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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Transport SDN 기술 동향

요 약

본고에서는 Transport SDN의 고확장성과 네트워크 장애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SDN 컨트롤러 

구조와 데이터 플레인 장애 복구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SDN 

컨트롤러 기술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오픈소

스 프레임워크 기반의 SDN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확장성 및 고

가용성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에서 노드 

및 경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경로를 복구하기 위한 보호기술

과 복구기술 동향을 소개한다.1 

Ⅰ. 서 론 

인프라의 구조적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공할 수 있는 SDN

은 중앙집중적인 제어 계층과 개방형 API에 기반한 프로그

래머빌리티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로써 각광

받고 있다. 2011년 SDN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과 연구 촉진

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인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 (Open 

Networking Foundation, ONF)이 설립되었으며, 미국, 일

본, 한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 산업체, 학계, 연구 기관에서 다양

한 종류의 SDN 컨트롤러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 동안에 개발

된 주요 SDN 컨트로롤러에는 Floodlight [1], NOX/POX [2], 

Beacon [3], Ryu [4], IRIS [5] 등이 포함된다. 

최근 SDN 컨트롤러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성능저하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

산 SDN 컨트롤러 구조가 연구되고 있다. 즉, 논리적으로는 중

앙집중 제어방식의 컨트롤러라는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도 물

리적으로는 복 수개의 컨트롤러 서버에 분산하여 배치한다. 따

라서, 일부 컨트롤러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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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서버로 신속하게 대치하거나 트래픽을 분배하여 컨트롤러 

가용성과 고확장성을 제공한다. 분산 컨트롤러의 필요성과 가

능성에 대한 연구는 2010년 HyperFlow [6]에서 처음 제안되

었으며, 이후 Elasticon [7], ONOS [8] 등에서 분산 컨트롤러 

구조에 대한 제안과 성능 검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분산 컨트

롤러 환경에서 컨트롤러간 상태 정보 불일치로 발생되는 네트

워크 동작 오류 및 성능 저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 [9]가 발표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분산 컨트롤러 구조는 로

드 밸런싱, 고장 감내 기능, 컨트롤러 간 분산 데이터의 일관성 

(Consistency) 등이 고려되어 한다.

컨트롤러 측면의 고확장성 및 가용성 기술과 함께 Transport 

SDN 네트워크(데이터 플레인)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달망 보호기술(protection)과 전달

망 복구기술(restoration)과 같은 네트워크 생존성 (network 

survivability)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보호기술과 복구기술의 

구분은 워킹 경로에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백업 경로가 사전

에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10][11]. 즉, 

장애를 대비하여 백업 경로 설정이 완료된 경우를 보호기술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복구기술로 정의한다. ITU-T와 

IETF에서는 A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Peer-to-peer 노드 간 

보호 절체를 수행하는 보호기술 표준 문서를 권고하고 있다[12]

[13][14]. 최근에는 APS (Automatic Protection Switching)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대신 오픈플로우 (OpenFlow) 프로토콜

을 이용하여 SDN 컨트롤러 개입 없이 자동으로 보호 절체되는

SDN 보호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15]-[18]. 또한, SDN 컨트

롤러에 내장된 토폴로지 정보, 네트워크 자원 정보, PCE (Path 

Computation Element)를 사용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백업 경로를 계산하고 설정하여 장애를 복구하는 SDN 보호기

술이 연구되었다[19][20]. 

본 고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오픈소스 프

레임워크인 OpenDaylight과 ONOS를 중심으로 분산 컨트롤

러 구조와 컨트롤러 간 상태정보 공유 방식 관점에서 SDN 컨

트롤러의 고확장성과 가용성 지원 기술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

다. 또한, 데이터 평면의 고가용성을 위해서 오픈플로우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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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 테이블을 이용한 세그먼트 보호기술과 그룹 테이블을 이

용한 보호기술을 소개한다. 그리고 광통신 패러미터를 가변적

으로 선택하여 광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EON (Elastic Optical Network)에서 동작하는 SDN 복구기술 

방법과 GMPLS 복구기술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성능을 비

교, 분석한다.

