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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의 분류 및 역할 

㈜엑셈 컨설팅본부/APM팀 전 황민 

개요 

인터맥스 제품 설치 및 지원을 하다 보면 스위치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담당자와 로

드 밸런싱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스위치이다. 따라서 

스위치에 대한 이해는 좀 더 원활한 제품 지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실제 사이트에서 스위치는 Web Server 앞 단 혹은 WAS와 Daemon의 사이에 위치하는 등 필

요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위치한다. 이에 스위치를 구분하는 OSI 7 Layer 와 Layer별 스위치의 

분류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OSI 7 Layer란 

OSI Model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Reference Model)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서 개발한 모델로,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을 계층(Layer)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OSI 7 Layer로 불리 우며 다음과 같은 7 단계로 나뉘어 진다. 

[그림1] OSI7 Layer 



Part 2 APM │399 

 

L1 - Physical Layer 

실제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적, 물리적 세부 사항들을 정의 한다. 예를 들어, 핀들

의 배치나 전압, 전선의 명세 등이 이 계층에 포함된다. 허브 1나 리피터가 L1 계층에 포함된다. 

L2 – Data Link Layer 

Data Link Layer는 Point to Point간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계층으로 CRC 기반의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가 필요하다. 주소 값은 물리적으로 할당 받는데, 네트워크 카드 설정 시 

사용되는 MAC Address가 이에 해당한다. Data Link Layer의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이더넷 2이

며, 네트워크 브릿지나 L2 스위치 등이 해당 계층에서 동작하며, 물리적으로 직접 이어진 곳에

만 연결할 수 있다. 

L3 – Network Layer 

Network Layer는 여러 노드를 거칠 때마다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QoS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한다. 

L3 Layer는 라우팅, 흐름 제어, 세그멘테이션, 오류 제어, 인터네트워킹 등을 수행한다. 라우터

와 L3 스위치가 이 계층에서 동작한다. 전송 하고 자 하는 데이터를 IP Address를 이용하여 다

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드는 계층이다. 

L4 – Transport Layer 

Transport Layer 는 End to End의 사용자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 시퀀스 넘버 기반의 오류 제어 방식을 사용하며, 특정 연결의 유효성을 제어한다. L4 Layer

의 일부 프로토콜은 상태 개념이 있고(Stateful), 연결 기반(Connection Oriented)이다. 이는 

Transport Layer의 패킷들의 전송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전송이 실패한 패킷들을 다시 전송한

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잘 알려진 프로토콜로 TCP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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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 Session Layer 

Session Layer는 양 끝 단의 응용 프로세스가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동시 송

수신 방식(Duplex), 반 이중 방식(Half-Duplex), 전 이중 방식(Full Duplex)등의 통신과 함께, 

체크 포인팅과 유휴, 종료, 다시 시작 과정 등을 수행한다. 이 계층은 TCP/IP 세션을 만들고 없

애는 책임을 진다. 

1 포트가 여러 개 달린 장비로 컴퓨터들을 LAN에 접속시키는 네트워크 장치. 한 포트로 들어온 

데이터를 나머지 모든 포트로 뿌려주는 역할. 

2 LAN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로, OSI 모델의 Physical Layer 에서 신호와 배선, Data 

Link Layer 에서 MAC 패킷과 프토로콜의 형식을 정의. 

L6 – Presentation Layer 

Presentation Layer는 코드간의 번역을 담당하여 사용자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형식상 차이를 

다루는 부담을 Application Layer 로부터 덜어준다. MIME 인코딩이나 암호화 등의 동작이 이 

계층에서 이루어진다.  

L7 – Application Layer 

Application Layer 는 응용 프로세스와 직접 관계하여 일반적인 응용 서비스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Telnet 이 이에 해당한다. 

