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은이

미야타 히로시 みやた  ひろし
대학과 대학원에서 지구환경과학 분야를 연구한 후에 한 시스템 통합 기업에 시

스템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 기기 벤더의 컨설턴트로 이직

하여 설계에서 구축, 운용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했

다. CCIE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 《따라하며 배우는 서버 부하분산 입문》(제이펍, 2013), 《인프라/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이해 및 설계 가이드》(제이펍, 2014), 《인프라/네트워

크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 가이드》(제이펍,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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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품질 엔지니어, 애자일 코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

키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번역을 시작했다.

인터넷, TCP/IP, 애플리케이션부터 보안, 네트워크 기기, 부하분산까지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을 한 권에 담았다!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정한 서비스가 아니라 스

마트폰이나 노트북, 즉 우리를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세상과 연결해 주는 그 친근한(하지만 조금은 

먼) 네트워크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성질이 다른 여러 연결 요소를 묶어내

는 규칙 또는 규약으로 만들어집니다. 네트워크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OSI 7 레이

어와 같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규칙을 무작정 암기하려 했던 경험이 있

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암기를 통한 이해가 아니라, 이야기를 읽어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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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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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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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학습자를 위한 최적의, 최고의 입문서!

컴퓨터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데이터, 장비가 어울려 ‘TCP/IP’

라는 기술 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동작 원리를 그림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표현하여 어려운 네트

워크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공부를 시작하거

나 기본을 복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명쾌하고 절제된 설명

과 함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그림은 네트워크의 기본부터 보안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부한 그림과 사진으로 배우는 

네트워크 쉽게, 더 쉽게(제4판)
ISBN 979-11-88621-68-2 / 296쪽 / 25,000원

그림과 사진을 통해 네트워크 입문을 한 권으로 끝낸다! 

스위치, 라우터, 보안, IP 전화, 무선 LAN까지 현재의 기업 네트워크를 이해

하기 위한 중요 정보를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 4판에

서는 텍스트를 전면적으로 다듬었으며, 동시에 최신 네트워크 환경에 맞

게 기존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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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정성을 다해 집필하였으며, 베스트셀러인 전판과 

같이 많은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내용마다 머리로 한 번, 눈으로 두 번 익힐 

수 있게 하여 더욱 확실히 머리에 남도록 합니다. 덕분에 네트워크에 갓 입

문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험이 적은 현업 네트워크 엔지니어에게도 최적

의 기본서가 될 것입니다.

책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독자 Q&A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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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머리맡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들고 

SNS나 포털사이트 등을 방문하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지 않으시나요? 때로는 활기찬, 

때로는 무거운 몸을 버스나 지하철에 싣고 여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음악이나 동영상 스

트리밍을 이용하지는 않으시나요?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

다. 이 책은 특정 서비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즉 우리를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세상과 

연결해 주는 그 친근한(하지만 조금은 먼)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현대 네트워크의 원형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연구 및 개발되었습니

다. 과거에는 한 대의 대형 컴퓨터(메인프레임) 리소스를 짧은 시간 단위로 나눠 여러 사용자가 이

용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컴퓨터뿐만이 아닌 소형의 개인용 컴퓨터

가 등장했고, 수많은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방위 고

등 연구 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이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만

든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이 바로 그것입니다. ARPANET은 이

후 인터넷으로 발전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성질이 다른 여러 연결 요소를 묶어

내는 규칙 또는 규약으로 만들어집니다. 네트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OSI 

레이어와 같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무작정 그 규칙들을 암기하려 

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암기를 통한 이해가 아니라, 이야기를 읽어가며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책을 번역하면서 과거 그리고 현재, 제가 업무 중 고

민하던 네트워크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 xv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 교정과 편집 과정을 함께해 주신 교정자 

이미연 님과 이주원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베타리딩을 함께해 주신 예비 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으로 번역 작업에 몰두하는 가운데도 싫은 소리 없이 옆에서 든든히 지지해 준 아내와 세 아이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옮긴이 김모세

옮긴이 머리말xvi



들어가며

이 책은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기초 지식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웹 서핑, 온라인 뱅킹, 유튜브나 트위터 등과 같은 인터넷 이용 환경을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게 된 지금, 세상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나 ‘Big Data(빅데이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와 같은 기술에 의해 4차 산업혁명에 돌입했으며, 이제 IT가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IoT나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네트

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와 함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프라 엔지니어 등 모든 IT 엔지니어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현장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 최근 수년간 작은 단위로 구현과 테스트를 반복하

는 애자일 개발 방식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네트워크의 운용이 단숨에 가속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설계나 설정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기 때

문에 애자일 개발 방식에 꼭 어울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순간밖

에 사용할 수 없게 설정하면 네트워크가 마치 누더기같이 구성되어 나중에는 더 큰 영향을 미

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축 현장에서는 기민한 구축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순발력을 키우고 

기초 지식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네트워크가 ‘필요한 지식’이 되고, ‘기초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해도 ‘공부’란 괴로

운 것입니다. 필자 또한 현장에서 혼나면서 성장하는 타입이지 공부를 잘하는 타입은 아니기에 

그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을 그 뒤에 지식으로 재확인했을 때, 지식

의 깊이가 한층 깊어지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전혀 다른 기술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연결

되었을 때는 마치 지그소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맞췄을 때와 같은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폭넓은 네트워크 지식을 흡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나 여러분의 전문 영역

과 연결하기 바랍니다. 분명, 엔지니어로서의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들어가며 xvii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30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숙성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기반 기술이 

확실하게 구현된 만큼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진화의 속도가 느리며, 새로운 기술도 기반 기술의 

조합이거나 파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초를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몸

에 익혀 두면 오랜 기간 IT 엔지니어의 무기로 여러분에게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뒤늦

게 학습을 시작했더라도 현재의 기술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식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봅시다! 이 책이 매력 넘치는 네트워크의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

습니다.

 ≑ 이 책의 콘셉트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콘셉트로 쓰였습니다.

 ≑지식 저변을 넓힌다

네트워크는 수많은 기술이 다양한 곳에서 교차하며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저

기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연결되는 순간, 단번에 시야가 넓어지고 엔지니어로서의 영역 또한 넓

어집니다. 이 책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명해 

폭넓은 지식을 몸에 익힐 수 있게 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파헤친다

네트워크에는 수많은 기술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

만 구축 현장에서는 그 한정된 기술에 관해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구축 현장에 필요

한 깊은 지식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실제 자주 사용하는 정통적인 기술이나 기능에 관해서는 

특히 깊게 파헤쳐서 설명합니다.

 ≑그림으로 설명한다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처럼 간단하게 동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

술을 그림으로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책은 가능한 네트워크의 동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그림을 이용했습니다. 본문의 텍

스트뿐만 아니라 그림도 함께 확인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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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의 대상 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니어 인프라 엔지니어/네트워크 엔지니어
수많은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흘러 다니게 된 지금, 24/7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는 인프라 엔지니어나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주니어 인프라/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혼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운용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

크 기초 지식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흘러 다니게 된 지금,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게도 

네트워크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네트워크가 왠지 신경 쓰이지만, 어려

울 것 같은데…’라며 새로운 영역에 좀처럼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정보도 폭넓게 다룹니다.

 ≑추상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랙 마운트 서버나 네트워크 기기, LAN 케이블이나 LAN 포트 등 이제까지 눈으로 보던 물리적

인 요소가 클라우드로 흡수된 지금, 클라우드 엔지니어와 서버를 연결하는 것은 네트워크뿐입

니다. 이 책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클라우드에서 추상화된 네트워크 기술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클라우드 엔지니어에게도 확실히 손에 잡히도록 내용을 전달합니다.

 ≑ 이 책의 흐름과 구성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HOP(홉, 도움닫기), STEP(스텝, 발 구르기), JUMP(점프, 뛰어오르기)의 3단계에서 ‘HOP’

에 해당하는 장으로, 네트워크의 역사와 기능, 종류 등 배경지식을 얕고 넓게 설명합니다.  

