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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의 목적은 네트워크 장비의 객관적인 규모 산정 방법을 제공하여,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도입된/될 장비의 용량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네트워크 구축에서의 규모 산정 개념을 소개하고, 규모 산정의 대상 

장비(L2/L3 스위치,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 L4/L7 스위치, 전송 장비)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대상 장비의 

역할을 명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상 장비의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그 대푯값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상 장비의 규모 산정을 위한 산정식을 결정하고 기타 고려 

사항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표준의 이해를 돕고자 대상 장비의 규모 산정식 

적용 예를 제시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 해당 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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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standard is to provide an objective guideline of network equipment sizing 

criteria when planning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network devices’ performance 

and quantity for public projects. 

 

2  Summary 

 

The standard introduces the concept of equipment sizing in network deployment 

planning and defines subject devices: L2/L3 switch, distribution/backbone L3 

switch, L4/L7 switch, and optical transport equipment. It also introduces general 

network structures and their features, where the roles of the subject devices are 

described. Based on the structures, features, and roles, correction factors are 

adopted and representative values are introduced. Additionally, a series of 

equations for equipment sizing is determined and some considerations are 

provided. Finally, it provides examples of the scale application of the target 

equipment to help understanding the standard.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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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 

(A Guideline on Equipment Sizing for Network Deployment) 

 

1  적용 범위 

 

1.1  목적 및 필요성 

 

정보화 사회의 확산으로 행정‧국방‧의료‧교육 등 전 산업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스위치‧전송 장비 등) 

및 컴퓨팅(서버‧스토리지 등)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컴퓨팅 장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마련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을 통하여 규모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반면, 네트워크 장비는 장비업체 및 네트워크 구축자(NI사업자) 

등에 의해 규모 산정 적용 항목 및 용량 등이 경험을 통하여 적용됨에 따라 

부정확한 규모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네트워크 장비 규모는 트래픽의 현황, 특성, 증가율, 빈도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네트워크 장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네트워크 장비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유통을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부분은 사업자나 장비업체에 의존적이었으며, 컴퓨팅 장비 및 S/W개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분야였다. 이로 인해 실제 요구되는 네트워크 

장비의 각 구성 요소가 사업자나 장비업체에 의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 기획자(공공기관)가 네트워크 장비 구축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모 산정 지침 부재로 인하여, 장비업체와 기획자 간 사업 기획 시 사전협의를 

통한 규모 산정으로 사업내용의 외부 유출에 따른 특정 업체의 선점 등 

공정경쟁환경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제2014-

56호)을 마련하였다.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3억원 이상의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이 대상이며, 대상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지침을 통하여 사전공개 된 제안요청서의 규모(용량) 등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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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네트워크장비 규모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부재로 검증‧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의 기획자(공공기관), 사업자(NI사업자 

및 장비업체) 등이 네트워크 장비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지침은 수요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군(L2/L3/L4스위치, 전송장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방식을 

객관화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지침을 통하여 기획자는 기관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장비 규모를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장비 산업체는 사업자와 기획자 간 사전 협의 방지 및 적정한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사업 발주에 따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으로 공공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 수요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L2/L3/L4스위치, 

전송장비)를 대상으로 장비 도입을 위한 ISP에서 용량 계획 수립, 사업자(NI사업자 

및 장비업체)의 사업 참여 제안 시의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등 네트워크 장비 

도입 기획, 구축, 운영 등 전 생명주기 동안의 규모 산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규 네트워크 장비 도입 사업에 적용되는 경우, (그림 1-1)과 같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수행 전반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며, 사업을 기획/발주하는 주관기관과 

구축사업자 그리고 감리기관 등에서 본 지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장비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우선, 주관기관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입안하는 시점과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에 따른 사업자의 규모 산정 관련 의견 

대응 시에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구축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의견 등록 시점이나 제안서를 작성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제안하는 시점 혹은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인프라 

설계 시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감리기관의 경우, 필요시 감리 시점에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본 지침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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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네트워크 장비 도입 사업 추진단계 및 주체별 적용범위 

 

2  인용 표준 

 

-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4  약어 

 

ADM  Add Drop Multiplexing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PS  Connection Per Second 

CS  Concurrent Session 

CWDM 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DWDM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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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DM Fixed OADM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IP  Internet Protocol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T  Information Technology 

LAN  Local Area Network 

LTE  Long Term Evolution 

MAC  Medium Access Control 

MAN  Metro Area Network 

MEF  Metro Ethernet Forum 

MSPP  Multi-service Switching Platform 

NI  Network Integration 

OADM Optical Add-Drop Multiplexer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OXC  Optical Cross-Connect 

P2P  Peer to Peer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QoS  Quality of Service 

ROADM 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SAN  Storage Area Network 

SDH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ONET  Synchronous optical networking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UNI  User Network Interface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VIP  Virtual IP 

VoIP  Voice over IP 

WAN  Wide Area Network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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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모 산정 개념 및 대상  

 

5.1  규모 산정 개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계획, 네트워크 구조 설계,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들 용어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본 지침에서는 이들 사이의 개념적인 비교 및 관계를 아래 <표 5-1> 

및 (그림 5-1)과 같이 정의한다. 

 

<표 5-1> 규모 산정 개념 비교 

 

구 분 정 의 관 점 
적용 

여부 

네트워크 

구축 계획 

비즈니스/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cost)과 기능/성능 

요구 사항(capacity)의 균형을 맞추는 것 

조직 지속적 

네트워크 

구조 설계 

개략적인 네트워크 구조와 비즈니스/서비스 대상 업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구조 및 기능/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 

조직, 

시스템 
지속적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성능 요구 사항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네트워크 장비 요구 사항으로 변환하는 것 
시스템 일시적 

 

네트워크 구축 계획

네트워크 구조 설계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그림 5-1) 규모 산정 관련 개념 관계 

 

개별 장비 단위로 독립적으로 구축운영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도입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동작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도입 여부 결정 및 적절한 규모 산정은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최적으로 설계된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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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지침의 목적 및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 도입의 

합목적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규모 산정의 합리성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구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 및 기능 

요구 사항이 다른 네트워크 장비의 활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신규 도입 및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구축된 네트워크 구조에 최적인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규 네트워크 장비 도입 및 증설에 대한 필요성 및 규모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능성능 요구 사항의 적정성은 네트워크 구조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대한 합목적성과 구축운영 환경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될 수 밖에 없는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때문에 정형화 하기 어렵고 적절한 

기능성능 요구 사항의 도출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지침은 신규 도입 및 증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능성능 요구 사항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경우를 전제로 한 네트워크 장비의 규모 산정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5.2  규모 산정 대상 

 

본 지침에서의 장비 규모 산정 대상은 접속형 L2/L3 스위치(라우터 포함),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 L4/L7 장비, 그리고 전송장비로 규정하였다. 

 

5.2.1  접속형 L2/L3 스위치(라우터 포함) 

 

접속스위치는 1차 집선장비로 사용자 단말장비(데스크톱 PC, IP Phone, CCTV 

카메라 등)를 집선하는 장치를 가리키며, L2 스위치를 주로 사용한다. 중소기업 

시장에서 사용자 단말장비가 적고 지점과 본점간 연결이 필요할 때는 L3 스위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L2 스위치는 OSI 2계층의 MAC 주소를 기반으로 패킷을 전달하고 VLAN을 설정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이다. 하나의 장비에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여러 개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구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접한 사용자 단말장비로부터 L2 트래픽을 분리시킴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상기 기본 기능 이외에 부가적으로 MAC 주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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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 

 

분배스위치는 접속스위치를 집선하여 상위망과 연동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이다. 주로 L3 스위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L3스위치는 OSI 

3계층에 속하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스위칭 하는 장비로 L2 기능과 IP 기반의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주로 IP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과 보안정책을 수행한다. 

이더넷 기술의 보편화와 WAN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함에 따라 라우터와 

L3 스위치의 경계는 사실상 모호하게 되었다. 단지, 이더넷 이외에 다양한 연결 

인터페이스(E1, T1, Wireless)를 지원하면 라우터, 이더넷 기술만 지원하면 스위치로 

구별하고 있다. 중소기업 시장에서 WAN과 연결하기 위해 4G LTE Wireless 

Interface를 제공하는 라우터 장비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이전의 WAN 인터페이스의 

연동성을 위해 라우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격적으로 네트워크 대역폭당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이더넷 기반의 L3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 

 

5.2.3  L4/L7 장비 

 

L4-L7 스위치는 기존의 L2/L3 스위치와는 다른 개념의 스위치이다. L4 스위치는 

해당 계층의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패킷을 분류하고 경로를 제어한다는 점에서는 

L2/L3 스위치와 비슷하지만, 패킷 전달 과정에서 네트워크나 서버의 효율을 

고려한다는 점이 기존의 스위치와 다르다. 즉 L4 스위치는 4계층에서 발생하는 

세션을 관리하고, 세션 관리를 위한 패킷도 조작할 수 있다. 

이처럼 L4 스위치는 전송계층의 포트번호를 통해 응용계층 서비스를 구분하고 L4 

스위치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부하에 따라 세그먼트를 적절히 배분한다. 이러한 

기능을 로드밸런싱(load balancing)이라고 하며, L4 스위치가 로드밸런싱을 수행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L4 스위치를 로드밸런서(load balancer) 라고도 한다. 

로드밸런싱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 그룹을 VIP를 통해 관리하며, 서버로 

향하는 트래픽을 일단 VIP를 가진 L4 스위치로 수신한 후 분배정책에 따라 적절한 

실서버에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VIP는 서버그룹의 대표 IP이며, 이 VIP를 로드밸런싱을 수행하는 L4 스위치가 

가지고 있다. 서버와 통신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는 VIP를 향해 트래픽을 전송하고 

L4 스위치가 이 트래픽을 받아 적절한 실서버에 연결해주는 것이 L4 스위치의 

역할이다. 실서버는 실제 웹이나 메일 FTP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버로서 

부하 분산을 위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개의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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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L4 스위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 번째 로드를 분산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웹 서비스(80)를 하는 서버가 있고 

부하 때문에 서버를 증설해야 하는 경우. 서버를 분리 시키면 IP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고, IP가 늘어나면 기존 서비스와 IP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인 L4 스위치의 VIP이다.  

