 되지 못하

고 있다. TCP/IP 로토콜이 기 설계되었을 당시와 

비교해 트래픽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한 것과 더불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 내부의 메커니즘이 매우 복합

이기 때문이다[12]. 한 로 충분치 못한 TCP 버퍼 

공간은 과도한 패킷으로 인한 손실과 구분하기가 어

렵다. 

컴퓨터 시스템의 에서 성능을 최 화시키기 

해 설정 가능한 표 인 항목에 커 과 소켓 버퍼가 

있다. 먼  커  역의 경우 송수신 큐 사이즈에 해

당하는 txqueuelen, netdev_max_backlog와 더불어 

송 가능한 최  패킷 크기를 나타내는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최  송 단 )

가 포함된다. 소켓 버퍼 련으로는 TCP를 포함한 모

든 종류의 소켓에서 기본 버퍼 크기를 나타내는 

net.core.rmem_max, net.core.wmem_max가 주요한 성

능 변수에 해당한다. TCP 소켓 송수신 버퍼의 크기를 

최소, 기, 최 치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net.ipv4.tcp_rmem, net.ipv4_tcp_wmem 역시 최 화 

설정이 필요하다. BDP(Bandwidth Delay Product: 

역폭 지연 곱)는 네트워크 최 화를 한 핵심 키워

드로는 네트워크 상에서 최 으로 달 가능한 데이

터 양으로 정의된다[13]. BDP는 산술 으로 네트워크 

링크의 역폭을 목 지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과 곱

한 결과로서 이에 한 조정을 통해 송수신 시스템 

간 한 용량의 패킷을 안정 으로 송할 수 있다. 

가령, 1Gbps의 역폭을 갖는 네트워크에서 RTT( 

Round Trip Time: 왕복 시간)가 70msec라고 가정할 

경우 BDP는 략 아래와 같이 산출 가능하다. 

표 2. 리 스 서버 송 성능 최 화를 한 설정 
내역

Table 2. Linux server configuration for the 
maximization of data transfer performance

TCP는 한번에 얼마나 많은 패킷을 보낼 수 있는지

를 결정하는 CWND(Congestion WiNDow: 혼잡 도

우)를 사용한다. 최  CWND는 각 소켓을 해 커

이 할당하는 버퍼 용량과 연 된다. 시스템 자체에 기

본값이 존재하지만 용량 데이터 송을 수행하기에

는 작은 용량이다[14]. 이에 따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소켓버퍼를 세 해 주는 최 화 작업이 필요하며 통

상 2 배의 BDP 값 이상으로 설정이 권장된다. 이는 

양방향 지연값 용이 망 성능 향상에 효과 이기 때

문이며, ESnet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KVN 각 측소

에 최종 설정된 시스템 변수 설정 내역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15]. 

4.2.2 스 치  송 장비

KVN의 세 측소와 상 센터는 인 한 

KREONET 지역망센터를 통해 KREONET 백본에 

속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의 송수신 시스템 간 성능 

하 치 탐색에 있어서 지역망센터는 네트워크 진

단을 수행하는 주요 지 이자 성능 하가 래되는 

병목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능 하가 나타난 KVN 

울산, 탐라 측소는 각각 UNIST, 제주 에 치한 

지역망센터를 통해 KREONET 백본에 연결된다. 따

라서 상 센터를 기 으로 지역망센터 – 울산[탐

라]지역망센터 – 울산[탐라] 측소로 나 어 각 구

간별로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하 고 그 결과 두 측

소 모두 인  지역망센터에서 성능 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악하 다.  