2장부터 6장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2장부터 6장은 ‘STEP’에 해당하는 장으로, 다양한 기술에 관해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기술에 따라 분량이 많거나 적지만, 이는 다분히 의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잘 사용하는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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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일수록 더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지도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는 도중 ‘분량

이 좀 많은데…’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해당 기술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주

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인 ‘JUMP’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책에는 없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확실

하게 이해했다면 어디로든 점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축적해 엔

지니어로서 높이 뛰어오르기를 바랍니다.

HOP!! STEP!! JUMP!!

1장 ‘네트워크 기초’ 

2장 ‘물리 계층’ ~ 
6장 ‘애플리케이션 계층’

더 많은 기술 습득,
경험 획득,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역으로!

이 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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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이 책은 많은 분의 협력으로 쓰였습니다. 글을 쓰는 속도가 느린데도 깐깐한 저를 때로는 부드럽

게, 때로는 엄격하게 도와주신 SB 크리에이티브의 토모야스 겐타(友保健太) 님에게는 정말로 감

사드립니다. 자료를 읽고, 검증 환경을 만들고, 패킷을 보며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반복한 하루

하루는 저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업은 물론 개인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몇 번이고 함께 힘을 합해 준 토오와키 타카시

히로(堂脇隆浩) 님, 번거로운 지원 케이스를 항상 정확하게 처리해 준 마츠다 히로유키(松田宏之) 

님, 변함없이 물리 계층의 장인인 타시로 요시히데(田代好秀) 님, 이직이라는 분주한 시기에도 흔

쾌히 원고를 검토해 준 yuka 님,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으로서, 또한 엔지니어로서 존경하

는 여러분의 깊고 날카로운 지적 덕분에 멋진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기르면서도 너그러이 집필을 허락해 준 아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밤낮

은 물론 주말도 없는 일벌레를 항상 지원해 주어 고맙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린 두 아이에게. 소마는 화장실 훈련 힘내렴!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화장실에 안아서 데

려다 줄게. 아야네는 이제 아빠에게 안겨봐도 되지 않을까? 원격 근무라 거의 온종일 같이 있는

데… 아빠는 슬프단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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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서

TCP/IP 네트워크 지식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나하나 다룬 책입니다. 저도 OSI 7 계층을 외울 

때 ‘물데네트세프응’과 같이 맥락 없는 첫 글자를 계속 흥얼거렸는데, 책에서도 똑같이 첫 글자

를 되뇌라는 내용이 있어 재밌었습니다. 물리 계층부터 각 계층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티밍(본딩)의 방식 등을 상세히 서술해 놓은 것을 보고 네트워크 실무에도 백과사전처럼 

참고할 만한 책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네트워크를 지탱하고 있는 유무형 구성 요소, 기반 이론, 최신 트렌드 및 간단한 트러블 슈팅 등 

관련 지식을 망라합니다. 범위가 넓고 일부 내용은 깊이가 있는데도 그림을 많이 활용해 독자들

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 한편에 참고용으로 두어 단숨에 지식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관

련 기술 입문자, 개발자, 학생 등 네트워크 동작 원리가 궁금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여기

에 암호화는 따라가야 되는 필수 요소였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예를 들어 핸드

셰이크나 대칭/비대칭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색이 정확히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언

어(C/C++/Java)적, 라이브러리적으로 다르다 보니까요. 그동안 고민하고 주먹구구로 진행하던 

정답이 이 책에 다 있었습니다. 개발자에게 일독을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FTP, SFTP, 

FTPS, TFTP 중 FTP가 아닌 것이 있다는 사실 등 재밌는 사실들도 많이 알았으며, 평소 얼마

나 기본기를 간과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출판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 수고 많

으셨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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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야놀자)

저자가 타기팅한 ‘네트워크가 신경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베타리더입니다. 

평소에 네트워크에 약한 편이라 보완해 보자는 생각과 그림이 들어가니 조금 쉽지 않을까 하

는 생각에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책이었습니다. 실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 읽어보기에 좋은 책

입니다.

사지원(뉴빌리티)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고, 헷갈리는 많은 용어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

명합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밑바닥부터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서 중요한 내용은 강조되어 있어 읽기 편합니다. 그림도 이해하기 쉽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책 내용이 네트워크에 입문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어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내용이 많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신진규(JEI)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기초 지식을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동원하여 설명해 줍니다. 기초 지식이

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현업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법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다소 깊이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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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Agoda)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

면을 보고 거기에 맞춰 최적화하기 시작하면 아마 대부분은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책

은 개발자가 지나치기 쉬운 네트워크의 내부 구조, 뒤에 담긴 원리를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노력은 인정할 만한) 책이었습니다. 요즘은 라이브러리도 추상화 계층이 높아졌고 성능도 

좋아져 굳이 내부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성능이 나오지만, 거기서 한두 발만 더 나가려고 

해도 결국 네트워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이른 엔지니어는 의외로 찾기가 어렵

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개발하려는 엔지니어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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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초

이번 장에서는 앞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

식과 현대 네트워크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합니다. 네트워크는 

복잡하게 보이며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술의 토대가 확고한 만

큼 진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작하는 시

점에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기초에 관해 학습

하면서 지식의 토대를 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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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 때 ‘인터넷은 어떤 구조일까?’ 하고 생각

한 적은 없습니까? 이 책을 선택한 분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인터넷은 세계를 

그물처럼 연결한 정보망입니다. 이 정보망을 ‘컴퓨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부릅니다. 검색 결과는 

물론 인기 유튜버의 동영상도 모두 ‘0’과 ‘1’의 디지털 데이터이며,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빛

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네트워크는 원래 텍스트 데이터만을 교환하

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틀을 크게 뛰어넘어 동영상이나 음악, 음성이

나 저장 데이터 등 수없이 다양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것이 되

었습니다.



1.1.1 네트워크의 역사

현대 네트워크의 원형은 1960년대~197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었습니다. 1960

년대에는 한 대의 대형 컴퓨터(mainframe, 메인프레임)의 처리를 짧은 시간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

람이 사용하는 ‘TSS(Time Sharing System, 시분할 시스템)’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원격

지에 있는 사용자는 TSS 단말1에서 대형 컴퓨터에 전화를 걸어 접속한 뒤, 마치 이를 전용 컴퓨

터처럼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TSS를 이용함에 따라 대형 컴퓨터와 TSS 단말기 두 대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네트워크의 시작입니다.

TSS 단말 A

메인프레임

TSS 단말 B

TSS 단말 C

처리 시간

처리 시간

A

B B

C C

A

네트워크 C

네트워크 B

네트워크 A

메인프레임과 단말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각 TSS 단말이 전화를 이용해
메인프레임에 접속한다.

CPU의 처리 시간을 짧게
나누어 각 단말에 할당한다.

그림 1.1.1 ● TSS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대형 컴퓨터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소형 컴퓨터

도 등장해, 많은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한 현재의 네트워크의 원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도 역사에 남은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로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이 있습니다. ARPANET은 미국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이 학술 목적으로 만든 네트워크로, 인터넷의 뿌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패킷(packet)이라 부르는 작은 단위로 잘라서 취급하는 패킷 교환 방식(packet 

1   단말(terminal)은 네트워크의 끝에서 정보 입출력을 수행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TSS 단말은 문자 입력, 이미지 출력만 가능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1.1 네트워크란

1.1  네트워크란 3

네
트
워
크

 기
초

chapter 1



exchange method)이라는 전송 방식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ARPANET에

서 현재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SRI

UCSB

RAND

SDC
UCLA

T

T

TSTANFORD

AMES

UTAH

ILLINOIS
CARNEGIE

CASE

LINCOLN

MIT

BBN

BBN

HARVARD

BURROUGHS
MITRE

그림 1.1.2 ● ARPANET(1970년대 시점) 

1.1.2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회선 교환 방식(circuit exchange method)과 패킷 교환 방식(packet exchange 

method)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전에 일대일의 전송로(데이터 통로)를 만들고, 교환을 마칠 

때까지 전송로를 계속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고정 전화를 떠올

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고정 전화는 회선 교환기로 구성된 회선 교환 네트워크에 일대일

의 논리적인 전송로를 만들고, 접속을 끊을 때까지 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접속한 동안

에는 해당 회선을 점유하며 다른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화 중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TSS

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원격지에 있는 TSS 단말에서 대형 컴퓨터에 전화를 거는 회선 교환 방식

으로 데이터를 교환했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흐르지 않을 때도 회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선 이용 효율이 낮아 데이터의 교환에 적합한 통신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웹사이트

를 보는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해 봅니다. 이때 데이터 다운로드는 곧바로 완료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표시된 이미지를 보거나 텍스트를 읽는 데 사용합니다. 모처럼 회선을 점유했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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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선 이용 효율을 향상할 목적으로 새롭게 고안된 것이 바

로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회선 교환 네트워크

회
선 

교
환
기 

회
선 

교
환
기 

일대일의
전송로를 만든다.