L4 스위치가 제공하는 두 번째 주요 기능은 무결성을 위한 Fail Over기능이다. 아주 

중요한 서버(은행과 같은 금융 그리고 그 외 쇼핑몰 등)의 경우 단시간의 장애라도 

서비스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절대 서버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럴 경우 사용하는 장비가 L4 스위치이다. 

예를 들어 L4 스위치 Fail Over 동작은 다음과 같다. L4 스위치에 VIP를 이용해서 

128.x.x.1이라는 IP를 할당한다. 기존 서버의 IP를 128.x.x.2로 변경한다. 새로운 

서버에 128.x.x.3으로 할당한다. 이러한 구성에서 128.x.x.1로 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L4는 128.x.x.2가 응답하게 한다. 그리고 128.x.x.2에 장애가 있을 

경우(서버가 다운될 경우)에는 128.x.x.3 서버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처럼 

미리 동일한 서버를 준비해 놓고 L4 스위치를 이용해서 Fail Over로 연결하면 첫 

번째 서버(마스터)에 장애가 있을 경우라도 미리 준비해 놓은 서버(슬레이브)가 

동작하게 되므로 실제로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L7 스위치는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콘텐츠 스위치, 다계층 스위치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L7 정보가 주로 애플리케이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패킷 로드분산, 리디렉션, 필터링 등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L7 스위치는 L4 스위치의 연장선에서 출발했지만 OSI 세션계층과 응용계층의 

데이터 영역까지 분석하여 응용 세션의 제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L4 스위치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한다. L7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IP, 포트 정보, URL 정보, 쿠키, 페이로드 정보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L4 스위치는 VoIP나 P2P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패킷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L4 스위치가 1,024번까지의 포트만을 인식하는데 비해 L7 스위치는 그 

이외의 포트 번호에 대해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정된 포트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동적으로 포트 번호를 바꾸는 바이러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감지할 

수 있다. 

L7 스위치에서는 L4 스위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패킷의 IP/포트 

정보뿐만 아니라 패킷 내의 URL 정보, 쿠키, 페이로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자 별로 연속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L7 스위치는 응용계층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로드밸런싱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TTP 요청의 URL이 .asp로 끝나면 메인 웹 서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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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고, .jpg로 끝나면 이미지 서버로 보낼 수 있다. 또한 L7 스위치를 이용하면 

로드밸런싱뿐만 아니라 패킷의 데이터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즉 웜이나 E-메일 바이러스와 

같이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패킷처럼 서버나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다. 

 

5.2.4  전송장비 

 

본 지침에서의 전송장비는 WDM, ROADM, MSPP, 캐리어 이더넷 장비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5.2.4.1  WDM 

 

WDM이란 파장분할 다중화의 약자이다. 여러 개의 빛(파장)을 하나의 광케이블에 

함께 실어 전송하는 기술로서, 통신용량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다중화 

방식이다. 

WDM은 개념적으로 FDM과 비슷하다. WDM에서는 여러 정보가 각기 상이한 

파장(Wavelength)으로 변조되고 다중화되어 하나의 광섬유에 의해 전송된다. WDM 

이전까지는 한 개의 광섬유 코어에 한 개의 파장만을 실어 보냈으나, WDM 

전송에서는 여러 개의 파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내며, 수신측에서는 각 채널을 파장 별로 

분리하여 복원할 수 있다. 

광케이블은 데이터 종류와 무관하기 때문에 인터넷 데이터, SONET 데이터, ATM 

데이터 등과 같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 데이터들을 함께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WDM보다 전송 능력이 향상된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DWDM)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케이블 하나에 8개 이하의 파장을 실으면 WDM, 8개 

이상이면 DWDM/CWDM으로 분류한다. 

 

5.2.4.2  ROADM 

 

하나의 광케이블에 여러 개의 고속 신호를 파장 다중화를 통해 전송하는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기술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용량 트래픽을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DM 기능 중에서 O-E-O(Optical-Electrical-Optical) 변환 없이 특정 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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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드롭(add/drop)하고 일부는 통과시키는 OADM은 가장 핵심적인 필수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광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지금까지의 점대점에서 링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OADM 초기에는 정해진 파장만 애드/드롭할 수 있는 FOADM이 주로 사용되었다. 

FOADM에서는 애드/드롭하는 파장과 파장수가 정해져 있었다. 또한 동일 네트워크에서 

FOADM으로 구성할 수 있는 노드의 수도 제안되었다. 

FOAD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ROADM은 원격으로 노드의 애드/드롭 

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원격 구성의 장점은 망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ROADM을 통한 원격 망 설정과 회선 조절 기능으로 

인해 용량 증대와 파장 재배정이 용이해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5.2.4.3  MSPP 

 

MSPP는 여러 서비스 및 계층을 하나의 공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의미하며, 

서비스를 통합하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단지 여러 기술 또는 계층을 단지 하나의 

장비에서 통합 구현한 것이다. 

MSPP는 기본적으로 SONET/SDH 애드/드롭 다중화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단일 섀시 공간 안에 안에 STM-1/STM-4/STM-16/STM-64 등 다양한 신호 계위의 

SONET/SDH ADM과 디지털 크로스커넥트(교차 연결) 기능을 통합한 장비이다. 또한 

PSTN, IP, SAN 등 모든 신호를 동일 장비(one box)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역폭 다양화와 더불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MSPP를 이용하면 기존의 SDH 망 및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더넷, SAN, 

기업 데이터/음성 전용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대역폭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세분화된 대역폭 제공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원하는 속도 

및 서비스를 중단 없이 신속하게 구성하여 제공 가능하다. 

MSPP는 크게 기존의 SONET/SDH, ADM, OXC 기반의 회선 스위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기반 MSPP, 이더넷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스위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기반 MSPP로 구분된다. 

 

5.2.4.4  캐리어 이더넷 장비 

 

이더넷은 본래 기업이나 가정 등 근거리통신망인 LAN을 위한 기술이었으나, 적은 

구축 비용과 운용이 쉽다는 점, 전문가가 많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통신망사업자(캐리어)의 영역인 MAN과 WAN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술인 캐리어 

http://www.ktword.co.kr/abbr_view.php?nav=&m_temp1=4689&id=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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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캐리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전화 

또는 통신 전송 서비스를 팔거나 빌려주는 회사들을 의미한다. 

캐리어 이더넷에 대한 기술 표준화와 제품 인증, 그리고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트로 이더넷 포럼의 정의에 따르면 캐리어 이더넷은 LAN 기반의 

이더넷과 차별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서비스(standardized service), 확장성(sca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서비스 관리(service manageability) 

등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 표준화된 캐리어급 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즉, 캐리어 이더넷은 미디어와 인프라에 독립적으로 표준화된 플랫폼을 통한 

표준화된 서비스이며 음성,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성과 50ms 이내에 보호절체가 이뤄지는 서비스 품질 및 가용성을 

충족할 수 있는 신뢰성, 그리고 종단간 성능을 보장하는 서비스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캐리어 이더넷은 회선 기반의 기존 SONET/SDH가 보다 훨씬 저가의 대역폭을 

제공하며, 고객의 대역폭을 임시로 조절할 수 있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E-LINE, E-LAN, E-TREE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LAN 장비의 변경 없이 

기존 네트워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야 

하며, 음성, 영상, 데이터가 융합된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고 고객에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대역폭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E-LINE 서비스는 캐리어 이더넷 네트워크 가입자 간의 점대점(point to point) 

이더넷 연결 또는 이더넷 가상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설망(private line)을 

대체하거나 높은 고품질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E-LAN 서비스는 캐리어 이더넷 네트워크의 UNI를 통해 가입자간 다중점 대 

다중점(multi-point to multi-point) 이더넷 가상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L2 VPN을 대체하거나 도시 규모의 쉬운 LAN 서비스를 제공한다. 

E-TREE 서비스는 캐리어 이더넷 네트워크의 UNI를 통해 점 대 다중점(point to 

multi-point) 이더넷 가상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멀티캐스트 또는 브로드캐스트 

형태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5.3  네트워크 구조와 특징 

 

네트워크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구조와 구성 형태로 설계된다. 장비 규모 

산정을 위해 모든 구조와 구성 형태를 나열하여 정형화 시키는 것은 어렵고, 

참조하기에는 오히려 복잡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본 지침의 네트워크 장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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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시 반영할 보정 값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개념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5.3.1  네트워크 구축 개념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도는 (그림 5-2)와 같으며, (그림 

5-2)에서 보는 것처럼 본부와 지역에 예하 기관이 존재하는 기관의 네트워크는 

기관 내부의 근거리통신망(LAN, 그림의 B)과, 예하기관에서 본부로 연결하는 

광역통신망(WAN, 그림의 A)으로 구성된다. 예하기관이 없는 대학교, 대형병원 등은 

내부 근거리통신망(LAN)과 외부로 연결되는 인터넷 및 외부연계 회선으로 

구성(그림의 G)된다. 

