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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술의 발달은 현대 사회의 모든 정보 기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가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곳

에서든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잘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토대는 어떻게 구축된 것일까?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형성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것만이 남게 되었다.

지은이도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현대 네트워크의 고가용성(HA: High Availability) 구성

을 패턴별로 정리한 책이다.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하는 여러 환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책은 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앞으로 다루게 될 인프라/서버 엔지니어에게 

실제 네트워크 환경 도입 시에 참고가 될 다양한 패턴을 제시해 준다. 특히, 가상화 기술과 고

가용성 등 최신 네트워크 기술도 망라하였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환경에 활용해 더욱 안

정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의 내용이 실제 네트워크를 운용하

는 여러 엔지니어에게 큰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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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글

또 한 권의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인프라/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이해 및 설계 가이드》의 후속작인 이 책은 실제

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정리한 책이다. 그렇기에 번역을 하면서 실제 현업 환경

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 나름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늘 애쓰시는 인프라/네트워크 엔지니어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책의 출간에 관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한다. 특히 이 책의 교정과 편집을 비롯해 

여러 지원을 해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과 이주원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하은, 시온에게도 이 책의 출간에 앞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한여

름의 무더위 속에 이사까지 해내느라 가족들 모두 고생이 많았다. 시원한 수박이라도 한 통 

사서 다 같이 둘러앉아 먹으며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 보내고 싶다.

2017년 여름

일본 동경에서

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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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현대 네트워크의 고가용성(HA: High Availability) 구성을 패턴별로 정리한 책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든 ‘변해가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은 기술 혁신이 빠

른 속도로 발생하는 IT 업계도 마찬가지다. IT 업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 그중 하나가 바

로 ‘네트워크’다. 최근 들어 IPv6나 SDN(Software Defined Network) 등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의 데이터 센터 네트

워크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온프레미스(자사 운용)옮긴이 환경의 네트워크에서는 전혀 사

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네트워크는 오랜 시간과 아낌없는 노력을 들여서 만

들어진 매우 잘 성숙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술과 장비, 그리고 그 구

성들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진 것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완전히 숙성되었다’고 말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히 숙성된 기술이야말로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안정성을 

보장한다. 특히, 네트워크는 IT 환경에 있어서 숨은 공로자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동

작할 것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혹여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뉴스에 실릴 정도로 중대한 이

슈가 되는, 왠지 모르게 약간은 손해를 보는 듯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눈앞의 최신 기술이 아닌, 절대적인 안정성과 확실성이 요구된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숙성

된 지금이야말로 ‘옛날 것에 얽매인’ 구시대 네트워크에 마침표를 찍을 순간이다. 네트워크에

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을 헤쳐 나가면서 발전해 온 기술과 장비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

합한 고가용성(HA) 구성 패턴인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이 존재한다. 이 책을 통해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환경에 적용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자.

옮긴이  온프레미스(on-premises)란, 클라우드 기반의 임대 서비스 방식이 아닌 기업 내 구축형의 전통적인 방식을 말한다.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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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디자인 패턴만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 책에

서 제시하는 패턴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되는 이 책의 패턴을 제대

로 이해하고 조합하여 통해 새로운 패턴으로 파생시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네트

워크를 구축하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라든가, ‘이런 구성은 어떨까?’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분명 떠오를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실제로 PoC(Proof of Concept) 

환경이나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로 설정해서 시도해 보기 바란다. 이것이 네트워크가 지니고 

있는 진짜 재미이자 진수다. 워드(Word) 및 엑셀(Excel) 문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실력을 향

상할 수 없다! 또한,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채 매뉴얼이나 팜플렛만 읽다 보면 문제점보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접하게 된다. 최근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지식만으로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하거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도, 실제로 장비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 엔지니어

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말단에 있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많은 문제점을 떠안게 되어 

그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래서는 IT 업계가 절대로 잘 될 수 없다. 현장에서 정말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은 문서에도, 매뉴얼에도, 팜플렛에도 실려 있지 않으며, 오직 현장에

서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다.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현장 엔지니어들이 ‘힘들고’, ‘집에도 

못 가고’, ‘월급도 적은’ 노동 환경에 휩싸여 있다니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다. 전통 공예가 

그러하듯이 IT 분야에서도 기술이 생명이자 귀중한 보석과도 같으며, 그 기술은 오직 현장에

만 존재하기에 비로소 배우는 보람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

는 실제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이미 사용되는 옛 기술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보다 새롭고

도 무한한 가능성을 개척해 주기 바란다.

 대상 독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독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 학습한 지식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네트워크 엔지니어

자격 시험이나 교과서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초 지식을 마스터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벽을 꼽는다면, 바로 현장 네트워크와의 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면 ‘공부한 대로 해본 건데 왜 안 되지…?’, ‘음? 이상하다… 실제

하고 다른 구성이네?’ 하고 그 갭을 즉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비교적 현장에서 실제

로 접할 기회가 많은 네트워크 구성을 기초 지식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갭을 해

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작하며xviii

◆ 네트워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서버 엔지니어

이제는 가상화 기술과 스토리지 네트워킹 기술 등이 시스템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대부분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 서버는 네트워크와 

함께하며, 서버 엔지니어에게는 그에 상응한 네트워크의 지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서버는 잘 다루지만, 네트워크는 젬병이야…’라고 생각하는 일부 편향된 지식을 소유한 서버 

엔지니어들도 네트워크를 금방 좋아할 수 있도록 많은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 사내 네트워크를 운용 관리하는 엔지니어

오랫동안 사내 네트워크를 운용 및 관리하다 보면 서버의 서비스가 손상되거나 네트워크 장비

가 망가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유용한 정보는 ‘과거의 사례’

다. 이 책에서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트러블 사례와 그 원인 및 운용 관리에 도움이 되는 팁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사내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패턴을 

알고 문제 해결 속도를 향상시키기 바란다.

 감사의 글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집필될 수 있었다.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나를 몇 번이나 도

와주신 SB 크리에이티브의 토모야스 켄타 님에게는 감사드린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몇 달간 거의 매일 네트워크 그림을 만들거나 설계한 것을 검증하는 등 마치 수도승 같

은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어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실제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 단계에서부터 심사해 준 나리사다 히로유키 님, yuka 님, 

교정부터 심사 단계까지 참여해 준 무라카미 마나부 님, 타시로 요시호 님께도 감사드린다. 다

른 회사로 옮긴 지금에서야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최고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멀리 가고시마에서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과 여동생 가족

에게도 항상 감사한다. 조카인 유와 사토시가 건강하게 자라 주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항상 

변하지 않고 본연의 자세로 응원해 주는 카페 ‘고추잠자리’의 주인 부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원 콘센트를 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

로 매일 아침까지 작업실에서 웅크리고 있는 저를 불평 한마디 없이 지지해 주는 사쿠 님께도 

항상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지은이 미야타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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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구

사내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온 몸에 혈액이 흐

르도록 도와주는 혈관과 같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각종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

생하면서 사내 보안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 책은 이러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

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네트워크 실무 담당자가 아닌 만큼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책을 

읽으면서 회사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

니다. 또한, 번역 품질도 매우 좋아서 단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책이 교과서처럼 활

용되면 실무에도 한글화된 용어가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형진(데브구루)

이 도서는 네트워크 및 서버 관련 엔지니어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거나 

장애 또는 유지보수가 발생했을 때 읽는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내용 중간중간에 지은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욱(우아한형제들)

여태 만났던 번역서 중 번역 품질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는 

생소한 용어와 내용이 많아 읽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프라/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에겐 

좋은 사수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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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요셉

네트워크/인프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로 가득 찬 책입니다.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인프라 설정이 가능하게 된 클라우드 시대에 데브옵스(DevOps)가 유행인 만큼, 인프라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서버 운영자와 개발자들까지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네

트워크 이론과 구조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책이네요. 지금까지 출간된 인프라책 중 가장 실용적인 초/중
급서인 것 같습니다.

  한홍근(서울옥션블루)

입문자보다는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실무자에게 추천합니다. 네트워크 관련 용어/기술에 대한 

기초를 다루기보다는 기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해 곧바로 

적용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지은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정

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형태이므로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적용해야 하는 곳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면 적절한 활용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 의 개 요 �

이 장에서는 이 책의 흐름과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이 책은 현대 네트워크의 고가용성(HA: High 

Availability) 구성을 보안 및 클래스(규모)별로 분류한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패

턴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기본 설계 항목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장을 통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

트워크 디자인 패턴이 네트워크 구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 

책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바란다.

제 0 장

이 책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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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개요

일반적인 사내 네트워크의 구축 순서는 ‘요구 사항 정의 →기본 설계 → 상세 설계 → 구축 →시험 → 운용’

이라는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앞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의 입

력이 되도록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이 각 단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한다.

