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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광네트워킹기술의급격한발전, SDN (Software-Defined Network) 및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로 대

두되는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화, 그리고 단순한 고성능연결서비스를 포함한 연구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써의 연구

망 등인터넷 서비스을포함한 연구망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슈퍼컴과함께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 대표하

는 국가연구망의 향후 발전방향을 선진 국가연구망의 비교분석 및 사회가 요구하는 연구망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조망해본다.

또한국가연구망백본의 40Gbps 및 100Gbps급초광대역네트워크화, 대용량의데이터를고속으로전송하기위한 Science DMZ

기반의 망분리, 마지막으로 BRO 기반 프로그래머블 가능한 캠퍼스 네트워크 Lastmile 보안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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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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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repid development of optical networking technology, Software-Defined Network (SDN) and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high performance networking service, collaboration platform that enables collaborative research

globally, drastically National Research Network (NRN) including Internet Service has changed. Therefore we compared and

analyzed several world-class NRNs and took a view of futur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RN. Also we suggest high

speed security environment in super high bandwidth network with 40Gbps and 100Gbps optical transmission technology,

network separation of NRN with Science DMZ to support high performance network transmission for science big data,

building security environment for last-mile in campus network that supports programmability of IDS using BRO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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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연구망 국가/대륙

1 Internet2/ESnet 미국/북미

2 CANARIE 캐나다/북미

3 SURFnet 네덜란드/유럽

4 GEANT 유럽

5 SINET/JGN-X 일본/아시아

6 AARNET 호주/오세아니아

① 광 기반 국내 백본 인프라 수준
②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 
③ 연구망 트래픽 교류를 위한 유연한 서비스 

구현 수준
④ 국제망 인프라 구축 및 유지 수준 
⑤ 국제망 연동 수준
⑥ 국제망 서비스 수준
⑦ 연구망 서비스 수준
⑧ 협업 플랫폼 수준
⑨ 연구지원 다양성 수준
⑩ SDN 네트워크 하드웨어 인프라 수준
⑪ SDN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인프라 수준
⑫ 응용/서비스 및 연구협력 수준

1. 서 론

최근 광네트워킹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Defined Network, SDN)

로 대두되는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화, 그리고 단순한

고성능연결서비스를 포함한 연구협업을 가능하게 하

는 플랫폼으로써의 연구망 등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

한 연구망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1]. 이

는 인공지능 혹은 거대과학 연구에서의 빅데이터 처

리(대용량 데이터 전송기능 포함)가 요구되는 데이터

집중형과학(Data-Intensive Science)의 출현, 오픈

사이언스로 대표되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서

요구되는 연구망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다[2]. 특히

국가연구망은 미래 연구 환경인 사이버연구환경을 구

현하기 위한 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의 핵심요소로써,

국가연구망의 전송속도 및 기능 측면에서의 고도화와

함께, 연구데이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부합

하는 보안 기술 및 보안 프레임워크 또한 필요하다.

이에 슈퍼컴과 함께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 대표하

는 국가연구망의 향후 발전방향을 선진 국가연구망의

비교분석 및 사회가 요구하는 연구망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조망해본다. 이에 따른 국가 연구망의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서 연구 데이터의 보안, 연구자

의 보안을 위한 차세대 보안 환경에 대해 기술적 요구

사항 및 고려사항 등을 알아본다. 본 논문의 2절에서

는 각 대륙별 선진 국가연구망에 대한 12가지 부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3절에서

는 다양한 국내외적인 이슈와 접목하여 국가연구망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발전하

는 국가연구망에서의 40G/100G 이상으 초고대역폭

연구망에서의 보안, Science DMZ로 대표되는 망분

리, 마지막으로 Bro 기반 IDS를 통한 가입자단 보안

환경 구성 등 차세대 보안 이슈 및 고려사항 등을 제

시한다.

2. 선진 국가연구망 비교분석

2.1 국가연구망 비교대상 및 비교분석 항목

선진 국가 연구망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각 대륙

별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망을 선정함은 물론 현재 연

구망의 운영 수준 및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GEANT,

APAN, GLIF 등 세계적인 연구망 커뮤니티에서의

선도적인 활동성을 고려하였다. GLORIAD, TEIN

등 글로벌 연구망은 국가연구망에서의 공통적인 비교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표1] 선진 국가연구망 비교 대상

비교대상으로는 크게 국내망 인프라, 국제망 인프

라,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부분으

로 진행하되, 아래 표와 같이 총 12개 세부항목을 대

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3][4][5][6][7][8][9][10][11].