 

Ⅱ. 컨트롤러 중심의 확장성 및 

가용성 지원 동향 

SDN 기술 개발 초기에는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의 표준화 단

체인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의 주도하에 Floodlight, NOX/

POX, Ryu 등 다양한 종류의 SDN컨트롤러가 개발되었으나, 최

근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ODL (OpenDaylight) 및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21][22]. 두 오픈소스 플랫폼 모두 분산 컨트롤러 

기반의 확장성 및 가용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

는 각 플랫폼의 특징 및 개발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ODL

ODL은 2013년 4월 리눅스 파운데이션 (Linux Foundation)

에 의해 공식 출범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이다. 시스

코를 비롯하여 IBM, 브로케이드, 빅스위치네트웍스, 주니퍼네

트웍스, VMWARE,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업체 대부분

이 참여한 범 개방형 네트워크 연합체로써, 오픈소스 기반의 표

준 SDN 프레임워크 개발 및 어플리케이션, 툴, 서비스 등을 포

함하는 SDN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DL

의 첫 번째 버전인 Hydrogen은 2014년 2월, 두 번째 버전인 

Helium은 2015년 3월, 세 번째 버전인 Lithium은 2015년 6월

에 발표되었다. 

ODL은 동적으로 장착 가능한 모듈 형태의 컨트롤러 플랫폼

으로, 자바 가상 머신 (JVM) 상에서 동작하므로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ODL은 응용 계층을 위해 

OSGI 프레임워크 및 노스바운드 (Northbound) API를 지원하

며, 응용 계층에서는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수

집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관리/제어용 비즈니스 로직 또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ODL의 컨트롤러 플랫폼은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장착 가능

하도록 각 네트워킹 기능들을 모듈 형태로 포함하고 있으며, 기

본적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토폴로지 관리 기능, 스

위치 관리 기능, 호스트 트래커, 상태 관리자 등이다. 응용 요구

사항에 따라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위한 오픈스택 (OpenStack) 

서비스, 멀티테넌트 가상 네트워크를 위한 VTN (Virtual 

Tenant Networking) 서비스, 식별자/위치자 분리 프로토콜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LISP) 서비스 등을 자유로

이 확장할 수 있다.

사우스바운드 (Southbound) 인터페이스에서는 오픈플로우 

1.0/1.3, BGP-LS 등 다중 프로토콜 등을 지원하며, 오픈플로

우를 지원하는 장비와 지원하지 않는 장비의 제어기능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서로 다른 장비간의 통합 제어가 가능하다. 또

한, 각각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서비스 추상화 계층 (Service 

Abstraction Layer, SAL)과 동적으로 연결되며, 컨트롤러와 

네트워크 장치 사이의 통신 방식과 독립적으로 서비스 추상화 

계층에서 요청 서비스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015년 3월에 발표된 Helium 버전에서는 컨트롤러의 고가용

성과 클러스터링, 보안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패킷 케이

블 멀티미디어 (Packet Cable Multimedia), 서비스 기능 체이닝 

(Service Function Chaining) 등의 프로토콜이 추가되었다 [23]. 

고가용성이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며, 컨트롤러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운영 중인 서버의 장애 발생 또는 서버 업

그레이드 시에 다른 서버가 작업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끊김 

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다. ODL에서는 고가용성의 지

원을 위하여 Akka 라이브러리 [24] 기반의 클러스터링 구현 및 

Raft 알고리즘 [25]을 이용한 분산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Akka 라이브러리는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의 확장성과 고

장 감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타입세이프 (Typesafe)

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액터 모델 (Actor model) 기반의 플랫

폼으로써 자바와 스칼라 개발 환경에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한

다. 액터 모델이란 기존의 분산/병렬 시스템을 위하여 개발된 

모델로써, 액터는 자신만의 메시지큐를 가지며 다른 액터로 메그림 1. OpenDaylight (OD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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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주고 받고 해당 메시지에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