요구 사항 정의 단계

‘요구 사항 정의’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씩 정해 나가는 단계

다. 고객이 제시하는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듣

고, 그 내용을 ‘요구 사항 정의서’라는 형태로 문서화한다. 요구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구축할 

네트워크에 관한 여러 요구 사항이 점점 명확해진다. 이때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디자

인 패턴을 이용함으로써, 구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요구 사항 정의에서 결정해야 할 설계 항목을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그 결과로 요구 사항 정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본 설계 단계

‘기본 설계’는 요구 사항 정의에서 정의한 각 요소에 규칙을 정하는 단계다. 네트워크 장비는 

같은 유형의 기기라면 설정 방법과 설정 항목이 다르기만 할 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기본 설계에서의 제대로 된 규칙 결정이 이후 단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 설계에서 정한 규칙은 ‘기본 설계서’라는 형태로 문서화한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본 설계 항목 중에서도 요구 사항 정의에서 선택한 네트워

크 디자인 패턴의 중요한 포인트와 기반이 되는 설계 항목을 선별하여 해설하고 있다. 기본 설

0.1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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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를 할 때는 먼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 설계 항목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

목을 설계하는 식의 절차를 밟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기본 설계의 효율화 및 설계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 설계 단계

‘상세 설계’는 기본 설계 정보를 바탕으로 각 장비의 매개변수(parameter, 설정값) 수준까지 명확

하게 접근하는 단계다. 상세 설계에서 결정해야 할 설정 항목은 설비 및 기종이나 OS의 버전 

지정 등에 따라 다르다. 기본 설계에서 결정된 장비 각각에 대해 필요한 매개변수를 확인하고 

상세화를 통해 ‘상세 설계서’라는 형태로 문서화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에서는 일부 특정 업체의 특정 기술(예를 들어, 시스

코(Cisco) 스택 기능과 VSS 기능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른 업체의 유사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반 구성을 공통화 및 표준화하여 상세 설계의 설정 항목

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축 단계

‘구축’은 상세 설계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장비를 설정하는 단계다. 상세 설계에서 작성한 상세 

설계서는 설정값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그 정보를 따로 ‘작업 절차서’나 

‘작업 체크 시트’로 만들어 장비에 설정해 나간다. 이 책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은 

설계자와 설정자의 공통된 척도가 되어 양자 간의 인식 차이를 최소화한다.

시험 단계

‘시험’은 구축한 환경에서 단위 시험과 정상 시험, 장애(중복화) 시험 등 각종 시험을 하는 단계

다. 시험하기 전에 시험 항목을 뽑아낸 ‘시험 사양서’와 ‘시험 계획서’를 만들고 해당 항목을 기

초 삼아 시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험 결과 보고서’라는 형태로 문서화한다. 이 책

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이라는 프레임워크에 해당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동작 및 트

래픽 흐름이 명확해지므로 시험 항목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시험 항목의 획일

화 및 시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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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단계

‘운용’은 구축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단계다.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운용하다 보면, 네트워크 장비가 고장나거나 LAN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운용에 관련된 업무를 ‘운용 절차서’라는 

형태로 문서화해 둔다.

이 책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통해 네트워크를 패턴화하면 구성의 표준화를 도

모할 수 있으며, 운용 효율의 향상 및 장애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요구 사항 정의
요구 사항을 명확화하여

정의하기

 

 

② 기본 설계
네트워크의 규칙 정하기

 

 

③ 상세 설계
각 기기의 각종

매개변수를 정하기

 

 

④ 구축 상세
설계의 매개변수를
기초로 설정하기

 

 

⑤ 시험
각종 시험을
실시하기

 

 

⑥ 운용
네트워크를 운용하기

 

 

요구 사항 정의서

기본 설계서
 

상세 설계서
매개변수 시트
기기 설정서 

 

 

작업 절차서
작업 체크 시트

 

 

시험 사양서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 보고서

 

 

 

운용 절차서
 

네
트
워
크 
디
자
인 

패
턴

설계 항목 책정
요구 사항 정의

시간 단축

 

기본 설계의 효율화
설계 시간 단축

 
 

기반 구성의 공통화

기반 구성의 표준화
 

공통 척도
공통 이미지

 
 

시험 항목의 획일화
시험 품질의 향상

 
 

운용 효율의 향상

장애 대응 시간 단축
 

 

네트워크 구축의 단계 관련 도큐먼트  

그림 0.1.1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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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개요

이 책은 독자가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고려하였다. 여기서는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각각의 장과 절,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한다.

이 책 전체의 흐름(장 구성)

네트워크는 Trust 영역, Untrust 영역, DMZ 영역, WAN 영역이라는 네 가지 보안 영역의 조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보안 영역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의 조합이나 접속 구성이 완

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책은 보안 영역별로 각 장을 나누어서 각각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설명한다. 각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장 Trust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

Trust 영역은 방화벽 내부에 배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안 수준이 가장 높고, 어떻

게든 사수해야 하는 영역이다. 사내 인트라 서버와 같은 비공개 서버와 내부 사용자는 이 영역

에 배치된다. 제1장에서는 Trust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여섯 개의 패턴으로 소개한다.

 제2장 Untrust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

Untrust 영역은 방화벽 외부에 배치하는 신뢰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안 수준이 가장 낮고, 최

소한의 장비밖에 배치할 수 없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구성이라면 ‘Untrust 영역 = 인

터넷’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제2장에서는 Untrust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여섯 

가지 패턴으로 소개한다.

0.2 이 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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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DMZ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

DMZ 영역은 Untrust 영역과 Trust 영역의 완충재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보안 수준은 

Untrust 영역보다 높고, Trust 영역보다는 낮은,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다. DMZ 영역에는 공개 

웹 서버와 외부 DNS 서버, 프록시 서버 등 Untrust 영역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개 서

버를 배치한다. DMZ는 ‘DeMilitarized Zone(비무장 지대)’의 약자이므로 본래는 ‘DM 영역’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왠지 모호하므로 이 책에서는 ‘DMZ 영역’이라고 부르겠다. 제3

장에서는 DMZ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여섯 가지 패턴으로 소개한다.

 제4장 WAN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

WAN 영역은 다른 거점과의 거점 간 접속을 실시하는 영역이다. 보안 수준은 Trust 영역과 같

이 가장 높아서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구역이다. WAN 영역은 광역 이더넷 및 IP-VPN과 같

은 회선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거점 간 접속 서비스로 구성하거나, Untrust 영역의 방화벽에

서 IPsec VPN으로 구성하거나 한다. 제4장에서는 WAN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여섯 

가지 패턴으로 소개하겠다.

 제5장 종합 구성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네 가지 보안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

는 1장에서 4장까지 학습한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조합한,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세 가지 패

턴으로 소개하겠다.

제1장 Trust 영역
보안 레벨: 높음

 

제2장 Untrust 영역
보안 레벨: 낮음

 

제3장 DMZ 영역
보안 레벨: 중간

 

제4장 WAN 영역
보안 레벨: 높음

 

공개 서버

인터넷

사용자 다른 거점 사용자

FW 

그림 0.2.1  보안 영역과 각 장의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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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각 장의 흐름(절 구성)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요구 사항은 그 규모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요구 사항이 다양하고 복잡화된다. 그래서 이 책은 보안 영역으로 나눈 장을 ‘소규모 클래스’, 

‘중간 규모 클래스’, ‘대규모 클래스’의 세 가지로 좀 더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각 클래스에 두 

개씩 총 여섯 절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준비하여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세 자리 식별자를 달고 있다. 이 식별자는 다

음 규칙을 준수한다. 

 첫 번째 문자: 보안 영역 코드

첫 번째 문자는 보안 영역을 나타내며, 보안 영역의 머리글자를 식별자로 하고 있다. 또한, 종

합 구성에 대해서는 예외로 ‘S’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코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0.2.1  보안 영역 코드

보안 영역 첫 번째 문자의 코드

Trust 영역 T

Untrust 영역 U

DMZ 영역 D

WAN 영역 W

종합 구성 S

 두 번째 문자: 네트워크의 규모 코드

두 번째 문자는 네트워크의 규모를 나타내며, 크기를 나타내는 영단어의 머리글자를 식별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코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0.2.2  네트워크의 규모 코드

네트워크의 규모 두 번째 문자의 코드

소규모 클래스(Small) S

중간 규모 클래스(Medium) M

대규모 클래스(Larg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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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자: 순서

세 번째 문자는 순서다. 두 번째 문자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순서로 식별한다. 이 책에서는 동

일 영역, 동일 규모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두 개씩 소개하고 있다(단, 종합 구성은 예외다). 

그러므로 순서를 부여하여 식별한다.

다음 표는 명명 규칙에 준거한 각 디자인 패턴의 이름과 개요다. 책 전체를 살펴볼 때 참고하

기 바란다.

표 0.2.3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식별자

식별자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개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T S 1 코어 에지 구성

T S 2 유선+무선 구성

T M 1 2층 STP+FHRP 구성

T M 2 2층 스택 구성

T L 1 3층 풀 라우팅 구성

T L 2 3층 풀 스택 구성

U S 1 단일 UTM 구성

U S 2 단일 UTM+듀얼 회선 구성

U M 1 FHRP 중복화 구성

U M 2 Untrust 원 암 구성

U L 1 단일 ISP 멀티 호밍 구성

U L 2 듀얼 ISP 멀티 호밍 구성

D S 1 미니 암 중복화 구성

D S 2 서버 가상화 구성

D M 1 부하분산 인라인 구성

D M 2 서버 가상화 구성

D L 1 블레이드 서버 인라인 구성

D L 2 블레이드 서버 원 암 구성

W S 1 IPsec VPN 접속 구성

W S 2 멀티 사이트 IPsec VPN 접속 구성

W M 1 듀얼 WAN 회선+단일 WAN 라우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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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 0.2.3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식별자(계속)

식별자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개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W M 2 허브 앤 스포크 IPsec VPN 연결 구성

W L 1 EIGRP/BGP 중복화 구성

W L 2 OSPF 중복화 구성

S S 1 소규모 클래스 종합 구성

S M 1 중간 규모 클래스 종합 구성

S L 1 대규모 클래스 종합 구성

각 절의 흐름(항목 구성)

각 절은 ‘기본 구성’, ‘설계의 포인트와 디자인 패턴’, ‘운용 관리의 주의점’이라는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각각을 설명하겠다.

