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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년간 스마트폰, 패드 등 모바일 단말의 증가와 P2P, mVoIP, IPTV, Kakao Talk 등 신규 서비스들의 

등장  이용으로 트래픽이 증하고 있다. DPI방식의 장비들은 패킷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특정 사용

자나 서비스에 한 제어가 가능하다. 최근 많은 통신사들은 서비스  트래픽 리를 해 DPI 시스

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PI 기술과 장비들에 하여 살펴보고 련 장비의 성능측정을 

한 메트릭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서론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하고 P2P, VoIP, Kakao Talk, 

IPTV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 함에 따라 어 리 이션 

트래픽들이 다양해지고 이용자 증가와 트래픽의 폭증에 

따라 망의 트래픽 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ISP와 통신사들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단하

여 해당 패킷들에 한 리(QoS 리, 분석, 차단, 과 , 

보안 등)를 하여 DPI 솔루션들을 도입하기 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70개국의 주요 ISP  반이상이 

DPI시스템을 도입하여 트래픽 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2011)에서 나타나고 있다[1].  

 
2. DPI 기술  제품 

2.1 DPI 패킷분석기술

패킷분석은 패킷의 분석수 에 따라 SPI(Stateful 

Packet Inspection), MPI(Medium Packet Inspection), 

DPI(Deep Packet Inspection)기술로 분류할 수 있는데[2] 

DPI기술은 네트워크에 송되는 데이터 패킷의 페이로드

까지 분석하는 기술로 OSI 계층을 기 으로 7계층까지 검

사한다.

2.2 국내 황 

국내의 경우 이통통신 사업자들의 무제한 요 제 도입

과 콘텐츠사업자들의 카카오톡, mVoIP, IPTV 등 서비스

들의 제공으로 이용증가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폭증으로

트래픽 리를 한 련 시스템들을 도입하거나 비 

에 있다. 언론자료에 따르면 KT, SKT에서는 이미 도입하

여 망 리를 한 DPI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용 에 있거

나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SK 로드밴드, LGU+의 경우

도 도입을 검토 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 장비 황

 DPI 제품은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으며 보안장

비(Worm/DoS/DDoS 보호)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 Monitor, manage network application traffic

· Policy enforcement and network intelligence system

  management

· Bandwidth management device

·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 Intelligent Policy Enforcement (IPE) appliance

· Policy traffic switch

제조사 제품명

Sandvine Policy Traffic Switch

Procera PacketLogic
Allot NetEnforcer
IPOQUE PRX G, Open DPI
QOSMOS DPI engine

<표 1> DPI 제품

국내 외 주요 DPI 솔루션 황은 <표 1>과 같다. 우

선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샌드바인을 

비롯해 Procera, Allot 등 많은 회사에서 제품이 나와 있

으며, DPI엔진(software)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Open DPI 등의 오 소스들도 있으며, Snort 등의 

표 인 IDS 엔진도 DPI분석 엔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

내의 장비사의 경우는 시스메이트와 이오링크, ACCUPIX 

등이 있다. 

3. 성능평가 메트릭

3.1 표 황  동향

DPI 장비의 경우 OSI 7계층을 기 으로 모든 부분을 분

석하는 기술로 L2, L3의 MAC/IP헤더, L4의 TCP/UDP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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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L7의 페이로드(Data)를 모두 검사하고 이를 토 로 트

래픽 리에 이용하게 된다.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스 치, 라우터, L4/L7 스 치, 방화벽 

등의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 문서들을 제정, 리

하고 있으며 IPPM WG와 BMWG WG에서 로토콜과 

련 장비들의 성능측정과 련된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다.

IETF RFC 2544(Benchmarking Methodology for 

Network Interconnect Devices)는 네트워크 상호 연결 장치

의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한 시험 차  방법을 제

시하고 있으며, IETF RFC 2889(Benchmarking 

Methodology for LAN Switching Devices)에서는 LAN 스

칭 장치들에 한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한 시험 

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IETF RFC 3511(Benchmarking Methodology for 

Firewall Performance)에서는 방화벽 장치들에 한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한 시험 차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최근 L7 트래픽 장비의 성능측정을 한 

Draft(Benchmarking Methodology for Content-Aware 

Network Devices)가 진행 되었으며, 트래픽 리 기술 측정

과 련된 Draft(Traffic Management Benchmarking)도 제

출되어 있다[3,4].

번호 내용
1  Maximum Application Session Establishment Rate

2  Application Throughput

3  Malformed Traffic Handling

<표 2> Content-Aware Network Device 성능측정 메트릭[3]

3.2 성능평가 메트릭 분석 

국외의 IP장비 시험기 들의 시험방법들과 RFC 표

들을 분석한 결과 일반 으로 L4/L7 장비들의 성능측정시

IP throughput, CC(Concurrent Connections), 

CPS(Connection Per Second), TPS(Transaction Per 

Second), Latency 등을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다[5,6].

그리고, DPI 장비사들의 제품 카탈로그를 분석하여 보

면 <표 3>과 같은 성능 값들로 제품의 성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 성능 메트릭

Sandvine 

Intersection Throughput, Inspection 

Throughput, New Flows Per Second, 

Concurrent Flows, Subscribers

Procera
connections/flows, Connections Per 

Seconds, Throughput, Subscribers

<표 3> 상용 DPI 제품 성능 메트릭 

3.3 DPI 장비 성능평가 메트릭

L7장비(DPI 포함)들의 성능측정은 기본 으로 5가지 

성능측정 메트릭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메트릭 설명

IP Throughput PPS(packet per second)
 BPS(bit per second)

CC  Concurrent Connections

CPS  Connections Per Second

TPS  Transactions Per Second
Latency Latency

<표 4> DPI 장비 성능측정 메트릭

그리고, 트래픽 리를 해 도입, 설치되는 DPI 장비들

은 에서 제시된 성능 메트릭에 <표 5>와 같이 IETF에 

제출된 트래픽 리 능력을 평가하기 한 메트릭[4]과 서

비스(Application protocol)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지를 측

정하기 한 TM(Traffic Management) 메트릭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메트릭 설명
Policing Policer capacity 
Shaping Shaper capacity

Congestion Management Congestion Management 
Capacity

Application Traffic classification Service Classification Capacity

<표 5> DPI TM 성능측정 메트릭

4 . 결론

본 논문에서는 IP 네트워크기반 장비들의 성능측정을 

한 표 방법들과 표 인 네트워크 시험기 들의 성능

측정 기 들을 분석하여 DPI 장비의 성능평가를 한 메

트릭을 살펴보았으며 정확한 트래픽 별과 리를 한 

TM 련 메트릭을 추가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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