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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속 궤도검측시스템은 시속 300km의 속도로 검측차를 운행하며 고속열차 궤도의 결함을 

25cm간격으로 검측한다. 검측의 고속화 정밀화 추세에 따라 동시에 여러 검측부로부터 최소 3ms의 

짧은 주기로 전송되는 검측데이터의 전송 지연시간의 추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

워크 기반 시스템의 전송 지연시간 추정기법과 개별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통신부하 시험방법을 

조사하고 5가지의 검측부에서 통합운영부로 최대 초당 333회 주기로 동시에 전송되는 패킷의 지연

시간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전송장치의 개수, 전송주기, 패킷사이즈에 따른 지연시간을 측정

하고 지연시간의 추이를 시험을 통하여 비교한다.

주요어 : 전송지연시간, TCP/IP, 고속 궤도검측시스템(High-speed track measurement system)

1. 서 론

고속 궤도검측시스템은 궤도 검측 국제규격

(EN13848-2)인 25cm간격의 측정과 고속 열차

의 최고 300km/h 운행 속도를 만족시키기 위

하여, 3ms 주기의 궤도결함 측정과 예외사항

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요구된다[1,2]. 이
에 따라 여러 고속 검측모듈로부터 최소 3ms
의 짧은 주기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함

에 있어서 전송 지연이 예상되어 네트워크 

전송 시험과 지연시간의 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네트워크 지연시간 관련 연구를 살

펴보면, 네트워크 지연시간 측정방법에 관한 

RTT(Round Trip Time) 방식의 전송 지연시간 

측정의 단점을 분석하여 개선한 단방향 지연 

시간의 추정기법과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필

요에 의한 지연시간 측정 방법으로 전력 등

의 제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시스템의 네트워크 통신부하를 측정하는 시

험방법, 차량통신용 무선접근 시스템의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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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연구실

의 접속 수에 따른 무선통신상의 전송성능 

측정연구 및 철도 차량용 이벤트 레코더 구

현을 위한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의 이론적 

계산이 연구되었으나, 짧은 주기의 지속적인 

전송시험에 의한 지연시간의 측정과 지연시

간의 추이 결과는 소개되지 않고 있다[3-6]. 
본 논문에서는 전송 패킷의 용량, 전송 주

기 및 송수신 채널의 수를 달리하면서 패킷

을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전송하

는 시험을 통하여 지연시간을 측정하고 전송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고속 종합검측시스템의 네트워크 구

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지연시간 

추정을 위한 시험 환경과 지연시간 추정 결

과 및 추이에 대해서 소개하며 4장에서는 시

험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한다.

2. 고속 궤도검측시스템 개요 및 

네트워크 지연시간 분석

2.1 고속 궤도검측시스템의 개요 

고속 궤도검측시스템은 고속검측차량으로 

최고 300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결함 항

목별 검측모듈을 통해서 궤도의 결함을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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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측정한 검측 데이터를 통합운영부

로 실시간 전송,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기능

을 제공하여 결함궤도의 유지보수를 수행하

게 한다.

Fig. 1. Diagramof high speed track measurement system

검측 데이터의 수집 네트워크 구성은 Fig. 2
와 같이 검측 데이터의 수집 네트워크는 검

측 차상의 로컬 망으로 구성되며 검측부와 

수집서버간은 기가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의 스위치 허브로 연결되며 응용 프

로세스의 수신 확인 ACK 데이터 전송 없는 

TCP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Fig. 2. Networkconfigurationof collectingmeasurement data

Fig. 2에서 5개의 검측부와 연결되는 수집서

버는 전송 성능을 고려하여 1개 또는 다수개

로 병렬 구성한다. 전송되는 데이터는 단말컴

퓨터에서 참조하는 일부 이미지 데이터와 최

소 3ms의 이벤트 방식 주기로전송되는약

1KB용량의 텍스트 형식 패킷 데이터가 있다. 
수집서버의 응용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과 

파일저장 및 운영서버로의 패킷 bypass 전달 

기능을 수행한다[7].