 기본 구성

기본 구성은 각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기반이 되는 구성이다. 먼저 기본 구성을 물리 구성

과 논리 구성의 양 측면에서 설명하고, 지식의 토대를 굳혀서 기초 제작을 한다. 그리고 다음 

항목 이후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파생시켜 나간다.

 설계의 포인트와 디자인 패턴

이 항목에서는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만들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본 설계 항목의 포인트

와 그 설계 항목에서 파생되는 패턴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본 설계는 다음 표와 

같은 설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이 책에서는 굵게 처리한 설계 항목을 중심으

로 취급하겠다.

또한, 취급하는 설계 항목은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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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2.4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본 설계 항목과 이 책에서 취급하는 설계 항목

설계 항목 설계 개요

1 물리 설계 물리적인 설계를 한다.

1.1 물리 설계 방침 물리 설계의 전체적인 방침을 정의한다.

1.2 물리 구성 설계 각 기기를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

1.3 하드웨어 구성 설계 어떤 기기와 어떤 기종을 사용할 것인가?

1.4 소프트웨어 구성 설계 어떤 버전의 OS를 사용할까?

1.5        접속 설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접속할까?

1.5.1 케이블 설계 어디에 어떤 케이블을 사용할까?

1.5.2 물리 접속 설계 스피드와 듀플렉스는 어떻게 설정할까?

1.5.3 포트 할당 설계 어떤 순서로 포트를 사용할까?

1.6        시설 설계 랙이나 전원은 어떻게 사용할까?

1.6.1 랙 탑재 설계 어떻게 랙에 탑재할까?

1.6.2 전원 접속 설계 어떻게 전원을 접속할까?

2 논리 설계 논리적인 설계를 한다.

2.1 논리 설계 방침 논리 설계의 전체적인 방침을 정의한다.

2.2 VLAN 설계 어떻게 VLAN을 할당할까?

2.3 IP 주소 설계 어떤 IP 주소를 할당할까?

2.4 라우팅 설계 어떻게 라우팅을 할까?

2.5 주소 변환 설계 어떻게 주소를 변환할까?

3 보안 설계·부하분산 설계 보안과 부하분산에 관한 설계를 한다.

3.1 보안 설계 방침 보안 설계의 전체적인 방침을 정의한다.

3.2       보안 설계 어떻게 보안을 확보할 것인가?

3.2.1 통신 요건 정리 어떤 통신이 발생하는가?

3.2.2 객체 설계 어떻게 네트워크 객체와 프로토콜 객체를 정의할까?

3.2.3 보안 영역 설계 어떻게 영역을 할당할까?

3.2.4 보안 방침 설계 어떻게 보안 방침을 정의할까?

3.3 부하분산 설계 방침 부하분산 설계의 전체적인 방침을 정의한다.

3.4 부하분산 설계 어떻게 부하분산할까?

3.4.1 부하분산 요건 정리 어떤 통신을 부하분산해야 하나?

3.4.2 헬시 체크 어떤 헬시 체크를 할 것인가?

3.4.3 부하분산 방식 설계 어떤 부하분산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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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0.2.4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본 설계 항목과 이 책에서 취급하는 설계 항목(계속)

설계 항목 설계 개요

3.4.4 지속성 설계 어떤 지속성(persistence)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3.4.5 SSL 가속 설계 SSL 가속을 사용할 것인가?

4 고가용성 설계 고가용성에 관한 설계를 한다.

4.1 고가용성 설계 방침 고가용성 설계의 전체적인 방침을 정의한다.

4.2 링크 중복화 설계 어떤 링크 중복화 방식을 사용할까?

4.3 케이스 중복화 설계 어떤 케이스 중복화 방식을 사용할까?

4.4 STP 설계
어떤 STP 모드를 사용할까, 어떤 스위치를 루트 브리지로 

할까?

4.5 FHRP 설계 어떤 FHRP를 사용하고, 어떤 L3 스위치를 액티브화할까?

4.6 라우팅 프로토콜 중복화 설계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중복화할까?

4.7 방화벽 중복화 설계 어떤 형태로 방화벽을 중복화할까?

4.8 부하분산 장치 중복화 설계 어떤 형태로 부하분산 장치를 중복화할까?

4.9       통신 플로 설계 어떤 통신 플로가 발생하는가?

4.9.1 일반적인 경우의 플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루트를 경유하는가?

4.9.2 장애 시의 플로 장애 시에는 어떤 루트를 경유하는가?

5 관리 설계 운용 관리에 관한 설계를 한다.

5.1 관리 설계 방침 관리 설계의 전체적인 방침을 정의한다

5.2 호스트명 설계 어떤 호스트명을 정의할까?

5.3       레이블 설계 어떤 레이블을 부여할 것인가?

5.3.1 케이블 레이블 설계 케이블에 어떤 레이블을 부여할까?

5.3.2 본체 레이블 설계 본체에 어떤 레이블을 부여할까?

5.4 패스워드 설계 어떤 패스워드를 정의할까?

5.5 백업, 복구 설계 어떻게 설정을 백업할까, 어떻게 복구할까?

5.6 시각 동기 설계 어디에 시각을 동기화할까?

5.7 SNMP 설계 어디를 SNMP 매니저로서 정의할까?

5.8 Syslog 설계
어디를 Syslog 서버로 정의하고, 어느 Facility와 Serverity를 

사용할까?

5.9 CDP/LLDP 설계 어디에서 CDP/LLDP를 유효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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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 관리의 주의점

이 항에서는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운용 및 관리해 나갈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례 

및 운용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설명하겠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반드시 하나의 네트워

크 디자인 패턴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운용에 

이용하거나 또는 응용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

물리 구성 설계 물리 접속 설계 VLAN 설계 ○○ 설계…

설계 포인트 및
디자인 패턴

 

 

기본 구성

 
물리 구성 논리 구성

기본 구성  

파
생 
패
턴

파
생 

패
턴

파
생 

패
턴

파
생 

패
턴

파
생 

패
턴

파
생 

패
턴

파
생 

패
턴

파
생 

패
턴

 

운용 관리

자주 발생하는 트러블 사례 운용에 도움이 되는 팁들

운용 관리의 주의점 

그림 0.2.2  각 절의 흐름 연상도

이제 본론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자! 이제부터 심도 깊은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의 세계로 

빠져들어 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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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

이 장 의 개 요 �

이 장에서는 사내 LAN과 같은 Trust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계 시의 포인트와 운용 

시의 주의점을 함께 설명한다. Trust 영역의 네트워크 디자인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중복성이 요구되는 

중간 규모 클래스 이상의 네트워크에서 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지금은 거의 완성된 감이 

있는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을 설명한 후, 중간 규모 클래스와 대규모 클래스에 있어

서 변화 전과 변화 후의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에 대해 각각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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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개요

이 패턴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네트워크 디자인 패턴으로, 물리 구성과 논리 구성 모두를 가장 단순

하게 하였다. 이 책에서는 설명하기 쉽게 ‘TS1’이라고 명명하였고, 20~30명 정도가 있는 사무실 환경의 네트

워크를 가정하고 있다.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그 자체에 대해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일단 연결됐으면 된 거지 뭐’라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제 네트워크는 

업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네트워크가 다운되면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이렇듯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네트워크에 관해 그 설계와 구성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여 관리하기 쉽고 다운되기 어려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1.1.1  기본 구성

TS1은 Trust 영역에 있어 소규모 클래스의 표준적인 네트워크 구성이다. 소규모 클래스의 네

트워크에서는 불필요한 요소(장비, 물리적 링크, 기능 등)를 철저히 없앰으로써 비용 절감을 꾀한

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유사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클래스의 네

트워크 디자인은 물리 구성 및 논리 구성 모두가 확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선 

LAN 전용 환경인 경우, TS1을 기반으로 스위치나 VLAN을 추가하여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

크에서 대부분의 요구 사항에 대응 가능하다.

그럼, TS1의 기본 구성을 물리 구성과 논리 구성의 양 측면에서 설명하겠다.

 물리 구성

TS1의 물리 구성은 코어 및 에지의 2계층 구성이다. 한 대의 코어 스위치(다음 그림의 L2#1)에 여

러 대의 에지 스위치(다음 그림의 L2#2, L2#3)를 통합하여 에지 스위치에 PC나 서버를 연결한다. 

장비도 링크도 중복화하지 않는 비중복의 단일 구성이므로 어딘가가 다운되면 어딘가는 연결

되지 않는다.

1.1
TS1

Trust 영역 Small 클래스 No.1 
(코어 에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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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1

 논리 구성

TS1의 논리 구성은 단일 VLAN, 즉 네트워크가 하나의 구성이다.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

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이 없다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단일 VLAN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 

VLAN 안에 PC나 서버도 소속시킨다. 그리고 PC와 서버 간의 액세스 제어는 네트워크 레벨

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Active Directory 등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실시한다.

