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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CA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트래픽 사용량 패턴을 분석 하기 위해 
구현된 가입자 트래픽 측정 분석 시스템을 소개한다. 가입자 단말의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수집

하고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수집된 트래픽 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 패턴을 분석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의 
트래픽을 특정 군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일 시간에 트래픽을 수집하고 분

석하였다는 것이다. 분석은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 트래픽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최번시 
인터넷 가입자 중 사용자 비율, 가입자의 평균 트래픽 속도, Heavy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 패턴의 
분석 통계 정보를 제시한다. 이런 정보들은 CA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네트웍 설

계 및 종량제, 마케팅 전략 등의 의사 결정 정보로 이용 될 수 있다. 
 

 
1. 서론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PC 사용의 

생활화와 멀티미디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3 년 
말 기준으로 8 백 5 십만을 넘었으며, 이 
중 CATV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32%을 차지하고 
있다[1]. 이런 가입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인터넷 
초고속 사업자들은 백본망 증설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교육방송 수능 
강의에서 출제 된다는 교육부 방침이 발표 됨에 
따라 국내 ISP 사업자들은 가입자 트래픽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했다[2]. 특히, 네트웍 자원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CA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이 가장 많고, 
트래픽이 집중 되는 시간대(이하, 최번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하였다. 

CA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최번시에 
가입자가 몰리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저하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분석 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가 최번시 실제 사용하는 비율과 
유발하는 트래픽량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CATV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최번시 트래픽 
사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2. 인터넷 사용자 트래픽 측정을 위한 
구성 환경 분석 
 
CATV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트래픽 측정 및 

분석을 위해 CATV 망의 인터넷 서비스 구조와 
가입자 측 단말인 케이블 모뎀(Cable Modem, 이하 
CM) MAC Address 정보와 가입자 정보, CM 을 
관리하는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이하 CMTS) 장비 정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2.1 CATV 인터넷 서비스망 구조 
그림 1 과 같이 CATV 서비스망의 구성은 

분배센타 (SO)에서 가입자 중심에 위치한 
ONU 까지의 광케이블 구간은 Star 형으로 구성되고 
ONU 에서 가입자 댁내까지의 동축케이블 구간은 
Tree & Branch 형으로 구성된다. 광케이블 구간은 
광송ㆍ수신 장치,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상ㆍ하향 
광전송 선로를 별도로 구성하고 동축케이블 구간은 
동축 증폭기(TBA), 수동 소자(Splitter, Tap-off 등),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동일 동축케이블에 주파수 
대를 분리하여 상ㆍ하향 전송로를 구성한다. 

CATV 망을 이용한 인터넷 초고속 서비스망의 
특징은 네트웍 자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위한 네트웍 장비들 중 주요한 장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측에서는 CMTS 장비이며 
가입자 측면에서는 CM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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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TV 서비스망 구성도 

 
가입자 단말인 CM 은 네트웍 Topology 상의 

CMTS 포트에 연결 되어 있으며, 수십~수백 개의 
CM 이 CMTS 포트에 연결 된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 CM 이 CMTS 포트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가입자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다. 상향 포트에 많은 CM 이 접속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가입자 품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하향 포트는 해당 카드 전체의 상향 
포트(보통 4~6) 의 하향 트래픽을 처리한다. 
이런 CA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에서는 

최번시에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망 
특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번시에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패턴과 트래픽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웍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2 인터넷 사용자 CM 및 부가 정보 

인터넷 사용자의 트래픽 측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 정보이다. 
요구되는 정보는 가입자 단말인 CM MAC 주소, 
서비스 속도, 접속 CMTS 정보, 서비스 회선 수 
등이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CM 이 어떤 
CMTS 장비와 연결되는지 알 수 있고, CMTS 장비를 
통해 사용자 트래픽을 측정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 정보는 가입자 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DB 화 하였다. 
 
2.3 CMTS 정보 구성 

그림 1 의 CATV 서비스망 구조와 같이 가입자 
CM 은 CMTS 장비에 접속된다. 따라서, 가입자 
CM 에 대한 트래픽 수집을 위해서는 CMTS 정보가 
필요하다. 가입자 트래픽 분석 시스템에서는 

CMTS 장비 정보와 트래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Telnet CMTS 에 접속해야 함으로 Telnet ID, Password 
정보를 관리한다. 

 
 

3. 가입자 트래픽 수집 방법 
 

3.1 가입자 트래픽 수집 방안 
가입자 트래픽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인터넷 사용자의 트래픽을 
어떻게 수집하고 측정하느냐 하는 방법이다.  
가입자 트래픽을 장비로부터 수집하는 방법은 
망관리 표준 프로토콜인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을 사용하는 방법과 벤더가 
제공하는 CLI (Command Line Interpreter)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 SNMP 사용 

SNMP 는 망관리 표준 프로토콜로써 장비 나 
벤더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A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해서는 DOCSIS 
표준 MIB[4]이 제공된다. 따라서, 이 표준 MIB 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장비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 트래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MAC 별 In/Out bps 가 수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DOCSIS MIB 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장비 
제공 업체인 Cisco 사의 Private MIB 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입자 CM 별 트래픽 사용량을 수집할려면 
CM MAC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SNMP Get-
next 을 사용하여야 한다.  