접속한 동안
회선을 점유한다.

단말 A

단말 B

단말 C

단말 D

단말 E

단말 F

그림 1.1.3 ● 회선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은 데이터를 패킷(packet)이라 부르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네트워크로 보내는 방식

입니다. 패킷은 영어로 ‘소포’라는 의미입니다. 우체국 소포에 화물표를 붙이는 것처럼, 송신 측 

컴퓨터는 데이터에 헤더(header)라는 정보를 붙여 패킷 교환기(네트워크 기기)로 구성된 패킷 교환 

네트워크로 패킷을 보냅니다. 헤더에는 수신 컴퓨터 정보, 데이터 중 몇 번째에 해당하는 패킷인

지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말
디지털 데이터를
작게 분할한다.

패킷으로 송신한다.

헤더에 다양한 제어
정보를 입력한다.

데이터 2 헤더 2 데이터 1 헤더 1

그림 1.1.4 ● 패킷

패킷 교환 네트워크는 헤더 정보를 보고 수신 컴퓨터로 패킷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신 컴퓨터

의 헤더의 정보를 보고 원 데이터로 복원합니다. 패킷 교환 방식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회

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해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회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상의 어딘가에서 패킷이 사라지거나 

패킷이 손상되어도 모든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 없이 해당 패킷만 다시 전송하면 되므로 곧바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하는 현대 네트워크는 거대한 패킷 교환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며, 패킷 교환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은 물론 네이버

의 첫 페이지도 원래는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서버)가 인터넷이라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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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입니다. 여러분의 PC가 해당 패킷들을 원 데이터로 복원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

고 설령 경로상의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전송해서 복구할 수 있으

므로 신경 쓰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

패킷이 도중에 사라져도
사라진 패킷만 전송하면 된다.

필요한 만큼만 회선을
이용할 수 있다.

회선을
공유할 수 있다.단말 A

단말 B

단말 C

단말 D

단말 E

단말 F

데이터 헤더

패킷 3

패킷 4

패킷 2

패킷 2

패킷 3

패킷 3

패킷 1

패킷 1

패킷
교환기

패킷
교환기

패킷
교환기

패킷
교환기

패킷
교환기

패킷
교환기

패킷
교환기

패킷 5

패킷 4

그림 1.1.5 ● 패킷 교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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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계층

이번 장에서는 OSI 참조 모델의 가장 아래 계층인 ‘물리 계층’
을 설명합니다. 물리 계층은 이름 그대로, 통신에서의 물리적

인 것을 모두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다른 계층에 비해 딱딱한 

느낌의 이름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
선 LAN의 경우에는 회사나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LAN 케

이블을 물리 계층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무선 LAN의 경우

에는 공공 장소나 카페 등에 날아다니는 와이파이 전파를 물리 

계층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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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단말 수신 단말

01 0 1 0 1 0 1 1 0 1 0 0 1 0

이더넷/
802.11 프레임

물리 계층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비트열

물리적 사양을 정의한다.

커넥터 커넥터케이블/전파

전기 신호/
광 신호/전파

0 10101011010010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데이터링크 계층에
비트열을 전달한다.

받은 신호를
비트열로 변환한다.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프레임을 받는다.

전송 매체에 전달할
신호로 변환한다.

커넥터의 형태도
물리 계층에서 규정한다.

케이블의 소재나 전파의 주파수도
물리 계층에서 규정한다.

물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0’과 ‘1’의 2개 숫자만을 이용해 디지털로 표현합니다. 이 2개 숫자를 ‘비트’, 
비트가 연속된 데이터를 ‘비트 열’이라 부릅니다. 물리 계층은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전달받은 비트 열

(프레임)을, 케이블이나 전파에 보내는 아날로그 파로 변환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의 소재나 커넥터의 형태, 핀 할당(핀 배열)이나 무선 주파수 대역 등 네트워크에 관한 물리적인 

모든 요소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물리 계층의 프로토콜은 크게, 유선 LAN의 기술을 표준화한 

‘IEEE802.3’, 무선 LAN 기술을 표준화한 ‘IEEE802.11’로 나눌 수 있습니다. IEEE802.3, IEEE802.11
에서는 물리 계층의 기술과, 물리 계층과 연계해서 동작하는 데이터링크 계층의 기술이 하나의 프로토

콜로 표준화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중 물리 계층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IEEE802.3은 이더넷(ethernet)에 관한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더넷의 기원은 1960

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걸쳐 하와이 대학에서 구축된 ALOHAnet(알로하넷)입니다. 

ALOHAnet은 몇 개의 섬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하와이 대학 캠퍼스를 무선으로 연결한 패

킷 교환 타입의 네트워크입니다. 패킷의 전송 효율 향상을 위해 ‘패킷이 전송되지 않으면 무작

위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송신한다’는 구조를 채용하며, 이 구조가 바로 초기 이더넷의 기

초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ALOHAnet을 참조해 DEC, Intel, Xerox가 공동으

로 개발한 기술이 이더넷입니다. 이더넷은 저렴하게 고속화를 실현할 수 있고, 손쉽게 확장할 

수 있어 TCP/IP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세계에 보급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의 무선 LAN 네트워크 환경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더넷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IEEE802.3은 이 이더넷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 IEEE802�3 프로토콜
IEEE802.3은 전송 속도나 사용하는 케이블에 따라 다양한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각

각 IEEE802.3 뒤에 알파벳 한두 문자를 붙인 정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 BASE-XX’와 같이, 프로토콜의 개요를 나타

내는 별명을 사용합니다. 에는 전송 속도, XX에는 사용하는 전송 매체나 레이저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LAN 케 [전송 속도] BASE - [전송 매체나 레이저의 종류] 

표기 의미

T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S 단파장 레이저

L 장파장 레이저

C 동축 케이블

전송 매체나 레이저의
종류를 의미한다. 

표기 전송 속도

100 100Mbps

1000 1Gbps

10G 10Gbps

25G 25Gbps

40G 40Gbps

100G 100Gbps

통신 경로의 전송
속도를 의미한다. 

그림 2.1.1 ● IEEE802.3의 프로토콜 이름

이블[트위스트 페어 케이블(twist 

pair cable)]로 10Gbps의 전송 속도

를 구현하는 프로토콜의 정식 명

칭은 ‘IEEE802.3an’이지만, 실제

로 현장에서는 ‘10GBASE-T’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2.1 유선 LAN(IEEE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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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 대표적인 이더넷 프로토콜과 그 이름1

전송 매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다중 모드)

광섬유 케이블
(단일 모드)

전
송 

속
도

10M
bps

10BASE-T
IEEE802.3i

100M
bps

100BASE-TX
IEEE802.3u

1Gbps

1000BASE-T
IEEE802.3ab

1000BASE-SX
IEEE802.3z

1000BASE-LX
IEEE802.3z

2.5Gbps

2.5GBASE-T
IEEE802.3bz

5Gbps

5GBASE-T
IEEE802.3bz

10Gbps

10GBASE-T
IEEE802.3an

10GBASE-SR
IEEE802.3ae

10GBASE-LR
IEEE802.3ae

25Gbps

25GBASE-SR
IEEE802.3by

25GBASE-LR
IEEE802.3cc

40Gbps

40GBASE-SR4
IEEE802.3ba

40GBASE-LR4
IEEE802.3ba

100Gbps

100GBASE-SR10
IEEE802.3ba

  
100GBASE-SR4
IEEE802.3bm

100GBASE-LR4
IEEE802.3ba

‘BASE’ 뒤의 1문자는 전송 매체나 
레이저의 종류를 의미한다1. 
T: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S: 단파장(Short wavelength) 레이저 
L: 장파장(Long wavelength) 레이저 

‘BASE’ 앞은 전송 속도를 

의미한다. 