사용자 VLAN
192.168.0.0/24

L2#2  L2#3  

L2#1  

 

 
 

 한 대의
코어 스위치  

여러 대의
에지 스위치

PC도 서버도 동일
VLAN에 소속

그림 1.1.1  TS1의 물리 구성과 논리 구성

1.1.2  설계 포인트와 디자인 패턴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능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 장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

른 영역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접속할 위치를 바꾸는 등, 가능한 한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간다.

 기기 구성 설계

먼저 사용할 장비의 종류에 대해 생각한다. TS1의 기본 구성은 단일 VLAN이므로 모든 기기

를 L2 스위치에 연결하고 있다. 보안 관련 요구 사항 등의 이유로 인해 멀티 VLAN(VLAN이 복

수로 구성)으로 해야 하는 경우, 코어 스위치만 L3 스위치로 하거나, 인터넷 접속에 사용하는 

방화벽을 그대로 코어 스위치로 사용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방화벽을 코어 스위치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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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간의 액세스 제어를 커넥션 레벨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어 스위치를 별도로 준

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저렴하게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장비에 장착된 포트 

수나 처리 속도 및 커넥션 수(신규 커넥션 수, 동시 커넥션 수)등 사양 면에서 제한이 많다는 점과 

방화벽이 다운되면 인터넷을 포함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

다. 비용이나 사양, 장애 시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기기 구성을 생각하도록 

하자.

표 1.1.1  L3 스위치 또는 방화벽을 멀티 VLAN 시의 코어 스위치로 사용했을 때의 비교

조건 L3 스위치 방화벽

장비 구성 변경 필요 불필요

비용 비싸다 저렴하다

VLAN 간의 보안 제어 패킷 레벨 커넥션 레벨

사양의 제한 적다 많다

멀티 VLAN 시의 기기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여기에서는 기기 구성의 차이를 알기 쉽도록 

Untrust 영역에서 설명하는 방화벽까지 기재하고 있다.

L2#1  L2#2  

L3 

FW 

ISP

L2#1  L2#2  

FW 

ISP

코어 스위치를
L3 스위치로 하는 경우

코어 스위치를
방화벽으로 하는 경우

그림 1.1.2  멀티 VLAN 시의 코어 스위치를 L3 스위치로 하는 경우와 방화벽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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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1

이어서 사용할 장비의 사양에 대해 생각한다.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는 에지 스위치를 통

합하는 코어 스위치에 트래픽이 집중되기 쉽다. 그래서 트래픽이 집중되기 쉬운 코어 스위치는 

비교적 고가형 장비로 하고 에지 스위치는 저가형 장비로 하는 등, 용도와 역할에 따라 기기 

사양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L2#2  L2#3  

L2#1  
 

트래픽이
집중되기 쉬움

낮은 사양의
스위치

높은 사양의
스위치

 

그림 1.1.3  코어 스위치와 에지 스위치의 기기 사양을 차별화

 물리 구성 설계

에지 스위치의 경우는 용도별로 서버에는 서버용 에지 스위치, PC에는 PC용 에지 스위치로 각각 나누

어 두면 관리도 쉬워진다. 여러 대의 PC에서 동시 액세스가 많이 발생하는 서버는 코어 스위치

와 마찬가지로 트래픽이 집중되기 쉽다. 따라서 서버용 에지 스위치와의 접속 부분을 고속 링

크로 하거나 서버를 코어 스위치에 직접 수용하는 등 구성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꾀한다.

L2#1  

PC용 L2#1 PC용 L2#2서버용 L2  

서버

 

 
서버를 직접
수용

 고속 링크로 함

용도마다 스위치를
분리함

그림 1.1.4  서버용과 PC용으로 물리 구성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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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AN 설계

TS1의 기본 구성은 단일 VLAN이다. 따라서 할당하는 서브넷의 크기만 주의하면 된다. 필요

한 IP 주소 수를 계산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 예비 IP 주소 수를 더한 후에는 어떤 클

래스의 서브넷을 할당할지 생각한다. 서브넷이 크면 클수록 IP 주소 할당의 자유도가 커지지

만, 어떤 단말에 어떤 IP 주소를 할당했는지 파악하가가 쉽지 않아 IP 주소 관리가 어려우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구 사항에 따라 멀티 VLAN으로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VLAN을 

할당할지도 고려한다. 필요한 VLAN 수를 카운트하여 코어 스위치인 L3 스위치 또는 방화벽을 중심

으로 VLAN을 할당해 나간다.

사용자 VLAN 
192.168.1.0/24 

.254

.1 

FW-L3 VLAN 
192.168.254.0/24 

서버 VLAN 
192.168.2.0/24 

.254

.254

1.1.1.1 1.1.1.1

L3(코어 스위치)

FW FW(코어 스위치)  

.254

사용자 VLAN
192.168.1.0/24 

서버 VLAN
192.168.2.0/24 

.254

코어 스위치를
L3 스위치로 한 경우

코어 스위치를
방화벽으로 한 경우

방화벽을 중심으로
VLAN을 할당함

코어 스위치를 중심으로
VLAN을 할당함

ISP ISP 

그림 1.1.5  코어 스위치를 중심으로 VLAN을 배치

 IP 주소 설계

Trust 영역에서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사용자 단말의 IP 주

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DHCP는 IP 주소와 기본 게이트웨이 등 네트워크 관련 설정 정

보를 단말에 배포하는 프로토콜이다. DHCP를 사용하면, IP 주소의 관리가 편해질 뿐만 아니라 부

족해지기 쉬운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DHC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버와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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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등 정적으로 할당하는 주소는 제외하고 배포할 IP 주소 범위의 주소 풀을 설정한다.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에서는 DHCP 서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방화벽에 있는 DHCP 

서버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화벽의 DHCP 서버 기능은 필요 최소한의 기능밖에 

제공되지 않지만, 소규모 클래스에서 IP 주소를 배포하는 것뿐이라면 동작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L2 스위치에 IP 주소를 할당할지의 여부는 관리형과 비 관리형 중 어느 쪽 스위치를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형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IP 주소를 할당하여 Syslog 및 SNMP 

등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라우팅 설계

라우팅 설계라고 언급했으나 TS1의 기본 구성은 단일 VLAN이므로 단순히 모든 기기의 기본 

게이트웨이를 방화벽 또는 L3 스위치로 향하게 할 뿐이다. 멀티 VLAN의 경우, 클라이언트 단

말과 서버의 기본 게이트웨이는 코어 스위치다. 또한 코어 스위치의 기본 게이트웨이는 L3 스

위치가 코어 스위치인 경우에는 방화벽, 방화벽이 코어 스위치인 경우에는 ISP(인터넷 서비스 공

급자)가 된다. 단일 VLAN이든 멀티 VLAN이든 기본 게이트웨이는 인터넷 쪽, 즉 상위가 된다.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 VLAN
192.168.1.0/24

.254 

.1 

FW-L3 VLAN
192.168.254.0/24

서버 VLAN
192.168.2.0/24

.254 

.254 

1.1.1.1 1.1.1.1

L3(코어 스위치)

FW FW(코어 스위치)  

사용자 VLAN
192.168.1.0/24

.254 

서버 VLAN
192.168.2.0/24

.254 

코어 스위치를
L3 스위치로 한 경우

코어 스위치를
방화벽으로 한 경우

ISP ISP

코어 스위치의
기본 게이트웨이는
방화벽을 향하게 함 

방화벽의 기본 
게이트웨이는
ISP로 향하게 함

 

기본 게이트웨이를 
방화벽 쪽으로 향하게 함

기본 게이트웨이를  
L3 스위치로 향하게 함

그림 1.1.6  기본 게이트웨이를 인터넷 쪽으로 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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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운용 관리의 주의점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는 운용 관리가 복잡하고 성가신 경우가 많아 이것이 그대로 장애

로 이어지기 쉽다. 네트워크의 마비는 동시에 업무의 마비를 의미한다.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

록 자주 발생하는 장애를 예의 주시하면서 포인트를 선별 관리해 장애를 예방한다. 그리고 장

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한다.

 콜드 스탠바이 상태의 기기를 준비해 두기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는 비용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기기를 중복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기 장애가 그대로 통신의 단선으로 이어진다. 기기가 고장나더라도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

도록 동일한 설정을 한 콜드 스탠바이(Cold Standby)옮긴이 상태의 기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L3 스위치와 방화벽 등, L3 이상에서 동작하는 장비를 교체할 때는 주변 기기의 ARP에 주의

하자. 교체할 기기(기종) 중에는 링크 업 시에 GARP(Gratuitous ARP)를 송출하지 않는 것도 있

어, 주변 기기의 ARP 정보가 교체 기기의 MAC 주소로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에는 ARP 캐시 타임 아웃까지 기다리거나 ARP 캐시를 지우고 재접속을 시도한다.

사용자 VLAN#1
192.168.0.0/24

L3 

PC

MAC

APR 테이블  

AAA

IP

.254 

MAC

APR 테이블  

AAA

IP

.254

서버  

사용자 VLAN#1
192.168.0.0/24

PC

MAC

 

AAA

IP

.254 

MAC

 

AAA

IP

.254 

 

 

 

IP:
.254

MAC:
AAA

L3(교체 기기)  

MAC:
BBB

기기 교체 시의 ARP 불일치평상시

기기 교체로 인해
MAC주소가 변함

통신할 수
없게 됨

ARP 테이블의
MAC 주소가
변하지 않음

APR 테이블 APR 테이블

서버

IP:
.254

그림 1.1.7  기기 교체 시는 ARP에 주의

옮긴이    이중화된 서버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대기시키는 방식을 콜드 스탠바이(Cold Standby)라고 하며,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 사용은 안하고 대기시키는 방식을 핫 스탠바이(Hot Standby)라고 한다.