CMTS 장비에 평균 2500 명의 가입자가 
수용되는데.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2500 번의 
SNMP Get-next 가 이루어져야만 특점 시점의 
가입자 트래픽을 알 수 있고, 결국에는 두번의 
샘플링을 하여야만 트래픽 계산이 가능하므로 
5000 번의 Get-next 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실제 
CMTS 에 부하를 줄 수 있다. 이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Get-next 시 마다 시간 갭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성능 수집 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 CLI 의 이용 

SNMP 를 이용하여 가입자 트래픽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망관리 표준에 따른 방법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CMTS 장비의 부하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리고 구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벤더의 CLI 를 사용하였다. 
CLI 명령은 해당 장비에 Telnet 으로 접속 후 
장비업체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사용된 장비는 Cisco 사의 CMTS 였으며 
Cisco CMTS 의 CLI 를 분석한 결과, CMTS 장비가 
CM 의 상향과 하향 트래픽 증가량을 Counter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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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였으며 가입자 CM 별 트래픽을 조회하는 
명령어도 매우 간단하였다. 즉 하나의 명령으로 
CMTS 접속된 모든 사용자 CM 에 대한 트래픽 
사용량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CMTS 
가 Cisco 장비인 경우 “Cable modem counters” 명령을 
사용하면 CM 에 대한 트래픽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별 트래픽에 대한 실제 계산에 
필요한 명령어는 단 2 회 뿐이며, 이를 통해 
CMTS 에 과도한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가입자 트래픽을 수집 할 수 있었다.  

 
3.2 가입자 트래픽 수집 시 고려 사항 
 가입자 트래픽 수집 시 고려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가입자 규모 문제점 
가입자 트래픽을 수집 관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트래픽을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가입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DB 가 필요하며, 
트래픽 수집 시 수집 주기에 대한 동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100 만 이상의 
가입자 트래픽 정보를 동일 조건하에서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 조건, 즉 동일한 시간대에 
수집하지 않으면 전체 가입자 트래픽 데이터의 
일관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조건하에서 가입자 트래픽 수집을 완료해야만 한다. 

 
2) CM 동작 상태에 의한 Counter 값 변환 
앞에서 언급 했듯이 CMTS 는 CM 에 대한 트래픽 

변화 량을 관리 한다. 이때, CM 이 Reset 되어 질 
경우, Counter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입자 CM 의 트래픽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Reset 시 마다 Counter 값이 
변한다면 트래픽 수집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필드에서 시험 해 본 결과, CM 이 Reset 되더라도 
Counter 값은 기존 값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가입자 트래픽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 정보이다. 가입자 모뎀은 망 운용자나 
가입자에 의해 언제든 Reset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는 CM Reset 전후 Counter 값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3) 가입자 CM 을 통한 BPS 계산 방법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CMTS 는 가입자 
CM 의 상하향 트래픽량을 Counter 값으로 관리한다. 
Counter 값은 232 (4294967296)값이 Max 임으로 이 값 
이상이 되면 Reset 된다. 이를 BPS(Bit Per Second)로 
변환 시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 트래픽은 MRTG 
(Multi Router Traffic Grapher) 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5 분 평균 BPS 을 사용하였다. 즉, 수집 

주기 5 분을 사용하여 각 주기에 측정된 Counter 
값을 BPS 로 변환하고 이를 CM 에 대한 
트래픽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2. CLI 를 통한 CMTS 트래픽 Counter 측정 

 
4) 인터넷 실 사용자 정의 

CATV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입자측 모뎀인 
CM 을 On 상태로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판단은 CM 의 ON 상태로는 판단할 수 없고, 
트래픽 사용량의 변화에 의해서만 판단 할 수 있다. 
CM 은 Online 상태에 있을 때, CMTS 장비와 
주기적으로 동기를 맞추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 
교환을 한다. 이때 발생되는 트래픽은 아주 적은량 
임으로 트래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CM 에서 최소한의 트래픽이 발생 되어야만 실제 
인터넷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4. 가입자 트래픽 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4.1 가입자 트래픽 측정 시스템 구성 
가입자 트래픽 관리 시스템 구성(그림 3 

참조)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고객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 CMTS 에서 가입자 트래픽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부분, 이를 통계적 분석 정보로 
가공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4.2 가입자 단말 트래픽 수집 절차 

