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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 캐리어 등과 같은 업계에서는 NFV가 추구하는 S/W 기

반의 장치를 통하여 신규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과 네트워크 구축의 유연성 (flexibility)를 향상 시켜 CAPEX/OPEX를 대폭 감

소시키고자 하였다. NFV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본 구성 요소인 리소스 (VNF)들을 적재적소에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NFV

에서 임의의 NS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VNF의 노드, 링크 할당 및 노드에서의 스케줄링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

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RA (Resource Allocation)에서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스케줄링

문제 또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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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the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companies such as network service providers and carriers have so

ught to dramatically reduce CAPEX / OPEX by improving the speed of new service provisioning and flexibility of networ

k construction through the S/W-based devices provided by NFV.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

g an NFV network to provide dynamic services is to determine how to dynamically allocate resources (VNFs), the basic b

uilding blocks of network services, in the right plac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latest research trends on VNF node,

link allocation, and scheduling in nodes that are required to provide arbitrary NS in NFV framework. In this paper, we als

o propose VNF scheduling problems that should be studied further in RA (Resourc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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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통신망사업자에

게 있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서

비스를 지원하는 작업은 매번 신규 네트워크 장비

도입과 물리적인 인프라의 변경으로 인해 근본적

으로 막대한 CAPEX (CAPital EXpenditure)/OP

EX (OPerating EXpense) 지출을 필요로 하였고

또한 한번 설치된 장비는 쉽게 이동이나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ag

ility) 또한 보장할 수 없었다.

한편 하이퍼바이저 (Hypervisor),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가상화와 같은 가상화 기술의 진화, x86

과 같은 오프 하드웨어 활용의 증가, 그리고 오픈

스택, 오픈 vSwitch와 같은 오픈 S/W 활용의 확

산에 따라 오직 특정 장비에서만 실행되던 트랜스

코더, 라우팅, 파이어월과 같은 네트워크 기능 (N

Fs: Network Functions)들을 블레이드 서버와 같

은 일반 고성능 서버에서 실행하는 새로운 네트워

크 구조인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

on)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

자, 캐리어 등과 같은 업계에서는 NFV가 추구하

는 S/W 기반의 장치를 통하여 신규 서비스 제공

의 신속성과 네트워크 구축의 유연성 (flexibility)

를 향상 시켜 CAPEX/OPEX를 대폭 감소시키고

자 하였다.

NFV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특정 네트워크 기능

들은 하나의 S/W 모듈로 구현되며, 이를 VNF

(Virtual Network Function, 가상 네트워크 기능)

라고 한다. 즉 VNF는 기존 네트워크 NF의 가상

화된 인스턴스 (instance)이며 VNF를 통하여 네

트워크 기능들의 모듈화와 개별화와 더불어 개별

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NFV에서 V

NF 들은 범용 서버상에 설치·구축되며 서버간에

동적으로 이동 (migration) 할 수 있기 때문에 V

NF는 네트워크의 어느 곳에라도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NFV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본 구성 요소인 리소

스 (VNF)들을 적재적소에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

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소스 할당 관련

내용을 NFV 자원할당 (RA: Resource Allocatio

n) 이라고 한다 [1][2][3].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NF

V RA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기술들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3장에서는 VNF의 구성과 R

A 방식의 최신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4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그림 1) S/W 정의 기반 가상화

2. 관련연구

2.1 NS와 VNF

기존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는 데이터 트래픽이

특정 순서로 정렬된 하드웨어들을 순차적으로 지

나가게 함으로써 제공되었다. 이처럼 특정 하드웨

어 장비들을 선택하고 원하는 형태로 정렬하는 것

은 대부분 라우터의 포워딩 엔트리를 설정하는 것

과 같이 오류 발생 확률이 높은 수작업으로 이루

어졌다. 더군다나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들의 물리

적인 배치는 시간이나 네트워크의 상황이 바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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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위치가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였지만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한편 NFV 인프라에서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

(NS: Network Service)는 연결된 (chained) VN

F의 집합이다. 따라서 NFV에서 NS는 다음과 같

은 3가지 요소를 정의함으로써 서비스된다 [1][5].