1.1  Trust 영역 Small 클래스 No.1(코어 에지 구성) 21

TS1

 L2 루프에 주의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의 경우,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이 그대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L2(브리징) 루프도 그 장애 중 하나다. 희안하게도 내 경험상 

사용자는 자신의 자리에 빈 포트가 있으면 ‘비어 있으니 일단 연결해 보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가 많은 것 같다. 연결하는 것이 PC나 서버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것이 전자 제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싸구려 스위치라면 별개의 이야기가 된다. 스위치를 복수의 케이블로 서로 연

결하게 되면, 단번에 프레임 루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이 네트워크 전체로 파급된다.

사용자 VLAN#1 
192.168.0.0/24 

관리 L2  관리 L2 

관리 L2 

관리 외 L2 

 

 

 

 

최종적으로
통신 불능

③ 브로드캐스트의
   플러딩

② 루프 발생

④ 대역과
   처리를 압박

⑤ 전체에 파급

① 구입한 스위치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접속

그림 1.1.8  L2 루프는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침

L2 루프는 TTL(Time To Live)의 개념이 없는 이더넷을 사용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다. L2 루프는 어떻게 발생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최근에는 값싼 스위치라도 루프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다.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값싼 스위치의 루프 방지 기능은 루프를 감지하기 위해 이상한 포맷의 프레임

을 대량으로 방출할 수도 있어서 그 자체를 L2 루프로 잘못 판단해 버릴 수 있다. 때문에 진짜

로 L2 루프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L2 루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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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는 CPU 리소스와 통신 대역폭이 고갈되고, 결국에는 네트워크에 전혀 연결할 수 없게 

된다. 네트워크의 어디에 무엇이 꽂혀 있는지는 특히 최근 접속한 기기라면 더더욱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분명, 물리적인 접속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리 대상 외 기기의 접속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직접 검증용 PC를 사다가 접속’하는 식의 일이 다반사다. 관리 대상 외의 

기기 접속은 보안상의 큰 취약점으로 이어진다. 이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스위치의 ‘포

트 보안 기능’을 사용한다. 포트 보안 기능은 스위치에 사전 등록된 MAC 주소를 지닌 장비만 

연결을 허용하는 기능이다. 또한, 최근에는 네트워크상에 전송되고 있는 패킷으로부터 IP 주

소와 MAC 주소를 학습하여 접속을 제어하는 기기도 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관리 대

상 외의 기기 접속을 제한한다.

관리 PC  관리 외 PC 

L2  

MAC:
AAA 

MAC:
BBB 

허가 MAC 테이블  

AAA F0/1 

MAC 포트 

F0/1 F0/2 

파기 전송 

 

허가한
MAC 주소를 등록

사 온 PC를
맘대로 접속

그림 1.1.9  포트 보안 기능으로 접속 기기를 제어

 관리 외 DHCP 서버의 가동

DHCP 클라이언트는 여러 DHCP Offer 메시지를 받으면 먼저 받은 DHCP Offer를 바탕으로 

IP 주소를 설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VLAN 내에 의도하지 않은 관리 외의 DHCP 서버가 있으

면 해당 서버에서도 IP 주소가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 외의 DHCP 서버에서 IP 주소가 배

포되면 통신이 불가능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양을 악용하여 통신을 도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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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VLAN#1 
192.168.0.0/24 

DHCP
클라이언트

L2 

관리 외
DHCP 서버

관리 DHCP
서버

DHCP
Offer

DHCP
Offer

DHCP
Offer

 

192.168.2.1 192.168.2.127 

DHCP 풀  

시작 IP

192.168.0.1 

 종료 IP

DHCP 풀

시작 IP  종료 IP

192.168.0.127 

IP: 
192.168.2.1 

 
통신 불가능

② 관리 외 DHCP 서버의
    Offer가 먼저 도착

③ 완전히 틀린 세그먼트의
    IP가 설정되어 버림

① 의도하지 않은 DHCP 
    서비스를 가동

그림 1.1.10  관리 외의 DHCP 서버가 원인이 되어 통신 불능의 상태가 됨

이러한 장애에는 스위치의 ‘DHCP 스누핑 기능’이 유효하다. DHCP 스누핑 기능을 이용하여 신

뢰할 수 없는 DHCP Offer를 필터링하여 의도하지 않은 IP 주소의 배포를 예방한다. DHCP 

스누핑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후 대응밖에 없다. 의도하지 않은 IP 주소가 배포

된 경우에는 PC에서 패킷 캡처를 하면서 DHCP Discover 패킷을 송신하고, 수신한 DHCP 

Offer 패킷의 발신자 IP 주소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IP 주소를 갖고 있는 기기를 찾는다.

관리 외 DHCP 서버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시킨 경우가 많다. 특히, 

맹점이 되기 쉬운 것이 전자 제품 판매점에서도 많이 취급하는 광대역 라우터다. 최근의 광대

역 라우터는 편리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DHCP 서버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

런 생각 없이 그대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관리 외 DHCP 서버로 변신해 버린다. 광대역 라우

터는 스위치로도 사용 가능하고 방화벽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기기지만, 네트워

크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용 금지를 제대로 공지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지금까지 관리 외 DHCP 서버에 대해 논의했다. 나의 경우, 신입 사원 시절에 부서 배정된 

지 3일째 되던 날 아무런 생각 없이 DHCP 서버를 가동시켜서 온 부서 전체를 통신 불능 상

태로 만들어 버렸다. 덕분에 배속된 지 무려 3일 만에 시말서를 써야 했다(그때 마음씨 좋은 선

배가 시말서를 대신 써 주긴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네트워크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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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뒷북만 친 셈이다. 때문

에 이런 멍청이가 있어도 괜찮도록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2  Trust 영역 Small 클래스 No.2 (유선 +무선 구성) 25

TS2

패턴의 개요

이 패턴은 TS1에 무선 LAN의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 패턴이다. 이 책에서는 설명하기 쉽게 ‘TS2’라고 명명하

였다. TS1과 마찬가지로 20~30명 정도가 있는 사무실 환경을 가정하고 있다. 현저하게 발전해 나가는 무선 

LAN의 고속화에 따라 무선 LAN은 Trust 영역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무선 LAN은 ‘전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 매체를 사용하는 만큼 장애를 알아채기 어렵고 유선 LAN보다 약간 복잡하다. 그러나 

‘때때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든가 ‘왠지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와 같은 애매한 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설

계와 관리를 하는 입장에게는 골칫거리의 주요 원인이 된다. 여기에서는 무선 LAN의 구성과 설계의 포인트

를 파악하여 이런 애매한 장애가 발생하기 어려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1.2.1  기본 구성

TS2의 기본 구성도 TS1과 마찬가지로 물리 구성과 논리 구성 모두를 단순하게 해두고 있다. 

네트워크는 무선 LAN의 요소가 더해지면 기술적인 수준이 단번에 확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

기가 쉽다. 하지만 기존의 유선 LAN에서의 LAN 케이블이 무선 LAN에서는 전파로 바뀌었을 

뿐 그다지 차이가 없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TS2의 기본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스

위치와 AP(액세스 포인트)의 대수를 늘리거나 VLAN을 만들거나 해서 어느 정도의 요구 사항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선 LAN을 사용함으로

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설계다. 여기서는 TS1에 덧붙여서 필요한 무선 LAN의 설계에 중점을 

두어 물리 구성과 논리 구성의 양 측면에서 설명하겠다.

 물리 구성

TS2의 물리 구성은 코어 및 에지의 2계층 구성이다. 한 대의 코어 스위치(다음 그림의 L2#1)에 여

러 대의 에지 스위치(다음 그림의 L2#2)와 AP(다음 그림의 AP#1)를 통합하여 에지 부분에 PC나 

서버를 접속한다. AP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장애물에 강한 2.4GHz 대역과 간섭에 강한 5GHz 대

역 모두를 유효로 하여 어떤 무선 LAN 규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TS1과 마찬가지로 장비와 

1.2
TS2

Trust 영역 Small 클래스 No.2 
(유선 + 무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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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중복화하지 않는 단일 구성이다. 유선 LAN 부분은 어딘가가 다운되면 그 밑에 연결된 

모든 단말이 연결되지 않는다. 무선 LAN 부분은 예를 들어 하나의 AP가 다운되었다고 해도 

별도로 실행 중인 AP가 있으면 전파가 미치는 한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적이 아닌 AP에 

접속되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떨어져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논리 구성

TS2의 논리 구성은 사원용 VLAN 및 게스트용 VLAN의 2 VLAN 구성이다. 무선 LAN 환경

을 구축할 때 필수 요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주 등장하는 요구 사항이 바로 게스트 액세

스다. 고객이 가지고 온 단말에 대해서 무선 LAN을 경유한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한다. 게스

트 액세스 환경을 마련하는 경우는 AP에 사원 단말용 SSID와 게스트 단말용 SSID를 설정하

고 각각에 VLAN을 연관 지어 놓는다. VLAN 간의 액세스 제어는 상위의 방화벽 또는 L3 스

위치에 맡기고 있다. 사원용 VLAN은 사내 및 인터넷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도

록 한다. 반면 게스트용 VLAN은 인터넷에는 액세스할 수 있지만, 사원용 VLAN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한다.