2.2 네트워크 지연시간 분석

TCP 통신규격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별 

지연시간은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송신 커널단에서는 응용 프로세스의 write 이
벤트 마다 매번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송

신 데이터가 버퍼에 적정량 채워졌을 때 송

신을 수행한다. 수신단 커널은 수신한 데이터

를 버퍼링 하고 수신단 응용 프로세스에 맞

게 조절하여 소켓 버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응용 프로세스는 소켓 버퍼의 이벤트

를 감지하여 read 한다.

Fig. 3. TCP communication packet transmission delay

한 패킷의 TCP 전송 지연시간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송신단 응용 프로세스에서 수신

단 응용 프로세스까지 전송되는 단계는 송신

데이터를 소켓 버퍼에 write 및 커널단 버퍼

로 저장하는 Send Time과 커널버퍼의 데이터

를 TCP 이더넷 통신 방식으로 수신단 커널버

퍼에 전달하는 Transmit Time 그리고 커널버

퍼의 데이터를 수신단 소켓 버퍼로 저장 및 

응용 프로세스의 소켓 버퍼 read 까지의 

Receive Time을 합하여 계산된다. 

한 패킷의 총 전송 지연시간 = 
Send Time + Transmit Time + Receive Time

그리고 전체 패킷의 총 전송 지연시간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체 패킷의 총 전송 지연시간 =

[(ts(n)-tc(n)-∆t) - (ts(n-1)-tc(n-1)-∆t)] 
N : 전체 전송 패킷의 개수

ts(n) : n번째 패킷의 수신시각

tc(n) : n번째 패킷의 송신시각

∆t : 수신단과 송신단의 시각 차

여기서 n=1 일 경우는 첫 번째 패킷의 전송 

지연시간만으로 계산된다. 



TCP 전송 지연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커널단 버퍼링 특성과 연관된 전송

주기와 이더넷 전송 성능과 연관된 한 수신

단 호스트의 수집 채널 수 및 공통적인 연관 

사항으로 송신 패킷의 용량이 예상된다.

3. 네트워크 지연시간 측정 시험

3.1 시험환경 및 방법

네트워크 지연시간 시험은 패킷사이즈에 따

른 전송 주기별 지연시간과 송신장치의 개수

에 따른 수신 호스트의 지연시간을 측정하고 

지연시간의 추이를 나타낸다. Fig. 4는 네트워

크 지연시간 시험환경이다. 송수신단 컴퓨터

는 Windows7 운영체제와 C언어로 개발된 

TCP 소켓 송수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송
수신 프로세스는 1:1로 연결한다.

Fig. 4. Test environment of transmission delay time

송신단 프로세스에서의 밀리초(ms)단위의 

주기적인 전송은 송신 프로그램의 불규칙한 

처리시간으로 인해 전체 패킷 평균 약 ±1ms
의 송신주기 오차를 내포함을 감수하고 총 

송신 패킷은 용이한 그래프 분포 식별을 위

해서 3만개로 제한한다. 전송 지연시간의 측

정을 위해서 송신 프로세스는 송신 패킷에 

송신시각을 삽입하고 수신 프로세스는 수신

시각과 송신시각의 차를 계산한다. 
절대적인 시간 차 계산을 위해서 두 호스트

의 시각 동기화가 필수적이나 밀리초 단위 

계산의 경우, 정밀한 시각 동기화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 대안으로 모든 패킷의 