는 객체이다. 액터 간의 통신은 고속처리를 위하여 비동기 방식

의 동시처리 (Concurrent processing) 및 병렬처리 (Parallel 

processing) 방식을 지원하며, 기존 방식과 달리 데드락이나 기

아상태 (Starvation) 등 분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자유

로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하나의 액터 객체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단위가 클 경우에는 재귀적인 방식으로 작은 

단위의 데이터를 갖는 액터로 분할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ODL의 클러스터링 모델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저장소를 샤

드 (shard) 형태로 분할하고,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서버들

이 분산 형태로 샤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ODL

의 Helium 버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샤드는 크게 디폴트 

(default), 토폴로지 (topology), 인벤토리 (inventory), 토스터 

(toaster)로 구성되며, 설정을 통해 각각의 샤드를 복제하는 서

버 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샤드는 Akka 라이브러리

의 액터 객체 형태로 구현되며, 액터 간 메시지 교환을 통하여 

분산 처리 및 데이터의 복제 과정이 이루어진다[23]. 

ODL에서는 서버 이중화 (Active-standby) 모델을 통한 컨

트롤러의 고가용성을 지원한다. 즉, 운영 서버의 상태 정보를 

대기 서버들에 복제한 후 운영 서버의 장애 등이 발견되었을 때 

대기 서버 중 하나를 운영 서버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서버 중 운

용 서버 역할을 하는 리더의 선정은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개발

한 Raft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Raft 알고리즘에서는 분산 방식

의 리더 선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리더는 주기적으로 하트비

트 (Heartbeat)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상태 정보를 알린다. 

ODL에서는 리더로 선정된 서버가 토폴로지 변경 등 자신의 샤

드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샤드 트랜잭션을 통하여 대기 서버들

의 샤드 정보 및 내부 메모리 공간인 저널 (journal)에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리더로 선정된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Raft 알고리즘을 통하여 새로운 리더를 선정할 수 있으며, 리더

로 선정된 서버는 저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복구함으로써 

기존의 서버와 동일한 상태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26][27]. 

현재의 ODL Helium 버전에서는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컨트

롤러 가용성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분산 서버를 모두 운용 

서버를 활용하는 컨트롤러 확장성의 지원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컨트롤러의 확장성과 가용성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ONOS와의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ONOS

ONOS는 통신사업자를 위해 개발된 네트워크 운영체제로써, 

캐리어 그레이드 (carrier-grade)의 고확장성 및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NOS의 로고에는 자유 및 개방

을 상징하는 새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맞추어 릴리즈되

는 버전의 이름은 알파벳순을 따르는 새의 이름으로 선정된다. 

첫 번째 오픈소스 버전인 Avocet은 2014년 12월, 두 번째 오픈

소스 버전인 Blackbird는 2015년 4월에 발표되었으며, 세 번째 

버전인 Cardinal은 2015년 6월에 발표되었다. 

ON.Lab [28]은 ONOS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로써, AT&T, NTT, SK Telecom 등의 통신사업자와 Ciena, 

Cisco, Ericsson, Huawei, Intel, NEC 등의 네트워크 장비 

벤더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ETRI, KISTI 등도 공동연구

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Nick McKeown, Scott Shenker 등 

SDN을 발명한 미국 스탠포드대와 UC버클리대 연구자들의 그

룹인 오픈 네트워킹 연구 센터 (Open Networking Research 

Center, ONR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ONOS는 Java 기반의 Floodlight 컨트롤러 [1]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는 중

앙집중형 컨트롤러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물리적으로는 분산 

컨트롤러 구조를 이용하여 컨트롤러의 고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제공한다. 이는 네트워크 규모와 트래픽 측면에서 폭증하고 있

는 네트워크 제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함이며, ONOS에서

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컨트롤러 클러스터의 인스턴스를 추

가, 삭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인스턴스에 집중되어 있는 트래

픽 부하를 새로운 컨트롤러 인스턴스로 분산시킬 수 있다. 

