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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네트워크가 더욱 더 복잡해짐에 따라 대규모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 성능 및 복원 보장의 요구는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신의 

마법사 설정 방식을 갖춘 TrafficEngine 은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성능을 패킷 레벨에서 벤치마크하기에 고품질의 성능 

측정을 꾀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TrafficEngine은 다양한 회선 속도의 stateless 트래픽을 

발생시켜 최대 백만 개까지 트래픽 흐름을 에뮬레이트함으로써 

빠르고 쉽게 네트워크의 복잡한 토폴로지를 검사합니다. 가장 

문제시되는 상황을 중점 테스트하여 대규모 트래픽 상황에서의 

성능, QoS 정책, 네트워크 복원 등을 보장하며 성능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실 네트워크로 가기 전에 확인하고 해결합니다. 
 



  BENEFITS  

Load Profile and Traffic Scheduling 

로드 프로파일과 트래픽 스케쥴링 마법사를 

사용하여 트래픽의 급격한 상하 변동, 변동 구간, 

반복 횟수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트래픽의 스트림 

형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최대 구간, 주중과 주말 대비, 고정 일일 측정 

간격 (FDMI), 및 기타 최대치 발생 등. 

Traffic Distribution 

트래픽 디스트리뷰션 마법사로써 각 스트림의 

밴드위스 사용을 설정합니다.  

Real Time Statistics 

TrafficEngine 은 각 포트별, 그리고 각 스트림별 

실시간 누적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Latency and Jitter Calculation 

실시간 누적과 각 스트림별 최소, 최대, 평균 지연 

시간 및 지터 계산 제공.  

Stream Based Traffic Generation 

스트림 설정 마법사로써 원하는 스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Mac address, VLAN, IP address 및 

기타 패라미터가 세트 별 패턴에서 무작위 

설정되거나 증가될 수 있습니다.  

Scale 

백만개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서로 상이한 스트림을 

한 포트에 최대 512 개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Scripting and Automation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RESTful API 제공 

Packet Editing 

헤더와 페이로드를 즉석에서 편집: increment, 

decrement, repeat, fixed, 또는 사용자 정의 가능 

Real-Time Flow Filtering and Detection 

사용자가 정의하는 추적 세팅에 의거하여 최고 혹은 

최저 성능의 흐름을 가려 배제할 수 있습니다.  
 

FEATURES 
 

• 처리량, 패킷 손실, 최소, 최대, 평균 지연 시간과 

지터 및 기타 다른 패라미터에 대한 디바이스 

성능을 쉽게 비교 테스트합니다.  

• IPv4, IPv6, TCP, UDP, HTTP, SIP, RTP 

등을 포함한 130 개 이상의 미리 구축되고 

사용자가 꾸밀 수 있는 레이어 2-7 헤더 템플릿 

제공 

• 최신의 단계별 테스트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여 

수 분 내로 설정 가능 

• 장시간 테스트를 그래픽 상에서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어날라이저  

• 다양한 페이로드 패턴 제공 – Random, 
Custom, PRBS31 

• 다양한 패킷 패턴 제공 – Fixed, Random, 

Incrementing, Decrementing 과 Butterfly 

• Inter Frame Gap (IFG) 설정 가능 

• Inter Burst Gap (IBG) 설정 가능 

• 포트 레벨에서 밴드위스 사용 지정 가능 

• 스트림, 로드 및 트래픽 배포 마법사   

• 직관적인 웹 기반의 GUI 

• 전체 및 스트림별 지연 시간과 지터 계산 

• 포트별 실시간 누적값 통계 

• 캡춰 사용과 필터 지원 

• 장기간 테스트를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오프라인 어날라이저 

• 시험 보고서 서식 편집 지원 

• 자동화 지원– RESTful API 



STREAM BASED TRAFFIC GENERATION 

TrafficEngine은 고성능 기기 혹은 가상화 머신에서 동작합니다. 브라우저 기반의 GUI 상에서 

쉽게 설정하여 시험하거나 포괄적인 RESTful API 로써 자동화 시험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시험을 진행하거나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고 팀 단위의 공동 시험도 가능합니다. 

 

USER INTERFACE 
 
 

 

 

✓ 포트당 512 개의 서로 다른 스트림 발생 

✓ 각각의 스트림은 백 만 개의 흐름으로 구성  

✓ 한 세트의 패턴에서 Mac address, VLAN, IP address 및  

기타 패라미터의 무작위 설정, 혹은 증가 설정 가능 

✓ IPv4, IPv6, TCP, UDP, HTTP, SIP, RTP 등을 포함한 

130 개 이상의 미리 구축된 레이어 2-7의 헤더 템플릿 제공 

✓ 스트림 설정 마법사에 의한 커스텀 스트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