[표2.] 선진 국가연구망 비교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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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진 국가연구망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선진 국가연구망을 크게 4개 부문으로 그리고

총 12개의 세부항목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 결과적

으로 미국의 연구교육망인 Internet2가 최상위 수

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망

(KREONET)은 인프라부문과 서비스부문에 대해

서는 전반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80%정도에 해당

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SDN부문은 60%수

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1]선진 국가연구망 비교평가

먼저 국가연구망 백본인프라 부문에서

Internet2, SURFnet, GEANT 등의 경우, 전체 백

본에 대한 Dark Fiber를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

상의 장기적인 임대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최근 단

일 람다기준 40Gbps/100Gbps급 전송기술을 통해

테라급이상 거의 무한대의 대역폭을 확보함은 물

론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ESnet의 OSCARS와 같은 온디멘드(On-demand)

동적 대역폭 할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

다.

국제연구망 백본인프라에서는 ESnet을 비롯한

선진연구망에서는 대륙간 다수의 100Gbps급 국제

연구망을 구축함으로 물론 GLIF의 대륙간 람다교

환노드 역할을 수행하는 Key GOLE operator로써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2]. 또한 소프트웨어 정

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토대로 프로그래머블한

국제 연구망의 운영은 물론 국제망에 대한 동적자

원할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부문에서는 Internet2,

SURFnet 등에서 Internet2 NET+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InCommon 등의 ID Federation 서비스,

perfSONAR등을 기반으로 한 성능측정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연구망

중심의 협업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SDN부문의 경우, Internet2 등에서

는 100G급 SDN 인프라를 구축하여 프러덕션 기

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방형 제어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에 활용하고 있다.

3. 국가연구망 발전방향

3.1 국가 사회구성의 필수적 인프라에 맞는 국

가연구망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마련

이미 유럽에서는 GEANT2020, NORDUNET2020

등의 미래 연구망의 비전 및 발전방향으로 국가연구

망은 단순히 타분야 및 산업을 돕는 단순한 연구분야

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기

반 인프라(Communication Common)로써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다[13][14]. 특히 국내에서는 국

가초고성능컴퓨팅육성법 제정(2012)에 의해 국가초고

성능컴퓨팅기반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로써의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가연구망을 핵심 자원으

로 지정하여 과학기술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장기적인

국가 연구 인프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네트워킹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지속

적인 국가연구망 백본의 가속화 그리고 고도화와 더

불어 40Gbps/100Gbps 이상의 lastmile 접속,

Science DMZ, SDN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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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통한 국가 연구망 기반의 혁

신적인 네트워크 연구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10].

그러나 국가연구망은 국가슈퍼컴퓨팅 등 타분야에

비해 이미 첨단 네트워크 기술로써 많이 알려지거나

향유하고 있는 기술로 인식되어 새로운 사회적, 기술

적, 국가적 이슈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선택과 집중, 단기성과 창출 위주의 정부정책 그

리고 국가 R&D 전체 예산삭감 영향으로 점차 국가연

구망에 투자되는 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직

면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성능화를 위한 국가연구망 인프라의 확

충과 더불어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등 효과적인 국가

연구망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즉 총체적인 국가

R&D를 지원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국가연구망 성장

모델에 대한 발굴 및 수립이 필요하다.

3.2 국가연구망 이용자 커뮤니티 스스로 지속

적 성장 가능한 커뮤니티 지원 및 신규 서비

스 개발

최근 유럽연구망 GEANT의 30주년 기념행사에서

10년 후 GEANT의 발전은 현재 GEANT 사용자 커

뮤니티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스스로 지속적인 생존

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국

가 연구망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가연구망

자체 성장과 직결된다. 국가연구망은 전통적으로 첨단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적인 리더십을 핵심가치로 현재

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망 이용

자 커뮤니티 스스로 활성화되어 발전할 수 있는 이용

자 정책 개발 및 체계적인 수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 세계 국가연구망에서는 또한 최근 “Science

engagement"를 통한 기존에 국가연구망에 대해 각

기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 캠퍼스 전산담당자, 보안담

당자, 연구자, 네트워크 개발자 등 다양한 국가연구망

관련 당사자 간의 단순한 요구사항의 수집을 통한 지

원이 아니라 필요시 연구자의 연구프로세서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긴밀한 협업 환경이 요구

되고 있다. 이는 대개 국가연구망 백본 운영기관과 국

가연구망 가입기관 즉 캠퍼스네트워크 상호간의 동반

성장을 통해 인프라 수준의 격차, 기술 수준 격차 등

에 대한 해소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연구망 서비스는 기존의 고성능 네트워크

연결형 서비스를 넘어, 4K/8K 이상의 초고화질 기반

의 원격화상협업, 통합적 그리고 자동화된 이용자 네

트워크 환경 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자동화, 글

로벌무선로밍서비스(eduroam) 등의 부가 서비스 확

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연구망

백본 네트워크와 가입자 네트워크간 lastmile 연동 속

도가 기존의 최대 1Gbps/10Gbps에서

40Gbps/100Gbps급 이상으로 초고속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초광대역환경에서의 차세대 보안 서비스 및

다양한 보안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프로그래

머블한 사용자레벨의 보안환경이 필요하다.