기관 내부 네트워크(LAN)는 통신회선에 직접 연결되어 관문 역할을 하는 라우터 

또는 L3 스위치,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점을 제공하는 

접속스위치(L2 스위치)와 접속스위치와 관문 장비 간을 연결하는 백본 및 

분배스위치(L3 스위치)로 구성된다.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백본 및 분배스위치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그림의 I 및 J) 

기관의 네트워크 간을 연결하는 광역네트워크(WAN)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회선으로 구성된다. 통신회선을 구성하기 위한 통신사업자의 기간 전송망은 

광케이블과 광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WDM 및 ROADM, 그리고 

통신회선을 공급하기 위한 MSPP 및 C.E(캐리어 이더넷) 장비로 구성된다. (그림의 

C ~ F) 

광역네트워크는 업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 본부(센터)로 

집중하는 구조를 보이며, 모든 기관이 직접 본부(센터)로 연결되는 스타구조, 권역별 

집선노드를 두어 가까운 집선노드를 경유하여 본부로 연결되는 트리 구조 형태로 

계층화 하여 구성된다. 스타구조는 소형기관, 트리 구조는 중대형기관의 일반적인 

구성 형태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집선노드가 여러 계층으로 분리되어 구축되는 경우도 있으며, 

통합전산센터-시도청-시군구청-읍면동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나 코어통신망-권역통신망-

광역통신망-기초통신망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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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네트워크 구성 개념도 

 

또한, 기관 내부의 네트워크(LAN) 구조도 백본 네트워크-분배 네트워크-접속 

네트워크 등으로 계층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계층적 네트워크 구축은 아래 <표 5-2>와 같은 장단점을 가지며, 각기 

구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취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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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층적 네트워크 구축의 장 단점 

참고 

– 계층화 장점 

서비스별 분리 및 차별적 보안정책 적용 설계가 가능하여 보안성 향상 

장애 발생 시 피해 범위 축소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상위 네트워크 전송차단 및 트래픽 부하 분산 가능 

적정한 성능규모 장비로 구성하여 비용 효율적 등 

– 계층화 단점 

장비 구축 및 운영 수량 증가 

 

5.3.2  공공기관 네트워크 특성 

 

본 지침의 활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 및 사업기획자가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특징을 본 절에서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대국민 서비스 및 정부전산 데이터의 

운용 등 안정된 구조 및 운용이 타 네트워크에 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 네트워크 구조 및 구성은 거의 변경되지 않는다. 

– 장비의 네트워크상 위치(백본/분배/접속계위 등)와 역할(네트워크/서버/PC단말 등 연결되는 

장치의 종류)에 따라 장비에 가해지는 트래픽양에 차이를 보인다. 

– 네트워크 장비는 한 번 설치되면 장애가 발생되어 교체되지 않는 한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까지 동일한 설치 위치와 역할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네트워크 장비는 설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장비가 처리해야 할 트래픽양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한번 설치된 장비는 장애로 인하여 교체되지 않는 한 내용연수 만료가 될 

때까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 

 

5.3.3  계층적 구조에서의 트래픽 특성 

 

공공기관의 광역네트워크(WAN)의 경우 소규모 기관은 센터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많고, 중규모 기관은 지역 거점에서 집선을 한 번 한 후 센터로 접속되고, 

대규모 기관은 지역거점이 2개 이상을 거치는 다계층 트리 구조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위 센터로 갈수록 트래픽이 집중되고 이용량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하위 단말로 갈수록 트래픽 폭주가 가중된다.  

 



 

TTAK.KO.0103/R1 １５ 

 

(그림 5-3) 4계층 트리 구조로 구성된 광역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 특성 

 

(그림 5-3)은 계층화하여 구성된 광역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 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즉, 상위계층에 위치한 장비일수록 트래픽의 집중도가 높아지며, 

이에 처리량이 하위계층보다 많아지며, 하위계층의 노드 수에 비례하여 트래픽 

처리량이 증가한다. 또한, 상위계층 소요 대역폭은 하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안정적인(stable)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제공되는 하위계층 

대역폭의 합계에 절반 수준으로도 동일한 대역폭과 비슷한 효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백본 역할을 하는 장비의 절대적인 트래픽 처리량은 분배 및 접속 장비가 

처리하는 트래픽 양보다 많으며, 계층적 구조에 따른 운용에서 오는 현상 중 백본 

장비에 트래픽이 집중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PC 등 단말이 접속되는 

접속장비는 문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해당 장비에 접속되는 단말에 한정되지만, 

백본 및 분배 장비가 문제 발생 시에는 피해 범위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구성이 달리하여야 한다. 

이에, 장비의 구성 위치 및 형태, 장비의 역할에 따라 장비의 요구 규모를 다르게 

산정해야 하고, 이용량을 분석하여 산정한 보정 값을 적용하여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해당 네트워크의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므로 서비스에 따르는 네트워크 규모 산정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신규로 구축되는 네트워크에서는 이용량을 추정하여야 하므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별 보정치와 장비의 역할별 보정치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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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을 가능토록 한다. 

 

참고 

- 기존장비 교체 시 

기존 트래픽 이용량을 분석하여 반영 

향후 트래픽 이용량 증․감을 고려하여 반영 

- 신규장비 도입 시 

이론적 규모 산정 

트래픽 추정치를 고려하여 보정 값 반영 

 

5.3.4  트래픽 패턴별 특성 

 

네트워크 관점에서 트래픽 패턴은 근원지와 목적지에 따라 In-Coming 트래픽, 

Out-going 트래픽, 중계 트래픽, 내부 트래픽 등 총 4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트래픽 패턴별 분석에서는 Client-Server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의 특성상 서버의 위치에 따라 In-Coming 트래픽과 Out-going 트래픽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 트래픽은 In-Coming트래픽과 Out-going 트래픽이 똑같지 

않고,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은 불평형한 상태가 일반적이며,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역시 많은 쪽의 트래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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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일반적 네트워크의 트래픽 패턴에서의 비대칭성 

 

또한, (그림 5-4)는 어느 기관의 계층화된 LAN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트래픽 

패턴에서의 비대칭성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보면, 모든 장비에서의 

트래픽 비대칭성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엔드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 

대칭성이 심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LAN상의 모든 포트의 이용률 5 분 평균값이 

최대 15 %를 넘지 않고 있으며,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 회선(WAN)의 대역폭이 155 

Mbps이어서 모든 포트에 트래픽을 제한하는 효과가 작용된 영향이 크다. 이에 

인터넷 회선은 평균적으로 약 65 %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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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트래픽 패턴별 처리에 따른 장비 구분 

 

5.3.5.1  접속형 장비 

 

계층화된 수직적 트래픽 처리 유형이며, 상위계층으로 연결되는 업링크와 

하위계층으로 연결되는 다운링크로 구성되는 단순한 구성 형태다. 다운링크 포트로 

올라오는 트래픽이 장비에서 집선되어 업링크 포트로 전송되므로 업링크 포트의 

트래픽 처리량이 집중된다. 

 

 

(그림 5-5) 접속형 네트워크 구성 형태 

 

업링크 포트 대역폭은 접속된 다운링크 포트 대역폭의 총합에서 집선비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30%~60% 수준으로 업링크 포트 대역폭을 확보한다. 집선비는 포트 

수와 업링크의 대역폭, 다운링크의 대역폭, 대역폭 제한 여부에 따라 집선비를 

적용한다. 만약 다운링크가 1G, 포트 수 24개, 업링크 10G, 20% margin의 경우, 

4개 포트를 margin으로 잡으며, 20개 포트에 1G가 다운링크로 집선비는 50%가 

된다. 업링크 대역폭이 포트의 속도를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포트를 함께 묶는 Link 

Aggregation(IEEE802.1ax-2008)을 사용하여 확장할 수 있다. 

Link Aggregation은 쉽게 상위 업링크 대역폭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비에서 Link Aggregation 기능을 지원해야 하고 상위로 연결되는 케이블과 상위 

장비의 여유 포트가 존재해야 가능한 제약이 있다. 

다운링크에는 서비스시스템 네트워크나 하위로 연결되는 또 다른 접속스위치와 

연결될 수 있고, 서버와 단말이 직접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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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집선비 

데이터 네트워크의 시차공유(통계적다중화) 특성으로 인하여, 하위링크 대역폭의 총합 

대역폭 보다 적은 상위링크 대역폭으로도 유사한 서비스 품질을 낼 수 있는 집선비율 

비용과 응답속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용장비의 경우, 12:1 수준의 집선비를 적용 

낮은 비율로 업링크 대역폭을 확보할 경우 경제성은 높아지지만 응답속도(서비스품질)가 

떨어지며, 반대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지므로 네트워크 전송특성에 맞는 적절한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 PSTN 가입자 집선비 

중계선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가입자수:중계선수”의 비례 관계 

상업지역 4:1, 사무지역 8:1, 일반 주택지역 16:1의 집선비를 적용 

 

<現 정보통신 네트워크 vs. PSTN 집선비 차이점> 

데이터 네트워크에서의 집선비 설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통신이 느려지기는 해도 통신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불편한 상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PSTN에서는 

설계용량을 초과한 통신 시도에 대해서는 전체 중계선 통화 중 상태로 되고 통신이 

불가능한 차이점이 있다. 

 

5.3.5.2  백본형 

 

주로 백본스위치의 구성 형태로 트래픽 흐름이 복잡하고 처리량도 많은 구성으로, 

트래픽 패턴별 처리 유형은 In-Coming 트래픽, Out-going 트래픽, 중계 트래픽, 

내부 트래픽 등 4가지 패턴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그림 5-6) 백본형 네트워크 구성 형태 

 

위 (그림 5-6)의 “①”과 같이 인터넷, 기관 내부 광역 네트워크, 대외 기관 연계 

네트워크 등 WAN 통신회선이 연결된 경우, 통신회선은 주로 전용회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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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하며, 전용 회선은 거리 및 속도에 비례하는 요금을, 인터넷은 속도에 

비례하는 요금을 매달 지불해야 하므로 LAN 대역폭보다 수 배 ~ 수 백배 낮게 

확보한다. 이런 유형의 보정 계수는  “회선속도/포트속도” 등으로 산정될 수 있다. 