지연시간에서 최소 지연시간을 차감한 상대

적인 계산 치로 추이의 분석을 하고 절대적

인 최소 지연시간은 송수신단에 패킷 분석 

툴을 설치 운영하여, 최소 지연시간 패킷의 

송신측 TCP단의 송신시각과 ACK 수신시각

까지의 시간의 이등분 값으로 추정한 

Transmit Time과 송신단의 Send Time 그리고 

수신단의 Receive Time를 합하여 측정한다.
첫 번째 시험은 송수신단을 1:1로 연결한 

후 패킷사이즈는 500Byte, 전송주기는 3ms, 
50ms, 100ms로 시험환경을 구성하여 수행하

고, 동일조건 상에서 1KB, 3KB의 패킷용량 

환경에서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전송주기

별 지연시간 추이를 확인하고 3ms 주기 전송 

시, 최적의 패킷사이즈를 확인한다. 
두 번째 시험은 3ms주기로 1KB용량의 패킷

을 전송 시, 송신단 프로세스의 수를 1, 3, 5개
로 하여 한 수신 호스트에 전송 시, 수신 채널

수에 따른 평균 지연시간을 비교하여 한 호스

트의 적정한 수신처리 채널수를 확인한다.
 

3.2 네트워크 지연시간 측정 결과

Table 1은 송수신부가 1:1로 연결되어 

30,000개의 패킷을 주기적으로 전송 시 지연

시간을 나타낸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패킷 전송 최소 및 평균 지연시간이 전송용

량과 전송주기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패킷

의 용량은 전체 패킷의 전송 지연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예상 밖으로 3ms의 짧

은 전송주기는 지연시간을 줄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Packet
Size

Trans
Period

One Packet
Min-Delay

(sec)

One Packet
Avg-Delay

(sec)

All Packet 
Total-Delay

(sec)

500B
3ms 0.001 0.015 0.031

50ms 0.074 0.498 0.766
100ms 0.353 0.596 0.398

1KB
3ms 0.006 0.020 0.061

50ms 0.049 0.120 0.129
100ms 0.704 0.800 0.559

3KB
3ms 0.039 0.049 0.052

50ms 0.507 0.528 0.524
100ms 0.812 0.843 0.818

Table 1. Packet transmission delay time 1:1 
connection 30,000 packets

Fig. 5, 6, 7은 송수신부가 1:1로 연결되어 

각각 전송 패킷 용량을 500Byte, 1KB, 3KB로 



하고 전송주기를 달리하여 전송 했을 시 한 

패킷 당 전송 지연시간과 첫 번째부터 n번째 

전송 패킷까지의 총 전송 지연시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Packet transmission delay-500Byte packet

Fig. 6. Packet transmission delay-1KB packet

Fig. 7. Packet transmission delay-3KB packet
 

Fig. 5, 6, 7에서 첫 번째 패킷의 지연시간과 

n번째 패킷까지의 총 지연시간은 전송 패킷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

정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볼 수 있다. 
3ms 전송 주기는 50ms, 100ms전송 주기에 비

해 전송 지연시간이 증가 추세 없이 작은 값

의 안정된 전송을 보임을 알 수 있다.
Table 2와 Fig. 8, 9, 10은 송수신 부를 각각 

n:n개의 프로세스로 연결하여 3ms 전송 주기

로 30,000개의 패킷을 전송할 때의 한 개 및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패킷의 전송 지연

시간을 나타낸다.

 

Connection One Packet
Avg-Delay(sec)

All Packet Total 
Avg-Delay(sec)

1:1 0.020 0.061
3:3 0.117 0.116
5:5 0.112 0.124

Table 2. Packet transmission delay-n:n 
connection 30,000 packets

Fig. 8. The average packet transfer delay-3ms period

Fig. 9. Packet transmission delay time 3:3 
connection 3ms period

Fig. 10. Packet transmission delay time 5:5 
Connection 3ms period



Table 2에서 3:3, 5:5 연결의 전송 지연시간

은 0.1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으나, 1:1연결과 

비교하여 전송 지연시간에 2배 이상의 큰 차

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 9, 10에서 패킷당 및 n번째까지의 

패킷 전송 지연시간은 1:1연결의 경우 전송 

패킷의 증가에 따라 지연시간이 조금씩 증가

하나, 3:3 및 5:5의 경우 일정하게 변화 없이 

지연시간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n:n 
연결의 경우, 전송 채널별 전송 지연시간은 

