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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위치란 본래 최단 경로를 지정해 데이터를 전송

하는통신네트워크 장비다. 스위치에는 매니지드

기반의 L2 스위치를 비롯해L 3/4 스위치 등 다

양한 기능의 스위치가 존재하는데 이중에서 L7 스위치

는 콘텐츠를 인지해 스위칭하는 장비다. 미션크리티컬

한 응용프로그램들, 이를테면 포인트캐스트( P o i n t-

cast), ERP 애플리케이션, FTP, NFS, VoIP, 화상회

의 등 다양한 응용애플리케이션의 관리 및 제어를 처리

할 수 있는 지능형스위치다. 

트래픽 분석·필터링하는‘똑똑한 L7 스위치’

L7 스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L7 스위치와

L4 스위치 등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할필요가 있다. 스

위치가 2계층이면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네트

워크 장치들이 MAC 어드레스를 인지해 스위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스위치가 3계층이면 네트워크 계층

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치들의 IP 또는 IPX 등의

프로토콜 주소를 인식해 라우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위치가 4계층이면 전송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

콜 즉 FTP, HTTP, 텔넷, POP3 등의 프로토콜에 대

한 인지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각 프로토콜별 우선권제

어도 가능한 제품이 있다. 또한 여러 대의 실제 서버를

가상의 I P로 묶어 사용자 측면에서는 마치 서버가하나

인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스위치가 로드밸런싱을 하는

제품도 있다. 이것은 4계층의 역할과는 무관하지만

FTP, HTTP, 텔넷, POP3 등의 서비스별로 로드밸런

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L4 스위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L4 스위치는 네트워크 계층 이상의 데이터 헤

더 정보를 이용해 파일전송, 웹브라우징, 실시간 애플

리케이션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구별하

“L7 스위치로네트워크
활용도를높여라”

보안·로드밸런싱·QoS 기능‘탁월’…당분간매년연평균50% 이상성장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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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25 대란과블래스터웜바이러스사태이후보안에대한관심이늘어나면서통신업계는물론금융, 증권, 학

교, 공공기관, 대기업등에서보안기능을갖춘레이어(Layer) 7 스위치를도입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그렇다면보안장비와네트워크장비가통합되어가는추세이긴하지만L7 스위치에서유독보안기능이눈에띄는이

유는무엇일까? 또한L7 스위치는L4 스위치가수행하던로드밸런싱과QoS 등에서탁월한기능을발휘한다고하는

데L7 스위치한대만도입하면네트워크의장애를모두해결할수있는걸까? L7 스위치에대한다양한궁금증을알

아본다.

| 장윤정기자·linda@data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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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패킷에서 라우팅 이상의계층정보를 추출함으

로써 네트워크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 결

정, 대역폭 할당, 접근제어 그리고 로드밸런싱 등을 용

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레이어 5∼7

스위치는 서버나웹사이트간의 데이터 트래픽을 인지하

고 스위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들은 H T T P

(포트 80) 요청 헤더, 쿠키, 그리고 U R L을 데이터 트

래픽으로부터 읽어들인다. 이를 통해 서버, 파이어월,

캐시의 로드밸런싱을 수행할 뿐 아니라 URL, 쿠키,

S S L의 스위칭도 수행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L7 스위치는 레이어 3/4 스위치

의 기능을 대부분 포용하며 최상 레벨의 스위칭 기능을

제공한다. 즉 L7 스위치는 레이어 3 / 4의 기능에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취급할 수 있는 지능형 스위치인 셈

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L7 스위치는 기존의 L4 스위치

가 가지고 있는 부하분산 기능이외에도 불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걸러내주는 필터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L7 스위치는 웹프로토콜을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서버에 들어오는 외부 데이

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이러스나 미확인 데이

터의 경우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보안 겸용 필터링 기능

을 갖추고있어 바이러스나 데이터 폭주 등 트래픽 증가

에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L7 스위치는 보안장비라기 보다 트래픽을 감

지하고 분석, 필터링하는 지능적인 스위치라고 볼 수 있

다. 이런 진화된 지능적인 스위칭 기능이 L7 스위치를

보안장비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한다는 것. 관련 전

문가들은“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여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

며 ”기존 L4 스위치는 로드밸런싱의 기능정도를 수행했

지만 L7 스위치로는 고도의 애플리케이션단에서의 트

래픽 제어까지 가능해 기존 투자된 네트워크의 효율적

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L7 스위치가 L 3 ~ 7까지를 포괄한다고 해도

L7 스위치 한 대만 구비하면 네트워크가 돌아갈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한 장비안에서 모든 레이어 계층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하드웨어 성능상 기능이떨어질수도 있어 각 네트

워크 계층의 고유한기능을 완벽히 수행할수 없기 때문

이다. 