“②”와 같이 서버팜 등 서비스시스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포트(I/F)의 경우, 

이용자 단말에서의 서비스 요청 트래픽과 해당 서비스 서버에서의 응답 트래픽 

들이 집선되어 전송되는 업링크 백본회선 역할을 하므로 대역폭 이용량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유형의 보정 계수는 트래픽 이용량 기반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용량/포트 속도” 등으로 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량”은 “최대 이용량”, “평균 이용량”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량의 순간 최대치는 포트 대역폭 크기에 따라 가기 때문에 “최대 

이용량”은 항상 많은 트래픽이 흐르는 기관이나, 간혹 트래픽이 많은 기관이나 

구분 없이 같은 값을 가지므로 보정 계수로 사용은 부적합하다. “평균 이용량”도 

트래픽이 낮은 시간대도 포함하여 평균하여 이용량이 낮게 산정되므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WAN 회선의 경우 “최번시 평균 이용량”을, LAN링크의 경우 “5분(또는 3분) 

평균 최대 이용량”을 대표 값으로 활용하여 오차를 줄인다. “5분 평균 최대 

이용량”은 트래픽 측정기간 동안 5분 주기로 평균 속도를 수집한 후, 그 중 

최대값을 선택하여 산정한다. “3분 평균 최대 이용량”은 3분 주기로 수집한 후, 그 

중 최대값을 선택하여 산정한다. 통상 “3분 평균 최대값”이 “5분 평균 최대값” 

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기관의 트래픽 이용 특성에 따라 수집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측정기간은 1주~4주 정도로 할 수 있고, 더 길거나 짧게 할 수 있다. 

“③”과 같이 분배스위치가 연결된 경우는 “②”와 같이 서비스시스템 네트워크가 

연결된 포트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므로 보정 계수 산정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④”와 같이 단말이 직접 연결된 포트는 이용 업무 및 서비스의 단위 트래픽 

크기와 이용 빈도에 따라 트래픽 이용량 차이가 크고, 시계열상에서 심한 이용량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접속된 단말 특성에 따라 보정 계수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보정 계수 산정은 “5.7 보정 계수, 보정 값”항에서 예시와 함께 다룬다. 

서버가 직접 연결된 경우도 서버의 제공 업무 및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용량을 보인다. 서버는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도 있지만,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도 

잦고, 업무 및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요소이므로 “②”와 같은 

요령으로 보정 계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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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장비별 참조 구조 

 

5.4.1  L2/L3 스위치로 연결된 네트워크 참조 구조 

 

L3 스위치는 백본 스위치와 분배 스위치로 활용되므로 백본 모델과 분배·접속 

모델을 적용한다. L3 스위치가 통신회선이 접속되는 관문 라우터 역할을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분배·접속 모델과 유사하며, 업링크인 상위 네트워크가 WAN 

통신회선 이므로 보정계수는 “통신 회선 속도/해당 포트 속도”로 산정된다. 

L2 스위치는 주로 단말이나 서버가 접속되는 접속스위치로 활용된다. 간혹 

광케이블과 UTP 케이블간 정합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LAN 거리가 규정을 

벗어나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선로거리 연장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L2/L3 스위치에서는 과투자 방지 등 비용효율성을 트래픽 이용량 및 포트 사용량을 

고려하여 보정 값을 적용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세부 내용은 “6. 네트워크 장비별 

규모 산정 방식”을 참조한다. 

 

 
(그림 5-7) L2/L3스위치로 연결된 네트워크 참조 구조 

 

5.4.2  L4/L7 스위치로 연결된 네트워크 참조 구조 

 

L4/L7 스위치는 각각 IP주소가 다르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에 대한 

부하분산용으로 이용되는 스위치이다. L4 스위치는 웹 서비스용 80 port 등 TCP/IP 

port를 기준으로 부하분산을 하고, L7 스위치는 URL 주소를 기준으로 부하분산을 

한다. L4/L7 스위치는 주로 서버 부하분산의 SLB(Server Load Balance)와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대한 이중화 및 부하분산의 FLB(Fire-Wall Load Balance) 구조가 

있다.  

L4/L7 스위치 규모 산정은 서비스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L2/L3 

스위치에서 적용하는 보정 값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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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SLB(Server Load Balance)형 참조 구조 

 

서버 부하분산 구조는 부하분산만을 위한 모델과 이중화를 고려한 부하분산 모델이 

있다. 구성 방식에 따라 L4/L7 스위치의 포트 소요 수가 달라진다. 

 

 
 

(그림 5-8) SLB(Server Load Balance)형 참조 구조 

 

5.4.2.2  FLB(Fire-Wall Load Balance)형 참조 구조 

 

단순히 부하분산만을 위한 구조와 이중화를 고려한 부하분산 모델이 있다. 이중화 

부하분산의 경우도 단순한 이중화 부하분산(부하분산 중점) 모델과 이중화와 

부하분산 모두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 있다. 이 경우도 구성방식에 따라 포트 

소요수가 달라진다. 

 

 
 

(그림 5-9) FLB(Fire-Wall Load Balance)형 참조 구조 



 

TTAK.KO.0103/R1 ２３ 

 

부하분산 모델은 L4/L7 스위치 장애 시 전체 장애 상태가 되는 구조이며, 이중화 

부하분산 모델은 L4/L7 스위치나 보안장비 장애 시에도 통신이 가능한 구조이다. 

이중화/부하분산에 중점을 두는 구조가 소요포트가 많고 설정이 복잡해도 

특정장비의 장애 상태에서도 다양한 우회경로 확보가 가능하여 장애에 대한 내성이 

좋은 구조이다. 

 

5.4.3  전송 장비별 참조 구조 

 

5.4.3.1. WDM/ROADM 참조 구조 

 

WDM 및 ROADM은 광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장분할다중화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구성방식은 장비간 1:1 연결로 구성하는 PTP형, 장애 시 우회경로 

확보 및 다양한 경로의 회선구성 대비 등 전송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Ring형, 전국을 커버리지로 하기 위해 권역별 Ring으로 분할 구성하는 Multi-

Ring형 참조모델이 있다. 

 

 

(그림 5-10) WDM/ROADM 참조 구조 

 

Multi-Ring형 구조에서 분할된 Ring을 연결할 때 WDM으로 구성할 경우 Ring간 

연결이 물리적으로 구성해야 해서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으나, ROADM으로 구성할 

경우는 단순한 물리적 구성과 논리적 설정으로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ROADM은 

WDM의 진화형 장비로 볼 수 있다. 

 

5.4.3.2  MSPP/C.E 참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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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P는 ATM 회선, E1/T1 등 TDM회선, 이더넷회선 등 여러 가지 타입의 

전용회선을 하나의 장비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용되어 왔다. 현재 

LAN이 거의 이더넷 방식으로 표준화됨에 따라 LAN과 LAN간을 연결하는 통신회선도 

이더넷 간을 직접 연결하는 이더넷-to-이더넷 전송이 요구됨에 따라 C.E 

전송장비의 사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림 5-11) MSPP/C.E 참조 구조 

 

참조모델은 MSPP나 C.E 둘 다 아래와 같이 유사하다. 다만, MSPP의 경우 할당된 

대역폭은 TDM/SDH(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반으로 거의 물리적 수준으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반면, C.E의 경우는 통계적 다중화 방식으로 구현되어 

동일 통신회선에서 논리적 대역폭 분리 및 대역폭 공유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C.E에서는 대역폭을 공유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에 따라 

차별적 품질 제공이 가능하도록 QoS 기능을 구현한다. 

 

5.5  장비별 성능 기준 

 

5.5.1  접속형 L2/L3 스위치(라우터 포함) 

 

L2/L3 스위치의 규모 산정을 위한 성능 기준은 downlink 포트 수량, 업링크 포트 

수량, 처리량(throughput), 패브릭 스위칭 용량(fabric switching capacity)이 있다. 

 

5.5.1.1  처리량(throughput) 

 

처리량은 장비가 패킷 손실없이 전달 가능한 최대 패킷 전송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pps(packet per second)의 단위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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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스위칭 용량(switching capacity) 

 

스위칭 용량은 장비의 임의 포트로 입력된 패킷을 목적지 포트까지 스위칭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bps(bit per second) 단위로 표현된다. 

 

5.5.2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의 규모 산정을 위한 성능기준은 처리량과 스위칭 용량이 

있으며, 5.5.1.1절 및 5.5.1.2절의 정의와 각각 동일하다. 

 

5.5.3  L4/L7 장비 

 

L4/L7 장비의 규모 산정을 위한 성능기준은 TCP 처리량과 동시세션 수(CS, 

Concurrent Sessions)가 있다. 

 

5.5.3.1  TCP Throughput(처리량) 

 

TCP 처리량은 TCP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 가능한 최대 데이터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bps 단위로 표현된다. 

 

5.5.3.2  동시세션 수 

 

동시세션 수는 장비가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최대 TCP 세션의 수를 말한다. 

 

5.5.4  전송장비 

 

전송장비의 규모 산정을 위한 성능기준은 전송용량과 스위칭 용량이 있다. 

 

5.5.4.1  전송 용량 

 

일반적으로 전송장비에서는 처리량을 전송 용량으로 칭한다. WDM, ROADM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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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스위칭 용량(switching capacity) 

 

스위칭 용량은 5.5.1.2절의 정의와 동일하다. WDM, ROADM, MSPP, 캐리어 이더넷 

장비에 사용된다. 

 

5.6  보정 계수, 보정 값 

 

다양한 유형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정 값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정 수치를 “보정 

계수”라 명칭하고, 모든 접속포트의 보정 계수를 산정·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보정 

값”으로 정하면 해당 장비의 규모를 산정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지침은 이용량의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보정 값을 산정하도록 권장하지만, 

이용량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표 5-3>같이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보정 계수의 최대 값을 보정 값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업링크 대역폭 등 

성능규모 산정 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업링크 대역폭 = 다운링크 포트 수 

ⅹ 다운링크포트 대역폭 ⅹ 최대 보정계수”로 산정할 수 있다. 산정 예로, 100Mbps 

포트 24포트를 가진 스위치의 경우 약 1.92 Gbps로 산정할 수 있다. (Ex, 1.92 

Gbps= 100 Mbpsⅹ24 포트ⅹ0.8) 

100 Mbps 다운링크 포트의 경우는 보정 값을 0.8, 1 Gbps 포트의 경우는 보정 

값을 0.08을 적용하게 되어 동일한 산정 결과를 가지므로 다운링크 포트 대역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오차가 없다. 