10 ：10Mbps

100 ：100Mbps

1000 ：1Gbps

2.5G ：2.5Gbps

5G ：5Gbps

10G ：10Gbps

40G ：40Gbps

100G ：100Gbps

40/100Gbps 규격의 
가장 마지막 문자는 
비트를 옮기는 레인

(전송로) 수를 의미한다.

별명

정식 명칭

범례

 

표에서 알 수 있듯, IEEE802.3에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어 혼란합니다. 이들을 정리할 때는 

먼저 사용하는 케이블에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현재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은 구

리로 만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과 유리로 만든 광섬유 케이블 중 하나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수

많은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에 관해 설명합니다.

1   2번째 문자는 파생지의 규격 계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10GBASE-SR과 10GBASE-LR은 10GBASE-R 계열에서 파생된 규격, 

40GBASE-SR4와 40GBASE-LR4는 40GBASE-R 계열에서 파생된 규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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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동축 케이블

단일 모드 광섬유

다중 모드 광섬유

광섬유

통신 케이블

그림 2.1.2 ●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 

표 2.1.2 ●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과 광섬유 케이블의 비교

비교 항목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전송 매체 재료 구리 유리

전송 속도 느림 빠름

신호 감쇄 큼 적음

전송 거리 짧음 김

전자석 노이즈 경향 큼 없음

반환 쉬움 어려움

비용 적음 많음

2.1.2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BASE-T나 BASE-TX와 같이 BASE 뒤에 T가 붙어 있는 프로토콜은 트위스트 페어 케

이블을 사용합니다. BASE-T의 ‘T’는 트위스트 페어(twisted pair) 케이블의 T입니다. 트위스

트 페어 케이블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케이블이지만, 실제로는 8가닥의 구리선을 2가닥씩

(pair) 꼬아서(twisted) 하나로 묶은 케이블입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실드, 핀 할당, 카테고

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실드에 따른 분류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실드 유무에 따라 UTP(Unshielded Twisted Pari) 케이블과 STP(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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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P 케이블
UTP 케이블은 소위 LAN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회사나 가정, 가전기기 판매점 등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친숙한 케이블일 것입니다. UTP 케이블은 다루기 쉽고, 가격

도 저렴해 폭발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최근 색상이 다양해지고 굵기도 가늘어져 상당히 화려

한 디자인의 케이블도 많습니다. 한편, 전자석 노이즈에 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장 등 전자

석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STP 케이블
전자석 노이즈에 약한 UTP 케이블의 단점을 보완한 케이블이 STP입니다. 8가닥의 구리선을 알

루미늄 포일이나 금속으로 감싸서 실드 처리를 해 전자 노이즈를 차단하고, 전기 신호의 감쇠

나 산란을 방지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실드 처리로 인해 가격이 높아져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

에 최근에는 공장 등 험한 환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구축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UTP 케이블을 사용하고, 전자석 노이즈 환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STP 케이블로 교체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4쌍 1가닥,
케이블

2가닥 1쌍,
트위스트 페어 

UTP 케이블

구리선을 비닐 커버로
그대로 덮는다.

STP 케이블

구리선을 실드 처리한
비닐 커버로 덮는다.

그림 2.1.3 ● UTP와 STP의 차이: 실드 유무

 ≑ 커넥터 핀 할당에 따른 분류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커넥터를 RJ-45라 합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8가닥의 구리선을 

2가닥씩(pair) 꼬아서(twisted), 이를 다시 하나의 케이블로 만든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8

가닥의 구리선은 파란색, 녹색, 주황색, 갈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이 구리선을 나열하는 순서에 따라 스트레이트 케이블(straight cable)과 크로스 케이블(cross cable)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케이블 양끝을 나란히 잡고 RH-45 커넥터 쪽에서 봤을 때, 

CHAPTER 2  물리 계층56



데이터링크 계층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단말은 곧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의 LAN에 접

속한 뒤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데이터링크 계층은 가정의 LAN
을 시작으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단말의 접속성과 신뢰

성을 확보합니다.

3
C H A P T E R



송신 단말 수신 단말

01 0 1 0 1 0 1 1 0 1 0 0 1 0

IP 패킷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더넷/
802.11 프레임

물리 계층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비트열

물리적 사양을 정의한다.

커넥터 커넥터케이블/전파

전기 신호/ 
광 신호/전파

0 10101011010010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캡슐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비캡슐화

네트워크 계층에 이더넷/

IEEE802.11 페이로드를 전달한다.

물리 계층으로부터

비트열을 받는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패킷을 받는다.

물리 계층에 이더넷/

IEEE802.11 프레임을 전달한다.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단말을 식별하고, 물리 계층 위에서 비트열을 정확히 전송하

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물리 계층은 컴퓨터에서 다루는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와 LAN 케이

블 또는 전파에서 다루는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데이터를 송신하는 단말은 물리 

계층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신호로 변환할 때 필요한 처리(부호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소의 에러(비트 

이상)가 있더라도 수신하는 단말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에러가 발생하면 물리 계층에

서만 처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데이터링크 계층은 디지털 데이터 전체의 정합성을 체크함으로써, 물리 

계층만으로는 정정할 수 없는 에러를 감지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합니다. 또한, ‘MAC 주
소’라는 네트워크상의 주소를 사용해서 송신 단말과 수신 단말을 식별합니다.

2장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과 연계해 동작하기 때문에 물리 계층과 

함께 프로토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현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L2 프로토콜은 유선 LAN인 경

우 IEEE802.3, 무선 LAN인 경우 IEEE802.11이 됩니다.



데이터링크 계층의 ‘데이터링크’란 인접한 기기 사이에 만드는 논리적인 전송로를 의미합니다. 데

이터링크 계층은 ‘어떤 단말에 대해 데이터링크를 만드는가’,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링크 안에 

‘비트가 누락되지는 않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캡슐화 처리로 물리 계층의 신뢰성을 확보합니

다. IEEE802.3으로 표준화된 이더넷에서는 어떤 포맷(형식)으로 캡슐화하고, 어떻게 에러를 검출

하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3.1.1 이더넷의 프레임 포맷

이더넷에 의해 캡슐화된 패킷을 이더넷 프레임(ethernet frame)이라 부릅니다. 이더넷의 프레임 포

맷에는 이더넷 II 규약과 IEEE802.3 규약 2종류가 있습니다.

이더넷 II 규약은 당시 컴퓨터 업계를 이끌던 DEC, 반도체 업계를 이끌던 Intel, 이더넷 특허를 

가진 Zerox가 1982년에 발표한 규격입니다. 세 기업의 머리글자를 따서 ‘DIX2.0 규격’이라 부르

기도 합니다. 이더넷 II 규약은 IEEE802.3 규약보다 먼저 발표되었기에 ‘이더넷 II=이더넷’이라 

부를 정도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웹, 메일, 파일 공유에서 인증에 이르기까지 TCP/IP로 

교환하는 대부분의 패킷이 이더넷 II 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EEE802.3 규격은 IEEE802.3 위원회가 이더넷 II를 기반으로 1985년에 발표한 규격입니다. 이

더넷 II에 몇 가지 변경점을 추가했습니다. 세계 표준을 목적으로 책정한 IEEE802.3이지만 발표 

당시, 이미 이더넷 II가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마이너 규격으로 남아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 책에서는 이더넷 II에 관해

서만 다룹니다.

이더넷 II의 프레임 포맷은 1982년 발표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순하고 알기 쉬운 포맷으로 30년 이상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II는 프리앰블

(preamble), 수신지/송신지 MAC 주소, 타입, 이더넷 페이로드(ethernet payload), FCS라는 5개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프리앰블, 수신지/송신지 MAC 주소, 타입을 합쳐 이더넷 헤더(ethernet 

header)라 부릅니다. 또한, FCS는 이더넷 트레일러(ethernet trailer)라 부르기도 합니다.