AP#1  

L2#1  

L2#2  

사원용 VLAN
192.168.0.0/24

게스트용 VLAN
192.168.3.0/24

게스트 단말용 SSID
guest 

사원 단말용 SSID
user

 

게스트 단말용 SSID를
게스트용 VLAN에
연관시킴  

사원 단말용 SSID를
사원용 VLAN에
연관시킴 

게스트가 갖고 온
단말을 접속함

사원의 단말을
접속함

그림 1.2.1  TS2의 물리 구성과 논리 구성



1.2  Trust 영역 Small 클래스 No.2 (유선 +무선 구성) 27

TS2

1.2.2  설계 포인트 및 디자인 패턴

소규모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필요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은 무선 LAN의 세

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 또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영

역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배치를 잘 궁리하여 역량을 넓혀 나가야 한다.

 기기 구성 설계

무선 LAN 환경은 AP의 관리 방법에 따라 크게 ‘중앙 집중형’과 ‘분산 관리형’의 두 가지 구성 패

턴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 집중형은 무선 LAN 컨트롤러가 중앙 집중형 AP를 일괄적으로 관

리하여 전파 환경과 연결 상황에 따라 AP를 제어하는 구성이다. 반면 분산 관리형은 AP가 각

각 자율적으로 동작하며, 각각에 설정과 관리를 실시하는 구성이다. 현재의 주류는 중앙 집중

형이다. 그러나 이 구성은 AP가 많은 환경에서나 유효하지, 그렇지 않다면 별 의미가 없다. 소

규모 클래스에서는 분산 관리형의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AP는 자율형 AP를 사용

한다.

표 1.2.1  무선 LAN의 구성 패턴

구성 분산 관리형 중앙 집중형

필요 최소한의 기기 자율형 AP
중앙 집중형 AP

무선 LAN 컨트롤러

설정 모든 AP에 대해 설정 무선 LAN 컨트롤러에 대해 설정

대상 규모 소규모 중간 규모~대규모

비용 저렴 비싸다

보안 ◯ ◯

관리 용이성 △ ◯

전파의 자동 관리 △ ◯

확장성 △ ◯

어떤 기종의 자율 AP를 선택할지는 사용하는 무선 LAN 단말의 대응 규격 및 외부 전파의 영

향, 사무실 구조 등 많은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최근에는 2.4GHz 대역(IEEE802.11b/g/n) 

및 5GHz 대역(IEEE802.11a/n)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밴드’에 대응한 AP도 많이 판매되

고 있다. 가능한 한 듀얼 밴드 AP 통신을 이용하여 많은 단말이 불편 없이 무선 LAN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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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외의 맹점이 되기 쉬운 것이 AP의 전원이다. LAN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PoE(Power Over Ethernet) 스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구성으로서는 가장 간단한 

것이다. 그러나 PoE 스위치는 비용면에서 비싸므로 반드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

우 L2 스위치와 AP 사이에 파워 인젝터를 끼워 넣고 파워 인젝터에서 LAN 케이블을 통해 전

원을 공급한다. 파워 인젝터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AP 근처에 전원 콘센트를 준비하고, 

거기서 전기를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AP#1  

PoE 스위치

 

파워
인젝터

L2스위치

AP#1 

전원
콘센트

파워 인젝터 경유로
전원 공급

스위치로부터
AP에 전원 공급

PoE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파워 인젝터를
사용할 경우

그림 1.2.2  파워 인젝터를 도입하면 구성이 복잡해짐

 물리 구성 설계

아무리 무선 LAN이 빨라졌다고 해도, 현재의 유선 LAN 속도와 안정성에 필적하지는 못한

다. 이를 서버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서버는 유선 LAN 스위치에 

연결한다. 반면, PC는 유선 LAN과 무선 LAN 환경 둘 중에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OS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한

다. 예를 들어 자기 자리에서 문서를 만들 때는 유선 LAN,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는 무선 

LAN과 같은 식으로 클라이언트 단말의 OS상 설정에서 사용할 NIC를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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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

무선
LAN 안테나

L2 AP 

L2  서버

사원용 단말 
유선

LAN 포트

서버는 유선
LAN으로 접속

단말 측에서 어느 쪽을
사용할지를 선택

그림 1.2.3  클라이언트 단말 쪽에서 유선 LAN 또는 무선 LAN을 선택

 무선 LAN 설계

무선 LAN에는 무선 LAN 특유의 디자인 패턴이 있어서 어느 것을 채용할지는 무선 LAN 단

말의 대응 규격 및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전파의 영향, 사무실 구조 등 많은 요소를 바

탕으로 결정해 나간다.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디자인 패턴을 설

명하고 있다.

◆ 주파수 대역

무선 LAN의 주파수 대역에는 장애물에 강한 2.4GHz 대역과 간섭에 강한 5GHz 대역이 있

다. 설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다. 조합의 패턴은 ‘2.4GHz 대역’, ‘5GHz 대역’, 

‘2.4/5GHz 듀얼 밴드 사용’의 세 가지다.

2.4GHz 대역과 5GHz 대역은 각각의 장단점이 서로 상충하므로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장점

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이다. 또

한, TS2의 기본 구성은 동시 사용을 전제로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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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 5GHz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GHz 대역은 전파 간섭

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된 전파 환경을 제공해 준다. 5GHz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에 우

려할 점은 무선 LAN 단말의 대응 상황이다. 최근에는 제조사에서도 5GHz 대역으로의 전환

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2.4GHz 대역의 유통량에

는 미치지 못한다. 사용하는 무선 LAN 단말이 5GHz 대역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2.4GHz 대

역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표 1.2.2  무선 LAN의 주파수 대역

주파수 대역 2.4GHz 대역 5GHz 대역

대응 규격 IEEE802.11b/g/n IEEE802.11a/n

채널 수 13채널 19채널

동시 채널 수
3채널(채널 폭: 22MHz)

4채널(채널 폭: 20MHz)
19채널

전파 간섭의 가능성 크다 작다

장애물에 대한 강도 강하다 약하다

전파의 도달 거리 멀다 가깝다

대응 단말 많다 아직 적다

◆ 채널 할당

무선 LAN은 할당된 대역을 채널로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 2.4GHz 대역은 13채널로 분할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채널의 파장이 미묘하게 겹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채

널이 세 개(채널 폭: 22MHz) 또는 네 개(채널 폭: 20MHz)로 한정되어 있다. ‘1ch/6ch/11ch’과 

‘2ch/7ch/12ch’처럼 파장이 겹치지 않는 채널을 선택하고 배치한다. 어느 채널을 선택할지는 

주변의 전파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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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

1ch 6ch 

2ch 

3ch 

4ch 

5ch 

7ch 

8ch 

9ch 

10ch 

11ch 

12ch 

13ch 

22MHz 

83.5MHz 

2400MHz
（2.4GHz）  

2483.5MHz
（2.4835GHz）  

 

채널은 조금씩
겹쳐져 있음

13채널로
분할하고 있음

겹치지 않은 채널의
조합밖에 사용할 수 없음

그림 1.2.4  2.4GHz 대역의 채널

참고로 2.4GHz 대역에서 IEEE802.11n의 ‘채널 결합(Channel Bonding)’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

히 주의가 필요하다. 채널 결합은 두 개의 채널을 묶어 고속화를 도모하는 기술로 하나의 AP

에서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한다. 따라서 2.4GHz 대역에서 채널 결합을 해버리면 채널을 배

치할 수 없게 된다. 여러 AP를 배치하는 무선 LAN 환경에서 채널 결합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5GHz 대역을 사용하자.

1ch 6ch 6ch 11ch 

 

2.4GHz 대역에서
채널 결합을 하면
반드시 간섭이 발생함

간섭 발생

그림 1.2.5  2.4GHz 대역에서는 채널 결합을 하지 않을 것

5GHz 대역은 W52, W53, W56이라는 세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W52와 W53

은 각각 4채널, W56은 11채널로 분할되어 있다. 각 채널은 완전히 겹치지 않는 파장을 사용하

고 있으므로 19채널 모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채널 수가 많고, 또한 그것들

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전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19채널 중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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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선택해서 배치한다. 2.4GHz 대역과 마찬가지로 어느 채널을 선택할지는 주변의 전파 환

경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자.

36ch 40ch 44ch 48ch 52ch 56ch 60ch 64ch 

20MHz 

200MHz 

5350MHz 
（5.35GHz）  

W52  W53  

 

5150MHz 
（5.15GHz）  

100ch 104ch 108ch 112ch 116ch 120ch 124ch 128ch 132ch 136ch 140ch 

20MHz 

255MHz 

5470MHz 
（5.47GHz）  

5725MHz 
（5.725GHz）  

W56  
11채널로 분할하고 있음

 

 

8채널로 분할하고 있음

전체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전체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그림 1.2.6  5GHz 대역의 채널

◆ 전파 환경

무선 LAN 단말의 데이터 전송 속도(통신 속도)는 일반적으로 AP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라

진다. 그래서 무선 LAN 단말과 AP의 거리가 항상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AP는 조밀하게 배치하

도록 한다. AP를 조밀하게 배치하면 이번에는 간섭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

제하기 위해 AP의 출력 전파는 무선 LAN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약하게 한다.

