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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데이터의 대용량화로 인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

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

워크로 스마트 인터넷이 등장하였다. 스마트 인터넷은 네트워

크 트래픽 등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자원을 할당, 재배치하

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이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 인터넷을 위한 요소 기술로써, 가상 스위

칭, 오버레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API 기반 네트

워크에 관하여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Ⅰ. 서 론 

최근 인터넷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데,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동 통신 산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은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

은 새로운 서비스들도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고화질, 대용량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한 수요

가 늘어난 것도 트래픽 증가의 한 원인이다.

이러한 트래픽 증가는 정보통신 기기 성능의 향상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기술 발전에 의한 하드웨어 

성능 향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했

으며, 프로세서의 발전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

로 여겨졌던 것들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정체기에 접어 들면서, 성능 향상의 방향

이 멀티 코어를 이용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드웨어 성능이 발전하면서 서버를 가상화하여 사용하는 가

상 머신 (Virtual Machine : VM)이 등장하게 되었다. 각각의 

가상 머신이 하나의 독립적인 컴퓨터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기

존 컴퓨터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상 머신 환경에 빠르게 적

응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상 머신이 여러 코어를 함께 사용하

지 않는다면, 가상 머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때 멀티 코어 환

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서로 다른 코

어를 사용하는 이기종 코어 (Heterogeneous Core)와 네트워

크에 분산되어 있는 코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코어 (Cloud 

Core)까지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가상 머신의 급격한 증가로 멀지 않은 장래에 가상 

머신 트래픽이 사용자 트래픽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고 있다. 또한, 인터넷 데이터센터가 클라우드화 되면서, 전체 

워크로드의 2/3 가량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

가상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데이터센터

의 트래픽은 전체의 70% 정도가 데이터센터 간의 트래픽이 차

지하게 되었다 [2]. 이동 단말 증가, 네트워크의 클라우드화, 가

상 머신의 마이그레이션 (Migration) 증가 등의 결과이다. 이러

한 트래픽 패턴의 변화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을 기준으로 설

계되어 있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 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의한 네트

워크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 용량 증설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있지만,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트래픽 증가와 트래픽 패턴 변화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트래픽 증가나 감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새로

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등장한 것

이 스마트 인터넷이다. 스마트 인터넷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

는 네트워킹 자원,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자원 등 다양한 정보

통신 자원들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설정하고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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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 인터넷을 위한 요소 기술들과 그 기술의 

연구 동향을 고찰한다. 먼저, 기존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와 문

제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 대하여 알아

본다. 그리고, 가상 머신 환경에서 가상 머신 간의 통신 방식

과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한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하여 알아

본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 NFV)와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 네트워크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1.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3 ~ 

4단의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각 단계는 각각 코어 라우터, 

집선 스위치(또는 라우터), 액세스 스위치(또는 라우터), ToR 

(Top of Rack)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ToR 스위

치에 20 ~ 30개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으며 서버당 가상 머신

이 4 ~ 10개 정도로 구성된다 [3].

코어 라우터는 주로 계층 3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사

용자와 데이터센터 사이의 통신, 데이터센터 상호간의 통신을 

담당한다. 보안 기능, 부하 분산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다수의 10GbE 인터페이스로 갖고 있다. 데이터센터 간의 통

신을 위해서는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이

나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VPLS (Virtual 

Private LAN Service) 등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집선 스위치나 액세스 스위치는 대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는 

계층 3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상대적으로 소규모 데이터

센터에서는 계층 2 스위칭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라우팅 프

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버간을 연결할 경우에는 서버 인식만 가

능하고, 서버 내에 있는 가상 머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층 2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VLAN (Virtual 

Local Area Network)과 STP (Spanning Tree Protocol)에 의

한 제한이 발생한다. 즉, 다수의 서버 및 서버내 다수의 가상 머

신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VLAN ID의 개수 이상의 가상

화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 STP는 포트를 블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 링크에 의한 대역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STP에 의한 대역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TR ILL 

(TRansparent Interconnection of Lots of Links), SPB 

(Shortest Path Bridge)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트래픽은 데이터센터 간의 트래픽이 우세

한데, 현재와 같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는 트래픽이 항상 

윗단의 여러 스위치를 거쳐야만 전달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다단 스위치의 성능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평면 스위

치 (Flat Switch)가 제안되고 있는데, 대용량의 패브릭 버스 기

술을 이용하여 서버와 서버를 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주니퍼

의 QFabric, 시스코의 FabricPath 등이 대표적이다.