3.1 유선 LAN(IEEE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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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비트 8비트 16비트 24비트

0바이트
프리앰블

4바이트

8바이트
수신지 MAC 주소

12바이트
송신지 MAC 주소

16바이트

20바이트 타입

이더넷 페이로드[IP 패킷(+패딩)]가변

마지막
4바이트

FCS

그림 3.1.1 ● 이더넷 II의 프레임 포맷

이 책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한해 그림 3.1.1과 같은 포맷 다이어그램을 제시합니다. 포맷 다이

어그램은 RFC에 맞춰 1열에 4바이트(32비트)를 가진 행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끝에 다다

르면 다음 행에 나타내는 형태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1바이트(8비트 단위)로 전송될 때, 다음 

그림의 순서로 전송됩니다.

0비트

0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8비트 16비트 24비트

그림 3.1.2 ● 포맷 다이어그램 

포맷 다이어그램에 관해NOTE

포맷의 각 필드에 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 프리앰블

프리앰블(preamble)은 ‘이제부터 이더넷 프레임을 보냅니다.’라는 합의를 의미하는 8바이트(64비

트)1의 특별한 비트 패턴입니다. 앞에서부터 ‘10101010’을 7개, 가장 마지막에 ‘10101011’을 1개 전

송합니다. 수신 측 단말은 이더넷 프레임 최초에 부여되어 있는, 이 특별한 비트 패턴을 보고 ‘이

제부터 이더넷 프레임이 온다’고 판단합니다.

1   ‘바이트’와 ‘비트’는 데이터 사이즈(데이터 크기)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0’과 ‘1’로 취급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비트입니다. 컴퓨터는 이 비트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8비트씩 처리합니다. 이 단위가 1바이트입니다. 즉, 

‘1바이트= 8비트’입니다. 또한, 바이트는 대문자 ‘B’, 비트는 소문자 ‘b’로 표기합니다.

CHAPTER 3  데이터링크 계층84



 ≑ 수신지/송신지 MAC 주소

MAC(87쪽)은 이더넷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단말을 식별하는 6바이트(48비트)의 ID입니다. 

이더넷 네트워크에서의 주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신 측 단말은 이더넷 프

레임을 전달하고자 하는 단말의 MAC 주소를 수신지 MAC 주소로, 자신의 MAC 주소를 송신

지 MAC 주소로 설정하고 이더넷 프레임을 송출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수신 측 단말은 수신지 

MAC 주소를 보고, 자신의 MAC 주소라면 해당 프레임을 받고 관계없는 MAC 주소이면 파기

합니다. 또한, 송신지 MAC 주소를 보고, 어떤 단말에서 온 이더넷 프레임인지 판별합니다.

 ≑ 타입

타입은 네트워크 계층(레이어3, L3, 3계층)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2바이트(16

비트)의 ID입니다.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라면 ‘0x0800’,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라면 ‘0x86DD’ 등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나 그 버전 등에 따라 값이 결정됩니다.

표 3.1.1 ● 대표적인 프로토콜의 타입 코드

타입 코드 프로토콜

0x0000 - 05D IEEE802.3 Length Field

0x0800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0x0806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0x8035 RARP(Reverse Address Resolution Protocol)

0x86DD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0x8863 PPPoE(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 Discovery Stage

0x8864 PPPoE(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 Session Stage

 ≑ 이더넷 페이로드

이더넷 페이로드는 네트워크 계층의 데이터 자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IP를 사용한다면 ‘이더넷 페이로드=IP 패킷’입니다. 5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패킷 교환 방식 통

신에서는 데이터를 그 상태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하기 쉽게 소포로 작게 나누어 

전송합니다. 소포의 크기도 결정되어 있으며2, 이더넷의 경우 디폴트로 46바이트부터 1,500바이

2   택배나 우편 서비스에서 보내는 화물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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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3. 46바이트 미만인 경우에는 ‘패딩(padding)’이라는 더미 데이터

를 추가해 강제로 46바이트로 만듭니다. 반대로 1,500바이트 이상의 경우에는 트랜스포트 계층

이나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나누어 1,500바이트로 맞춥니다.

페이로드

페이로드

패딩프리앰블 수신지 MAC 송신지 MAC

프리앰블 수신지 MAC 송신지 MAC

프리앰블 수신지 MAC 송신지 MAC

페이로드 #1

페이로드 #1 페이로드 #2

페이로드 #2

페이로드

46바이트

46바이트
미만인 이더넷

페이로드 

상위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46바이트가 되도록
더미 데이터를 추가한다.

상위 계층에서 최대
1,500바이트로 분할한다.

1,500바이트

2,000바이트

500바이트

500바이트

1,500바이트
이상인 이더넷

페이로드 

상위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FCS

FCS

FCS타입

타입

타입

1,500바이트

그림 3.1.3 ● 46바이트에서 1,500바이트 사이에 담는 이더넷 페이로드

 ≑ FCS

FCS(Frame Check Sequence)는 이더넷 프레임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4바이트(32비

트) 필드입니다.

3   L2 페이로드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MTU(Maximum Transmission Unit)라 부릅니다. 이더넷의 디폴트 MTU는 1,500
바이트이며, 그것보다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더넷 페이로드가 1,500바이트보다 큰 이더넷 프레임을 점보 프레임(jumbo frame)이
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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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계층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웹사이트는 같은 네트워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무수히 존재하는 다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

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함께 연

결해, 인터넷을 시작으로 하는 다른 네트워크상에 있는 단말과 

접속성을 확보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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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 1 0 1 0 1 1 0 1 0 0 1 0

UDP 데이터그램 
/TCP 세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통신을 제어한다.

IP 패킷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더넷/802.11 프레임

물리 계층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비트열

물리적 사양을 정의한다.

커넥터 커넥터케이블/전파

전기 신호 
/광 신호/전파

0 10101011010010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캡슐화

캡슐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비캡슐화

비캡슐화

트랜스포트 계층에
IP 패킷을 전달한다.

데이터링크 계층에
IP 패킷을 전달한다.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UDP 데이터그램/TCP

세그먼트를 받는다.

송신 단말 수신 단말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네트워크 계층은 이더넷이나 무선 LAN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함께 연결해,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단말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계층입니다. 데이터링크 계층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단말들의 

연결까지만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웹서버에 연결하고자 해도, 다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

기 때문에 데이터링크 계층 수준에서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만

들어진 작은 네트워크를 함께 연결해,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없어

서는 안 될 ‘인터넷’. 이것은 네트워크를 서로(inter-)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계층 수

준의 용어입니다. 많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대부분 IP(Internet Protocol) 한 가지입니다. IP에는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와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라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며, 이들 

사이의 직접적인 호환성은 없습니다1.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1   IPv5도 있지만 실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는 1981년에 발행된 RFC791 ‘INTERNET PROTOCOL’에 표준

화된 커넥션리스 타입(20쪽) 프로토콜로, L2 헤더의 타입 코드에는 ‘0x0800’으로 정의되어 있습

니다. RFC791에서는 IPv4가 어떤 포맷(형식)으로 캡슐화하고, 구성하는 필드가 어떤 기능을 갖

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4.1.1 IPv4의 패킷 포맷
IP에 의해 캡슐화되는 패킷을 IP 패킷이라 부릅니다. IP 패킷은 다양한 제어 정보를 설정하는 IP 

헤더, 데이터 자체를 나타내는 IP 페이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패킷 교환 통신의 열쇠

를 가진 것이 IP 헤더입니다. IP 헤더에는 IP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단말을 식별하거나 데이터를 

작게 자르는 등의 작업을 위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그림 4.1.1 ● IP의 다양한 기능

우리는 매일 다양한 해외 웹사이트를 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IP 패킷이 산과 바다, 계곡을 넘

어 전 세계의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IP 헤더는 이렇게 다양한 환경 차이를 잘 받

아들이면서, 목적한 단말까지 IP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다음 그림과 같은 다양한 필드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4.1 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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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비트 8비트 16비트 24비트

0바이트 버전 헤더 길이 ToS 패킷 길이

4바이트 식별자 플래그 프래그먼트 오프셋

8바이트 TTL 프로토콜 번호 헤더 체크섬

12바이트 송신지 IP 주소

16바이트 수신지 IP 주소

IP 페이로드(TCP 세그먼트/UDP 데이터그램)가변

그림 4.1.2 ● IPv4 패킷 포맷(옵션 없음)

다음에 IP 헤더의 각 필드를 설명합니다.