출력 전파와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설정은 바로 AP의 데이터 전송 속도다. AP는 ‘비콘’

이라는 관리 프레임을 자신에게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전송 속도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전

송한다. 느린 전송 속도로 패킷을 보내면 당연히 공간을 넘나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것은 

아무도 전파를 발신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는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를 채용하는 무선 LAN의 세계에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 넘

나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느린 전송 속도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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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전파를 약하게 하고 느린 전송 속도를 무효화한 AP를 조밀하게 배치한다.’ 이것이 AP 배

치의 철칙이다.

 
 

 

AP와의 거리가
멀면 저속

 
AP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고속

출력 전파를
약하게

AP를 조밀하게 배치

AP와의 거리가
모두 가까워짐

AP

AP AP

AP AP

그림 1.2.7  출력 전파를 약하게 하고, 느린 전송 속도를 무효화하기

◆ SSID
TS2의 기본 구성은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의 세 개의 SSID다. 여기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사원 단말용 SSID와 

게스트 단말용 SSID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사원 단말용 SSID에 대해서다. 사원 단말용 SSID는 사원용 VLAN에 매핑한다. 사원의 

단말은 빠르고 넓고 강하게 연결해야 하므로 2.4GHz 대역과 5GHz 대역을 동시에 사용한다. 

두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듀얼 밴드 환경의 경우, SSID의 할당 패턴은 AP의 ‘밴드 선택 기

능(밴드 스티어링 기능)’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밴드 선택 기능은 듀얼 

밴드 단말을 전파 환경이 깨끗한 5GHz 대역으로 유도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AP를 사용하는 경우, 사원용 SSID를 하나만 준비해 2.4GHz 대역과 5GHz 대역 모두에 연결

한다. 듀얼 밴드 단말은 밴드 선택 기능에 의해 5GHz 대역으로 유도되고, 싱글 밴드 단말은 

클라이언트 단말의 OS상에서 보이는 SSID에 그대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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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밴드
단말

 

AP 

2.4GHz
안테나

5GHz
안테나

사원 단말용
SSID

 

사원용 VLAN

사원 단말용
SSID

 

둘 다 사원용 VLAN과
연관이 있음

2.4GHz 대역과 5GHz 대역에서
동일 SSID를 사용

밴드 선택 기능으로
5GHz 대역으로 유도

그림 1.2.8  밴드 선택 기능을 갖는 AP에서는 2.4GHz 대역과 5GHz 대역에서 동일한 SSID를 사용

밴드 선택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AP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4GHz 대역용 및 5GHz 

대역용의 두 가지 SSID를 준비하여 각각에 연결한다. 이 경우 듀얼 밴드 단말은 단말의 내

부 구현에 따라 간섭이 발생하기 쉬운 2.4GHz 대역의 SSID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5GHz 대역의 전파가 닿는 장소에서는 5GHz 대역의 사원 단말용 SSID에 우선적으로 연결하

도록 클라이언트 단말의 OS에서 설정한다. 또한, 5GHz 대역의 전파가 닿기 어려운 장소에서

는 2.4GHz 대역의 사원용 SSID에 연결한다. 단일 밴드 단말은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OS상에

서 보이는 SSID에 그대로 연결한다.

듀얼 밴드
단말

 

AP 

2.4GHz
안테나

5GHz
안테나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사원용 VLAN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둘 다 사원용 VLAN과
연관이 있음

2.4GHz 대역과 5GHz 대역에서
별개의 SSID를 사용

단말 측에서 어느 쪽을
사용할지 선택

그림 1.2.9  클라이언트 단말 측에서 어느 쪽을 사용할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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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게스트 단말용 SSID에 대해서다. 게스트 단말용 SSID는 게스트용 VLAN에 매핑한

다. 게스트가 갖고 온 단말을 최선을 다해서(베스트 에포트) 연결하면 된다. 그러므로 대상 단

말이 많은 2.4GHz 대역에만 SSID를 준비하여 폭넓은 연결 환경을 만든다.

사원 단말
게스트
단말

AP 

2.4GHz
안테나

5GHz
안테나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

 

 

사원용
VLAN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

 

 

게스트용
VLAN  

 

게스트 단말은 2.4GHz
대역을 사용함

그림 1.2.10  게스트용 SSID는 2.4GHz 대역에만 만듦

◆ 보안

암호화 방식과 인증 방식 등의 보안 설정은 SSID와 관련된다. TS2의 기본 구성에서는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

의 세 가지 SSID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사원 단말용 SSID와 게스트 단말용 SSID로 

보안 정책을 분리한다.

먼저, 사원 단말용 SSID다. 사원 단말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우선 SSID 브로드캐스트를 

무효화하여 SSID를 숨긴다. 또한, WPA2를 사용하여 보안 강도를 높인다. WPA2 인증에는 

인증 서버에서 단말을 인증하는 ‘IEEE802.1x 인증’이 있고, AP와 단말을 공통 키로 인증하는 

‘PSK(Pre-Shared Key) 인증’이 있다. IEEE802.1x 인증은 인증 서버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

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PSK 인증을 사용한다. 또한, ‘MAC 주소 필터

링’을 이용하여 더욱 강력한 보안을 구축한다.

게스트 단말용 SSID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SSID 브로드캐스트를 액티브화

해 두고 클라이언트 단말의 OS상에서 SSID가 보일 수 있도록 해둔다. 보안 방식에는 WPA 및 

WPA2를 사용하고, 인증은 동일하게 PSK 인증한다. 또한, 아울러 ‘프라이버시 차단 기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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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무선 LAN 단말기 간의 통신을 차단한다.

사원 단말
게스트
단말

 

AP 

2.4GHz
안테나

5GHz
안테나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사원용
VLAN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

 

게스트용
VLAN

 

WPA/WPA2
PSK

SSID 브로드캐스트: 무효
MAC 주소 필터링

 

WPA/WPA
PSK

SSID 브로드캐스트: 유효
프라이버시 분리기

 

 

 보안 레벨을 바꿈

그림 1.2.11  사원 단말용 SSID와 게스트 단말용 SSID로 방침을 나눔

 VLAN 설계

TS2의 기본 구성은 사원용 VLAN 및 게스트용 VLAN의 2 VLAN으로 구성된 다중 VLAN 

구성이다. 무선 LAN에서는 이 VLAN에 SSID를 연관시킨다. 여기에서는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와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에 사원용 VLAN을 할당하고,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는 게스트 VLAN에 할당한다. 2 VLAN이므로 할당하는 서브넷의 크기

와 VLAN ID만을 고려해 두면 된다. 서브넷의 크기에 대해서는 TS1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여

기에서는 VLAN ID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경우 AP에는 두 개의 VLAN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위치와 AP 사이는 트렁크 링크(태그 

VLAN)로 해야 한다. 트렁크 링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VLAN ID와 네이티브 VLAN뿐이

다. 둘 다 AP와 스위치에서 값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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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

2.4GHz
안테나

5GHz
안테나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

사원용 VLAN
192.168.0.0/24

VLAN ID: 1

게스트용 VLAN
192.168.3.0/24

VLAN ID:3

L2#1  

AP 

VLAN ID와 네이티브
VLAN을 맞추어서
트렁크 링크로 함

그림 1.2.12  게스트 액세스에는 태그 VLAN이 필요

다음 표는 TS2의 기본 구성에서 VLAN 설계의 예다. 소규모 클래스이므로 클래스 C의 프라

이빗 IP 주소를 할당하고 있다.

표 1.2.3  TS2 기본 구성의 VLAN 설계

22비트 23비트 24비트 25비트 26비트 27비트 28비트 29비트

용도255.255.252.0 255.255.254.0 255.255.255.0 255.255.255.128 255.255.255.192 255.255.255.224 255.255.255.240 255.255.255.248

1022(=1024-2) 510(=512-2) 254(=256-2) 126(=128-2) 62(=64-2) 30(=32-2) 14(=16-2) 6(=8-2)

192.168.0.0

192.168.0.0
192.168.0.0

사원용 

VLAN

192.168.1.0 빈 VLAN

192.168.2.0
192.168.2.0 빈 VLAN

192.168.3.0
게스트용 
VLAN

그런데 모든 스위치와 AP가 태그 VLAN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AP

를 사원 단말용 AP와 게스트 단말용 AP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궁리해 보자. 사원 단말용 AP는 사

무실과 게스트용 공간(회의실 등) 모두에 배치하고, 게스트 단말용 AP는 게스트용 공간에만 배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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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공간
(회의실 등)

 

 

사무실 공간 

사원 단말용
AP#1

게스트 단말용
AP#1

 

사원 단말용
AP#3

게스트 단말용
AP#3

 

사원 단말용
AP#2

게스트 단말용
AP#2

사원 단말용
AP#4

 

게스트 단말용
AP#4

 

사원 단말용
AP#6

 

사원 단말용
AP#8

 

사원 단말용
AP#5

사원 단말용
AP#7

 

그림 1.2.13  태그 VLAN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AP의 배치를 고려

AP 

2.4GHz
안테나

5GHz
안테나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1

사원용 VLAN#1
192.168.0.0/24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2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

게스트용 VLAN
192.168.3.0/24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1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2

 

사원용 VLAN#2
192.168.1.0/24

VLAN마다 SSID를
만들어 연관시킴

 

.254 .254

코어 스위치

.254

.1

FW-L3 VLAN
192.168.254.0/24

.254 

FW 

코어 스위치를 중심으로
VLAN을 할당

그림 1.2.14  VLAN마다 SSID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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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VLAN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코어 스위치를 중심으로 VLAN을 할당한다. 또한 방

화벽을 코어 스위치로 사용하는 경우는 방화벽을 중심으로 VLAN을 할당한다. 그리고 그 

VLAN에 대해 각각 SSID를 연관시킨다. 게스트용 VLAN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특

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IP 주소 설계

IP 주소는 무선 LAN 단말과 유선 LAN 단말 모두 DHCP 서버에서 배포한다. TS1과 마찬가지

로 소규모 클래스라면 별도의 DHCP 서버를 준비하지 않아도 방화벽의 DHCP 서버 기능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TS2의 기본 구성은 2 VLAN 구성이므로 사원용 및 

게스트용으로 두 개의 주소 풀을 만들어 각각의 IP 주소를 배포한다.