각 지역망센터 내에서 10GbE 회선으로 울산, 탐라

천문 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스 치는 안정 인 

백본망 성능 유지를 해 임의의 설정된 크기로 역

폭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구 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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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네트워크 역폭 제한을 한 트래픽 
Policing, Shaping 메커니즘 

Fig. 7 Traffic policing and shaping mechanism for 
the limitation of network bandwidth 

표 인 방법으로 그림 7의 트래픽 policing과 shaping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자의 경우 가변 네트워크 

환경에서 설정 역폭 이상으로 패킷이 유입될 경우 

무조건 drop시킨다. 반면, shaping은 동일한 상황에서 

메모리 상의 패킷 버퍼링을 먼  수행하고 이후 역

폭이 감소되면 버퍼링된 패킷을 송한다[16]. 이는 

shaping 설정 최 화를 통해 패킷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실제 울산, 탐라 지역망센터의 송 장비를 진단

한 결과 내부 버퍼링을 통해 패킷을 송하는 

CIR(Committed Information Rate: 허용정보율)이 최

화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송 장

비 내부에서 이를 기존 크기의 95% 내외로 조정하

고, 이에 한 성능 평가는 다음 에 기술되어 있다. 

Ⅴ. 성능 평가  모니터링 최 화

개선된 사항이 실제 네트워크 성능에 얼마나 변화

를 주었는지 모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

가 각 사용자 간에 이 지고 있는 데이터 송수신  

네트워크 성능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며 실시간 

상태 감시를 한 방안과 한계 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5.1 평가  검증

그림 8. KVN 세 측소와 상 센터 간 
네트워크 스 치  리 스 서버 최 화를 통해 

개선된 e-KVN 송 성능 측정 
결과(YS-9.85/US-9.39/TN-9.40Gbps)

Fig. 8 Improved performance of e-KVN through the 
optimization of network switch and server 
systems(YS-9.85 / US-9.39 / TN-9.40Gbps)

방안에 해  얼마나 재 운용 인 e-KVN 네트

워크의 성능 최 화  개선 방안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성능 평가를 수행하 고 이를 

통해 찾아낸 특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스 치와 리

스 서버의 성능을 최 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상기 내역에 따라 네트워크 종단에 치한 리 스 

서버는 물론 e-KVN 백본을 구성하는 각 네트워크 

스 치 상의 원활한 트래픽 처리를 해 역폭 운용

에 한 세부 설정을 최 화시켰다. 그림 8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선된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5]. 성능 측정은 iperf3를 이용해 

KVN 연세, 울산, 탐라 측소에서 상 센터 방

향으로 측정되었고 기존에 9.8, 5.2, 9.3Gbps 머무르던 

KVN울산, 탐라 측소의 네트워크 성능이 9Gbps 이

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8월 KVN 세 측소와 상 센터가 

기 연결되었을 당시 e-KVN의 송 성능은 850Mbps 

내외 다. 하지만 그림 8을 통해 네트워크 업그 이

드, 최 화를 통해 10배 이상의 성능 개선이 이 졌음

을 알 수 있다. 실제 KVN 세 측소의 FILA10G, 

OCTAD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의 속도가 8.224Gbps

인 것을 상기하 을 때 상기 네트워크 성능은 역 

측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용량 VLBI 데이터 송을 한 고속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최 화 연구

1105

수 있다. 다만, 울산 측소는 500  경과 시 3번에 

걸쳐 9Gbps 이하의 성능이 검출되었고 탐라 측소

는 실험 시작 기 8.7Gbps로 성능이 하되었다는 

은 향후 네트워크 검  최 화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 재 KVN VLBI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 송수신

을 한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10GbE이다. 따

라서 각 측소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40Gbps 수 의 

성능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송수신 가능한 데

이터 속도는 10Gbps 이하로 한정되며 이는 그림 8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KVN연세 측소의 경

우 송되는 데이터양에 비해 연결된 회선의 사양이 

월등한 계로 타 측소에 비해 높은 송 성능이 

안정 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연구망 성능 

개선에 있어 차선책으로 주요한 시사 을 제시한다. 