Network switch란 

Network switch는 네트워크 단위들을 연결하는 통신 장비로서 허브보다 전송 속도가 개선된 

것이다. 간단히 스위치라고 불리며, 스위칭 허브(switching hub), 포트 스위칭 허브(port 

switching hub)라고도 한다.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수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넘

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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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witch의 분류 

스위치는 OSI7 Layer을 기준으로 해당 하는 Layer에 따라 Layer 2, Layer3, Layer4, Layer7

으로 분류된다. 

 L2 스위치: OSI Layer2 에 속하는 장비로 MAC address를 참조하여 스위칭. 

 L3 스위치: OSI Layer3 에 속하는 장비로 IP주소를 참조하여 스위칭. 

 L4 스위치: OSI Layer3~4에 속하는 장비로 IP 주소 및 TCP/UDP 포트 정보를 참조

하여 스위칭. 

 L7 스위치: OSI Layer3~7에 속하는 장비로 IP 주소, TCP/UDP 포트 정보 및 패킷 

내용까지 참조하여 스위칭. 

Network switch의 역할 

L2 스위치 

스위치의 기본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L2 스위치다. 따라서 L2 스위치를 그냥 스위치로 부

르기도 한다. 

L2 스위치는 허브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도착한 패킷의 제일 앞에 있는 목적지 MAC 

Address를 보고 어떤 포트로 보낼 것인가를 판단한다.  

OSI7 Layer에서 Layer 2는 Data Link Layer 이므로 L2 스위치는 이더넷 레벨에서 동작할 뿐 

그 상위 Layer인 Network Layer 에서 동작하는 IP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IP Address

단위 서비스인 라우팅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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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L2 스위치 

L3 스위치 

L3 스위치는 OSI7 Layer중 3 단계 Layer 인 Network Layer에서 동작을 하므로 IP 스위칭이 

가능하다. 자신에게 온 패킷의 목적지가 외부에 존재하는 IP일 경우 그 패킷을 외부에 연결된 

라우터로 보내줄 수 있다. 즉, L3 스위치는 라우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림3] L3 스위치 

L3 스위치의 경우 라우터보다 가격 및 성능은 우수하나 소프트웨어 기능(F/W, IPS, VPN등)이 적

다.  

L4 스위치 

L4 Switch 는 Layer 4 단계인 Transport Layer 에서 동작한다. L4 단계의 프로토콜인 

TCP/UDP 등에서 스위칭을 수행하므로 TCP와 UDP등의 헤더를 보고 그것이 FTP인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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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SMTP인지를 구분한 후 어떤 것을 우선시해서 스위칭 할지 판단 할 수 있다. 즉, 로

드 밸런싱이 가능해 진다는 것으로 이는 L3 스위치 이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림4] L4 스위치 

L7 스위치 

L7 스위치는 OSI7 Layer중 가장 상위의 Layer인 Application Layer에서 동작을 하는 스위치

로 상당히 다양한 조건으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메일의 제목이나 문자열을 보

고 내용을 파악한다거나 HTTP 의 URL, 또는 FTP의 파일명, 쿠키 정보, 특정 바이러스의 패턴 

등을 분석해서 보안에 유리하고 더욱 정교한 로드 밸런싱을 가능케 한다. 

사실 Application 단계의 데이터를 전부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L7 스위치는 단지 패

킷의 내용을 조금 더 참조하여 좀 더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할 뿐이다. 

[그림5] L7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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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앞서 Layer에 따른 스위치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스위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상위 레

벨의 스위치가 하위 레벨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L4 스위치의 경우 L2, L3 스위

치의 기능을 제공한다. 물론 당연히 상위 레벨로 갈수록 스위치의 가격은 높아진다. 

상단의 그림으로는 Layer별 스위치에 대하여 구분이 힘들 뿐만 아니라 설명 또한 복잡하게 느

껴질 수도 있지만 요점만 살피면 다음과 같다.  

 L2 스위치: 동일 네트워크 간의 연결만 가능. 

 L3 스위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간의 연결이 가능. 

 L4 스위치: 서버나 네트워크 간의 로드밸런싱 용도. 

 L7 스위치: 데이터 안의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로드밸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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