 

<표 5-3> 주요서비스별 소요 대역폭 및 보정계수 

주요서비스 종류 

(A) 

단위 

(B) 

크기 

[대표 크기] 

(C) 

희망 

응답 

시간 

(D) 

요구 

대역폭 

(E) 

보정계수 

FE 

(F) 

GbE 

(G) 

일반업무(WEB기반) 

인터넷검색 포함 
건 

수백KB~수MB 

[10MB] 
3초 27 Mbps 0.3 0.03 

문서전송을 포함한 범용서비스 

메일/문서시스템 등 
건 

수백KB~수십MB 

[100MB] 
10초 80 Mbps 0.8 0.08 

전화(인터넷전화) 통화 
64Kbps 

[100Kbps] 
실시간 100 Kbps 0.001 0.0001 

보안 업데이트 건 수백KB~수MB 3초 27 Mbps 0.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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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B] 

FullHD영상(HEVC/H.265~MP

EG4/H.264) 

영상회의/CCTV 등 

채널 
4.5M~9Mbps 

[10Mbps] 
실시간 10 Mbps 0.1 0.01 

3D지도검색 

지역/각도 대한 크기차이 
건 

10MB~60MB 

[60MB] 
10초 48 Mbps 0.5 0.05 

무선LAN(Wi-Fi) AP장치  

접속용 
대 

802.11n[15M~150Mbps] 

802.11ac[88M~867Mbps] 
실시간 

150 Mbps 

867 bps 

- 

- 

0.15 

0.87 

 

a) 업무 종류: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제시하였고, Full-HD영상 및 

3D지도검색 업무는 지자체 및 국세청 같은 기관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임 

– 일반 업무: 기관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였으며, 대부분 WEB기반으로 구축하였음 

– 문서 전송: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첨부 파일이 없는 문서나 메일의 경우도 

많으나,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도 일반적임, 첨부파일이 100MB가 넘는 경우는 매우 

적음 

– 전화: 현재 대부분의 국가 기관은 인터넷전화로 전환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통화함 

– 보안업데이트: 일부 보안을 요구하는 업무를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보안업데이트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 보안업데이트도 정기적을 이루어지고 있음 

– Full-HD영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영상회의가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경우 

방범/방재를 위해 CCTV 관제가 지속 늘어나고 있음. 영상 화질은 현재 

SD급/HD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고해상도 추세를 반영하여 Full-HD급 

크기로 산정 

– 3D지도검색: 국세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부동산 검색 등을 위해 지도를 조회함 

– 다운로드 포트에 스마트기기용 무선LAN 구축용 AP장비를 접속할 경우, AP가 

스마트기기의 업링크 역할을 하므로 최대 전송속도 값을 그대로 반영하였음 

b) 단위: 업무 종류별 시행 단위 

c) 크기[대표 크기]: 기관에서 실제 측정한 크기를 예시하였고, [대표 크기]는 여유 있는 

보정계수 산정을 위해 측정 크기의 최대값을 포함할 수 있는 값으로 정하였음 

– 일반 업무, 문서 전송, 보안 업데이트 크기는 A기관 `13.9월~`14.3월 측정, 

B기관 `15.1월~`15.8월 측정한 데이터를 준용 

– 전화는 B통신사업자 `11년 측정 값, B기관 `16년 현재 QoS 적용 값을 준용 

– Full-HD영상은 C방송국 설계를 위한 현황분석 기초 자료를 준용 

– 3D지도검색은 D기관 `14.1월~3월 측정한 데이터를 준용 

c) 희망 응답 시간: 전화/영상 등 실시간 트래픽이 아닌 경우, 서비스 요청 후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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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시간의 수치이며, 짧을수록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만 구축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나므로 통상적으로 빠른 수준의 값으로 설정하였음 

d) 요구대역폭: 희망시간 내에 응답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대역폭 

– 요구대역폭(E) = 대표크기 Byte(C) ⅹ 8 bit ÷ 희망응답시간(D) 

– 요구대역폭(E) = 대표크기 bps(C) : 응답시간이 실시간인 경우 

e) 보정계수(100 Mbps-FE 인터페이스의 경우): 접속 인터페이스 포트 대역폭이 

100 Mbps인 경우 산정된 보정계수 

– 보정계수 = 요구대역폭(E) ÷ 100Mbps 

f) 보정계수(1 Gbps - GbE 인터페이스의 경우): 접속 인터페이스 포트 대역폭이 

1 Gbps인 경우 산정된 보정계수 

– 보정계수 = 요구대역폭(E) ÷ 1000 Mbps(1 Gbps) 

 

AP장치 접속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별 트래픽의 실사용량을 볼 때 기가포트(GbE) 

업링크로 전송되는 이용량에 대한 보정값은 0.1을 넘지 않고 있다. 실시간 트래픽 중 

전화 및 영상회의 트래픽은 통화로 인한 신호가 있을 때 트래픽이 발생하므로 

대역폭 공유 가능하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링크 대역폭에 

대해 30%~60%의 집선비 적용도 가능하나, CCTV와 같은 실시간 관제형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대역폭 공유가 불가능하므로 집선비 없이 “채널대역폭 

ⅹ 채널수”가 업링크 대역폭이다. 

 

6  네트워크 장비별 규모 산정 방식 

 

6.1  L2/L3 스위치(라우터 포함) 

 

L2/L3 스위치는 기존의 5.4.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치 위치에 따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접속형과 분배형 및 백본형으로 구분하여 규모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6.1.1  고려 사항 및 산정 개요 

 

일반적으로 접속형 L2/L3 스위치의 규모는 접속되는 단말 수에 의한 다운링크의 

포트 수와 각 단말에 제공할 Bandwidth와 업링크의 용량 및 이중화 제공(link 

aggregation, VRRP, 회선 이중화 등)을 위한 소요포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접속형 L2/L3 스위치의 다운링크에는 End-Node뿐만 아니라, 무선 AP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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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스위치 역시 접속될 수 있다. 

다운링크의 용량은 네트워크 장비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망을 

구축하고자 할 때 사전에 결정되는 결정변수로 정의되며, 본 절에서는 향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확장계수와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동작을 위한 안정성 

계수만을 고려하여, 다운링크의 포트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업링크 포트의 용량을 설계하는 방법은 기존의 5.6에서 기술한 다운링크의 

서비스별 보정계수와 다운링크 포트 수, 다운링크 확장계수 및 다운링크 안정성 

계수를 활용하여 업링크 포트의 용량을 결정하고, 이중화 제공 여부에 따른 소요 

포트 비율을 고려한다. 즉, 보정계수는 업링크 포트의 수량과 용량을 결정짓는 데에 

활용하여, 과도한 업링크 용량 산정을 막음으로서 분배형 및 백본 L2/L3 스위치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5 절에서 기술한 성능 기준 지표에 따른 접속형 L2/L3 스위치의 전체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운링크 포트 수와 용량 및 업링크 포트 수와 용량을 

wirespeed를 제공하도록 계산한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L2/L3 스위치는 

wirespeed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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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산정 항목 및 보정치 

 

구분 항목 내용 입력값 범위 일반값 

1 다운링크 포트용량 필요 포트의 이론적 최고 용량 1 ~ XXX 1 Gbps 

2 
소요 다운링크 포트 

수 
다운링크에 활용되는 포트 수의 총합 1 ~ XXX  

3 다운링크 확장계수 다운링크의 향후 사용이 예상되는 포트 수 100% ~ 200% 120% 

4 
다운링크  

안정성 계수 

예기치 못한 네트워크 증가 및 시스템의 

안정된 운정을 위한 여유률 
100% ~ 150% 120% 

5 
다운링크별 

보정계수 
5.4.4에 기술된 역할별 보정계수 참고 0 ~ 1 0.1 

6 업링크 포트 이중화 이중화 구현 기술에 따른 소요 포트 비율 100% ~ 200% 200% 

7 이론적패킷처리상수 1GE 에서 이론적인 최대 패킷 처리 상수  1,488,095 

8 양방향 상수 Tx/Rx를 고려한 양방향 상수  2 

산정식 

 다운링크 포트 전체 수량 = 다운링크 소요 포트 수 * 다운링크 확장계수 

* 다운링크 안정성 계수  

업링크용량 = 다운링크 포트용량 * 다운링크 포트 전체 수량 * 다운링크별 

보정계수 

 {업링크 단위용량, 업링크 포트 수량} = F(업링크 용량)  

 업링크 포트 전체 용량 = 업링크 포트 수량 * 업링크 포트별 단위용량 

스위칭 용량  ={∑( i의 이론적 최대 용량 * i의 포트 수량)} * 양방향 상수 

단, i ∊ 다운링크 & 업링크 I/O 인터페이스 종류 = {10/100 Base Tx, 

100/1000 Base Tx, 1000 Base Fx 등} 

 

Throughput = {∑다운링크 & 업링크인터페이스 타입별 용량(i)} * 이론적 

패킷 처리상수 

(단, {A, B} = F(x)는 x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 interface의 단위 용량과 포트 수를 나타내며, 

최소 interface의 단위 용량은 ISP나 특정 요구에 따라 upgrade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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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  

 

6.2.1  고려 사항 및 산정개요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는 5.4.2 절에서 언급한 사통팔방형에 따르는 참조 구조를 

따르며, 트래픽의 특성은 Burst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양을 유지하는 형태를 따른다. 

