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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트래픽 분산과 안정적인 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ISP 트래픽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ISP 중 하나인 드림라인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시간별, 지역별로 분석하였으며, 특정 지역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유연한 대처를 위하

여 망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트래픽 비율을 분석하였다. 
 

1. 서론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 가입자로 활성

화 된지 약 7 년 정도 지났다. 초기 인터넷은 36 만명 
정도 였으나 2005 년 7 월 현재 인터넷 가입자 수는 
1200 만명을 넘었으며, 3200 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인
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속도는 전화 모
뎀의 56Kbps 에서, 현재 100Mbps 속도가 일반 가입자

에게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 가입자의 증가는 30 배 
(이용자수는 90 배) 정도이나 인터넷의 속도는 180 배

에서 최고 1500 배 정도 증가 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국내 ISP 의 인

터넷백본 트래픽의 흐름과 네크워크의 구조를 살펴 
보고, 보다 효율적인 트래픽 분산과 안정적인 네트워

크를 재 구성하여,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방안을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 자료 

2.1 ISP 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전국 4 대 광역시를 중심으

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ISP 의 인터넷 
백본 트래픽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ISP 의 네트워크 구조는 기본 적으로 4 개의 지방 
백본 라우터와 2 개의 서울(R1, R2) 라우터로 이루어 

있으며, 2 개의 백본 라우터에는 IX/ISP/해외로 연결되

는 외부 망과 연결되어 있다 

.  
(그림 1) ISP 네트워크 구성도 

 
<표 1> ISP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현황 

가입자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136,000 50,000 31,000 26,000 12,000 15,000

 
2.2 트래픽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RFC 1213 에 정의된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의 정보를 그래프로 
도식화 하기 위한 툴로 RRD(Round Robin Databa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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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G(Multi Router Traffic Grapher) 등을 이용하였다. 
  ARA-PPTM 은 P2P 서비스의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
한 솔루션으로, 현재 본 연구에서는 해외망 트래픽 분
석에 사용 중 이다. . 
 
3. 관련연구 

3.1  IX 와 ISP 
IX 는 ISP 상호간 정보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돕고 국제 회선상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한 네트워크간 연동 서비스 시스템이다.  

ISP 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으로부터 IP 주소 및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받으며, 인터넷 사용기관 및 개
인에게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2005 년 6
월 현재 국내에는 4 개의 IX 기관(KTIX, KIX, DIX, 
KINX)과 78 개의 ISP 가 있다. 
 
3.2 ISP 인터넷 트래픽  

인터넷 트래픽은 크게 ISP 내부와 인터넷 교환국인 
IX 와 ISP, ISP 와 ISP 의 외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으

며, HTTP, P2P 등이 주요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표 2>
는 ARA-PPTM 를 이용하여 해외망 (155M*3)에서 발
생하고 있는 트래픽 데이터 이다. 

<표 2> 해외망 트래픽 데이터 

A. 서비스 계층 
 TCP UDP ICMP 기타 

IN 88.3 10.4 0.3 0.9 

OUT 92 6.4 0.1 1.5 

B. Protocol 계층 
 

3.2.1 ISP 내부 인터넷 트래픽 
ISP 내부 트래픽은 지역 백본 라우터와 서울 백본 

라우터 사이에서 주고 받는 트래픽 흐름이다. 여기에

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 개의 지역 백본 라우터

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 지역별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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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입자와 트래픽 그래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 인터넷 가입자 비율은 

37%, 31%, 14%, 18% 이며, IN bound 트래픽 비율은 
49%, 27%, 11%, 13% 이고, OUT bound 트래픽 비율은 
43%, 36%, 11%, 10% 이다. 인터넷 트래픽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용하는 트래픽은 증가 하였다. (<표 1> ISP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참고). 

