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을 갖춘 Apposite Technologies 의 네트워크 에뮬레이터는  

광대역망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을 아주 쉽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Apposite Technologies의 Netropy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어플라이언스 의 고성능 테스팅 기능은 민감하고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시험 평가, 고장 탐지, 최적화하는데 이용됩니다. 독자적 기술에 기초한 Netropy의 고성능 엔진은 15 개의 서로 다른 WAN 링크를 정밀하게 

에뮬레이션할 수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 토포로지를 모델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에 여러 개의 동시 평가 시험을 가능케 합니다.  

각 링크는 밴드위스, 시간 지연, 손실 등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패킷은 IP 어드레스 배열, VLAN, 어플리케이션 포트의 넘버, 혹은 다른 

패킷 지정으로써 특정 링크로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Netropy 는 4 개의 에뮬레이션 엔진을 갖춘 모델 뿐 아니라 최대 100 Gbps 급 모델도 공급됩니다.   

Netropy 네트워크 에뮬레이터는 브라우저를 통한 직관적인 그래피칼 인터페이스 ( GUI ) 를 사용하거나  시험 자동화 기기 혹은 프로그램과의 

다양한 연동 시험의 경우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설정과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밴드위스, 시간 지연, 지터, 패킷 손실 등의 네트워크 손상의 에뮬레이션 

• 즉각적인 WAN 네트워크 손상 변경 및 그 결과 보기의 실시간 처리  

• 실재의 네트워크 상황의 기록을 WAN 에뮬레이터로 불러들여 적용 가능 

• 캡춰된 파일들의 재생을 백그라운드 트래픽으로 적용 가능  

• 일반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GUI를 통한 설정  

Netropy® 네트워크 에뮬레이터 

기능 



 

 
 

사용의 편의성: Netropy 네트워크 

에뮬레이터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설정이 

가능하여 운용이 쉽고 GUI는 표준 웹브라우저 

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복수의 링크: 한 개의 에뮬레이션 엔진은 최대 

15개의 독립 링크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복수의 엔진: 동시 시험, 혹은 복수의 사용자 

환경을 에뮬레이트할 경우, 복수의 엔진을 지닌 

N91, 10G2와 10G4 가 유용합니다. 

패킷 필터링: IP 어드레스, VLAN 등으로써 

패킷을 특정 링크로 분배합니다 

최대 100 Gbps 까지의 밴드위스: 100 bps 

에서 10 Gbps 까지를 정확히 지원합니다.  

최대 20 sec. 까지의 지연 시간: 0.01 ms 

단위로 양방향 10 초 이상의 지연과 지터를  

에뮬레이션 합니다 

융통성 있는 인터페이스: N61과 N91 은 구리 

및 SFP 포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10G1 and 

10G2 는 1 혹은 10Gbps 네트워크에 쉽게 

접속될 수 있도록 1/10 Gbps 듀얼 속도의  

SFP+ 포트를 제공합니다.                              

                                                                                                 
 

 
 

 

손실과 Corruption:  Random,  Burst,  혹은 

periodic 으로 시험에 임하십시오. 음성이나 

비디오 전송의 corruption을 시험합니다.  

Capture & Replay: 초 단위로 변화하는 실 

네트워크에서의 지연과 손실을 녹취하여 

Netropy 에뮬레이터로 입력, 에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트래픽 사용: 망 밀집 조건을 

에뮬레이트할 경우, Netropy 의 독자적인 

백그라운드 기능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트래픽 

발생기나 기타 클라이언트 기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트래픽 감시: 24 시간 까지의 데이터 량을 

그래프와 링크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시험의 자동화: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로써  

시험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정확성: Netropy 는 정확성과 반복성을 

보장하므로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십시오. 

합리적 가격: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갖는 모델을 구할 수 있습니다 

 

 

 
TERRESTRIA L 

 

W I R E L E S  S 

 

S A T E L L I T  E 

 

I N T E R N E  T 

 

어플리케이션의 시험 

네트워크 설계와 비용 절감:  “what-if” 

시나리오로써 지구 각 지역에 위치한 사무소 

간 연결을 사설 유선망, 인터넷 VPN, 또는 무선 

및 위성망 중에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수행에 좋은지 효과적인 설계와 

그 때의 대역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결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검증:  네트워크에 포설 전,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동작 시켜, 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 및 고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선정: 네트워크에 가장 잘 동작하는 제품 

선정을 위해 vendor 의 제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다수 고객이 최적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WAN 가속기와 SD-WAN 제품의 

효용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고장탐지: 실 네트워크를 건드리지 않은 채, 

접수된 고장 및 불만 사항 재현에 유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Netropy 100g 
25/40/50/100Gbps 속도를 지닌 업계 최초의 
100GbE  네트워크 에뮬레이터 

 

Netropy 40g 
세계 최초의 40 Gbps 에뮬레이션 엔진 

Netropy 10g2 
두 개의 독립된 10 Gbps 에뮬레이션 엔진 

 

Netropy 10g4 
네 개의 독립된 10 Gbps 에뮬레이션 엔진 

 
10 Gbps 까지의 링크 에뮬레이션 

Netropy N91 
네 개의 독립된 1 Gbps 에뮬레이션 엔진 

Netropy N61 
1 Gbps 까지의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엔진 

 

복수의 사이트 에뮬레이션: 지역 본부와 지사, 재택 근무자, 협력사 등 본사나 중앙의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기업의 전체 네트워크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마다 달리 보일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볼 수 있음 

• 다수의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이용할 때 그 서버의 동작 확인 가능 

 

1 대 1 비교 평가 : Run separate tests side-by-side. 독립된 테스트를 1 대 1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조건이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성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 가능 

• 여러 vendor 의 제품을 비교 시험할 수 있습니다. 

