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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  연구 리환경의 다변화와 발 방향에 비추어, 연구망을 효율 으로 운 리하기 한 시스템의 

구   운 환경을 NFV기반으로 구축하고, 발 하기 한 NFVI 구성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1. 서론

  첨단 연구환경이나 ICT의 랫폼이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 인터넷, 사용자로 구성되는 

재의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서비스는 이미 한계에 다다

랐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응용 기반으로 랫폼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응용 기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인 라 기술이 두되고 있다. 

  단순한 속(connection)을 제공했던 ICT 인 라가 고

품질, 지식 기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해서는 

다양한 디바이스  역 유무선 속, 자원  기능 

가상화, 응용 기반의 네트워킹과 컴퓨  자원 제어  리, 

서비스-ICT 자원 조율(orchestration)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해서 네트워크는 컴퓨 과 융합

하여 개방화, 가상화, 소 트웨어화로 진화하고 있으며 표

인 기술이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이다. 규모 사용자에 

한 응과 컴퓨  자원의 공유를 해서 컴퓨 은 네트워킹과 

연동하여 클라우드로 규모 컴퓨 을 구 하고 있다.

  제조업체와 사업자들이 가세하여 상기 SDN, NFV  

클라우드 분야에 한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한 미래의 

ICT 인 라가 다양성  빠른 신을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상기 기술 련 공개소 트웨어 단체들과 표 화 단체들에 

의하여 많은 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 통신사업자나 서비스사업자들이 SDN, NFV, 

Cloud 기술개발을 주도 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에서는 국가 주도 연구개발로 SDN, NFV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SDN은 2013년부터 국가 주도 연구개발 

로젝트 실행하여 SDN 컨트롤러 기술  유무선 응용 

기술을 개발하 다. 국내 서비스 사업자  통신사업자는 

SDN기술을 데이터 센터  모바일 네트워크에 용하는 

것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NFV는 2014년부터 국가 주도 연구개발 로젝트 실행

하여 NFV 핵심 기술  응용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 일부 통신사업자 주도로 ETSI NFVPoC와 NFV 

용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BMT(Benchmark Test)를 진행

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KT, KISTI, KINX 등에서 OpenStack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 LG, 다음

카카오 등은 OpenStack 기반의 사설 클라우드를 운용하고 

있다. 2014년 국가 주도 연구개발 로젝트를 통해 OpenStack 

기반 분산 클라우드 OS를 개발하고 있다. 한 여러 연구

활용분야에 NFV를 이용한 서비스환경의 구 이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본론

  지 까지 첨단연구망과 같은 고속 네트워크의 운용은 

규모가 큰 용 하드웨어 장비를 기반으로 속도 증가에 

처해왔다.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다 에 지의 비용 증가, 투자 과제와 디자인에 필요한 

기술의 희소성, 더 복잡해지는 하드웨어 장비의 통합과 운

으로 인해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

어지고 있다. 한 하드웨어 기반 장비들은 부분 생명주

기가 짧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해 

새로운 장비로 개체하는 것은 막 한 투자비를 지속

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NFV는 이런 문제를 표  IT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표  고용량 서버, 스 치,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노드, 최종 사용자 역 등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를 통합

하는 것으로 을 맞추고 있다.  NFV 기술은 Data 

plane packet processing과 Control plane function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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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network infrastructure와 Mobile network infrastructure 

모두에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SDN은 ODL  ON.Lab이 주축이 되어 클라우드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달망 역에 응용이 가능한 공개

소 트웨어가 개발될 것이다. NFV는 OPNFV와 OpenStack이 

주도 으로 인 라 리 공개소 트웨어를 발 시킬 것으로 

측된다. 특히, OpenStack은 많은 역에서 클라우드 리의 

de Facto 표 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신사업자 주도로 

진행되는 NFV는 조기 개발을 해서 재 인 라 리만 

다루고 있는 OPNFV에서 MANO를 공개소 트웨어화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 기반 NFV 개발은 가속

화될 것이며 유무선통신의 장비 시장  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SDN, NFV  Cloud는 각 역에서 계속해서 발 을 

하겠지만 상기 기술들이 융합된 응용 분야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측된다. SDN/NFV/Cloud 융합 분야가 범 하기 

때문에 구 , 상호 운용성, 안정성 등 걸림돌이 많다. 그러나 

상기 분야에서 공개소 트웨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이 되어 SDN/NFV/ 

Cloud 융합 는 단  기술이 기업/액세스/코어 유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역에 걸쳐 범 하게 용될 것

으로 측되고 있다. 

  그러나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은 필수 인 요소가 될 

것이며, 가상화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

인 legacy 환경 모니터링과는 다른 각도에서 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모니터링 툴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재까지는 가상화 기반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있어 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이다. 

NFV/SDN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표 이 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FV 아키텍처와 성능  장애를 감시/

감지하는 모니터링을 하여 NFV 기반의 네트워크 모니

터링에 한 가이드과 리데이터 검출 항목을 연구한다.

(그림 1) 서비스 구 을 한 SFC 연결도

  이를 하여, Arno 버 의 OPNFV 랫폼을 구축하여 

OPNFV의 인 라스트럭쳐 부분을 구 하고, NFV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Doctor」 로젝트에서 진행 인 가상 

인 라상에서 운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보장

하기 해 결함을 리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임워크를 

구 , 운 할 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VNF(Virtual 

Networking Function)들의 구 과 VNF manager를 구 한 

리환경을 마련할 정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구망 인 라 운 리  서비스

지원체계를 한 NFV 인 라스트럭처의 설계  구축을 

하여, 향후 네트워크 시장을 선도할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기술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랫폼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 벤더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   NFV 시장에 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ICT 시장에 응을 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NFV는 다양한 용 기술들을 한데 묶어 표 화

하여 기술개발과 용을 더욱 쉽게 해  수 있는 것은 물론, 

용 장치를 새로이 만들고 배치하는 물리 인 한계를 

일수 있으며, NFV+SDN Hybrid를 통해 Data plane과 

Control plane을 분리하면 더욱 더 성능을 높이고 구  

비용은 일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시장 수요가 높은 

NFV  가상화 테스트/망운용 기술을 확보하여 클라우드 

 인 라 응용 기술 등과 목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활성화하고, Open Source 기반으로 NFV 장애 리 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첨단연구망 등에 용하고 다양한 3rd 

Party 응용 소 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 트웨어  네트워킹 서비스 기술 신의 토 를 마련

하여 형 로벌 벤더 주의 장비 시장 구조로 야기된 

네트워킹/컴퓨  장비의 해외 의존성 탈피  핵심 시스템 

랫폼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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