3.3 글로벌 연구망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연구

망 리더 그룹간 파트너쉽 강화

유럽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의 강입자충돌기 (Large Hadron Collider, LHC)에

서 발생한 실험데이터를 전세계의 그리드 컴퓨팅자원

이 공동협업하여 처리하는 WLCG (Worldwide

LHC Computing Grid)에서의 국제 연구망 기반의

협력 활동, 차세대핵융합실험로 국제열핵융합실험로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한국형핵융합연구로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KSTAR) 등 차세대 핵

융합실험로 기반 글로벌 협업연구 등 초소속 국제 연

구망을 필요로하는 거대 과학 기술 협업연구는 지속

으로 늘어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협업 연구에서는 페

타급 스케일의 연구데이터의 이동에서부터 엑사급 스

케일의 연구데이터의 이동이 요구되어 이를 지원하는

글로벌 연구망의 구축 및 운영협업은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 연구망간 협력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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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북반구를 10Gbps급 링으로 국제 연구망을 구성하

는 글로리아드 (GLObal RIng network for

Advanced Application Development, GLORIAD)

가 대표적이며, 현재는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 중심의

글로리아드 협력을 넘어 R&D 응용분야별 글로벌 협

업을 위한 중재자/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6].

특히 기존 글로리아드 참여기관과 기본적인 협력관계

를 바탕으로 협력-아젠다의 재구성 및 그 외 글로벌

연구망 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

로 요구되는 글로벌 연구망에 대한 수요를 대응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연구망 세계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

연구망의 인프라 그리고 기술적 헌신 (contribution)

에 의한 활동이 전제되며,기존 글로리아드 중심의 기

술 및 응용의 리더십을 점차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리더십 발휘 또한 요구

된다.

3.4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서

비스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 서비스체계

로의 전환

국가연구망은 고성능 네트워크 연결성 서비스 제공

은 물론 최근 요구되는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국가연구망 서비스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

크 환경에서 점차 개방형 OS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

웨어 중심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보다 개선

된 네트워크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강화하여 클라우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 가

능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물론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의 국가연구망 인프라의 견고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국가연구망

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

구망에서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연구망에 비해 망

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중 OS의 클러스터 매

커니즘과 같은 다양한 가용성 보장 매커니즘이 적용

되어야 하며,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닫힌 네트워크 환

경에 비해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기 쉬운 보안 위협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정부 혹은 민간에서

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추진과 함께 보안

성 및 안정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빅데이터(Big

Data)의 보관, 유통, 접근 등이 용이한 사설 클라우드

환경 마련이 국가연구망의 활용과 더불어 동시에 고

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망 기반 통합 서비

스 플랫폼으로써의 연구망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결국 향후 국가연구망의 CAPEX (Capital

Expenditures)와 OPEX (Operating Expenses)에

대한 획기적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5 The Fourth Paradigm: Data-Intensive

Scientific Discovery 가속화 및 제4차 산업혁

명 대응

과학기술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1000년전)에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수백년

전)로 변하였으며, 근현대에 들어 계산과학 연구에서

현재는 데이터집약형 연구기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는 최근 유럽최대입자연구소의 강입자충돌기에서 발

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힉스입자의 발견” 그리

고 최근 LIGO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Wave

Observatory) 실험을 통한 “중력파의 검출” 등이 대표

적인 예이다. 이러한 데이터집약형 과학에서의 연구는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집약/모델링, 협업/가시화, 분석/

데이터마이닝, 공유 등을 위한 초고성능 빅데이터 전

송과 연구패턴에 맞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어플리

케이션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 몇 년

간 유럽과 미국에서는 e-science를 지원하는 슈퍼컴

과 국가연구망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사이버인프라스

트럭처(e-infrastructure)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에너지물리분야 뿐만 아

니라 차세대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인 차세대핵융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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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업혁명(기계적 생산, 증기기관), 제2차

산업혁명(대량생산, 전기에너지),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제어 자동화), 제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빅데이터)

험로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한국형핵융합연구로

(KSTAR) 및 천문우주분야 SKA (Square

Kilometre Array) 등 대형 실험 장비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초고속 유통이 반드시 요구되며, 단

순히 국가연구망 자원을 넘어 슈퍼컴퓨팅, 클라우드컴

퓨팅 등 다양한 자원과의 긴밀한 연계 또한 필요로 한

다. Open Science 또한 이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데

이터에 대한 개방을 통한 접근 그리고 협업을 통한 과

학의 흐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움직임으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인간

