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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비용 감을 해 서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다.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부분 하이퍼바이  기반의 서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며, 이 경우 

하드웨어 가상화를 통해 커  단에서 많은 I/O와 리소스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하이퍼바이  기반

의 서비스는 느리다는 단 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컨테이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컨테이  기반의 네트워크 한 문제 이 존재한다. 컨테이  기반의 네트워크는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어렵고, 기존의 컨테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 송 성능

이 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  오 스트 이션 툴인 Kubernetes와 SDN (Software-Defined 
Network) 기반의 가상 용 네트워크 연계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합한 컨테이  네트워크를 연구하여 

이의 문제 을 해결한다. 즉, 가상 용 네트워크와 Kubernetes의 연계를 통해 고성능의 유연한 네트워

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임워크를 개발하여 기존 컨테이  기반 네트워크와 비교하고 성능을 검증했다.  

1. 서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 하는 Amazon, 

Google, Naver, 다음카카오 등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데이

터센터 운 의 비용을 이기 해 노력한다. 서버들은 평

균 15% 미만으로 매우 낮은 활용도를 보여주며, 가상화 

소 트웨어는 그러한 활용도를 평균 4배 이상 높여 다. 

이는 가상화될 수 있는 모든 워크로드의 경우에 기업들이 

물리  서버의 수를 1/4정도로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1]. 데이터센터 측면에서 비용을 이기 해서는 서

버 자원의 낭비를 여야 한다. 서버 자원의 낭비를 이

기 해 기업들은 서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데, 서버 

가상화 기술은 서버의 리소스들을 논리 으로 나 어 다

양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서버 가상

화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은 하이퍼바이 를 이용한 기술

과 컨테이 를 이용한 기술로 나  수 있다.

하이퍼바이 를 이용한 기술의 경우 OS를 자유롭게 설

치할 수 있는 반면 하드웨어 가상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  단에서 많은 I/O를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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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시 시스템이 무겁고 느리다는 문제 이 있다

[2].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컨테이  기반의 

가상화 기술이 등장하 다. 컨테이 는 가상화 기술의 하

나이며, 추가 인 OS를 설치하여 가상화하는 방법을 개선

하기 해 로세스를 격리하여 가볍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기술이다. 컨테이  기반의 오 소스 가상화 랫폼

을 Docker라 하며, 구 에서 Docker를 오 스트 이션하

는 툴인 Kubernetes[3]을 개발했다. Kubernetes는 여러 

의 호스트에서 컨테이 를 실행시켜주며, 호스트 간 컨테

이  네트워킹과 호스트 머신의 리소스를 분배 등의 문제

를 해결해  수 있는 툴이다. 다만 컨테이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Container Network interface, CNI)를 구성할 때, 

기존 CNI의 경우 성능 하 문제가 제기되며,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4].

KREONET[5]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이 

리· 운 하는 국가 R&D 연구망이다. KISTI에서는 

KREONET 기반의 차세  서비스 모델로 소 트웨어 정

의 네트워크(SDN) 기반의 역통신망 인 라인 

KREONET-S[6]를 구축  개발하고 있다. KREONET-S

는 국내  국제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KREONET-S 인 라의 모든 네트워크 요소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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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  클라우드 컴퓨  랫폼 구조

SDN 네트워크 운 , 리  서비스를 한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ONOS)[7] 제어 랫폼에 의

해 동작한다. 특히 KREONET-S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고성능의 네트워크를 짧은 시간 내 구축하여 용량 데이

터 송과 리를 요구하는 첨단 업연구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가상 용 네트워크 (Virtually Dedicated Network, 

VDN)의 동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VDN의 주요 서비

스로는 VDN 슬라이싱, VDN 페더 이션, 가상망 근제

어(vNAC), VDN DHCP 등이 있다. VDN 슬라이싱은 오

 로우의 미터 테이블을 활용하여 임의의 호스트 그룹

에 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역폭을 보장할 수 있는 네

트워크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VDN 페더 이션은 서로 다

른 SDN 네트워크 도메인 간 연계 정보를 생성하여 

JSON 형식으로 교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간 연결 호

용된 호스트들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vNAC은 외부 IP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호스트들이 외부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통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고, vDHCP는 가상 용망 참여 호스트들의 IP를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본 논문에서는 용량의 과학데이터의 고속 송 서

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VDN과 

Kubernetes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CNI를 개발하고 성능 

시험을  수행했다. 개발된 CNI를 KREONET-S에 용하

여 ONOS 컨트롤러를 통한 시스템 가시화를 진행했으며, 

성능 시험을 통해 해당 CNI의 우수성을 보이고자 한다. 