2. 가상 스위칭

가상 머신의 수가 증가하고, 가상 머신에 의한 트래픽이 급격

히 증가하면서, 가상 머신 간의 스위칭을 위한 가상 스위칭 기

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널리 알려진 것은 계층 2 기반의 

VEB (Virtual Ethernet Bridge), VEPA (Virtual Ethernet 

Port Aggregator), VN(Virtual Network)-Tag와 계층 3/4의 

플로우 기반 가상 스위치인 Open vSwitch 등 이다 [4].

VEB는 가상 머신의 통신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

층 2 스위치와 거의 유사하게 동작하며, 하드웨어, 펌웨어, 소

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하다. 가상 머신에 할당된 MAC 주소를 

기준으로 패킷을 전달하고, STP 프로토콜은 적용되지 않는다. 

VMware의 vSwitch, 시스코의 Nexus 1000v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VEB를 확장한 개념이다.

VEB는 동일한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간의 트래픽은 서버 내

부에서 로컬 스위칭을 통해 전달하고, 서로 다른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으로 전달되는 트래픽 만을 서버 외부로 전달한다. 로

컬 스위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위칭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그림 1. 일반적인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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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장점이 있다. 다른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으로 전달되는 

패킷에 대한 처리는,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계층 2 스위치를 통

해서 목적지 서버까지 전달하고, 서버 내에서는 VEB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러나, VEB는 자체적으로는 네트워크 관리, 모니터

링, 보안 기능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VEPA는 IEEE 802.1Qbg 이더넷 가상 브릿지 (Ethernet 

Virtual Bridge : EVB)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VEB의 업그

레이드를 통해서 구현되는 표준 모드와 외부 스위치의 기능 추

가가 필요한 멀티 채널 모드가 있다.

VEPA의 표준 모드에서는 VEB와는 달리, 가상 머신에서 발생

된 모든 트래픽을 외부 스위치로 전달한다. 즉, 동일한 서버에 있

는 가상 머신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트래픽도 서버 외부로 전달하

고, 외부의 스위치가 다시 해당 서버로 되돌려 주는 헤어핀 스위

칭 방식을 사용한다. 헤어핀 스위칭을 위해서는 외부 스위치의 

동작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계층 2 스위치는 STP 프로

토콜에 따라서 패킷을 수신한 포트로 다시 전달하는 것이 금지되

어 있는데, 이를 수정하여 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VEPA는 서버와 하이퍼바이져의 가상 스위칭에 의한 부하를 

줄이고자 제안된 방식이다. 또, 외부 스위치에서 가상 머신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보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동일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 간의 통신도 외부 스

위치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연 시간 증가와 대역폭 

낭비가 발생한다. <그림 2>는 VEB와 VEPA의 동작을 비교한 

것이다.

멀티 채널 VEPA는 표준 모드 VEPA의 성능을 개선한 기술로

써, Q-in-Q 태깅 방식의 터널링 기법을 사용한다. 즉, 멀티 채

널 VEPA는 동일한 포트에 있는 트래픽을 S-VID를 이용하여 

가상 스위치 포트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때 가상 스위치 포트

는 VEB나 VEPA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가상 머신 단

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서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이더넷 스위치에서 Q-in-Q를 지

원해야하는 것이 단점이다. <그림 3>에서는 VEB, VEPA와 연

동하는 멀티 채널 VEPA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VN-Tag 표준은 시스코 등에 의해서 제안된 방식으로 이더

넷 프레임에 VN-Tag 헤더를 추가하여 가상 인터페이스를 구

분한다. 관리 기능의 지원도 가능하고, STP를 변경하지 않아

도 되는 가상 머신간 통신 방식이다. VN-Tag 방식이 IEEE 

802.1BR ‘Bridge Port Extension’의 기초가 되었다 [5]. <그림 

4>는 VN-Tag의 헤더 구조이다.

