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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DN)과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는 최근들어 급부상 하고 있는 기술이며, Big Data 시대에 큰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는 방화벽이나 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가상화하는 개념이다. 가상

화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노드 기능의 

전체 클래스를 통신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 연결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쳐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IoT 아키텍쳐 설계를 위해 

NFV를 이용해 설계하며 SDN 기반 IoT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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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사물인터넷(IoT)는 현대 무선 통신 세대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고유한 주소 지정 체계를 통해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태그, 센서,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장치를 주변에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무선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수천 개의 IoT 장비가 어디서든지 연결되며, IoT 장비의 개발됨으로써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컴퓨팅 및 통신 리소스가 공유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클라우드 및 빅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인 좀 더 지능적이며,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이며, 확장성이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oftware Defined Networking(SDN)과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NFV)[2]를 이용해 IoT 프레임워크를 제안

한다. 2장에서는 SDN과 NFV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IoT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Related work

2.1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은 네트워크 장비 내의 제어부와 전송부를 분리하는 것이다. 

기존의 라우터는 다른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로부터 각 경로의 비용 

등의 정보를 받아 최적의 경로를 각각 계산한다. 이 때, SDN은 

최적의 경로 계산을 위해 제어부와 전송부를 분리해 하나로 집중한다. 

아래의 그림 1은 SDN의 아키텍쳐이다. 

Fig. 1. SD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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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는 방화벽이나 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가상화

하는 개념이다. NFV는 일반적인 리소스 가상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물리적 리소스를 여러 가상머신들이 공유하면 리소스 

사용률이 높아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리소스와 

가상 리소스를 분리함으로써 가상 머신이 죽더라도 호스트 머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상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은 매우 비싸며 네트워크 기능과 

하드웨어 장비가 일체형으로 제작 및 공급이 되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NFV를 이용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IoT 아키텍처 설계를 위해 NFV를 이용하며, SDN 

기반 IoT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2는 제안하는 프레임워

크 이다. Application Layer에서는 IoT 서비스 및 IoT 서버가 있으며 

API를 통해 SDN Controller로 전송된다. 그리고 Controller Layer에

서는 IoT 기기의 제어를 담당하며, 방화벽 역할과 IoT 게이트웨이인 

스위치의 라우팅 역할, 그리고 보안 및 사용자의 QoS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Infrastructure Layer에서는 SDN 스위치가 

IoT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며, IoT 기기가 통신을 하도록 돕는다. 이것

은 IoT를 위한 SDN 아키텍처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OpenFlow 

프로토콜과 같은 API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Fig. 2. 제안한 IoT 프레임워크 

IV. Conclusions

본 논문을 통해 간단한 IoT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각 파트의 구성요소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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