 라우팅 설계

TS2의 기본 구성은 사원용 VLAN 및 게스트 VLAN의 2 VLAN 구성이다. 그러나 이 두 

VLAN 간의 라우팅은 필요 없으며, 인터넷에 대한 라우팅만을 고려하면 된다. 모든 기기의 기

본 게이트웨이를 방화벽으로 하고 방화벽에서 인터넷에 대해 라우팅한다.

AP 

2.4GHz
안테나

5GHz
안테나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
  

 

방화벽

.254 

 

 

게스트용 VLAN과 사원용
VLAN의 통신은 방화벽에서 거부 

사원용 VLAN 간의
통신은 허가

게스트용 VLAN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통신을 허가 

.254 

게스트용 VLAN
192.168.3.0/24

사원용 VLAN
192.168.0.0/24

그림 1.2.15  게스트용 VLAN과 사원용 VLAN의 통신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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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VLAN 및 게스트용 VLAN을 동일 방화벽에 연결하면 방화벽의 라우팅 테이블에 경

로 정보가 등록되어 VLAN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버린다. 이 라우팅을 사용하는 통신

은 방화벽의 필터에서 거부한다.

사원용 VLAN 및 게스트용 VLAN을 완전히 분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코어 스위치와 방화벽

을 게스트용 VLAN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구성도 

간단해지고 사원용 VLAN에 무단 침입하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사원 단말용
AP#1

  
게스트 단말용

AP#1
   

게스트 단말용
AP#2

 
사원 단말용

AP#4
 

 

게스트용 공간  사무실 공간  

사원 단말용
코어 스위치

게스트 단말용
코어 스위치  

사원 단말용
FW 

게스트 단말용
FW

 

게스트 단말용
회선 

사원 단말용
회선 

사원 단말용
AP#2

사원 단말용
AP#3

그림 1.2.16  사원용 VLAN과 게스트용 VLAN을 완전히 분리

사원용 VLAN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코어 스위치에서 라우팅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 

방화벽 바로 앞쪽에서, 즉 코어 스위치에서 사원용 VLAN 및 게스트용 VLAN이 서로 라우팅

되어 버린다. 이를 방지하지 위해 코어 스위치의 ACL(Access Control List)에서 거부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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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2.4GHz
안테나 

5GHz
안테나

2.4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5GHz 대역
사원 단말용

SSID

 2.4GHz 대역
게스트 단말용

SSID

 

 

 

.254 

코어 스위치(L3 스위치)

.254  

.1 

FW-L3 VLAN

192.168.254.0/24

.254 

FW 

사원용 VLAN 간의
통신은 허가함

게스트용 VLAN과 사원용
VLAN의 통신은 L3 스위치의
ACL에서 거부   

게스트용 VLAN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통신을 허가

사원용 VLAN 
192.168.0.0/24

게스트용 VLAN
192.168.3.0/24

그림 1.2.17  코어 스위치에서 게스트용 VLAN과 사원용 VLAN의 통신을 거부

1.2.3  운용 관리의 주의점

소규모 클래스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AP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다. 때문에 이것을 운용 단계에서 커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선 LAN 환경은 사내뿐만 아

니라 회사 밖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장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 나가자.

 무선 LAN에 의한 전파 간섭

무선 LAN을 사용하는 한, 다른 전파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특히, 무선 LAN의 폭발적인 

보급을 지원한 2.4GHz 대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3채널(채널 폭을 20MHz로 했을 때

는 4채널)로 비교적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전파가 여기 저기로 날아 다니고 있다. 정기적으로 주변

의 전파 환경을 확인하여 채널 중복이 없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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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간섭이 발생하면 갑자기 연결되지 않거나 패킷이 분실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잘 연결되

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다른 전파에 의한 간섭을 의심하고 

채널을 바꿔 보자.

6ch 1ch 

1ch 

6ch 1ch 

 

 

처음에는 전파 간섭이
없는 상태

전파 간섭이
발생해 버림

누군가 멋대로
AP를 설치

그림 1.2.18  2.4GHz를 전파 간섭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음

주변의 전파 환경을 체크하면 엄청나게 많은 전파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신을 

방해하는 노이즈(간섭)으로 볼 필요는 없다. 2.4GHz 대역의 경우, 노이즈로 인식해야 하는 전

파는 채널 ±4(채널 폭이 20MHz일 때는 ±3)이고, AP 쪽에서 유효로 한 데이터 전송 속도의 수

신 감도를 넘어서는 신호 강도를 갖는 전파뿐이다. 수신 감도는 통신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호 강도를 말하며, 이는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 다르다. 고속을 요구할수록 강

한 전파가 필요하다. IEEE802.11에서는 IEEE802.11a/g의 수신 감도를 다음 표 1.2.4와 같이 규

정하고 있다.

표 1.2.4  IEEE802.11a/g의 수신 감도

데이터 전송 속도 Modulation Coding Rate
수신 감도

802.11a/g 20MHz

54Mbps 64-QAM 3/4 -65dBm

48Mbps 64-QAM 2/3 -66dBm

36Mbps 16-QAM 3/4 -70dBm

24Mbps 16-QAM 1/2 -74dBm

18Mbps QPSK 3/4 -77dBm

12Mbps QPSK 1/2 -79dBm

9Mbps BPSK 3/4 -81dBm

6Mbps BPSK 1/2 -82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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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수신 감도는 무선 LAN 단말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나 사양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값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신 감도가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

히 그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앞서 나온 표 1.2.4의 값을 

기준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앞의 표의 값을 사용하여 노이즈로 볼 전파를 추출해 보자. AP의 설정이 2.4GHz 

대역의 1ch이고 24Mbps 이하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무효로 하는 환경에서 갑자기 접속이 되

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채널이 1ch이므로 채널 대역이 겹치는 1ch에서 5ch의 전파

에 노이즈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좁혀 보자. 이어서 이 중에서 일정 값 이상의 신호 강도

를 가지는 전파를 찾는다. 이번 경우에는 24Mbps 이하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무효로 하는, 

즉 36Mbps 이상을 유효로 하고 있으므로 -70dBm 이상의 신호 강도를 가지는 전파가 노이즈

가 된다. 이러한 전파를 찾아 그 채널에서 ±5 이상 떨어진 채널로 변경한다.

 무선 LAN 이외의 전파 간섭

2.4GHz 대역은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밴드’라고 불리며, 전자레인지 및 무선 전화, 

블루투스 등 무선 LAN 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무선 LAN 단말은 무선 LAN 이외의 전

파를 모두 노이즈로 판단한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물건들이기에 사

용자에게 사용 금지를 강요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무선 LAN 이외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선 LAN 이외의 전파라도 전파

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단말에서 떨어진 장소로 이동시켜 본 다음에 그 상태를 살펴보자. 신호 

강도가 약해져 간섭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5GHz 대역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P  

 
AP  

 

 
 

간섭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간섭하기
쉬움

간섭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간섭을
회피할 수 있음

전자
레인지

전자
레인지

그림 1.2.19  간섭원을 멀리 이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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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S의 영향

5GHz 대역을 사용한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5GHz 대역에는 5GHz 대역 특유의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5GHz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AP는 항공 관제 레이더와 기상 

레이더의 전파를 포착했을 때 다른 채널로 전환하는 ‘DFS(Dynamic Frequency Selection) 기능’ 채

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DFS가 작동하면 AP와의 연결이 끊어져 순간적으로(제조사에 따라 60초 

정도)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DFS가 동작하기 쉬운 채널을 미리 체크해 두고 DFS가 해당 채

널로는 스위칭되지 않게 설정한다.

 PSK의 정기 업데이트

PSK 인증은 인증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반면, 사전 공격과 무차별 대입 

공격주1에 약하다는 설계상의 결함을 가졌다. 패스워드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면 잠겨 버리

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격하기 쉬운 것이다. 이 공격에 의해 패스워드가 유출되면 해당 패

스워드가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무선 LAN에 연결할 수 있다. PSK 인증을 사용하는 경

우는 ‘password’나 ‘12345678’ 등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패스워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업데이트하여 해당 결점을 감춰 나간다.

AP 공격자의
무선

LAN 단말

 
 

PSK:
44444

PSK:
11111

PSK:
22222

PSK:
33333

PSK:
44444

접속
시도  

접속
시도

 
 

접속
시도

 
 

접속
시도

 

접속
허가

 
 

PSK를 바꾸어
계속해서 연결
시도

어느 순간 진짜
PSK를 맞춰 버림

그림 1.2.20  PSK 인증은 무차별 대입 공격에 약함

주1  사전 공격과 무차별 대입 공격은 패스워드 입력을 여러 번 시도함으로써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사전 공격은 패스워드

일 가능성이 있는 단어 목록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무차별 대입 공격은 모든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가며 시도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