또한 L7 스위치로 IPS, IDS, 파이어월 등과 같은 보

안전문 장비 기능까지 수행해내기를 바라는 것 역시 무

리다. 한 업계의 전문가는“L7 스위치가 바이러스월의

기능을 하지만 L7 스위치 하나로 모든 보안 문제가 해

결되는 것은 아니다”며“설치 용이성과 안정성 배가로

기존 네트워크에 L7 스위치를 넣으면 기존 보안장비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 더욱 안정한 네트워크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안전한 네트워크 관리를 원

한다면 기존 보안장비와 L7 스위치를 연동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현재 L7 스위치는 통신업계, 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바이러스 필터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중소기업 등 보안성을 중요시하는 소규모

시장에서 더욱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 

또한 L4 스위치가 네트워크의 기본 사양으로 자리잡

혀 나가고 있듯이 L7 스위치 역시 폭발적인 시장 성장

을 가져오기 보다 점진적으로 성장, 꾸준한 매출을 기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불황 걸림돌, 향후점진적 성장예상

한국I D C는“오는 2 0 0 5년에는 전체 콘텐츠 네트워킹

시장의 4 6 %를 L7 스위치가 점유하며 총 3 6억달러 이

상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스위치의 점진

적 지능화로 인한 라우터 대체제로의 역할증대가 시장

의 성장요인 중 하나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텔네트웍스코리아 김영호 부사장은“L 7스위치 시

장은 올해 2 0 0억원 가량 예상됐으나 최근 블래스터 웜

바이러스 등의 문제로 인해 2 5 0억∼3 0 0억원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내년께는 5 0 0억원, 오는

2 0 0 5년께는 1천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림 1> L7 스위치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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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웨어의 정윤연 지사장은“L7 스위치가 향후 3∼

4년 후에는 L2 스위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L7 기능을 모든 장비에서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가격

이다. 라우터에서 L7 스위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면

가격부담이 만만치않다”고 언급했다. 

물론 라우터의 모든 포트를 차단해 공격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반면 L 7

스위치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주기 때문에서비스를

지속시키면서 바이러스를 필터링할 수 있어유리하다. 

특히 IT 경기침체가 지속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들의 인프라투자 예산이 줄어들어 새로운 네트워크 서

비스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처리해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 버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L 7

스위치의 모듈추가 등으로 간단히 새로운 서비스를 지

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L7 스위치의 효용성은 더욱 증

대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L7 스위치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고의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보유

한 L7 스위치를 도입해서 네

트워크에 설치해놓았다고 해

도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라는 것. 지능화돼 발전해가

는 장비에 맞춰 관리자의 지

능 향상 역시 높아져가야한

다는 지적이다. 

L7 스위치는 널리 알려진

웹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신종 바

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은 취약

하다. 이미 알려진 웹 바이러

스라고 해도 관리자가 패턴에

대해 미리 정책을 설정해야하

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

자의 꾸준한 정책관리는 더욱

중요시된다. 또한 향후 L7 스

위치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으

로 관련전문가들은 하드웨어

의 성능 개선을 꼽는다. 현재

대부분의L7 스위치업체들은

L4 스위치수준의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만L7 기능을넣어

구현시키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L7 스위치가 진정으로 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L4 스위치에 L7 스위

치의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

도 L7 스위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형장비를 개

발해야한다”며“ASIC 기반의 하드웨어여야 진정한 L 7

스위치로의 역할이 가능하며, 이 성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성능저하없이 운

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러스가 한번 전국을 휩쓸고 갈때마다 L7 스위치

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바이러스의 수혜( ? )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언급하지만 바이러스 필터링만이 L7 스위