2. 오  클라우드 컴퓨  랫폼 개발

본 논문에서는 VDN과 Kubernetes의 연계를 통하여 오

 클라우드 컴퓨  랫폼을 개발하 다. 기존의 

Kubernetes의 네트워크 구조와 개발한 오  클라우드 컴

퓨  랫폼에서 Kubernetes의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CNI와 개발한 CNI의 차이에 

해 설명한다. 

(그림 1) Kubernetes의 구조

기존의 Kuberntes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기존의 

Kubernetes의 네트워크 구조는 Proxy를 이용하여 주요한 

네트워크 룰을 설정하고 로드밸런싱을 수행한다. 

Kubernetes에서 생성되는 Pod들은 처음 생성될 때 IP를 

배정받아야 생성되기 때문에 DHCP 서버가 필요하며, 생

성될 때 어떤 Node에 생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소스의 

치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패턴을 

Service Discovery Patten이라고 한다. Kubernetes는 

Service Discovery Patten을 해결하기 해 내부 DNS서

버를 이용한다. 새로운 리소스가 생성되면, 리소스에 한 

IP와 DNS이름을 맵핑하여 리소스에 근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오  클라우드 컴퓨  랫폼의 구

조는 그림 2와 같다. 오  클라우드 컴퓨  랫폼에서 

Kubernetes의 네트워크는 VDN과의 연계를 통하여 네트

워크를 구성한다. Kubernetes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기 

해서는 리소스 생성 이 에 IP를 할당 받아야한다. IP를 

할당받기 해서는 기존에 네트워크를 수행하던 Proxy의 

기능을 제거하고, VDN의 Rest-API를 이용하여 vDHCP

로 부터 IP를 할당 받는다. Kubernetes의 마스터 클러스

터에서 컨트롤 인을 통해 VDN REST-API를 이용하

여 vDHCP 정보를 가져와 Pod에 IP를 할당한다. 생성된 

Pod은 개발된 CNI 두 가지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

인을 구성 후 Pod의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CNI는 Macvlan과 Host Device 두 

가지의 네트워크이다. 기존에 Kubernetes에서 사용하는 

CNI들은 리지 네트워크와 오버 이네트워크 방식을 사

용하 기 때문에 성능 하의 문제가 생겼지만, 본 논문에

서 개발한 CNI는 컨테이 와 호스트 사이의 리지를 제

거함으로써 보다 간단하고 원활한 네트워크의 구조로 개

발되었다. 한 두 가지의 기능의 차이 은 Macvlan은 다

수의 호스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하여 개발되

었으며, Host Device의 경우 하나의 Pod이 하나의 NIC을 

할당받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에 높은 역폭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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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ubernetes 성능 테스트 환경

(그림 4)  Kubernetes 1Gbps 테스트베드를 통한 

CNI 성능 측정 결과

요로 하는 시스템에 용하기 하여 개발되었다. 

3. Kubernetes 성능 테스트 환경

본 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CNI와 개발된 CNI를 

용한 Kubernetes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후 네트워

크의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자 한다.

Kubernetes의 CNI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기 한 환경

은 그림 3과 같다. 한 의 서버에 Master와 Node를 설치

하여 Kubernetes를 구성하 으며, Master의 경우 

Virtualbox를 이용하여 가상머신(VM) 에 Master를 구

성하 으며, Node는 실제 서버 호스트에 구성하 다. 

LAN 구간이 아닌 WAN 구간에서의 CNI 성능 검증을 

하여 에 그림 3의 Kubernetes 환경을 구성하고 부산

에는 성능 측정 서버를 구축하 다. 그리고 SDN을 기반

으로 의 Kubernetes로 생성한 Pod과 부산의 성능 측

정 서버 사이에 1Gpbs 역폭을 지닌 가상망을 구성하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 다. 이의 실험에서는 기존에 사용

하던 CNI  Calico, Flannel, Weave Net을 사용하 으며, 

본 논문에서 개발한 CNI 한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테

스트를 수행하 다. 한 개발된 CNI를 용한 

Kubernetes 환경간의 성능 테스트를 하여 과 부산

에 각각 독립 인 Kubernetes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성하

고, 이들 사이의 10Gbps 가상망을 생성하여 의 Pod과 

부산의 Pod 간에 성능 측정을 수행하 다.