서로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은 추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과 Fig. 11, 12, 13은 앞서 보았던 전

송 패킷 용량과 전송 채널수에 따른 전송 지

연시간 측정의 두 가지 시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3. Transfer step delay-minimum delay packet-based

Link Trans-Condition　Send(sec)
[snd-wr]

Transmit(sec)
[(ack-snd)/2]

Receive(sec)
[rd-rcv]

1:1

500B/3ms 0.000 0.001 0.000
500B/50ms 0.017 0.001 0.056

500B/100ms 0.000 0.106 0.247
1KB/3ms 0.003 0.002 0.001

1KB/50ms 0.000 0.000 0.049
1KB/100ms 0.000 0.001 0.702

3KB/3ms 0.000 0.001 0.038
3KB/50ms 0.000 0.001 0.506

3KB/100ms 0.000 0.001 0.810

3:3
1KB/3ms(#1/3) 0.000 0.000 0.105
1KB/3ms(#2/3) 0.000 0.001 0.105
1KB/3ms(#3/3) 0.000 0.001 0.105

5:5

1KB/3ms(#1/5) 0.000 0.000 0.111
1KB/3ms(#2/5) 0.000 0.003 0.111
1KB/3ms(#3/5) 0.000 0.000 0.112
1KB/3ms(#4/5) 0.000 0.000 0.111
1KB/3ms(#5/5) 0.000 0.000 0.111

Table 3과 Fig. 11은 조건별 패킷 전송 최소 

지연시간의 송신단 응용프로세스에서 커널 

단까지의 Send 시간, 수신단 커널까지의 

Transmit 시간 및 수신단 응용프로세스까지의 

Receive 시간의 구간별 전송시간을 나타낸다. 
0으로 표현된 값은 마이크로초를 밀리초 단

위로 반올림 하면서 나타났다. 전송 지연시간

의 대부분은 수신단 커널에서 수신단 응용프

로세스로의 전송에서 지연됨을 알 수 있다.

Fig. 11. Transfer step delay sum-the minimum 

Fig. 12. The average transmission delay per packet

Fig. 13. Full packet total transmission delay

Fig. 12, 13에서 전체(30,000개) 패킷의 총 

전송 지연시간이 패킷당 평균 전송 지연시간

과  모든 조건에서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 전체 패킷의 총 전송 지연시간은 전

송 패킷의 수의 증가에 따라 큰 변화가 없음

을 알 수 있고 이번 시험의 송신 이벤트를 

30,000회 보다 더 크게 증가시켜도 큰 차이가 

없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송 패킷의 용량, 전송 주

기 및 송수신 채널의 수를 달리하면서 패킷

을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전송하

는 시험을 통하여 지연시간을 측정하고 전송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패킷용

량에 따른 전송주기별 전송 시험에서 패킷의 

용량은 전체 패킷의 총 전송 지연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예상 밖으로 3ms 짧은 

전송주기는 전송 지연시간을 줄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송수신 채널 구성에 따른 전송 

시험에서는 3:3, 5:5연결이 시속 300km/h 주행 

시 거리로는 8.3m, 시간으로는 0.1초 정도의 

아주 짧은 전송 지연을 보이나 1:1연결에 비

해서는 약 2배 이상의 지연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두 시험에서 패킷 전송 지연시간의 

대부분은 수신단 커널에서 수신단 응용 프로

세스로의 전송과정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

고 전체 패킷의 총 전송 지연시간이 패킷당 

평균 전송 지연시간과 모든 조건에서 유사함

을 보여서 이번 시험의 송신 이벤트를 30,000
회 보다 더 크게 증가시켜도 큰 차이가 없음

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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