VN-Tag에서는 하나의 포트를 여러개의 인터페이스로 구분

하기 위해서 가상 인터페이스 (Virtual InterFace : VIF) 개념

을 이용하는데, DVIF_ID, SVIF_ID를 이용하여 목적지와 송신

지 가상 인터페이스를 표시한다. 만약, 10GbE 포트를 10개의 

가상 인터페이스를 설정한다면, 10GbE 포트가 10개 존재하는 

것처럼 동작하게 된다. 

그러나, VN-Tag 방식은 이더넷 헤더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

에 이더넷 스위치의 동작을 변경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VN-Tag 기능을 갖는 이더넷 장비들은 기존 이더넷 프로토콜

과의 상호 연동에는 문제가 없다. 또, VN-Tag에 대한 스위칭 

기능이 없는 장비를 이용하여, 포트를 확장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VEPA가 가상 머신의 네트워킹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VN-Tag는 브릿지 확장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방식을 결합하여 최적화된 방식을 찾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Open vSwitch는 여타 방식과는 다르게 계층 3/4 의 플로우 

기반 가상 스위칭 방식으로, Nicira에 의해서 최초로 제안되었

다. Open vSwitch에서는 패킷 포워딩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

태에서 입력되는 패킷은 패킷 포워딩 관련 정보를 중앙의 콘트

롤러를 통해서 획득하고, 이를 플로우 테이블에 기록한다. 그

그림 2. VEB와 VEPA의 비교

그림 3. 멀티 채널 VEPA의 동작

그림 4. VN-Tag의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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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후의 패킷들을 플로우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

게 패킷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6]. Open Flow와 연동하여 중앙 

집중식으로 패킷 전달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림 5>는 Open 

vSwitch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Xen 등의 하이퍼바이져에 가상 스위칭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오픈스택 (OpenStack)의 퀀텀 (Quantum)을 위한 플러그

인 (Plugin)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3. 오버레이 네트워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센터는 네트워크 측면

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상 머신의 수가 증가하면서 

4000 여개로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VLAN으로는 모든 네트워

크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상 머신의 수가 증

가하면서 ToR 스위치에서 관리해야 하는 MAC 주소 테이블 엔

트리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망처럼 가상화하여 사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

용되는 방법이 네트워크 오버레이 (Network Overlay) 기법이

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네트워크 분

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버레이 방식은 VXLAN (Virtual eXtensible LAN), 

NVGRE (Network Virtualization using Generic Routing 

Engine), STT (Stateless Transport Tunneling) 등 이다.

VXLAN은 MAC over UDP/IP 방식으로 가상화된 계층 2 네

트워크를 사용한다. 즉, 이더넷 패킷을 UDP/IP 헤더로 인캡슐

레이션 (Encapsulation)하여, 분리되어 있는 여러 계층 2 네

트워크를 계층 3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함으로써 마치 동

일 위치에 있는 계층 2 네트워크처럼 사용한다 [7]. VXLAN

에 대한 연구는 Arista, 브로드콤, 시스코, VMware, 시트릭스 

(Citrix), 레드햇 (RedHat) 등이 주도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VXLAN-ID가 기존 이더넷 헤더와 새로운 

UDP 헤더 사이에 존재하는데, VXLAN-ID가 VLAN을 확장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7>은 VXLAN의 사용 여부에 따른 패킷 헤더를 비교

한 것이다. VXLA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지 MAC 주

소를 목적지 가상 머신의 주소로 지정한다. 만약, VM-11에서 

VM-21로 프레임을 전송한다면, D-MAC과 S-MAC 주소를 

각각 VM-21과 VM-11의 MAC 주소로 설정하게 된다.

VXLAN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부 이더넷 헤더에는 가상 머

신을 기준으로 목적지 MAC 주소를 설정하고, 외부 헤더에는 

가상 머신을 포함하고 있는 서버의 주소를 이용하여 MAC 주

소 필드를 설정하게 된다. 그림에서는 외부 헤더는 목적지 가

상 머신이 존재하는 서버 B의 주소를, 내부 헤더에는 가상 머신 

VM-21의 주소를 이용하여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NVGRE는 MAC over GRE 방식의 오버레이 프로토콜이다. 