또한, 많은 곳의 트래픽이 모이는 특성상 장비의 이중화, 인터페이스의 이중화, 

이중화 지원방식(N+1 or 1 : 1 등) 및 안정성 등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장비의 

규모 산정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중화 지원여부, 시스템 확장을 위한 여유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의 접속형 L2/L3 스위치의 산정 방식에서 

여유율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토록 한다.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와 사용자 단말을 직접 연결하여 구성하는 것은 네트워크 

보안성을 위해 지양한다. 

 

6.2.2  산정 항목 및 보정치 

 

구분 항목 내용 입력값 범위 일반값 

1 
Interface 종류별 

최대 포트용량 
필요 포트의 이론적 최고 용량 1 ~ XXX 

Interface의 

종류에 따라 

다름 

2 
Interface 종류별 

포트 수 
해당 인터페이스 종류에 활용되는 포트 수의 

총합(이중화 소요 포트 수 포함) 
1 ~ XXX  

3 시스템 확장계수 향후 확장이 예상되는 인터페이스의 비율 
100% ~ 

200% 
120% 

4 시스템 안정성계수 
예기치 못한 네트워크 증가 및 시스템의 

안정된 운정을 위한 여유률 

100% ~ 

150% 
120% 

5 이론적패킷처리상수 1GE 에서 이론적인 최대 패킷 처리 상수  1,488,095 

6 양방향 상수 Tx/Rx를 고려한 양방향 상수  2 

산정식 

스위칭 용량  ={∑(인터페이스 종류별 최대 용량 * 인터페이스 종류별 

포트 수)} * 시스템 확장계수 * 시스템 안정성계수 * 양방향 상수 

Throughput = {∑(인터페이스 종류별 최대 최대용량 * 인터페이스 

종류별 포트 수)} * 시스템 확장계수 * 시스템 안정성계수 * 이론적 

패킷 처리상수 

(단, 시스템 확장계수는 과거 3년간 시스템 증가율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음) 

 

6.3  L4/L7 장비 

 

6.3.1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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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L7 스위치는 해당 장비의 고유 특성에 따라 성능 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이 

장비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해당 장비군이 보안 장비군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L4 헤더까지만 processing하는 경우와 application 헤더를 

processing하는 경우만 비교해도 동일한 하드웨어라 할지라도 throughput 관점에서 

processing power가 다르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L4 성능 지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CP throughput, CPS(Connection Per Second), TPS(Transaction Per 

Second), CS(Concurrent Session)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CPS와 TPS는 In-Line 

모드로 적용되는 장비의 경우 업체의 구현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를 제외하고, 본 절에서는 TCP throughput과 CS를 활용하여 해당 

장비군의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또한, TCP throughput의 경우 처리된 데이터의 범주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에 본 에서는 TCP throughput의 정의는 L2 헤더 

정보까지를 포함하기로 하며, 양방향을 합산한 결과값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규모 산정에 대한 개략적은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장비군을 

운영한 통계치가 존재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비군은 항상 규모를 산정할 때 과거 

peak치에 대한 통계치를 활용하며, 신규 도입인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나 

기획자가 목표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성능 규모를 산정한다.  

 

6.3.2  산정 방식 

 

구분 항목 내용 입력값 범위 일반값 

1 
최근 1년간 최대 

동시세션 수 
최대 동시 TCP 세션 수 0 ~ xxx 통계치 

2 

과거3 개년 

동시세션 수의 

평균 증가율 

과거 3개년 동시세션 수 평균 증가율 0 ~ xxx 통계치 

3 
세션별 

평균데이터량 
세션별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평균값 1 ~ xxx 통계치 

4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 
향후 확장이 예상되는 비율 100 ~ xxx 120 

산정식 

목표 동시세션 수 = 최근 1 년간 최대 동시세션 수 * 과거 3 개년 

동시세션 수 평균 증가율(1+α)  

TCP Throughput = 목표 동시세션 수 * {세션별 평균데이터량/세션별 

평균유지시간(sec)} * 시스템 확장 상수(1.2) 

 

6.4  전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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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WDM/ROADM 장치 

 

6.4.1.1  고려 사항 

 

WDM/ROADM 장치는 시스템 규모 산정 시, 전송해야 하는 인터페이스의 최대 크기, 

필요한 파장의 개수, 망구성 형태 및 망 구성상에서의 최대 전송 거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망 구성 형태가 Multi-Ring 구성이며 서비스 구성 변경이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ROADM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구축 후 장기간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Fixed-WDM 구조를 적용해도 된다. UNI측 인터페이스가 

Ethernet 인터페이스 일 경우는 장치 설계 시, Splitter에 의한 이중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WDM/ROADM 장치와 같은 백본 장치는 한번 구축하면 신규 투자가 

어려우므로 향후 트래픽 증가를 고려하여 시스템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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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산정 항목 및 보정치 

 

구분 항목 내용 입력값 범위 일반값 

1 이론적 최대 용량 WDM Line포트의 이론적 최대용량 1 ~ XXX Gbps 
 

2 포트 소요 수량 WDM Line측 필요 포트 수의 총합 1 ~ XXX 
 

3 

과거 3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과거 3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XXX % 
 

4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 
향후 증설 고려 XXX % 1.2 

산정식 

전송 용량 = {∑( i의 이론적 최대 용량 * i의 포트 소요 수량)}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1+α)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1.2) 

단, i ∊ WDM Line측 I/O 인터페이스 종류 

  WDM Line 측 I/O 인터페이스 종류 = {OTU-1/2/3/4, STM-

16/64 등} WDM Line I/O 인터페이스의 종류 및 포트 수는 Client측 

I/O 인터페이스 종류 및 포트 수에 따라 결정 됨  

Client I/O 인터페이스 종류 = 

{STM-1/4/16/64,  FE/GE/10GE/40GE/100GE, SAN 인터페이스 등} 

 

6.4.2  MSPP & Carrier Ethernet 장치 

 

6.4.2.1  고려 사항 

 
MSPP & Carrier Ethernet 장치는 장치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COT 및 RT 장치로 

구분되며, 최대 전송용량 및 스위칭 용량에 따라 대용량, 중용량, 소용량, 초소용량 

등으로 구분된다. 각 장치의 구분에 따라 주요 공통부에 대한 이중화 기능 제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망 구축 계획 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망 구성 형태 

및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는 시스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TTAK.KO.0103/R1 ３５ 

6.4.2.2  산정 항목 및 보정치 

 

구분 항목 내용 입력값 범위 일반값 

1 이론적 최대 용량 필요 포트의 이론적 최고 용량 1 ~ XXX Gbps 
 

2 
Interface 종류별  

포트수 

인터페이스 종류별 필요 포트 수의 

총합 
1 ~ XXX 

 

3 이중화 상수 
인터페이스별 Working/Protection 

이중화 고려 
2 

 

4 

과거 3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과거3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XXX % 
 

5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 
향후 증설 고려 XXX % 

 

산정식 

전송 용량 = {∑( i의 이론적 최대 용량 * i의 포트 소요 수량)}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1+α)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1.2) 

단, i ∊ 한 개의 NNI포트로 집선되어지는 UNI I/O 인터페이스 종류 

- UNI I/O 인터페이스 종류 = {STM-1/4/16/64, E1/T1/T3, 

FE/GE/10GE 등} 

스위칭 용량 = {∑( i의 이론적 최대 용량 * i의 포트 소요 수량 *  

이중화상수(2))}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1+α)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1.2) 

단, i = NNI & UNI I/O 인터페이스 종류. 

- NNI & UNI중 SDH 인터페이스는 이중화 상수(2)를 적용 

- I/O 인터페이스의 종류 = {STM-1/4/16/64, E1/T1/T3, 

FE/GE/10GE 등} 

 

7  규모 산정식 적용 절차 

 

본 절에서는 6장에서 산출한 규모 산정식을 적용하는 세부절차에 대해 기술하는 

장으로 규모 산정식 적용 세부절차와 적용 전에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기술한다. 

 

7.1  규모 산정식 적용 세부 절차 

 

일반적으로 규모 산정의 정확도는 (그림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표준화된 계산식과 절차, 그리고 산정결과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재활용 등의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지침에서는 규모 산정의 

4가지 요소 중 시스템적인 요소인 규모 산정 리포지토리(repository)를 제외하고, 

절차적인 요소인 규모 산정 기초 자료 확보, 표준화된 계산식 및 절차 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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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반영하였다. 

 

 

 

(그림 7-1) 규모 산정의 4가지 요소 

 

한편, 본 지침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절차는 (그림 7-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인 장비규모 산정을 위한 구축 방향 및 기초 자료 

조사, 2단계인 기초 자료 분석 및 장비별 용량 산정, 그리고 3단계인 보정치 적용 

및 최종 장비 규모 도출 등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7-2) 개념적 규모 산정 절차 

 

위 그림의 각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인 네트워크 구축 

방향 및 장비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단계에서는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나 기존 네트워크 확장이나 신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트래픽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구축/확장될 네트워크 구조와 

산정 용량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장비규모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집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장비별 접속, 

분배, 코어 계층별 용량(필요 포트 수량)을 결정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계층별 필요 포트 수량과 네트워크 참조 구조 형태에 따라 보정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장비 규모를 확정한다.  