 
2) 일일 트래픽 그래프 

인터넷 백본 그래프의 특징은 2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24 시간을 기준으로 인터넷 트래픽은 주기적인 
포물선 형태로 나타난다. 이 포물선은 사람들의 일일 
생활 활동 그래프와 비슷하며, 기상 시간을 전 후로 
트래픽이 증가 하였다가 취침 시간(23:00)을 전 후로 
감소한다. 두번째 특징은 IN bound 트래픽과 OUT 
bound 트래픽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OUT 트래픽이 
IN 트래픽 보다 평균 37%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은 DATA Down Load 가 일
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서 TCP 의 
특성을 말할 수 있다. TCP 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목
표로 하기 때문에 DATA 를 수신하면, 확인 ACK 를 
전송한다. ACK 는 DATA 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IN 
트래픽이 적다. <표 2>에서 TCP 트래픽의 발생율이 
85%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가입자 기준으로 IN:Up 
load, OUT:Down load 이다.) 
 

(그림 3) 일일 인터넷 백본 트래픽 
 

3)  주간 트래픽 그래프 

 
(그림 4) 주간 인터넷 백본 트래픽 

 
주간 트래픽에서 요일별 최대 사용량의 변화는 거

의 없으며, 주중과 주말(토, 일요일) 그래프를 비교 해 
볼 때, 낮 시간에서 최고 트래픽을 유지 하는 시간이 
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 동시 접속 자 수 

인터넷 동시 접속자는 최고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자 비율을 나타내며, 이것은 인
터넷 백본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입자 수를 예측 할 수 

 HTTP P2P FTP DNS NNTP SMTP 기타

IN 45 15.8 0.5 0.2 2.7 1.3 34.5

OUT 21 10 0.7 0.4 0 3.8 64.1

A. 부산 1일 트래픽 B. 대구 1일 트래픽 

C. 대전 1일 트래픽 D. 광주 1일 트래픽 

A. 부산 주간 트래픽 B. 대구 주간 트래픽

C. 대전 주간 트래픽 D. 광주 주간 트래픽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1309 

있다.  

(그림 5) 인터넷 동시 접속자 비율 
 

인터넷 동시 접속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터넷 백본 
트래픽을 발생 시킬 확률이 높으며, 최고 트래픽에 도
달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백본의 최대 대역폭에 수용

할 수 있는 가입자 수는 줄어들며, 반대로 제한된 백
본에서 가입자 수를 증가 시키려면, 가입자 인터넷 서
비스 속도를 낮춰야 한다. 

위의 동시 접속자비는 현재의 최고 트래픽을 인터

넷 가입자 수와 가입자에 제공되는 평균 속도를 기준

으로 역으로 계산 하였다.   
 

최대 접속자 수 : 최고 트래픽 /  인터넷 접속 최고 속도 
동시 접속자 비율 : 최대 접속자 수 / 인터넷 가입자 수 
 
3.2.2  ISP 외부 트래픽 

ISP 외부 트래픽에는 IX 와 ISP, ISP 와 ISP 상호간 
흐름과 해외 트래픽이 있다. 외부 트래픽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IX 트래픽으로 전체 트래픽

의 55% 정도 이다.  현재 국내에는 78 개 정도의 ISP
가 있으며, 본 연구 ISP 는 2 개의 IX 와 5 개의 ISP 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해외 트래픽은 전제 트래픽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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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IX/ISP 해외 망 트래픽과 비율 

 
1) IX 와 ISP 트래픽 

(그림 7) IX/ISP 트래픽 발생율 
(그림 6) 에서 IX 트래픽이 ISP 트래픽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IX 를 통한 다른 ISP
와 데이터 교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H 사는 ISP 임에도 불구하고 28%의 트래픽을 갖는 것
은, H 사와 BGP 를 이용하여 다른 IX 와 간접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IDC 의 9% 트래픽은 IDC 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IDC:Internet Data Center 약자로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한곳에 유치하여 종합

적으로 관리 해 주는 곳.) 
 

