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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AppPlayback은 고객에게 배포하기 전, 네트워크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해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고객의 실제 네트워크 조건을 캡춰하여 그것을 동적 

트래픽 스트림으로 바꿔줍니다.  

AppPlayback은 시험실에서 녹취된 실제의 단일 트래픽 및 그 

어플리케이션 특성을 백 만 개까지 엄청난 규모의 트래픽 

흐름으로 복제 변환하여 재생합니다. 이 복제 재생된 트래픽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에뮬레이션에 사용하여 WAN 

가속기와 SD-WAN 게이트웨이 같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성능을 빠르고 쉽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BENEFITS  
 

Configure 실 네트워크의 특성 복제를 위한 여러 

가지의 트래픽 로드와 어플리케이션 분포 설정  

Regenerate  혼재된 여러 어플리케이션 , 프로토콜, 사용자 

습성 등의 광범위한 집합체를 포함한 다이내믹 네트워크 

트래픽의 재생   

Validate 배포 전, what-if 시나리오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와 디바이스 검증 

Eliminate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오류를 일으키는 성능 

문제 해결  

Replicate 네트워크 오류와 버그의 쉬운 재현과  

그로 인한 더욱 빠른 해결책  

Capture and replay 다양한 프로토콜, 패킷 싸이즈,     

Inter Frame Gap (IFG), Inter Burst Gap (IBG)을 

갖는 트래픽의 캡춰와 재생 

Scale  디바이스의 부하 테스트를 위해 단일 흐름을 

백 만 개의 흐름으로 복제 생성 

Ensure 제품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고객의 질 높은 경험 

보장  

Integrate Netropy 네트워크 에뮬레이터에 장착되어         

전 구간에 걸친 성능 시험 수행  
 
 
 
 

FEATURES 
 

•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일지라도 독자 캡춰하여 

대규모의 재생 수행 가능 

• 부하 시험을 위한 단일 흐름으로부터 백 만 

흐름으로의 복제 확대 가능 

• Stateful PCAP 재생 

• 최대 30,000 개의 PCAP 로드와 재생 가능 

• 큰 PCAP 파일 ( > 5 GB ) 재생 가능 

• MAC address 혹은 IP address의 범위 지정 

혹은 수정 가능 

• VLAN, QinQ VXLAN, NVGRE 와 같은 중첩 

기술로써 PCAP의 페이로드 캡슐레이션 가능 

•  오작동 패킷을 식별하여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기능  

• 어플리케이션 오류를 일으키는 진행 방향 식별  

(client to server/ server to client)  

• 사용이 쉬운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직렬 혹은 병렬 PCAP 재생 

• RESTful API를 통한 자동화 지원 



AppPlayback 은 고성능 기기 혹은 가상화 머신에서 동작합니다. 브라우저 기반의 GUI 상에서 쉽게 

설정하여 시험하거나 포괄적인 RESTful API를 통해 자동화 시험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시험을 진행하거나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고 팀 단위의 공동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쉽게 설정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USER INTER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