ONOS는 기존의 단일 SDN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디바이

스 및 링크 관리, 네트워크 토폴로지 관리, 종단 간 호스트 사이

의 경로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응용 레벨에서

의 네트워크 제어를 위해 매치/액션 (Match/Action) 등의 플로

그림 2. ONO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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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룰 (Flow Rule) 전송뿐만 아니라 정책 기반의 Intent를 이

용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다. 즉, 

응용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대역폭, 링크 타입과 같은 네트워

크 자원의 제어와 트래픽 분할, 패킷 헤더 수정, 전송 포트 변경

과 같은 명령을 Intent의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응용레벨 

Intent 프레임워크에서는 Intent의 컴파일을 통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플로우룰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ONOS의 분산 컨트롤러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별 컨트롤러 인스턴스가 관리하는 스위치 디바이스와 별개

로 각 인스턴스의 응용에서 전체 토폴로지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컨트롤러 인스턴스가 관리하

는 네트워크 일부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네트워크 전체 정보

를 필요로 하는 경로 계산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서, 분산 컨트롤러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기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ONOS에서는 분산 데이터 저장소의 일관성 수준에 

따라 엄격한 수준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강한 일관성 (Strong 

consistency)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결과적 일관

성 (Eventual consistency)으로 구분하며 스위치 디바이스, 링

크, 호스트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분산 저장소는 결과적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가십 프로토콜 (Gossip protocol) 기반의 정보 

복제 기법을 이용한다. 또한, 각 컨트롤러 인스턴스와 스위치 

간의 관계 정보 (Mastership)는 Hazelcast의 분산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강한 일관성을 유지한다. 또한, 스위치 연결, 포트 연

결, 링크 다운과 같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이벤트는 높은 정확도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 컨트롤러 인스턴스의 메모리에 캐

시되며, 가십 프로토콜에서는 각 컨트롤러 인스턴스에서 발생

된 이벤트 정보를 인스턴스와 스위치 디바이스와의 관계정보와 

시퀀스 번호의 조합인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타 컨트롤러 인

스턴스에게 브로드캐스트한다. 토폴로지 이벤트 정보를 수신한 

컨트롤러 인스턴스들은 타임스탬프를 바탕으로 이미 수신한 정

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메모리에 반영함으로써 전체 토폴로

지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은 2015년 4월 ON.Lab에서 발표한 ONOS 분산 컨

트롤러의 성능을 분석한 자료 [29]의 일부로써, 컨트롤러 클러

스터 내의 컨트롤러 인스턴스 수에 따른 플로우 처리량을 측정

한 결과이다. 하나의 컨트롤러 인스턴스가 초당 약 50만 플로우

만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 7개의 컨트롤러 인스턴를 이용할 경

우에는 최대 초당 300만 플로우를 처리할 수 있다. 위의 그림

은 플로우를 생성하는 인스턴스와 설치하는 인스턴스가 동일할 

때의 결과이며, 자료 [29]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ONOS 분산 컨트롤러의 확장

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써, 현재 고가용성만을 지원하는 

ODL과의 차별화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Ⅲ. 데이터 평면 보호 및 복구기술 

본 장에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SDN 기반의 전달망 보호기

술과 복구기술을 살펴본다.

1. SDN 보호기술

SDN 보호기술은 SDN 컨트롤러 개입 없이 데이터 평면에서 

자동적으로 장애를 복구하는 방법이다. 즉, 장애가 발생되면, 

오픈플로우 스위치가 플로우 테이블에 보호 경로를 새롭게 추

가 및 변경하기 위해서 SDN 컨트롤러와 통신하지 않고 워킹 경

로를 보호경로로 자동으로 절체한다. 보호기술에는 이웃 스위

치 사이의 링크 단위로 우회 경로를 제공하는 세그먼트 보호기

술과 여러 노드를 통과하는 경로를 절체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기술 개발에 대해서 대표적인 보호기

술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그림 3. ONOS 컨트롤러 크기별 플로우 처리량 (출처: ONOS whitepaper [29]) 그림 4. 정상 상태의 트래픽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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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픈플로우 세그먼트 보호기술

오픈플로우의 플로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빠르게 장애를 복구

시킬 수 있는 세그먼트 보호기술이 연구 [17] 되었으며, 본 절

에서는 <그림 4>와 같이 5개의 스위치로 구성된 링 네트워크의 

예를 통하여 보호 절체 동작과 성능을 분석한다.