Ÿ VNF의 개수

Ÿ 체인에서 각 VNF 들의 연결순서

Ÿ SN (Substrate Network) 라고 불리는 Netwo

rk Functions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NFVI)에 chain의 할당 (allocation)

따라서 NFV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선결문제는 NS를 실행하기 위해 NF들의 신

속한, 확장 가능한, 그리고 동적인 구성 (composit

ion)과 할당 (allocation) 이다. 즉 하나의 NS가

여러 VNFs 집합의 병렬 체인으로 구성될 수 있

기 때문에 NS 코디네이션 (coordination)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① NS 지원을 위해서 VNFs를 구

성하는 방법 ② SN 상에 NS를 구성하고 있는 V

NFs 들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고 스케줄링 하는 방

법과 같은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NFV 아키텍처에서 RA를

수행하는 컴포넌트는 오케스트레이터 (Orchestrat

or)이며 오케스트레이터는 VNFM (VNF Manag

er)과 VIM (Virtualized Infrastructure Manager

)을 통하여 VNFs 들을 관리한다. 오케스트레이터

는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VNFs 할당하며 VNFM

과 VIM을 통하여 이를 수행한다.

2.2 NFV RA 파라미터

NFV-RA에서 리소스들은 파라미터 형태로 기

술되며 이러한 파라미터는 적절한 임베딩 (embed

ding)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파라미터들은 여러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노드와 링크 파라미터로 구

분된다 [1][2].

노드 파라미터는 노드와 관련된 속성 (attribut

e)을 나타낸다. 물리적인 노드가 어떤 기능을 수

행하느냐에 따라 노드 파라미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노드는 큰 메모리 리소스를 갖고

있고, 프로세싱 노드는 고성능 CPU를 갖고 있다.

링크 파라미터는 대여폭 (bandwidth)과 전달지

연 (propagation delay)과 같은 링크와 관련된 속

성을 나타낸다.

(그림 2) 오케스트레이터와 VNF간의 관계 [1]

[1]에서는 VNF 체인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지

연 (latency), computational 리소스, 데이터 레이

트 용량, 데이터 레이트 요구 등과 같은 파라미터

를 고려하였다. 또한 CPU와 대여폭 같은 중요한

파라미터도 고려되었다.

[10]에서는 데이터 플레인 지연 (data-plane de

lay), 데이터센터의 개수와 위치 (number and pla

cement of potential datacenters), 그리고 제어플

레인 오버헤드 (control overhead) 등과 같은 파

라미터를 고려하여 전달 네트워크 부하 오버헤드

를 최소화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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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V와 보안

NFV RA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1].

① 서비스 기능 체이닝 (SFC: Service Functio

n Chaining) 으로 알려져 있는 VNFs 체인

구성 (VNFs-CC: Chain Composition)

② VNF Forwarding Graph Embedding (VN

F-FGE)

③ VNFs Scheduling (VNFs-SCH)

3.1 VNFs-CC

ETSI에서는 NS를 정렬된 다수의 VNFs 로 구

성된 엔터티로 정의하고 있다. 즉 패킷은 NS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VNFs 집합을 순서대로 경

유해야 한다. 따라서 VNF-CC의 목적은 NS를 서

비스하기 위해 어떻게 VNF들을 효과적으로 연결

(concatenate)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7].

VNF-FG 에서 링크에 대한 대역폭 요구나 노

드에 대한 처리용량 요구는 가변적이며 VNF의

순서에 의존한다. 이러한 VNF의 순서는 유연하지

만 VNFs 간의 디펜던시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플로우는 어떤 VNF 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특정한 VNFs 집합을 경유해야 한다는

것을 디펜던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디

펜던시 들을 기반으로 어떤 VNFRs 에 대해서 다

수의 체이닝 옵션 (VNF-FGs)이 구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NFV-RA 연구들은 VNF-

FG 자체를 입력으로 간주하고 CC 단계를 생략하

였다. 최근 들어 [5]에서는 서비스 체인의 VNF를

구성하는 매 단계에서 동시에 SN에 임베드하는 r

ecursive heuristic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3.2 VNF-FGE

VNF-FGE는 NFV-RA의 두 번째 단계이며

여러 NS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네트

워크 인프라의 어느 곳에 VNFs 들을 배치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VNF-FGE에서는

NS의 여러 가지 목적, 예를 들어 나머지 네트워

크자원의 최대화, SN’의 전력소비의 최소화, 특정

QoS 메트릭을 위한 최적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 최적화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VNE (Virtual Network Embedding)의 가상노

드와 가상링크 매핑이라고 하는 2단계 처리방식이

VNF-FGE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별히 VNF-F

GE에서 각각의 VNF는 컴퓨팅, 네트워킹, 그리고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타입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VNF의 타입과 동일한 타입을 갖는 물리적인 노

드에만 할당될 수 있다. 한편 가상링크 매핑 단계

에서 임베딩 알고리즘은 VNFs 간의 가상링크를

SN의 패스로 매핑 한다. 단 패스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인 링크로 구성될 수 있다 [8][9].