의 손과 발을 기계가 대체하여 자동화를 이룬 반면, 4

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출연으로 사람의 두뇌를

대체하는 시대에서 빅데이터를 전송하고, 융합과 초연

결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하게하고 있다. 또한 다학

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IT, BT, NT의 융합연구는

물론 문화에 이르는 사회전반에 이르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이에 대한 국가연구망의 역

할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4.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이슈 및 고려

사항

4.1 40Gbps 및 100Gbps급 초광대역 네트워크

보안

최근 40Gbps/100Gbps급 이상의 네트워크 고속화

와 더불어 이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IDS), 침입방지

시스템(IPS), DDOS 차단시스템 등의 보안 장비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 이러한 고성능 보안

장비는 NON-BLOCKING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10G*N으로의 CPU 코어별 로드밸런싱

(Load-Balancing)을 통해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

는 10Gbps 이상의 플로우 사이즈가 큰 빅플로우

(Elepant Flow)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다.

최근 argus 플로우 기반의 40Gbps/100Gbps급 네트

워크에서의 passive 기반의 플로우 수집 및 이에 대

한 처리 방법이 고안되어 시험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argus 플로우는 argus 플로우에 대한 병

렬 생성 그리고 클라우드 등 확장 가능한 계산 및 저

장 노드를 통해 확장성(Scalibility)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의 시스템 설계를 통해 가능하다. 특

히 PF_RING 등 고속 패킷 캡쳐링을 적용함으로써

손실율없이 패킷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4.2 Science DMZ 기반 망분리

Science DMZ의 개념은 캠퍼스 네트워크에서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플로우와 과학기술빅데이터의 고

속전송을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기반 연구 플로우를

구분하여, 해당 특성에 맞는 보안 정책 수립 및 수행

을 목적으로 한다. 즉 비즈니스 플로우에 대해서는 방

화벽 필요시 웹방화벽 적용 등의 엄격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플로우에 대해서는 ACL

등의 초고속 전송환경에서도 동작 가능한 보안 매커

니즘을 적용하는 것이다[17].

[그림 2] Science DMZ 기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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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캠퍼스 네트워크에 대해 사용목적에 맞는 망분

리를 통해 40Gbps/100Gbps로 고속화되어가는 캠퍼

스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종단간 이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연결은 가상 회선(Virtual Circuit) 형태로 캠퍼

스 네트워크 내부까지 직접 연결한다. 이를 통해 성능

이 보장된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는 슈퍼컴퓨팅환경, 다중클러스터기반의 클라우드 환

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변형 적용 가능한 유연한 구조

를 지닌다.

4.3 BRO 기반 프로그래머블 가능한 캠퍼스

네트워크 Lastmile 보안 환경 구축

Bro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는 전통적인 IDS와는 차

별되는 네트워크 분석 프레임워크로써, 최근 사이버인

프라스트럭처에 보안을 위해 다양한 과학 연구에 활

용되고 있다. 특히 대학, 연구기관, 슈퍼컴퓨팅센터 및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등 고성능 환경에서

스크립팅 언어로 모니터링 정책 구현은 물론 전통적

인 시그너처에 의존하여 특정 행위에 대한 감지뿐만

아니라 유연한 구조로 높은 수준의 시멘틱 분석까지

가능한 프레임워크이다[18][19][20].

[그림 3] 정상 트래픽 플로우를 처리하는 Scipass

[그림 4] 바이패스(bypass)를 수행하는 Scipass

현재 오픈 소스 기반의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 가능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DN과의 결합

을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보안환경을 구현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동적인

보안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보안 환경을 확장성있게 구현 가능하다.

현재 Global NOC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Scipass 프

로젝트 등에서 Science DMZ에서 동작하는 방화벽을

동적으로 제어가능하게 함은 물론 확장성을 제공하여

100Gbps에 이르는 고대역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동

작가능하게 구현 가능하다.

단,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OpenFlow 기반의

SDN 스위치가 연구망 백본과 연동된 캠퍼스 네트워

크의 경계라우터(Border Router) 앞단에 위치해야

경계라우터의 부하를 Scipass를 통해 줄여줄 수는 있

다. 이 경우, 고성능 OpenFlow 스위치의 가용성이 보

장되어야 캠퍼스 네트워크 백본 전체의 안정성을 보

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SDN 스위치의 이중화 및

제어기를 이중화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네트워킹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리를 토대로 데이터집중형과학을 지원하는 선진 국가

연구망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국가연구망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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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고속화, 글로벌화, 소프트웨어

화 및 플랫폼화 되어가는 국가연구망의 차세대 보안

환경에 대해 제시하였다. 국가연구망 백본의 초광대역

화에 따른 초고속 보안 솔루션이 필요로 하지만 최근

Science DMZ 기반 망분리 및 BRO를 토대로 한 캠

퍼스 네트워크 즉 사용자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환경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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