연구망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사용자는 인 한 지

역망센터를 거쳐 백본에 연결되며 일반 상용망에 비

해 단편화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각 사용자와 지역

망센터 간 회선이 직  연결되거나 간에 경유하는 

송장비의 수가 을 경우 네트워크 장비의 트랜시

버를 교체하는 것으로 즉각 인 성능 개선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연세 측소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망센

터와 직  회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송수신 단말

에 설치된 스 치 사양에 해 원하는 성능을 손쉽게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과 탐라 측소 역시 지

역망센터와의 연결을 단순화하고 장거리 회선의 경우 

ZR, ER4 등의 모듈을 활용하는 것이 성능과 리를 

최 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고속 네트워크를 경

유한 측 데이터 스트림 송의 실효성을 검증하

다. 이를 해 vdiftimeUDP 로그램을 이용하여 

OCTAD로부터 출력되는 8,224 바이트 크기의 VDIF 

임이 상 센터 내의 스토리지에 안정 으로 수신

되는지를 찰하 다. vdiftimeUDP 로그램은 VDIF 

임 형태로 출력되는 VLBI 측 데이터가 네트워

크를 경유하여 안정 으로 송되는지를 검증하기 

해 2014년 Jan Wagner에 의해 개발되었다[17]. 이는 

VDIF 헤더 내의 임 번호가 매 마다 0으로 

기화되어 순차 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해 손실 

여부를 별한다. KVN 시스템 단에 치한 4채  

수신기를 거쳐 후단의 샘 러, 송장치로부터 달

되는 측 데이터의 출력 속도는 8.224Gbps이다. 

송 과정에서 단 하나의 임도 락되지 않을 경우 

당 수신 임 개수는 다음 식에 따라 125,000개가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해 패

킷이 유실되면 이보다 은 개수의 패킷이 수신될 것

이다. 그림 Fig. 7은 KVN 세 측소에서 수행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그램 기동 기 

단 한 번의 손실이 공통 으로 발생하 고 울산 측

소의 경우 553-554  구간에서 1  동안 45개의 

임 손실이 검출되었다. 이를 제외하고 실험이 진행된 

10분 동안  KVN 세 측소의 OCTAD로부터 출력된 

측 데이터 스트림은 추가 인 손실없이 상 센터의 

개별 스토리지로 안정 으로 송되었다. 이는 

KREONET 기반 e-KVN이 VLBI 측 데이터가 생

성되는 KVN연세 천문 에서 분석 처리가 이 지

는 상 센터까지 실시간 측 데이터 스트림 

송 구 에 필요한 성능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실증

으로 보여 다. 나아가 안정 인 네트워크 환경과 

그림 9. KREONET을 경유한 KVN연세/울산/
탐라 천문  – 상 센터 간 2048MHz x 

4Channel UDP 임 송 실험 결과
Fig. 9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transfer of 
2048MHz x 4Channel UDP frame between each of 
three KVN stations and daejeon correl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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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상 센터에 고성능의 스토리지가 보장된다면 손

실을 최소화하여 측 데이터를 원격의 스토리지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e-KVN이 

100km 이상의 원거리 네트워크임에도 내부의 사설 

네트워크에 하는 안정 인 송 성능을 지원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5.2 데이터 송과 병행한 모니터링 

VLBI 측을 수행하는 각 측소에서 샘 러, 디

지털 필터 등의 백엔드로부터 디지털 변환된 고속의 

데이터 스트림은  송 장비를 통해 출력된다. 