 

7.1.1  구축 방향 및 기초 자료 조사 (1 단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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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장비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 자료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분석 작업이 

선행된 경우, 기능성능 요구 사항이 이미 도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ISP를 수행하지 않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성능 요구 사항의 도출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기초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기관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향과 기능성능 요구 사항의 도출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지침은 신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능성능 요구 사항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경우를 전제로 한 네트워크 장비의 규모 산정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규모 산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트래픽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구축/확장될 네트워크 구조와 산정 용량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 백본 계층, 분배 계층, 액세스 계층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기본 구조 모델에 따라 규모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 별로 <표 7-1>, <표 7-2>, <표 7-3>, <표 7-4>의 양식에 따라 

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 여기서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 1.2는 장애 

시 용량(capacity) 감소에 대비한 예비 포트와 긴급 개통 시 처리하기 위하여 20% 

Margin을 둔 것이다. 이는 향후 장비 규모 산정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규모 산정의 정확성은 결국 이러한 기초 자료 

조사과정의 정확성과 충실성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표 7-1> 접속 L2/L3 스위치(라우터 포함)의 일반적인 기초 자료 조사 항목 

항목 설명 비고 

스위칭 

용량 

• 인터페이스의 이론적 최대 용량 

• 인터페이스의 포트 요구 수량 

• 양방향 상수 (2) 

I/O 인터페이스 종류  

- - 10/100 Base Tx 

- - 100/1000 Base Tx 

- - 1000 Base Fx 등 

port 

활용율 

• 다운링크 Port 의 활용율 

• 업링크 Port 의 활용율  

 

 

throughput 

• 인터페이스 타입별 용량 

• 이론적 최대 패킷 처리개수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1.2) 

이론적 최대 패킷 

처리개수 = 

 1,488,095 pps/G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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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분배형 L3 스위치(라우터 포함)의 일반적인 기초 자료 조사 항목 

항목 설명 비고 

스위칭 

용량 

• 인터페이스의 이론적 최대 용량 

• 인터페이스의 포트 수량 

• 양방향 상수 (2)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1.2) 

I/O 인터페이스 종류  

- - 10/100 Base Tx 

- - 100/1000 Base Tx 

- - 1000 Base Fx 등 

Throughput 

 

• 인터페이스 타입별 용량 

• 이론적 최대 패킷 처리개수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1.2) 

이론적 최대 패킷  

처리개수 = 

 1,488,095 pps/Gbps 

 

 

<표 7-3> L4/L7 장비의 일반적인 기초 자료 조사 항목 

항목 설명 비고 

목표 

동시접속자수 

• 최근 1 년간 최대 동시 세션 수 

• 과거 3 개년 동시접속자수 평균 증가율 
 

TCP 

throughput 

• 목표 동시 세션 수 

• 세션 별 평균 데이터량 

• 세션별 평균유지시간 

• 시스템 확장 상수(1.2) 

 

 

<표 7-4> 전송 장비의 일반적인 기초 자료 조사 항목 

항목 설명 비고 

전송 용량 

(WDM/ROADM) 

• WDM Line 측 I/O 인터페이스별 포트 소요 

수량  

• 포트 별 이론적 최대 용량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 (1.2) 

 

전송 용량 

(MSPP/C.E) 

• 하나의 NNI 로 다중화 되어지는 UNI 측  

• I/O 인터페이스별  포트 소요 수량 

• 포트 별 이론적 최대 용량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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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 용량 

(MSPP/C.E) 

• NNI 측 I/O 인터페이스별  포트 소요 수량 및 

포트 별 이론적 최대 용량 

• UNI 측 I/O 인터페이스별  포트 소요 수량 및 

포트 별 이론적 최대 용량 

 

 

7.1.2  기초 자료 분석 및 용량 산정 (2 단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집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트래픽 증설 요구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층별 포트 소요 수량을 산정한다. 계층별 트래픽 증설 

용량이 1단계에서 조사된 경우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접속계층 증설요구용량  

= ∑(증설이 요구되는 i 형 단말과 접속장비 간 대역폭 x i 형 단말 수)   

 

단, i 는 증설이 요구되는 단말의 유형을 의미하며 다운링크 확장계수 및 안정성 계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분배계층 증설요구용량  

= ∑(증설이 요구되는 i 형 접속장비와 분배장비 간 대역폭 x i 형 접속장비 수)   

 

단, i 는 증설이 요구되는 접속장비의 유형을 의미하며, 시스템 확장계수 및 안정성 

계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코어장비 증설요구용량  

= ∑(증설이 요구되는 i 형 분배장비와 코어장비 간 대역폭 x i 형 분배장비 수)   

 

단, i 는 증설이 요구되는 분배장비의 유형을 의미하며, 시스템 확장계수 및 안정성 

계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계층별 트래픽 증설 요구량이 결정되면 각 계층에 대해 각 포트 용량을 기준으로 필요 

포트 수량 (업링크 포트 수량과 다운링크 포트 수량)을 <표 6-6> 양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포트 수량은 업링크 포트와 다운링크 포트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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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계층 별 필요 포트 수량을 표현하는 테이블 예시 

계층 
포트타입 1 수량 

(ex:10Mbps 포트) 
포트타입 2 수량 포트타입 3 수량  ……………. 

액세스 계층 
 100 개, 

다운링크        

1 개, 

업링크 
  

분배 계층                 

코어 계층     

 

한편 기초 자료 분석 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네트워크 규모와 향후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할 기간을 감안하여 필요 

규모를 사전 확보해야 하며, 계층 별로 스위칭 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장비의 

교체 및 확장여부, 신규 장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확장 시에는 확장 시기, 사용자 수, 예상 트래픽 증가량 등을 감안하여 확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지침에서는 L2/L3 장비에 대해 단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과거 3년간 단말 수의 평균 증가율과 네트워크 확장 변수라는 성능 

지표로 반영되었다. L4/L7 장비의 경우, 과거3개년 동시접속자수 평균 증가율과 

시스템 확장 상수라는 성능 지표로 반영되었다. 한편 전송 장비의 경우에는 과거 3 년간 

트래픽 평균 증가율과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로 반영하였다.  

– L4/L7 장비의 경우, 목표 동시접속자수와, TCP Throughput외에 CPS, TPS 임계치 

등의 성능 지표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용량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7.1.3  보정치 적용 및 최종 장비 규모 산정(3 단계)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계층별 필요 포트 수량을 근거로 장비의 종류 별로 

장비 규모를 산정한다. 장비 별 규모 산정은 접속형 L2/L3 스위치(라우터 포함),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라우터 포함), L4/L7 장비, 전송장비 등 구성 요소에 대해 

각각 수행하며, 세부적인 산정 방식은 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의 이론적 규모 산정식은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위치, 용도 등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비용대비효율성(가성비) 개선 등을 위해서는 

장비의 설치 위치, 용도 등에 따라 이론적으로 산정된 규모에 따라 보정 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요 장비의 규모 산정은 

일반적으로 포트 수량을 근거로 이론적 스위칭 용량과 처리 성능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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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 인터페이스 포트 최대 전송 속도를 기준 값으로 산정하므로 트래픽 

이용 규모가 작을수록 과투자 경향이 높아지므로 이론적으로 산정된 규모 값에 

적정한 보정 값을 반영하여 가성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5장에서 기술한 네트워크 참조 구조를 기반으로 장비의 위치와 

활용 형태에 따라 보정계수를 설정하고, 6장에서 산정된 장비 규모에 대해 보정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장비 규모를 확정한다. 

 

7.2  일반적 고려 사항 

 

규모 산정 대상 장비에 대한 철저한 규모 분석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기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규모 산정을 한다면 보정치의 적용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신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장비 

규모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운영 시 추가로 발생될 트래픽 부하에 

대해서 예상 후 보정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한편, 향후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비 규모를 산정하는 사람이 규모 산정과 장비의 선정과정 중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7.2.1  구축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 측면 고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시 직전 연도의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장비 

규모를 산정하므로 실제로 장비가 도입되어 운영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시스템 자원이 부족해 질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입 이후 3년 ~ 5년 정도에 필요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하며, 트래픽량의 산정은 장비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트래픽 증가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7.2.2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략과 규모의 부합성 

 

트래픽 용량 분석을 통한 장비 규모 산정 결과로부터 실제 장비 규모의 결정은 

여타의 네트워크 구축 정책이나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서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최대 네트워크 가동률이나 네트워크 구조, 혹은 응용 도메인에 

따라 장비의 규모는 여유분을 더한 규모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장비 규모를 

산정하는 사람은 이러한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규모 

산정 시에 보정치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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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장비 설치 요건의 타당성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단말 및 서버 등을 네트워크 장비 포트에 접속 및 제거만으로 

이용 가능한 장점으로 대부분이 이더넷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더넷 방식은 

선점 경쟁방식으로 전송버스를 점유하므로 전송량이 많을 경우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이에 따른 재전송 시도가 계속 일어나 과부하 상태(70% 이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 실질적 전송 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더넷 허브가 스위치 기반의 장비로 개량됨에 따라 전송 버스에서의 충돌이 

완화되어 전송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동일 버스에서 경쟁이 몰릴 경우 여전히 

전송효율이 낮아질 요소로 잠재되어 있다. 

동일한 스위치를 단말 수에 맞도록 적층(stackable) 구조로 쌓는 사례도 있는데, 

stackable용 특수 포트가 있지 않으면 성능 저하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브로드캐스트, 하위 스위치일수록 업링크 공유율 증가 등으로 인한 병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충분한 단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포트 스위치 사용할 경우 백플레인(backplane) 

용량으로 인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야 하므로 가성비 이슈가 있다. 이에 

분배스위치를 사용하여 계층화 분산하는 구조 등으로 개선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7.2.4  장비별 슬롯(slot) 수의 적정성  

 

네트워크 장비는 장비제조사에서 판매하는 각 기종마다 확장 설치를 위한 슬롯 

수의 제약이 있다. 반면에, 확장성만 고려하여 무리하게 서비스 라인카드의 수를 

높게 잡으면 불필요한 대용량의 섀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장비 수명을 고려하여 적정한 슬롯 수를 책정하여야 한다. 