치의 주요기능이 아니다. L7 스위치는 L4 스위치에서

진화된 기능으로 로드밸런싱, QoS, 보안 등 관리의 효

율성 및 더욱 정교한 부하분산 등에 응용될 수 있다. 또

한 L7 스위치는 사용자별/응용 프로그램별 트래픽 관

리, 보안을 위한 패킷 처리 그리고 과금 및 모니터링 분

야에서 핵심장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아직 현재 상용

활용사례/ 국민은행인터넷뱅킹서비스구성도

·사이트명: 국민은행

·구성목적: 파이어월 서버및웹서버로드밸런싱

·구성장비 : 탑레이어AS3502 2대- 파이어월서버 로드밸런싱/IDS 연결

AS2512 6대- 파이어월서버로드밸런싱및인증서버서버로드 밸런싱

·구성전 환경: 단일파이어월서버를사용해인터넷 구간의 부하가중및연결세션제약, 

단일웹 서버, 단일 인증서버를 사용해 폭증하는 인터넷 수요충족이힘듬.

·설치후 효과: 파이어월, 웹, 인증서버서버의부하경감및이중화, 

IDS 연결로해커의 칩입탐지차단 가능

서버

왠

파이어월

웹서버

웹서버

서버

서버

서버

서버

파이어월

금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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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L7 스위치는 이러한기능들을 모두 수행하지는 못

하고 있지만 더욱 향상된 기능과 적절한 관리자의 정책

관리가 이어진다면 L7 스위치는 네트워크의 최대 성능

을 이끌어가는 지능화된 기능의 몫을 톡톡히 수행해나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출시돼 있는 L7 스위치를 살펴보면

원박스형과 분산형으로 나눌 수 있다. 라드웨어의 애플

리케이션 스위치나 노텔의 알테온 애플리케이션 스위

치, 파이오링크의 핑크박스 등은 모두 원박스형에 속한

다. 한 박스장비안에서 L 4와 L 7의 모든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비해 L 4와 L7 스위치가 별도의기

능을 수행하는 분산형에는 탑레이어의 앱세이퍼 등이

속한다. 

따라서 한 박스에서 L4~7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원박스형을 L4, L7 스위치의 기능을 따

로 원하는고객은분산형을 채택하는 등 각자 고객 네트

워크에 맞는 형태를선택하는 것이 좋다.  

라드웨어·노텔, 국내시장놓고‘한판 승부’예고

이미 국내 시장에서 데이콤, 하나로통신, 두루넷, 우

리은행, 신영증권, 한화그룹 등 쟁쟁한 레퍼런스를 보유

하며 L7 스위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라드웨어코리아

(대표 정윤연)는 L7 스위치의 보안기능을 전면에 내세

워 성공을 거두고있다. 

라드웨어코리아

의 정윤연

지 사 장 은

“라드웨어 애

플리케이션 스

위치의 장점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 텔코 등에서 검증

된 운영노하우”라며“향후 검증된 운영노하우를 바탕으

로 시장점유율보다 시장을 창출하는 L7 스위치 시장확

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라드웨어는 올초 보안기능을 좀더 강화한‘애플

리케이션 스위치( A S )Ⅲ’를 출시했다. ASⅢ는 1 0기가

비트 기반 포트와 7개의 기가비트 포트, CPU 3개 등으

로 처리용량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4 4기가비트 논 브로

킹(non-blocking) 백플레인 기반 스위칭 기능을 제공

한다. 이번에 출시된 AS Ⅲ에서 더욱 눈길을끄는 부분

은 제품 설계부터 국내 시장의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정 지사장은“A SⅡ까지는 국내 시장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않았지만A SⅢ부터는 빠른국내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 0기가비트 포트를 장착하는 등 국내 시

장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했다”며“내년초 출시할 A S

Ⅳ는거의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된제품이라해도 과

언이아니다”라고, 국내시장의중요성을강조했다. 

한편 라드웨어는 향후 L4 스위치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라드웨어의 채널중의 하나인 웨이

브텍에 L4 스위치 총판권을 부여하고 L4 스위치를 기

반으로 L7 스위치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노텔

‘알테온’스위치와한판 승부를 예

고하고 있

다.