KVN에서 목표로 하는 역 측에서 출력되는 데

이터 양은 4개의 8.224Gbps(TCP/IP 헤더 정보 제외

한 데이터 기 ) 스트림이며 데이터의 분석 처리를 

해 상 센터로 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VLBI 

 네트워크 장비가 받는 부하는 기하 수 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의 요성은 더

욱 높아지고 있다. 4.1 에서 서술한 iperf3의 경우 

성능을 측정하기 해 인 으로 트래픽을 발생시켜

야 했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시스템과 연 된 데이터 송수신을 단시

켜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측 데이터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능을 추 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측 데이터 송, 네트워크 성능에 한 향을 최소

화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

도록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간이 네트워크 리 로토콜), RRDtool(Round 

Robin Database Tool: 라운드 로빈 데이터베이스 도

구) 기반의 Cact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다. 네트워크 

상의 시스템 상태를 악하기 한 기 방법으로 

에는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인

터넷 제어 메시지 로토콜)을 이용하 다. 하지만 네

트워크 시스템이 증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이를 효

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로토콜로 SNMP가 폭넓

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RRDtool은 SNMP 기반

의 통신으로 획득한 각종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 정보

를 장  시각화하는 산업 표 으로 자리잡았다

[18]. Cacti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스 치, 라

우터, 서버 등을 일정한 주기로 폴링하여 시스템의 상

태를 획득하고 해당 정보를 이를 그래  등의 형태로 

그림 10. KVN 연세 천문  내의 SNMP, RRDtool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감시  성능 

측정
Fig. 10 Real-Time monitoring and performance 
measurement for the network interface in KVN 

yonsei observatory 

표 한다. 그림 10은 연세 측소와 상 센터 간 

iperf3를 이용한 성능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연세 측소와 상 센

터 간 9.7Gbps 속도로 트래픽이 송되었는데 이를 

10분 동안 실시간 형태로 모니터링 하여 이웃한 형태

의 피크 80개를 검출할 수 있었다. 매 1 마다 실시

간 성능 측정이 이 지도록 설정하 으나 실제 트래

픽 검출은 7~8  간격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실제 

트래픽 송 속도의 7.5배에 해당하는 70Gbps가 그래

 상에 도시되었고 이를  단 로 환산한 결과가 

하단의 그래 와 일치함을 검증하 다. 이는 SNMP, 

RRDtool을 활용하여 iperf3에 버 가는 성능 측정을 

구 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의 데이터 송에 한 

향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이와 병행한 성능 측정

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네트워크 상에서 성능 최

화를 한 기술  최 화된 상태 유지를 한 지속

성 있는 모니터링 방안에 해 기술하 다. 용량 

VLBI 데이터 송을 해 운용되고 있는 e-KV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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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본은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인 KREONET으로서 다수

의 학, 연구원, 공공기 이 이를 이용한 연구를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용망으로서의 운용 

황  KVN의 방 한 데이터 특성을 감안하여 세 

측소와 상 센터를 가상의 사설망으로 연결하여 활용 

에 있다. 하지만 성능을 최 화시키더라도 지속 으

로 가변되고 하되는 상황에서 효율 인 성능 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 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

서는 이에 한 해결 방안으로 사용자 엔드단에 치

한 컴퓨터 시스템의 튜닝을 시작으로 백본망 수 에

서 역폭 제어 기술의 요성을 기술하 다. 이에 

해 KVN 각 측소의 서버 시스템을 최 화시키고  

KISTI의 도움으로 송장비의 역폭 제한 정책을 

수정한 결과 네트워크 송 성능은 비약 으로 향상

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 화된 네트워크를 보다 안정 으

로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서도 살펴 보았다. iperf3를 이용한 기존 방식은 정

한 성능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 량의 트래픽 

발생을 수반하기에 부득이 수행 인 작업을 단하

고 성능 평가를 지속 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이에 따라 e-KVN에서 SNMP, RRDtool을 기반으

로 다수의 인터페이스를 감시하고 그곳에서 유발되는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살펴 보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 Cacti로부터 얻은 데이터

와 iperf3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비교 검증하 다. 이

를 통해 다소 정 도는 떨어지지만 Cacti를 이용한 

방식을 통해 지속 인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이 가

능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언 한 내용을 좀더 보완 발 시켜 

e-KVN의 네트워크 최 화  성능 재고에 용할 

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측되는 

역 측 데이터 처리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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