 

7.2.5  WAN 구간 용량의 적정성 

 

기관 별로 직접 구축하는 다수의 LAN들은 WAN을 통하여 연결되게 된다. WAN 

구간의 용량이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WAN 구간 회선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나, 반대로 지나치게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만족할만한 응답 시간의 만족도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WAN 구간의 

대역폭 사용량은 적절히 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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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모 산정식 적용 예 

 

8 장에서는 상기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대상 장비의 규모 산정식 적용 예를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그 세부 적용 예시로 접속형 L2/L3 스위치 용량 산정, 분배형/백본형 L2/L3 

스위치 용량 산정, L4/L7 장비(보안장비 포함), WDM/ROADM 전송장비, MSPP & Carrier 

Ethernet 전송장비 등에 관하여 단편적인 예를 들어 기술한다. 

 

8.1  L2/L3 스위치 

 

본 절에서는 L2/L3 스위치의 대표적인 망 구성도인 아래 (그림 8-1)을 바탕으로 접속형 

L2/L3 스위치와 분배형/백본형 L2/L3 스위치의 용량을 본 표준에서 제시된 계산식을 

통해 적용한다. 

 

 
(그림 8-1) L2/L3 접속형 및 분배형/백본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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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접속형 L2/L3 스위치 용량 산정 

 

위 그림 (8-1)의 네트워크에서 접속형 L2/L3 스위치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요소에 대한 수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그림 (8-1)에서는 접속형 L2 

스위치를 가정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 해당위치에 L3 스위치가 놓일 수도 있다. 

 

- 망 구축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결정 

- User 당 1 대의 PC 와 1 대의 IP Phone 활용토록 구성 

- 층 당 120 users 존재(5 개층 총 600 Users) 

- 층별 L2 스위치의 다운링크 수 결정 

(120 users * 2(PC 와 IP Phone 각 1 대)) = 240 포트 소요 

- 층별 L2 스위치 총 수( L2 스위치 10 대) 

(240 포트 / 24(포트 수/L2 스위치 당)) = 10 대  

 

- 접속형 L2/L3 계산식 적용(접속형 L3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 

a) L2 스위치의 다운링크 포트 수를 고려한 L2 스위치 포트 수 결정 

- 각 L2 스위치별 최소 다운링크 포트 수 결정 

(8 users 수용 * 2(user 별 단말수) * 1.2 (다운링크 확장계수) * 1.2(다운링크 

안정성계수)) = 23.04 

- 각 L2 스위치 다운링크 수 결정(24 ports 보유) 

b) L2 스위치별 Uplink 용량 결정 

-  0.08(범용 보정계수) * 8(PC 수) + 0.0001(IP Phone 보정계수) *8 (IP Phone 

단말) = 0.64+0.0008=0.6408(1GE 1 port 소요) 

c) 이중화 정책 여부에 따른 업링크 포트 수 증설(1 GE 2 ports) 

d) L2 스위치 형상 결정 : 다운링크로 100/1000 Mbps 이더넷 24 ports 를 보유하고, 

업링크로 1GE 2ports 를 보유 

e) 접속형 L2 스위치의 성능 지표 산정 

- Switching Fabric : 26 포트 * 1Gbps * 2 (양방향상수) = 52 Gbps 

- Throughput : 26 Gbps * 1,488,095(패킷처리상수) = 38.7 Mpps 

 

8.1.2  분배형/백본형 L2/L3 스위치 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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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위 그림 (8-1)에서 명시된 분배형 L3 스위치와 백본형 L3 스위치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본 고에서 정의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 망 구축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결정 

- 각 층별 분배스위치로 24 ports 를 가진 L3 스위치 2 대 사용 

- L3 스위치의 업링크 포트는 백본 스위치별로 이중화 연결 

- 백본 스위치간 10G Link 2 포트로 연결 

- 서버팜과의 연결은 L3 스위치 10 GE 2 포트를 Link Aggregation 하여 연결 

- 인터넷 방화벽과의 연결은 40 GE 으로 연결하고, 인터넷전화망 방화벽과의 

연결은 10 GE 으로 연결 

-  분배형 L2/L3 계산식 적용 예 

a) L3 스위치의 다운링크 포트 수와 업링크 결정 

- 각 L2 스위치별 최소 업링크 포트 수 고려하여 L3 스위치의 다운링크 포트 수 

설정(약 10 포트) 

(10 (층별 L2 스위치 수량) = 10 포트 

- 단, 상용제품의 출시현황을 고려하여, L3 스위치는 최소 사양인 다운링크로 24 

포트를 가진 제품으로 결정 

b) 업링크 대역폭 및 용량 결정 

- 업링크 대역폭은 L2 업링크 용량 * L2 다운링크 포트 수 = 640 Mbps * 10 = 6.4 

Gbps 

- 또한, 백본스위치 이중화를 통해 2 포트 고려 

c) 분배형 L3 스위치의 성능 지표 산정 

- Switching Fabric : (24 포트 * 1Gbps + 2 포트 * 10 Gbps) * 2 (양방향상수) = 88 

Gbps 

- Throughput : 44 Gbps * 1,488,095(패킷처리상수) = 65.47 Mpps 

 

- 백본형 L3 계산식 적용 예 

a) 백본형 활용 포트 수 결정 예(총 10 GE 9 포트, 40 GE 2 포트 소요) 

- 하부 L3 스위치 연결용 포트 수량 (1 포트 * 10 GE * 5 개층) 

- 백본간 연결 포트 수량(2 포트 * 10 GE) 

- 방화벽과의 연결 포트 수량(40 GE * 2 포트 + 10 GE * 2 포트) 

b) 백본형 L3 스위치의 성능 지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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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ing Fabric : (10 GE * 9 포트 + 40 GE * 2 포트) * 2 (양방향상수) = 340 

Gbps 

- Throughput : 170 Gbps * 1,488,095(패킷처리상수) = 252.97 M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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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L4/L7 장비(보안장비 포함) 

 

본 절에서는 L4/L7 스위치의 대표적인 망 구성도인 아래 (그림 8-2)를 바탕으로 

웹방화벽 장비의 규모를 본 고에서 제시된 계산식을 통해 적용한다. 

 
 

(그림 8-2) 웹방화벽 용량산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예 

 

-  망 구축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결정 

- 최근 1 년간 최대 동시세션 수 : 100,000 

(단, 해당수치는 망 기획자가 평균 동시 세션 수와 비교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과거 3 개년 동시접속자수 평균 증가율 : 1.2 

(최초 구축인 경우, 1 을 활용) 

- 세션별 평균 유지 시간 : 7 초 

- 세션별 평균데이터량  : 70 KB(단, 최초 구축인 경우, 서버의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산출 가능함) 

 

-  웹방화벽 계산식 적용 결과 

- 목표 동시세션 수 = 100,000(최대 동시세션 수) * 1.2(과거 3 개년 동시세션 수 

평균 증가율) = 120,000 

- TCP Throughput = 목표 동시세션 수 * {세션별 평균데이터량/세션별 

평균유지시간(sec)} * 시스템 확장 상수(1.2) 

                  = 120,000 * {70 *1,024/7} * 1.2 

                  = 1,474,560,000 bps 

                  = 1.47 Gbps 

(단, 1,024 는 KB 를 bit 로 환산하는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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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전송 장비 

 

8.3.1  WDM/ROADM 

 

본 절에서는 전송장비 중 WDM/ROADM 장비의 대표적인 망 구성도인 아래 (그림 8-

3)을 바탕으로 WDM 장비의 규모를 본 표준에서 제시된 계산식을 통해 적용한다. 

 

 

(그림 8-3) WDM 장비의 용량 산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예 

 

-  망 구축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결정 

- 망구성 : 전국을 3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Ring 망 구축 

- 필요 서비스 종류 

• 노드 간 10G 인터페이스 각 1 회선 제공 

• 센터-충청 구간 10G 인터페이스 2 회선 제공(이중화 고려) 

• DWDM Client 이중화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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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적용 결과 

- 전송 용량 = {∑(i 의 이론적 최대 용량 * i 의 포트 소요 수량)}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1+α)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1.2)  

(단, i ∊ WDM Line 측 이론적 최대 용량) 

- 전송용량계산 결과 = (10 G(WDM Line 이론적 최대값) * 3(필요채 널 최대수)) * 

1.3(3 년간 트래픽 평균 증가율) * 1.2(시스템 확장 고려상수) = 46.8 G 

 

8.3.2 MSPP & Carrier Ethernet 

 

본 절에서는 전송장비 중 MSPP & Carrier Ethernet 장비의 대표적인 망 구성도인 아래 

(그림 8-4)를 바탕으로 MSPP & Carrier Ethernet 장비의 규모를 본 표준에서 제시된 

계산식을 통해 적용한다. 

 

 

(그림 8-4) Carrier Ethernet 장비의 용량 산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예 

 

-  망 구축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결정 

- 망구성 

• 집중국을 기준으로 두개의 링 구성. 

• 하나의 링당 최대 노드 수 : 12 

- 필요 서비스 종류  

• COT 노드 : UNI 필요 포트 수 : 1G*3 포트, 100M*16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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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노드  

 노드당 지원서비스 종류 및 회선수 :  1G*1회선, 100M*1회선, 

10M*2회선, 4M*4회선, 2M*4회선 

 노드당 UNI 필요 포트 수 : 1G*1포트, 100M*1포트, 10M*15포트 

-  계산식 적용 결과 

- 전송 용량 = {∑(i 의 이론적 최대 용량 * i 의 포트 소요 수량)} * 과거 3 년간 

traffic 평균 증가율(1+α) * 시스템 확장 고려상수(1.2) 

(단, i ∊ 한 개의 NNI 포트로 집선되는 UNI I/O 인터페이스 종류) 

- 전송용량계산 결과 = [{(1G *1) + (100M*1) + (10M*2) + (4M*4) + 

(2M*4)}*12(링당 최대 RT 노드수)] * 1.2(3 년간 트래픽 평균 증가율) * 

1.2(시스템 확장 고려상수) = 19.769 G (소수점 3 자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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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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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Ⅰ-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Ⅰ-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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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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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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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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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6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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