노텔코리

아(대표 정수

진)는 L7 스위치

를 통한 보안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노텔코리아 콘텐츠 네트워킹 비즈니

스 유닛 김만수 과장은“사회적인 요구가 보안쪽으로 초

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시장도 보안

장비들이최고의이슈가되어가고있다”며“노텔은L7 스

위치뿐만 아니라 알테온 스위치드 파이어월 및 알테온

SSL-VPN 등의 보안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것”이라

고 언급했다. 이를위해노텔은L7 시큐리티스위치, 알테

온 ESM L7 스위치, 파이어월등 3가지제품을묶어서패

키지로고객에게제안할계획이다. 

노텔‘알테온(Alteon)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시리즈’

는 AAS 3408, AAS 2424 및 2424-SSL, AAS 2216,

AAS2208 등으로 구성되며 최고 사양인 AAS 3408의

경우 C P U를 4개 장착,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VMA(Virtual Matrix Architecture) 기능을 보

유한 것이특징이다. 

김 과장은“알테온 장비의 VMA 기능은 타사와는 차

별화된 기능으로 타 장비의 경우 포트데이터가 동일한

C P U에서 처리돼 동일 포트데이터로 부하가 몰릴 경우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그러나 알테온은

CPU 분산처리기능을 통해 L7 스위치 고유의 성능 구

현이 가능, 부하분산을 방지해 항상 같은 속도로 지속적

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텔은 내년부터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

공시장을 비롯, 교육부, 대법원, SK, 충남대 등 텔코,

대학 등의 기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시장 확산에 총력

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라드웨어AS Ⅲ. 

▲노텔알테온AAS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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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레이어·파이오링크, 중소시장‘타깃’

탑레이어코리아(대표 김경석)의‘앱세이프( A p p-

Safe) 3 5 0 0’은 방화벽, VPN, 서버로드밸런싱, QoS,

IDS 로드밸런싱 및 DDoS 공격차단 등을 포함하는 L 7

스위치다. 특히 앱세이프는 타사 장비에 비해 탑플로우

(Topflow)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다양한 실시간 리포팅

기능 및 장애시 상세한 장애정보 제공, IDS 로드밸런싱

기능이뛰어난것이장점이다. 

탑레이어코리아의 김경석 지사장은“앱세이프의 L 7

솔루션은 기능은 우수하지만 포트 수 제한 등 하드웨어

스펙에서 타사에비해 적은 규모이므로 대형 시장에 접

근이 어렵다”며“L7 스위치만을 원하는 중소형 사이트

를 타깃으로 분리정책으로 국내 시장에 접근할 방침”이

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지사장은 중소

시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에 소극적이

라 IPS, IDS 로드밸런싱쪽을 원하는 고

객, L7 시장보다 전문적인 보안솔루션 시

장에중점을두고 영업할 방침이다. 

김 지사장은“L7 스위치는 L 4나 일반

스위치에 비해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향상된 웹서비

스 및 네트워크 자원을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L7 스위치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

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탑레이어는 신세기통신, iMBC, 조

흥은행, 국민은행, 옥션, SK C&C 등 다

수의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국산 L4 스위치‘핑크박스’시리즈를

출시, L4 스위치 시장에서 선전해오던 파

이오링크(대표 문홍주)도L4~7 패킷분석

과 처리 기능을 구현하는‘핑크박스 3 0 0 0’

을 출시했다. 파이오링크의 핑크박스 3 0 0 0

은 기존의 부하분산외에도 네트워크 보안,

전송품질 향상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트래

픽 종류에따라우선순위할당, 대역폭조절

등 트래픽 전송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특히

핑크박스 3 0 0 0은 기가 2 ~ 9포트, 10/100 8~16포트 등

다양한 포트수와 1000Base-SX, 1000Base-T, SFP

GBIC 등 유연한 인터페이스제공으로 사용자 편의를 증

대, 타사 제품대비우수한 가격대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파이오링크

의 문홍주 사

장은“바이러

스 필터링의

앞선 기술과

기존보안전문회사와의협력관계 구축을 통해L7 스위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L7 스위치시장

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국산장비가 국내 시장의

요구에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

▲탑레이어‘앱세이프’.

▲파이오링크‘핑크박스3 0 0 0’.