인터넷 사용자의 트래픽을 수집하는 절차는 아래 
그림 4 와 같다.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C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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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통하여 사용자 CM 별 트래픽을 수집하는 
부분, BPS 로 계산하고 장비별 File 로 저장하는 
부분, 장비별 파일을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 가입자 트래픽 측정 분석시스템 구성도 

 
장비로부터 가입자 CM 의 트래픽 수집은 각 

장비에 Telnet 으로 접속하여 CLI 명령을 통해 
가능하다. 전체 CMTS 장비는 약 660 여대 이며, 
CMTS 에 동시에 접속하고 일관성 있게 트래픽을 
수집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 
가입자 CM 의 트래픽 정보를 측정 주기에 따라 
동기화를 유지하여 수집하고 이를 5 분 평균 
BPS 로 변환 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트래픽 측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트래픽 수집 프로세는 가입자 CM 트래픽 수집 

시 전국에 있는 모든 CMTS 에 일관 접속하여 
동일 시간대에 가입자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해서 즉, 수집 시간 동기화를 위해 장비별로 
Thread 를 생성하였다. 각 장비 수집 Thread 들은 
CLI 명령을 통해 CM 의 Traffic Counter 값을 
수집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한다. 이 방식을 
통해 약 660 여대의 CMTS 에서 CM 별 
트래픽을 수집하여 파일로 저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 초 이내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가입자 규모가 늘어 CMTS 장비가 1000 대가 
되더라도 가입자 트래픽을 수집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비별로 수집된 CM 의 Counter 값은 주기에 
따라 계속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파일을 
통해서 주기에 맞게 5 분 평균 BPS 값으로 

변환 후 이를 다시 BPS 파일로 생성하여 
관리하였다. BPS 로 변환하여 파일로 
저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서버의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약 30 초 이내에 
가능하였다. 

 

 
그림 4. 가입자 CM 트래픽 수집 절차 

 
4.3 가입자 트래픽 저장 

가입자 트래픽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도 
성능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도 성능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가입자 규모가 대용량이기 때문이다. 
대용량의 가입자 트래픽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가입자 트래픽 데이터를 
건 별로 Insert 하지 않고, 가입자 트래픽 데이타를 
특정 포맷의 파일로 저장 한 다음, 이를 load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수집 모듈에서 가입자 트래픽 
파일을 DB Load 가 가능한 파일로 생성하고, 저장 
모듈에서 이 파일을 DB 에 Load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100 만 건의 
데이터를 DB 에 Insert 하는데 약 6~7 분 정도 소요 
된다. 
 
 
5. 인터넷 사용자 트래픽 사용량 패턴 

분석 
 

인터넷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량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트래픽 정보는 1 주일간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5.1 가입자 트래픽 사용량 패턴 분석을 위한 가정 
 인터넷 사용의 최번시 설정 
최번시 결정은 CMTS 장비 트래픽 량을 분석하여 

설정 하였다. 분석한 결과, CATV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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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망에서 트래픽이 폭주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 대는 22:00 ~ 01 까지 였다.  이 
시간대 중, 22:00 ~ 24:00 까지의 2 시간을 이 
논문에서는 최번시로 설정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체 가입자. 대상 가입자, 

실제 사용 가입자로 분류 하였다. 
- 전체 가입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 고객 
- 대상 가입자는 측정 시스템에서 트래픽 

측정이 가능한 가입자 
- 실제 사용자는 5 분 평균 bps 가 

10bps 이상으로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입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가입자 트래픽 측정은 가입자별 사용 회선을 

고려하였다. 모뎀 하나에 여러 회선을 사용할 
경우, 가입자 별 평균 BPS 는 CM BPS 를 회선 
수로 나눈 값을 사용 하였다 

 
 Heavy 사용자 선정 방법은  

- 총 트래픽 대비 트래픽 점유율 
- 인터넷 사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 결과 전체 트래픽 
대비 점유율이 35%, 인터넷 사용자 대비 2% 
수준인 하향 700 KBps 이상 사용자를 Heavy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 
보조적으로 600K 이상 사용자를 Heavy 사용자로 
분류하여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였다. 
 
5.2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 현황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 중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표 1 과 같이, 측정 가능 가입자의 약 
60%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 비율 

 
5.3 최번시 가입자 하향 평균 속도 

표 2 는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의 하향 평균 

속도를 전체 사용자, 실 사용자 기준으로 보여준다.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의 평균 속도는 측정 가능 
가입자 기준 43 KBps, 실 사용자 기준 71 KBps 였다. 
이런 정보들은 가입자망 네트웍 설계 시 유용한 
정보로 사용 할 수 있다. 