•  완벽한 어플리케이션 세팅 가능 

•  네트워크 가속기 촉은 최적화 제품의 유용성 판단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높은 융통성:  수 천 개의 독립 클라이언트를 에뮬레이션하여 모발 앱,과 게임 등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 격리: 특정 장치로부터 분리,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시험: T복수의 에뮬레이션을 병행 진행하여 다양한 조건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 Throughput 

벌크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 파일 전송, 네트워크 

스토리지, 원격 백업/ 고장 수리 

 

· 응답성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파일 공유 

(CIFS), 가상화 데스크탑 (VDI),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CRM, 

ERP, 원격 억세스, 웹, 클라우드 

컴퓨팅, SAAS 

 

· 품질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시험: VoIP, 

video, IPTV 



Specifications N61 N91 10G1 10G2 10G4 40G 100G 

Capacity 

 
Emulation Ports 

 

2 Gig Ethernet 

(copper or SFP) 

8 Gig Ethernet 

(8 copper, 8 SFP, 

or 4 of each) 

2x SFP+ 1/10 Gbps 

or 2x RJ45 1G/10G 

4x SFP+ 

1/10 Gbps 

8x SFP+ 

1/10 Gbps 

2x QSFP 

40 Gbps 

2x QSFP28 

100 Gbps 

Max. Agg. Throughput 2 Gbps 8 Gbps 20 Gbps 40 Gbps 80 Gbps 80 Gbps 150 Gbps 

Emulation Engines 1 @ 1 Gbps 4 @ 1 Gbps 1 @ 10 Gbps 2 @ 10 Gbps 4 @ 10 Gbps 1 @ 40 Gbps 1 @ 100 Gbps 

Maximum Packet Rate 3 mil pps 12 mil pps 29 mil pps 59.5 mil pps 119 mil pps 32 mil pps 32 mil pps 

Maximum Frame Size 9 KB 9 KB 9 KB 9 KB 9 KB 9 KB 9 KB 

Emulation Capabilities 

 
Packet Classification 

IP source & destination address range (IPv4 or IPv6), VLAN, TCP or UDP port number, IP ToS, 

MAC address, MPLS label, or any other packet contents 

Bandwidth 100 bps – 100 Gbps in 1 bps increments (depending on model) 

 
Delay 

0 ms – 10, 000 ms or greater in each direction in 0.01 ms increments; 

constant, uniform, normal distributions; replay recorded loss, accumulate & burst 

Loss & Corruption random, burst, periodic, BER, Gilbert-Elliott, or recorded loss; data corruption; network outage 

Background Utilization 0 – 100% in increments of 0.1%; PCAP replay 

Queuing & Prioritization RED or tail drop queue management; priority or round robin queuing 

Additional Parameters Packet Reordering, Packet Duplication, MTU and Fragmentation, Queue Depth, Framing Overhead 

Interfaces 

Management 1 x Gigabit Ethernet, 1 x RS-232 serial console 

Power Supply Single Single Single Redundant Redundant Redundant Redundant 

Security SSL and SSH for secure management; per-user locking of engine configuration 

Warranty & Support 

Hardware Warranty Hardware warranty is included with product license 

Support & Maintenance Support is included with product license and software maintenance 

Ordering Information 

Part Number N61-1G N91-1G N10G1-10G N10G2-10G N10G4-10G N40G-40G N100G-100G 

Product License 1-Yr N61-R1YR N91-R1YR N10G1-R1YR N10G2-R1YR N10G4-R1YR N40G-R1YR N100G-R1YR 

Product License 3-Yr N61-R3YR N91-R3YR N10G1-R3YR N10G2-R3YR N10G4-R3YR N40G-R3YR N100G-R3YR 

Port Options N61-SFP 
N91-SFP 

N91-C4S4 
N10G1-SFP N/A N/A N/A N/A 

 

Apposite Technologies 소개   

Apposite Technologies는 IT 전문가들이 광역 네트워크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고정밀 WAN 에뮬레이션 제품을 개발, 

공급합니다. 업계 최고의 사용 편의성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용 대비 성능의 우수성으로 차별되는, 올해의 제품상 수상에 빛나는 Apposite의 Netropy 

및 Linktropy 기기는 대역폭 투자,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 및 사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Apposite의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제품은 전 세계의 선도적 기업,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정부 및 군 기관, 그리고 통신 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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