2)  해외망 트래픽 

 
(그림 8) 해외망 통합 트래픽 그래프 

 
해외망 트래픽은 (그림 6)에서 보듯이 국내 트래픽

에 비해 1/30 정도 발생하며, 트래픽 특징은 OUT 트
래픽에서 최대/최소 트래픽의 변화가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외 이용자들의 사용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OUT : 국내 - > 해외로 나가는 트래픽) 

 
3.3 트래픽 분석과 장애 예방 
 
3.3.1 백본 트래픽 분석 

<표 3> 백본 회선별 트래픽 량 (단위:Gigabps) 

 
 (그림 3,4)에서 인터넷 트래픽 그래프를 통해 일일/

요일의 트래픽의 최대값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인터넷 백본

은 각각 4, 2, 2, 2 회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8%,64%(24%), 45%,50%로 각 회선마다 Load balance 
되고 있다.(단 대구 백본이 다소 불균형적인 것은, 인
터페이스 문제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트래픽이 
많은 OUT Bound 만 살펴 본다.) 

 
예) 광주 백본 장애 발생 하였을 경우 

1G*2(총 2Gigabit 대역폭)회선으로 구성된, 광주 백
본 1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살펴 보자. 현
재 최고 1G 트래픽을 발생 시키고 있기 때문에,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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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하나의 1G 회선에 최고 트래픽

인 1G 를 수용해야 한다.(트래픽 90% 이상일 경우 가
입자의 접속 장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때문에 각 
회선에 트래픽이 50%이상 발생 한다면, 회선 이중화

는 장애 예방책에 효과 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새벽 2 ~ 6 시 사이 백본 1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래프 이다. 전체 트래픽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상 회선의 트래픽이 평소보다 2 배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라우팅 알고리즘은 이를 자동으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8) 장애 발생시 트래픽 그래프 
 
그러므로 회선 2 중화를 통한 장애 예방은 각 회선 

트래픽을 장애가 발생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 조
정 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1 회선 장애 발생시 적당

한 트래픽 량을 계산한 것이다.  
<표 4>회선수에 따른 트래픽  

 
3.3.2 네트워크 구성 분석 

 
(그림 9) 전국 백본 구성도 

현재 백본 네트워크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서울 

백본 라우터인 R1, R2 에 지역 백본이 각 1 회선씩 독

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회선 이중화 구조는 

회선 트래픽 량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

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현재의 백본을 재 구성하

여, 보다 안정적으로 장애에 대비할 수 있음을 제안 

하고자 한다.  

(그림 9)는 전국 백본 네크워크 구조이다.  위의 구

조는 크게 2 개로 볼 수 있다. 첫째, 부산-대구를 연

결하는 WDM 망과 대전-광주를 연결하는 WDM 망이다. 

따라서 (그림 1)의 광주, 대전 구성을 (그림 9)의 네

트워크를 구조를 활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구성 하

는 것이 가능하다. 

R1,R2 라우터에 광주, 대전의 최고 트래픽을 더

한(약 3G)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회선

을 각각 광주, 대전과 연결하고, 대전과 광주는 대전, 

광주 최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2G 회선으로 구

성한다. 이렇게 구성 할 경우 어느 회선에 장애가 발

생하더라도 트래픽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과 대구 역시 최고 트래픽을 계산하여 같은 방식

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다. (<표 3> 참조) 

 
(그림 10) 변경 백본 네트워크 구성도 

4. 결론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5 년 6 월 현재 3,257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1 분 1 초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가의 정보의 

핵심이다. 2003 년 1 월 바이러스에 의한 인터넷 대란

을 경험한 우리는 소프트웨어 적으로 많은 보완을 하

였으나 이것으로 인터넷이 멈추지 않을 것이란 보장

은 없다. 왜냐하면, 백본 네트워크의 취약함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ISP 의 인터넷 서비스 구성도와, 백본간의 트래픽을 

살펴 보았으며, 둘째, 현재의 백본 트래픽과 구성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점차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 효율적인 트

래픽 분산과 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시 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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