 

 
표 2.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 평균 속도 

 
5.4 트래픽 사용 현황에 따른 가입자 분포 

최번시 실제 인터넷 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60% 였다. 여기서 주요 관심 사항은 상위 트래픽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 대비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림 5. 인터넷 사용자 트래픽 사용량 분포 

 
그림 5 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트래픽 사용량 

그래프이다. 실제 사용자의 상위 1%가 전체 트래픽 
22%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의 사용자 42% 
트래픽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6. Heavy 사용자 트래픽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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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Heavy 
사용자들의 트래픽 패턴을 집중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 

 
6.1 최번시 하향 600Kbps 이상 사용자 분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사용자의 상위 
3%가 전체 트래픽의 42%을 점유하였다. 이런 
상위의 트래픽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패턴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최번시 하향 
600Kbps 이상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표 3. 하향 600K 이상 사용자 트래픽사용량 

 
표 3 은 하향 600K 이상 사용자 군의 트래픽 

사용량에 대한 트래픽 점유율, 사용자 비율 
분포이다. 사용자 비율은 실 사용자 2.4% 수준 
이였으며, 트래픽 점유율은 전체 트래픽 대비 약 
38%를 차지 하였다. 
 

 
표 4. 하향 700K 이상 사용자 트래픽 분포 

6.2 최번시 하향 700Kbps 이상 사용자 분포  
6.1 에서 최번시 하향 600K 이상 사용자의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하향 700K 이상 
사용자의 트래픽 분석 결과이다. 

표 4 는 하향 700K 이상 사용자 군의 트래픽 
사용량에 대한 트래픽 점유율, 사용자 비율 
분포이다. 사용자 비율은 실제 인터넷 사용자의 
1.99%, 트래픽 점유율은 약 35.2%를 차지 하였다. 

 
6.3 빈도수에 의한 Heavy 사용자 트래픽 패턴  

700K 이상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 비율은 전체 사용자의 약 1.99%, 
트래픽 점유율은 약 35%를 차지 하였다. 이런 소수 
Heavy 사용자들은 어떤 인터넷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위해, 최번시 동일 
Heavy 사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과도 트래픽을 유발 
하는지를 분석 하였다. 분석한 방법은 일별로 600K, 
700K 이상 사용자 군을 선정하고 이런 사용자 군에 
포함된 사용자가 7 일중 몇 일 동일 사용자가 검출 
되는지에 대한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1) 600K 이상 사용자 일별 중복 사용 빈도 수 

그림 6 은 하향 600K 이상 사용자에 대한 
일별 사용 빈도수에 대한 분포이다. 7 일중 3 일 
이상 사용 한 비율은 46.6%, 4 일 이상 사용한 
비율은 24.9%, 5 일 이상 사용한 비율은 1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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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600K 이상 사용자 일별 사용 빈도수 

 
2) 700K 이상 사용자 일별 중복 사용 빈도 수 

그림 7 은 하향 700K 이상 사용자에 대한 일

별 사용 빈도수에 대한 분포이다. 하향 700K
이상 사용자가 7 일중 3 일 이상 사용한 비율

은 43.2%, 4 일 이상 사용한 비율은 16.2%, 5 일 
이상 사용한 비율은 6.1% 였다. 

이와 같이 Heavy 사용자군의 일별 사용 빈

도수를 분석한 결과,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할 것은, Heavy 사용자가 7 일중 3 일 이상 과

도하게 트래픽을 사용 할 확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수치는 트래픽

을 많이 사용하는 특정 사용자 군이 존재하

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7. 700K 이상 사용자 일별 사용 빈도수 

 
 

7. 결론 및 향후연구 
 

연구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CA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는 최번시 전체 가입자의 약 
60% 가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며, 이런 실제 사용자 
중 트래픽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가정하였던 하향 700K 이상을 
Heavy 사용자로 가정 할 경우, 사용자의 비율은 
약 2%, 트래픽 점유율은 35%을 차지 한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런 Heavy 
사용자들의 일별 사용 패턴을 분석 한 결과, 동일 
사용자가 7 일중 3 일을 사용 할 확률은 46% 
정도였다. 이 사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특정 사용자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인터넷 트래픽은 이런 소수 인터넷 
Heavy 사용자에 의해 좌우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특히 CA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에 있어, 소수 Heavy 사용자에 의해 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가입자들은 동일한 
요금을 내고 사용하지만, 사용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ISP 사업자 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문제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위해서도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Heavy 사용자 들의 트래픽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도 종량제 실시 
여부의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ISP 사업자들은 종량제를 
통하여 망 트래픽 감소 효과와 더불어, 고객에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번시 인터넷 사용자 평균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망 구축 계획시 의사 결정 기반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량 패턴 분석은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량 패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또한, CATV 초고속 서비스 사용자뿐 만 
아니라, ADSL 과 같은 다른 매체 사용자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면 보다 폭 넓은 특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ADSL 가입자 트래픽 분석은 
DSLAM 장비를 통해 가입자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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