 ≑버전

버전(version)은 이름 그대로 IP의 버전을 나타내는 4비트 필드입니다. IPv4에서는 ‘4’(2진수로 

‘0100’)가 들어갑니다.

 ≑헤더 길이

헤더 길이(header length)는 IPv4 헤더의 길이를 나타내는 4비트 필드입니다. ‘Internet Header Length’

의 약자로 ‘IHL’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패킷을 받아들인 단말은 이 값을 보고, 어디까지 IPv4 헤더

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헤더 길이는 IPv4 헤더의 길이를 4바이트(32비트) 단위로 환산한 값이 들어갑

니다. IPv4 헤더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20바이트(160비트=32비트×5)이므로 ‘5’가 들어갑니다.

 ≑ToS
ToS(Type of Service)는 IPv4 패킷의 우선도를 나타내는 1바이트(8비트) 필드로, 우선 제어나 대역 

제어, 혼잡 제어2 등 QoS(Quality of Service)에서 사용합니다. 미리 네트워크 기기에서 ‘이 값이면 

최우선으로 전송한다’, ‘이 값이면 이것만은 보증한다’ 등 정책을 설정해 두면 서비스 요건에 맞

는 QoS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ToS는 앞 6비트의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필드, 남은 2비트의 ECN(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필드로 구성됩니다. DSCP 필드는 우선 제어와 대역 제어에 사용합니다. 

ECN 필드는 혼잡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패킷 길이

패킷 길이(packet length)는 IPv4 헤더와 IPv4 페이로드를 합친 패킷 전체의 길이를 나타내는 2바

2  네트워크에 많은 패킷이 존재해 복잡한 상태를 ‘혼잡’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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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16비트) 필드입니다. 패킷을 받아들인 단말은 이 필드를 보고, 어디까지 IPv4 패킷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넷의 기본 MTU(Maximum Transmission Unit)까지 데이터가 들어 

있는 IPv4 패킷의 경우, 패킷 길이 값은 ‘1500’(16진수로 ‘05dc’)이 됩니다.

 ≑식별자

패킷 교환 방식 통신에서는 데이터를 그 상태 그대로 송신하지 않고, 송신하기 쉽도록 작게 나

누어 송신합니다. IP에서 데이터를 작게 나누는 처리를 IP 프래그멘테이션(IP fragmentation)이

라 부릅니다. 86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L2 페이로드, 다시 말해, IP 패키지라는 이름의 소포에

는 MTU까지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MTU

보다 큰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인터페이스의 MTU가 작은 경우에는 

MTU에 맞도록 데이터를 작게 잘라야 합니다. 식별자(identifier), 플래그(flag), 프래그먼트 오프셋

(fragment offset)에는 IP 프래그멘테이션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식별자는 패킷을 만들 때 무작위로 할당되는 패킷 ID로, 2바이트(16비트)로 구성됩니다. IPv4 패

킷 크기가 MTU보다 커서 도중에 프래그멘테이션되면 프래그먼트 셋은 같은 식별자를 복사해

서 갖습니다. 프래그먼트 패킷을 받은 단말은 이 식별자를 보고, 통신 도중에 프래그멘테이션되

었음을 인식하고 패킷을 재결합합니다.

 ≑플래그

플래그는 3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째 비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째 비트는 DF(Don’t 

Fragment) 비트라 불리며, IP 패킷을 프래그멘테이션해도 좋을지를 의미합니다. ‘0’이면 프래그멘

테이션을 허가하고 ‘1’이면 프래그멘테이션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는 네

트워크 환경이라도 마음대로 패킷을 프래그멘테이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최근 애플리케이션은 처리 

지연을 고려해 프래그멘테이션을 허가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DF 비트를 ‘1’로 설정해서 상위 계

층(트랜스포트 계층~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데이터 크기를 조정합니다.

3번째 비트는 MF(More Fragments) 비트라 부르며, 프래그멘테이션된 IPv4 패킷이 뒤에 계속되는

가를 나타냅니다. ‘0’이면 프래그멘테이션된 IPv4 패킷이 뒤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1’이면 프래그

멘테이션된 IPv4 패킷이 뒤에 계속됩니다.

 ≑프래그먼트 오프셋

프래그먼트 오프셋은 프래그멘테이션한 뒤, 그 패킷이 오리지널 패킷의 앞쪽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13비트 필드입니다. 프래그멘테이션된 처음 패킷에는 ‘0’, 그 뒤 패킷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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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나타내는 값이 들어갑니다. 패킷을 받은 단말은 이 값을 보고, IP 패킷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렬합니다.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프래그멘테이션

출구의 MTU에 맞춰
IP 패킷을 분할한다.

그림 4.1.3 ● 프래그먼트 오프셋을 보고 순서 정렬

 ≑TTL
TTL(Time To Live)은 패킷의 수명을 나타내는 1바이트(8비트) 필드입니다. IP 세계에서는 IP 패킷

의 수명은 ‘경유하는 라우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경유하는 라우터의 수를 ‘홉(hop) 수’라 부릅니

다. TTL 값은 라우터를 경유할 때3, 다시 말해, 네트워크를 경유할 때마다 1씩 감소하며, 값이 

‘0’이 되면 패킷이 파기됩니다. 패킷을 파기한 라우터는 ‘Time-to-live exceed(타입 11/코드 0)’라는 

ICMPv4 패킷(217쪽)을 반환하고, 패킷을 파기한 것을 송신지 단말에 전달합니다.

192.168.1.0/24 192.168.2.0/24 192.168.3.0/24 192.168.4.0/24

TTL Exceeded
（Type:11/Code:0）

TTL Exceeded
（Type:11/Code:0）

TTL Exceeded
（Type:11/Code:0）

TTL=3

ICMP

TTL=2

ICMP
라우터

#1

TTL=1

ICMP
라우터

#2
라우터

#3

패킷을 받으면 TTL을 감소시킨다. TTL이 
‘0’이 되므로 패킷을 파기하고 ICMP로 알린다.

그림 4.1.4 ● TTL이 ‘0’이 되면 IP 패킷을 파기하고, ICMP로 송신지에 알림

3   실제로는 네트워크 계층 이상에서 동작하는 기기 모두에서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L3 스위치나 방화벽, 부하 분산 장치를 경유해도 

TTL은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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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트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은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의 다리가 되는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에 따라 서버에 전달된 

패킷은 트랜스포트 계층에 따라 처리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으

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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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 1 0 1 0 1 1 0 1 0 0 1 0

UDP 데이터그램/
TCP 세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통신을 제어한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
만든 데이터 원본

IP 패킷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더넷
/802.11 프레임

물리 계층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비트열

물리적 사양을 정의한다.

커넥터 커넥터케이블/전파

전기 신호/
광 신호/전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0 10101011010010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캡슐화

캡슐화

캡슐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비캡슐화

비캡슐화

비캡슐화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페이로드를 받는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UDP 다이어그램/TCP
세그먼트를 전달한다.

네트워크 계층에
UDP 데이터그램/

TCP 세그먼트를 전달한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전달한다.

송신 단말 수신 단말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은 ‘애플리케이션 식별’과 ‘요구에 맞는 전송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와 애플

리케이션을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넘어 통신 상대에 패킷이 도달하도록 하

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는 하지 않습니다. 설령, 네트워크 계층이 프로토콜 덕분에 해

외 서버에 액세스 가능하다고 해도, 서버는 받은 패킷을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해 처리하면 좋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포트 번호’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패킷을 전달하는 애

플리케이션을 식별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요건에 따라 패킷 송수신량을 제어하거나 전송 도중

에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합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UDP(User Datagram Protocol) 또는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중 하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즉시성(실시간성)을 요구할 때는 UDP, 신뢰성을 요구

할 때는 TCP를 사용합니다.