즉, 이더넷 헤더를 GRE 헤더로 다시 인켑슐레이션하여 전달한

다 [8]. VXLAN처럼 새로운 프로토콜이 아니라 기존의 GRE 프

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동에 유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Arista, 인텔 (Intel), HP, 브로드콤, Emulex 등에

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NVGRE 헤더는 기존 GRE 헤더를 그대로 사용하며, GRE 

헤더의 옵션 필드 중에 하나인 Key 필드의 하위 24 비트를 

TNI (Tenant Network ID)로 사용하여 테넌트를 구분한다.  

<그림 8>에 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5. Open vSwitch의 동작

그림 6. VXLAN의 헤더 구조 

그림 7. VXLAN의 동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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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VXLAN과 NVGRE를 비교하여 <표 1>에 나타

내었다 [9].

표 1. VXLA과 NVGRE의 비교

VXLAN NVGRE

구분자
VNI	(VXLAN	Network	

Identifier)

TNI	(Tenant	Network	

Identifier)

추가헤더 72	바이트	 64	바이트

시작/종단점
VTEP	(VXLAN	Tunnel	End	

Point)
NVGRE	Endpoint

외부	연결점 VXLAN	Gateway NVGRE	Gateway

프로토콜 새로운	프로토콜 기존	프로토콜

다중경로 가능	(다른	UDP	포트	사용) 불가능	(GRE	헤더	동일)

패킷	전달 Flooding	&	Learning 관리	평면	이용

VXLAN은 서로 다른 UDP 포트를 이용하여 다중 경로 설정

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VXLAN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패킷 처리를 위해서 플러딩 (Flooding) 및 MAC 러닝 

(Learning) 기법을 사용하지만, NVGRE에서는 관리 평면의 도

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오버레이 방식은 내부 헤더를 기준으로 설정

된 QoS나 보안 정보들이, 외부 헤더로 인해서 종단간에 전달되

지 않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식은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이 사실이며, 결국 얼마나 많은 업체에서 해당 표준을 지원하는

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5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에서 열린 인터롭에 참가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표준이 

우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70% 정도가 특정 표준

에 대한 우세를 결정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어떠한 하

나의 표준이 압도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오버레이 방식으로 STT 방식이 있다 [10]. 이 방식

은 성능 개선을 위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etwork 

Interface Card : NIC)의 TCP 오프로딩 능력을 이용하여 패킷 

처리 성능을 개선한 것이 장점이다. 

STT는 송신 측에서는 MSS (Maximum Segment Size)보다 

큰 패킷을 TSO (TCP Segmentation Offload) 방식을 통해서 

분할하고, 수신 측에서는 LSO (Large Receive Offload) 방식

을 통해서 재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은 현재 사

용되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지원하기 때문

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STT 헤더와 함께 TCP 헤더와 비슷한 새로운 헤더 (TCP-like 

Header)를 제안하고 있으며, TCP 연결 상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STT를 위해서는 서버에서 내부 이더넷 패킷에 STT 헤더를 

추가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전달하고,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카드에서 오프로딩 기법에 의해서 패킷을 전달하게 

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는 분할된 패킷에 대해서 

TCP-like 헤더, IP 헤더, 이더넷 헤더를 차례를 붙여서 전송하

게 된다. 그 과정을 <그림 9>에 이러한 패킷 분할 및 인캡슐레

이션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STT를 위한 TCP-like 헤더가 TCP의 프로토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TCP 헤더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 특히, 전달 경로상에 미들 박스가 존재하면, 이들이 해당 

패킷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TCP-like 헤더

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번호를 할당 받아야 하고, 이것과의 연

동을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STT만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TCP 

오프로딩 기능에 의한 성능 이득을 보고 있지만, 타 오버레이 

프로토콜이 오프로딩에 의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STT는 타 프로토콜에 대한 장점이 없어지게 된다. 또, 이 방식

을 제안한 Nicira가 VMware에 인수되면서, 기존에 VXLAN을 

오버레이 프로토콜로 사용해 오던 VMware가 향후 STT의 표

준화를 어떻게 진행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4.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현재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종류의 전용 하드웨어 장비들로 구

성되어 있다.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이를 위한 전용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트래픽 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나, 수명이 다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그림 8. NVGRE의 헤더 구조 

그림 9. STT의 패킷 분할 및 인캡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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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할 수 있다. 