지금까지의 대부분 NFV-RA 솔루션은 VNF-

FGE 단계의 해결에 집중하였다. 즉 VNF-FG를

NFV-RA 문제의 입력으로 간주하였다. [8]에서는

여러 NS 요구에 의해 가상자원이 공유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하여 SN을 augment 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그림 3) VNF 스케줄링의 예 [1]

3.3 VNF Scheduling (VNF-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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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V-RA의 마지막 단계는 스케줄링 프로세스

이며 VNF 스케줄링이라고도 한다. VNF 스케줄

링 단계는 NS를 구성하는 VNF 간의 디펜던시와

프리시던시 (precedences)를 위반하지 않고, 서비

스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실행시간을 최소

화하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다. NFV 인프라는 서

로 다른 여러 개의 범용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VNFs 실행에 대한 적절한 스케줄링은 전

체 실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직까지는 VNF-SCH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지만 최근에 [3]에 의해 VNF-FGE와 VNF

s-SCH를 결합한 온라인 greedy/metaheuristic

알고리즘을 제안되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이

알고리즘에서는 VNF 매핑과 스케줄링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서 서비스 수용률을 높이고 임베딩 비

용 줄일 수 있었다. 또한 [3]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에서는 어떤 하나의 VM이 큐를 이용하여 순차적

으로 다수의 VNFs 처리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N

FV 표준에서 하나의 VM은 오직 하나의 VNF 만

수행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HVS

에서 여러 종류의 VNFs를 지원한다는 것과 하나

의 VNF에서 어떤 NF를 지원하는 VNFCI 가 하

나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

(그림 3) 정적 VNF 스케줄링 [3]

VNF는 하나 이상의 VNFC (VNF Componen

t)로 이루어진다. VNFCI 는 NFVI 가상 컨테이너

인터페이스에 1:1로 맵핑된다. 즉, 각 VNFCI 마

다 VM (또는 컨테이너)이 1개씩 할당된다. 또한

VNF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 이상의 VNFC

I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스케일 아웃 (scale ou

t) 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 범용서버에서 특정

VNF를 위해 하나 이상의 VNFC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다수의 VMs 들이 존재할 수

있다. 즉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VNFs 들이 특

정 범용서버에서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6]에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스케일 아웃을

통해 하나의 VNF 내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VNFCI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이 방식은 VNF-FGE와 VNF-SCH를 통합

지원 하는 온라인 RA 알고리즘이며 Multi-tenan

cy 지원한다. 또한 TE (Traffic engineering) Pat

h를 포함한 광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VM 들 간

의 네트워크 거리를 최소화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그림 4) 동적 VNF 스케줄링

이러한 RA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준은 서비

스 수용률 (Acceptance Ratio), 서비스 처리 시간,

서비스 비용 (cost) 등이 있다.

서비스 비용 (C)은 해당 매핑/스케줄링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된 물리적인 네트워크 자원

(시간과 버퍼)의 총 합을 의미하며 (식 1)과 같고

이로 인한 수익 (R)은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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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식 1)

 
  



 
  




  



  (식 1)

[6]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그림 4)에

서와 같이 [7]에서 제안하는 방식보다 서비스 수

용률 및 서비스 처리 시간에서 최대 30% 이상 개

선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비용

C 는 최대 40% 이상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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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VNF는 기존 네트워크 NF의 가상화된 인스턴

스 (instance)이며 VNF를 통하여 네트워크 기능

들의 모듈화와 개별화와 더불어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NFV에서 VNF 들은 범용

서버상에 설치·구축되며 서버간에 동적으로 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VNF는 네트워크의 어느 곳에

라도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NFV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본

구성 요소인 리소스 (VNF)들을 적재적소에 동적

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NFV에서 임의의 NS를 제공하

기 위해 필요한 VNF의 노드, 링크 할당 및 노드

에서의 스케줄링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

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향후 RA에서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스케줄링 문제 또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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