UDP(User Datagram Protocol)는 음성 통신(VoIP, Voice over IP)나 이름 결정(366쪽), DHCP(201쪽)

나 시각 동기화(391쪽) 등 즉시성을 요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합니다. 커넥션리스 타입 프로

토콜이므로 갑자기 UDP 커넥션이라는 통신로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그리

고 포맷을 간단하게 하거나 확인 응답1을 생략하는 등 즉시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DP

UDP
UDP

클라이언트 서버

그림 5.1.1 ● UDP: 패킷을 계속 보내기만 함

표 5.1.1 ● UDP와 TCP 비교

항목 UDP TCP

IP 헤더의 프로토콜 번호 17 6

타입 커넥션리스 타입 커넥션 타입

신뢰성 낮음 높음

즉시성(실시간성) 빠름 느림

5.1.1 UDP 패킷 포맷
UDP는 RFC768 ‘User Datagram Protocol’로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IP 헤더의 프로토콜 번호는 

‘17’로 정의되어 있습니다(145쪽). RFC의 분량도 매우 작고 간단하므로 거기에서 이미 간단한 프

로토콜임을 알 수 있습니다.

UDP는 즉시성(실시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패킷 포맷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성하는 헤더 필드

는 4개뿐이며, 헤더의 길이도 8바이트(64비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UDP로 데이터

그램을 만들고 서버나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보내기만 합니다. 한편, 데이터를 받아들인 

1   ‘패킷이 도달했습니다’를 나타내는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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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UDP 헤더에 포함된 UDP 데이터그램 길이와 체크섬을 이용해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았

는가를 체크합니다(체크섬 검증). 체크섬 검증에 성공하면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0비트 8비트 16비트 24비트

0바이트 송신지 포트 번호 수신지 포트 번호

4바이트 UDP 데이터그램 길이 체크섬

UDP 페이로드(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변

그림 5.1.2 ● UDP의 패킷 포맷

 ≑송신지/수신지 포트 번호
포트 번호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스) 식별에 사용되는 2바이트(16비트) 값입니다. 클라이언트(송신

지 단말)는 커넥션을 만들 때, OS가 정한 범위에서 무작위로 할당한 값을 송신지 포트 번호로, 애

플리케이션별로 정의된 값을 수신지 포트 번호로 설정하고 서버(수신지 단말)에 전송합니다. 데이

터그램을 받은 서버는 수신지 포트 번호를 보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인지 판별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포트 번호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UDP 데이터그램 길이
UDP 데이터그램 길이는 UDP 헤더(8바이트=64비트)와 UDP 페이로드(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합

친 데이터 그림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2바이트(16비트) 필드입니다. 바이트 단위의 값이 설정됩니

다. 최솟값은 UDP 헤더만으로 구성된 경우의 ‘8’, 최댓값은 MTU에서 IP 헤더의 길이(20바이트

=160비트)를 뺀 값입니다.

 ≑체크섬

체크섬은 받아들인 UDP 데이터그램의 손상 여부 정합성 체크에 사용되는 2바이트(16비트) 필드

입니다. UDP 체크섬 검증에는 IP 헤더 체크섬과 마찬가지로 ‘1의 보수 연산’을 사용합니다. 데이

터그램을 받은 단말은 검증에 성공하면 데이터그램을 받습니다.

5.1.2 포트 번호

트랜스포트 계층의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필드가 송신지 포트 번호와 수신지 포트 번호입니

다. UDP도 TCP도, 포트 번호가 우선입니다.

IP에서 설명한 것처럼 IP 헤더만 있으면 전 세계 어떤 수신지에도 IP 패킷을 도달시킬 수 있습니

다. 하지만 IP 패킷을 받은 단말은 그 IP 패킷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면 좋을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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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포트 번호와 애플리케이션은 

짝을 지어 묶여 있기 때문에 포트 번호만 있으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전달하면 좋을

지 알 수 있게 됩니다.

TCP

프로
토콜

50000

송신지
포트

80

수신지
포트

애플리

케이션

데이터

TCP

프로
토콜

51000

송신지
포트

443

수신지
포트

UDP

프로
토콜

52000

송신지
포트

53

수신지
포트

UDP

프로
토콜

123

송신지
포트

123

수신지
포트

HTT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HTTPS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DNS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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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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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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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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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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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서버

송신지 포트 번호는 돌아올
패킷을 위해 부여한다. 

수신지 포트 번호를 보고,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한다.

애플리

케이션

데이터

애플리

케이션

데이터

애플리

케이션

데이터

그림 5.1.3 ● 포트 번호에 따라 데이터를 전달할 애플리케이션을 식별

포트 번호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2바이트(16비트) 숫자입

니다. 0번에서 65535번까지 있으며, System Ports(well-known ports), User Ports, Dynamic and/

or Private Ports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System Ports와 User Ports는 주로 서버 애플리케이

션을 식별하는 포트 번호로, 수신지 포트 번호에 사용됩니다2. Dynamic and/or Private Ports는 

주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포트 번호로, 송신지 포트 번호에 사용됩니다3.

표 5.1.2 ● 3종류 포트 번호

포트 번호 범위 이름 용도

0~1023 System Ports(well-known ports)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1024~49151 User Ports 제조사의 고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49152~53325 Dynamic and/or Private Ports 클라이언트 측에서 무작위로 할당 관리

2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OS, 용도에 따라서 송신지 포트 번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NTP 애플리케이션은 ‘System 
Ports’를 송신 포트 번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CGNAT 환경은 ‘User Ports’와 ‘Dynamic and/or Private Ports’를 송신지 포트 

번호로 사용해, 가입자에게 할당합니다.

3   사용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수신지 포트 번호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자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Dynamic and/or Private Ports’가 수신지 포트 번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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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tem Ports

포트 번호 ‘0~1023’은 System Ports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웰노운 포트(well-known ports)로 알려져 

있습니다. System Ports는 ICANN의 인터넷 자원 관리 기능인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 의해 관리되며, 일반적인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유일하게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UDP 123번은 ntpd나 xntpd 등 시각 동기화에 사용하는 ‘NTP’ 서버 애플리케이션과 묶여 있습

니다. TCP 80번은 Apache나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nginx 등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HTTP’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묶여 있습니다.

표 5.1.3 ● 대표적인 System Ports

포트 번호 UDP TCP

20 - FTP(데이터)

21 - FTP(제어)

22 - SSH

23 - Telnet

25 - SMTP

53 DNS(이름 결정) DNS(이름 결정, 존 전송)

69 TFTP -

80 - HTTP

110 - POP3

123 NTP -

443 HTTPS(QUIC) HTTPS

587 - 서브미션 포트

 ≑ User Ports

포트 번호 ‘1024~49151’은 User Ports입니다. System Ports와 마찬가지로 IANA에 의해 관리되

며, 제조사가 개발한 독자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유일하게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TCP 3306

번은 오라클(Oracle)의 MySQL(데이터베이스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묶여 있습니다. TCP 3389번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원격 데스크톱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IANA

에 의해 관리되는 포트 번호는 https://www.iana.org/assignments/service-names-port-numbers/

service-names-port-numbers.xhtml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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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네트워크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

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계층입니다. 물리 계층, 데이터링

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 전송되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선별된 패킷은 최종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처리됩니다.

6
C H A P T E R



01 0 1 0 1 0 1 1 0 1 0 0 1 0

UDP 데이터그램/
TCP 세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통신을 제어한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
만든 데이터 원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더넷/
802.11 프레임

물리 계층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물리적 사양을 정의한다.

전기 신호/
광 신호/전파

0 10101011010010

캡슐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UDP/TCP 페이로드를

받는다.

트랜스포트 계층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전달한다.