한편, 실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서버의 네트워크 

성능 측정 로그램인 Iperf3를 이용하여 성능 측정을 수

행하 으며, 각 CNI 별로 1000  동안의 성능측정을 수행

하고 이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4. 성능 결과

본 장에서는 Kubernetes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CNI인 Calico, Flannel, Weave Net과 본 논문에서 개발한 

CNI의 성능 결과를 보인다.

표 1은 Kubernetes의 5 가지 CNI의 성능 결과를 나타

낸 표이다. 그림 4은 1Gbps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호스트

와 성능측정 서버와의 성능측정 결과와 기존의 

Kubernetes의 3 가지 CNI의 성능 측정 결과와 개발된 

CNI의 성능측정 결과 그래 이다. 그림 4를 보면 Calico

는 평균 904Mbits/sec의 성능을 보이며, Flannel의 경우 

평균 895Mbits/sec의 성능을 보이며, Weave Net의 경우 

평균 905Mbits/sec의 성능을 보인다. 한편, 본 논문에서 

개발한 CNI인 Macvlan의 성능은 938Mbits/sec의 성능을 

보이며, Host device의 경우 평균 940Mbits/sec의 성능을 

보인다. 즉, 1Gbps의 역폭에서 성능측정을 수행하 을 

때, Macvlan과 Host device의 성능이 실제 호스트의 성능

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며, 기존의 CNI 3가지에 비해 

30Mbits/sec 이상 성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Gbps의 역폭에서 개발된 CNI를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을 때, Macvlan의 경우 평균 9.7Gbits/sec의 성능

을 보 으며, Host device의 경우 평균 9.88Gbits/sec의 성

능을 보 다. 그림 5의 그래 를 보면 Macvlan의 경우 성

능은 높지만, 불안정한 네트워크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Host-device의 경우 안정 인 네트워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Host-device의 경우 실제 호스트의 NIC을 할

당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높고 안정 인 성능을 보장 할 

수 있다. 한 개발된 CNI의 경우 VDN과 연계하여 유연

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VDN의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의 네트워크와 같이 복잡한 네트워

크 설정 없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안에 강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6은 오  클라우드 컴퓨  랫폼을 

KREONET-S에 용하 을 때, Kubernetes에서 생성된 

Pod이 ONOS 컨트롤러를 통하여 시스템 가시화의 가능성

을 확인한 그림이다. 그림을 통해 과 부산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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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NOS GUI를 통해 연결된 Pod 확인

(그림 5) Kubernetes 10Gbps 테스트베드를 통한 

개발된 CNI 성능 측정 결과

Kubernetes 시스템을 통해 Macvlan과 Host Device CNI

를 이용하여 Pod을 생성하 고, 재 생성된 Pod이 

ONOS UI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5. 결론

데이터 센터에서 가볍고 확장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컨테이  기반의 서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한다. 

컨테이  기반의 서버 가상화의 문제 으로 네트워크의 

성능 하  유연성의 문제 이 제기 된다. 이를 해결하

기 해 Kubernetes와 VDN을 연계한 오  클라우드 컴

퓨  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  클라우

드 컴퓨  랫폼에서 개발된 CNI와 기존의 Kubernetes

에서 사용되던 CNI인 Calico, Flannel, Weave Net, 

Macvlan, Host Device을 Software-Define Wide Area 

Network (SD-WAN) 구간인 과 부산 구간에 시스템

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성능 측정을 수행한다. 1Gbps 역

폭에서 테스트를 수행한 성능 측정 결과 Calico의 경우 

904Mbis/sec, Flannel의 경우 895Mbits/sec, Weave Net의 

경우 905Mbits/sec의 성능 결과를 보 으며, 개발한 CNI 

 Macvlan의 경우 938Mbits/sec의 성능을 보 으며, 

Host Device의 경우 940Mbits/sec의 성능을 보 다. 성능 

결과 기존의 CNI를 사용할 경우 릿지와 오버 이 방식

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높은 성능 결과를 가져

오기 힘들었지만, 개발한 CNI의 성능은 실제 호스트의 성

능과 유사한 성능 결과를 가져왔다. 한 10Gpbs 역폭

에서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9.7Gbits/sec 이상의 성능 결

과를 보 다. 이를 통해 개발된 CNI의 성능 우수성을 증

명하 다.

6.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 개발한 오  클라우드 컴퓨  랫품을 이

용하여 가상화 환경에서 고성능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추후에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랫폼을 이용하여 

고성능 과학기술 빅데이터 송 노드인 Data Transfer 

Node (DTN)[8]를 구성하고, KREONET-S를 통해 동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는 Science DMZ[9] 모델의 가상

화를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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