기술 발전과 응용 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장비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

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처럼 전용의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

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표준화된 대용량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구현하여, 

비용 절감, 효율 상승, 신속한 대처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이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의 목표이다 [11].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는 유선이나 이동 통신 망에서 제어 평

면 기능과 함께 데이터 평면 기능까지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하

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데이터 평면의 패킷 처

리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은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작년에 통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NFV ISG (Industrial Specification Group)를 결성하였다. 

2013년 1월에 프랑스에서 최초 미팅이 개최되었는데, 관련 이

슈들에 대한 많은 발표가 있었다. 향후, 논의를 거쳐 기술적 토

의를 위한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12].

현재, 유럽, 북미, 일본의 통신 사업자와 글로벌 장버 업체를 

중심으로 31개 업체가 멤버로, 28개 업체가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KT가 멤버로 등록되어 있다.

5. API 기반 네트워크

현재의 네트워크는 IP 주소, MAC 주소 등 주소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설정이나 경로 설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상황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찾거나, 원하는 정

책에 따라 네트워크를 설정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한, 응용 서비스의 특성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

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API를 이

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API 기반 네트워크이다. 클라우

드 OS인 오픈스택이 네트워크 연동을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이

용하고 있으며, SDN (Software Defined Network)와 I2RS 

(Interface to the Routing System)도 API 기반 네트워크를 

위한 방법들이다.

I2RS는 2012년 11월 IETF-85에서 BoF (Birds-of-a-

Feather)가 결성되었으며, 최근에 워킹 그룹을 결성하였다 

[13]. 시스코, 주니퍼 등 대형 장비 업체에서 참가하여, 정책 기

반 라우팅, QoS, OAM, 보안 등을 위한 라우터의 표준 제어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 기반 라우팅은 기존에 

목적지 정보만을 이용하여 라우팅 정보를 결정하는 것에서 벗

어나서, 패킷을 수용하거나, 폐기하거나, 특정 트래픽을 다르게 

처리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응용 서비스가 손쉽게 지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토폴로지, 이벤트, 설정 변화에 대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

를 신속하게 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된다.

현재까지는 IETF에 프레임워크, 응용 사례, 요구 사항 등에 

관한 9개의 기고서가 제출되어있다.

오픈스택의 퀀텀도 API 기반 네트워크 방식 중에 하나이다. 

오픈스택은 NASA와 랙스페이스 (Rackspace) 중심의 오픈소

스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OS로, 시트릭스에서 개발한 

클라우드스택 (CloudStack)과 함께 대표적인 오픈 소스 클라우

드 OS이다 [14], [15]. 이러한 클라우드 OS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가상화 환경에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오픈스택의 네트워킹 프로젝트인 퀀텀은 2012년 9월에 

발표된 Folsom Release에서 코어 프로젝트가 되었다. 기존에 

노바 (Nova)를 통해서 네트워크 설정시에는 테넌트 제어가 불

가능했고, 플랫 네트워크와 VLAN 기반의 네트워크 분리 기능 

만을 제공했다. 퀀텀은 각 테넌트에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정책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원하는 네트워크 엔진을 플러그인 

형태로 연동하고 있다. 

현재는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8개의 플러그인 있으

면, 추가적으로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러그인들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오픈스택의 플러그인 중에서는 

Nicira의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 (Network Virtualization 

Platform) 플러그인이 대표적이다 [16].

NVP는 하이퍼바이져의 Open vSwitch, 오버레이 네트워크

와 연동하면서,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NVP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퀀텀에서 네트워크 생성, 변경, 모

니터링 등의 기능을 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Ⅲ. 결 론 

본 고에서는 스마트 인터넷에 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았다. 스

마트 인터넷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하고,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환경 변

화와 새로운 응용 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

다. 이를 위한 요소 기술로 가상 스위칭, 오버레이 네트워크,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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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기능 가상화, 클라우드 OS와의 연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인터넷을 위한 스마트 노드 플랫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ETRI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

를 진행 중이다. ETRI 등에서는 멀티테넌트 기반의 자원 운용

이 가능한 개방형 관리 기법,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미디

어 통합 제어와 관리, 응용 서비스에 따라 쉽게 운용할 수 있는 

다계층 통합 스위칭 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노드 플랫폼을 개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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