송신 단말 수신 단말

IP 패킷

비트열

커넥터 커넥터케이블/전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캡슐화

캡슐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더넷
트레일러

이더넷
헤더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비캡슐화

비캡슐화

비캡슐화

트랜스포트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물리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애플리케이션으로서의 처리를 수행하고 최적적으로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트랜

스포트 계층은 전송 제어하고, 애플리케이션별로 패킷을 선별하는 것까지 담당합니다.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패킷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각 애플리케이션이 담당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웹브

라우저로 웹서버에 연결하는 경우 패킷은 물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을 통

해 웹서버까지 전송되어, 트랜스포트 계층의 프로토콜에서 HTTP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선별되고 애플

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에서 HTTP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리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은 세션 계층(5계층, L5), 프레젠테이션 계층(6계층, L6), 애플리케이션 계

층(7계층, L7)을 모아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 표준화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애플리케이

션 프로토콜 중 대표적인 사용자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는 HTTP, HTTPS, DNS를 설명한 뒤, 운용 관

리 프로토콜이나 다중화 프로토콜 등 네트워크 구축 현장에서 중요한 프로토콜을 카테고리별로 골라

서 설명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중, 가장 깊고도 잘 알려진 것인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웹브라우저에서 ‘http://…’와 같이 URL

을 입력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최초의 ‘http’ 부분을 보고 ‘HTTP로 액세스합니

다.’라고 웹서버에게 선언하면서 요청을 송신합니다. 이에 대해 웹서버는 처리 결과를 응답으로 

반환합니다.

HTTP는 원래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목적의 간소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

금은 그 범위를 크게 넘어 파일 송수신에서 실시간 메시지 교환, 동영상 송출부터 웹 회의 시스

템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터넷은 HTTP와 함께 진화를 거듭했고, 

HTTP와 함께 폭발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1.1 HTTP 버전
HTTP는 1991년에 등장한 이래 ‘HTTP/0.9 → HTTP/1.0 → HTTP/1.1 → HTTP/2 → HTTP/3’
로 네 번의 큰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 연결하는지는 웹브라우저와 웹서

버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호 설정이나 대응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 교환 중 적절한 

프로토콜 버전을 선택합니다.

●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만
● 헤더나 바디 등 메시지
포맷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1991
HTTP/0.9

● RFC2068이나 RFC2616, 
RFC7230~7235로 표준화

● HTTP/1.0 업그레이드 버전
● 파이프라인 기능 추가 
● 킵얼라이브 기능 추가

1997
HTTP/1.1

● 현재 규격 책정 중(QUIC 기반) 
● HTTP/2 업그레이드 버전 
● UDP/TLS 1.3을 사용해 성능 향상

2020 ~
HTTP/3

● RFC1945로 표준화
● 메시지 포맷 책정
● 다양한 파일 전송 가능
●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

1996

HTTP/1.0

● RFC7540으로 표준화(SPDY 기반)
● 바이너리 형식으로 통신 
● 멀티플렉싱/헤더 
압축/서버 푸시 추가

● 거대 웹사이트에서의 채용 확대

2015

HTTP/2

그림 6.1.1 ● HTTP 버전의 변화

6.1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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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0.9

HTTP/0.9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로 기술된 텍스트 파일(HTML 파일)을 서버에서 

다운로드하기 위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일부러 좋아서 사용할 이유는 없어졌지만, 

그 단순함이 이후에 폭발적으로 보급된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

텍스트 파일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웹브라우저 웹서버

텍스트 파일

<html>

<header>

� � �

</header>

<body>

� � �

</body>

</html>

그림 6.1.2 ● HTTP/0.9: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만

 ≑ HTTP/1.0

HTTP/1.0은 1996년에 RFC1945 ‘Hypertext Transfer Protocol – HTTP/1.0’으로 표준화되었습

니다. HTTP/1.0에서는 텍스트 파일 이외에도 다양한 파일을 다룰 수 있게 되어,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업로드나 삭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프로토콜로서 그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메시지(데

이터)의 포맷이나 요청(request)과 응답(response)의 기본적인 사용도 이 시점에서 확립되었고, 현

재까지 이어져 HTTP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업로드·삭제 등

다양한 파일을 다룬다.

텍스트
파일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html>

<header>

� � �

</header>

<body>

� � �

</body>

</html>

업로드나 삭제도
가능하다. 

웹브라우저 웹서버

그림 6.1.3 ● HTTP/1.0: 업로드나 삭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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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0.9와 HTTP/1.0은 리퀘스트마다 TCP 커넥션을 만들고 부수는 순서를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콘텐츠(파일)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HTTP/0.9 또는 HTTP/1.0을 통해 보는 경

우, TCP 커넥션을 오픈하고 콘텐츠 다운로드가 끝나면 클로즈하는 과정을 4번 반복합니다.

서버클라이언트

리퀘스트마다 TCP
커넥션을 만든다. 

리스폰스마다 TCP
커넥션을 닫는다. 

TCP 오픈

리퀘스트

리스폰스

TCP 클로즈

TCP 오픈

리퀘스트

리스폰스

TCP 클로즈

TCP 오픈

리퀘스트

리스폰스

TCP 클로즈

그림 6.1.4 ● HTTP/1.0: 수없이 커넥션함

클라이언트가 1대뿐이라면 이를 처리하는 데 특별히 부하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클라이

언트가 10,00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티끌 모여 태산이 되듯, 서버에 막대한 부하가 

걸립니다. 신규 커넥션 처리는 SSL 핸드셰이크(318쪽)와 함께, 부하가 되기 쉬운 처리의 하나입

니다.

또한, 웹브라우저는 하나의 서버에 대해 동시에 오픈할 수 있는 TCP 커넥션 수(최대 커넥션 수, 최

대 연결 수)가 결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기본값은 ‘6’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최대 6개의 TCP 커넥션

을 만들고 응답받은 뒤, 차례로 새로운 TCP 커넥션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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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미야타 히로시 みやた  ひろし
대학과 대학원에서 지구환경과학 분야를 연구한 후에 한 시스템 통합 기업에 시

스템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 기기 벤더의 컨설턴트로 이직

하여 설계에서 구축, 운용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했

다. CCIE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 《따라하며 배우는 서버 부하분산 입문》(제이펍, 2013), 《인프라/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이해 및 설계 가이드》(제이펍, 2014), 《인프라/네트워

크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 가이드》(제이펍, 2017) 등이 있다.

옮긴이

김모세 creatinov.kim@gmail.com

대학 졸업 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품질 엔지니어, 애자일 코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

키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번역을 시작했다.

인터넷, TCP/IP, 애플리케이션부터 보안, 네트워크 기기, 부하분산까지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을 한 권에 담았다!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정한 서비스가 아니라 스

마트폰이나 노트북, 즉 우리를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세상과 연결해 주는 그 친근한(하지만 조금은 

먼) 네트워크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성질이 다른 여러 연결 요소를 묶어내

는 규칙 또는 규약으로 만들어집니다. 네트워크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OSI 7 레이

어와 같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규칙을 무작정 암기하려 했던 경험이 있

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암기를 통한 이해가 아니라, 이야기를 읽어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주니어 인프라 엔지니어/네트워크 엔지니어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추상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30,000

출판 수익 및 역자 번역료의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영역기금에 기부됩니다.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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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학습자를 위한 최적의, 최고의 입문서!

컴퓨터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데이터, 장비가 어울려 ‘TCP/IP’

라는 기술 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동작 원리를 그림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표현하여 어려운 네트

워크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공부를 시작하거

나 기본을 복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명쾌하고 절제된 설명

과 함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그림은 네트워크의 기본부터 보안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부한 그림과 사진으로 배우는 

네트워크 쉽게, 더 쉽게(제4판)
ISBN 979-11-88621-68-2 / 296쪽 / 25,000원

그림과 사진을 통해 네트워크 입문을 한 권으로 끝낸다! 

스위치, 라우터, 보안, IP 전화, 무선 LAN까지 현재의 기업 네트워크를 이해

하기 위한 중요 정보를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 4판에

서는 텍스트를 전면적으로 다듬었으며, 동시에 최신 네트워크 환경에 맞

게 기존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네

트워크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일해 온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보

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정성을 다해 집필하였으며, 베스트셀러인 전판과 

같이 많은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내용마다 머리로 한 번, 눈으로 두 번 익힐 

수 있게 하여 더욱 확실히 머리에 남도록 합니다. 덕분에 네트워크에 갓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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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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