활용사례/ 데이콤교육망구성도

대학가입자라우터/스위치

유해트래픽차단(네트워크바이러스)

동일맥어드레스가들어오더라도처리

무한맥어드레스처리

스태틱포워딩

링크로스캐리포워드기능지원

백본

고객수용라우터

유해차단시스템F P

·사이트명: 데이콤

·구성목적: 교육전산망네트워크안정성향상과유해 트래픽 차단

·구성장비: 라드웨어 어플리케이션스위치I I

·구성전 환경: 

1. 학내외에서발생하는 새로운 웜바이러스나공격에 대한방어시스템부족

2. 소리바다나 이당키(edonky) 등 동영상자료가 오고가는 P2P 트래픽이 폭증해

네트워크 자원의효율적관리필요성절실

·설치후 효과: 

1. 유해트래픽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과부하

를 감소시켜 사용자의 트래픽 처리를 원활하게 하며, 새로운 형태의 웜이나

DoS/DDoS 공격을신속하게차단가능

2. 기존 도입됐거나 도입될 보안 인프라(방화벽/ I D S )에 유해 트래픽 차단전용 장비

를추가해보안을강화하는동시에네트워크성능및 가용성 높이는데 기여

3. 레이어 7 ( L 7 )까지의보안 기능을 지원, 유해트래픽만을분류해 차단함으로써정

상서비스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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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스위치시장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출시로 앞서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군, 공공, 기업, 학내망 등에 골고루공급한

경험을 국내 시장은 물론 빠른 현지화로 수출을 확대,

올해 약 7 5억원의 매출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F5, 국내시장 재진입

한편 2년전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던 美 로드밸런서 전

문업체 F 5네트웍스가 다시 국내에 지사를 설립, L7 스

위치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IBM, 로터스코리아 사장을 지낸 남덕우 F 5네트웍스

지사장 내정자는“본사의 최종승인이 내려져야하지만

빠르면이번달,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않고 정식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F5 본사내 한국인 직원들과 긴밀

한 관계를 맺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에 본사직원이 체류,

기술이전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언급했다. 

향후 F 5가 국내에서 주력할 분야는 L7 스위치 시장

이다. 

남 사장은“본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L 7에 대한 요

구가 가장 많은 국내 시장이 확대하는 적기”라며“아직

국내에 진정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관리(ATM) 기술을

보유한업체가 거의 없는 만큼 ATM 기

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F 5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가 상당할 것

으로 기대한다. L7 스위치의 뛰어난 기

술력을 바탕으로 L7 스위치 시장을 창

출해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F 5네트웍스의 1차 타깃은 금융권이

다. 금융권을 시작으로 텔코와 ISP, 온

라인게임업체 등을 공략할 예정이다. 남

사장은“국내는 아직 L7 스위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부족한 것 같다”며

“우선 L7 스위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

터 정립하고 올해 파트너 등을 선정, 내

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언급했다. 

F 5네트웍스의 ‘빅( B I G ) - I P’는

L4~7 성능을 지원하며 모든 애플리케

이션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는 독창적

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애플리케이션 서

버별 다양한 정보 및 웹 서비스 애플리

케이션용 XML 데이터, 모바일/무선 애

플리케이션별 맞춤 데이터값 등을 모두

스위칭하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왠

환경의 로드밸런싱까지 가능, 한 제품으

로 랜과 왠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활용사례/A사 VOD 서비스존

· 사례명: VOD 서비스존구성

· 구성목적: VOD 서비스제공을위한 망구축

파이어월 로드밸런싱과바이러스필터링

VOD 서버로드밸런싱및애플리케이션과용방지

· 구성장비: 노텔AAS 2424 

· 설치후효과: 

1. 외부망에서들어오는 네트워크공격을외부 알테온애플리케이션 스위치에

서 막으면서 정상적인 트래픽은 하단의 파이어월로로드밸런싱

2. 내부의 애플리케이션 스위치는 VOD 서버에 대한 로드밸런싱과 파이어월

로드밸런싱을 수행. (한 사용자로부터 과도한 서비스요청-이를테면 초당

5 0개 이상과 같은-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시간동안 사용자가 신규로 서비

스를 이용할 수없도록한다. 

▲ F 5네트웍스‘빅- I P’.

·장비: AAS 2424  

·구현기능: 파이어월로드밸런싱, 

바이러스필터링

·장비: AAS 2424  

·구현기능: 파이어월로드밸런싱,

VOD 서버로드밸런싱, 애플리케이션

과용방지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