보호 절체 경로는 워킹 경로와 백업 경로로 구분되며, 우선 순

위에 따라서 워킹 경로는 높은 엔트리(H)를 부여하고 백업 경로

는 낮은 엔트리(L)를 부여한다. 또한, 네트워크 상의 스위치 위

치에 따라서 ingress(i), egress(e), transit(t)으로 엔트리를 구

분한다. 예로써, 스위치 A의 테이블에서 Hi는 ingress에 위치

하고 높은 우선 순위 레벨을 갖는 워킹 경로 엔트리임을 표시

한다. 반면에, 스위치 C의 테이블에서 Le는 egress에 위치하고 

낮은 우선 순위를 갖는 백업 경로임을 표시한다. 만약, 링크 B

와 C 사이에 장애가 발생하면, 스위치 B에 있는 워킹 엔트리가 

삭제되므로, <그림 5>와 같이 패킷이 백업 경로인 A-B-A-E-

D-C로 경유하게 된다. 따라서, ingress 스위치 포워딩 테이블

에는 한 개의 워킹 엔트리와 두 개의 백업 엔트리를 갖는다.  워

킹 엔트리(1;2;Hi)는 워킹 경로를 따라서 소스 호스트에서 목적

지 호스트로 패킷을 전달하는 엔트리를 표시하며, 백업 엔트리

(1;3;Li)와 (2,3,Lt)는 스위치 A와 B 사이의 링크와 스위치 B와 

C사이의 링크에 각각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백업 경로로 패킷

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엔트리를 표시한다. 

각 세그먼트 구간의 장애를 감시하기 위해서 인접 노드 간에 

OAM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패킷을 주

기적으로 교환한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OAM 패킷이 수신되

지 않으면, 장애로 판단하여 보호 절체를 시작한다. 먼저, 보호 

절체 동안 사용이 종료된 워킹 경로로의 패킷 전달을 차단하기 

위해서 플로우 테이블에서 해당 엔트리를 삭제(혹은 비활성화)

한다. 만약, 백업 경로에 일정 시간 동안 패킷이 전송되지 않으

면 idle timeout에 의하여 플로우 테이블에서 백업 엔트리가 삭

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러와 호스

트 사이에 제어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renew packet을 주기

적으로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Renew 패킷은 네트워크 내

부에서만 사용되는 패킷이므로 최종 호스트로 전달되지 않도록 

egress 스위치에서 폐기된다.

5개의 이더넷 스위치와 각 스위치 당 8개의 호스트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 평균 switch-over 

시간이 약 33ms로 측정되었다. 대부분의 switch-over 시간은 

링크 장애를 탐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관찰되었다. 각 스

위치에 등록된 엔트리 개수와 recovery 시간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500개 이상의 엔트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

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모든 호스트들 간 연결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경우, 각 스위치의 플로우 테이블에는 

2308개의 엔트리를 갖는다. 또한, 노드와 호스트 개수가 증가

하면, 플로우 테이블의 엔트리 개수가 크게 증가하므로 확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FPGA를 이용한 오픈플로우 스위

치는 64,000개 정도의 활성화된(active) 엔트리들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수십 개의 스위치와 호스트로 구성된 네트워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그룹 테이블을 이용한 보호기술

세그먼트 단위의 보호 절체와 달리 여러 개의 노드를 경유하는 

워킹 경로를 보호 경로로 절체하는 보호기술은 오픈플로우의 그

룹 테이블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그룹 테이블

그림 5. 장애 상태의 트래픽 경로

그림 6. 네트워크 구성 및 트래픽 경로 

그림 7. 그룹 테이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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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경로 단위의 1:1 보호 절체 기술을 소개한다 [18]. 

그룹 테이블을 이용한 보호 절체를 위해서 <ABC> 노드를 경

유하는 워킹 경로에 대해서 <ADEC>를 경유하는 보호 경로가 

설정된다. 스위치 A는 보호 절체를 위하여 그림 7과 같은 형

식의 그룹 테이블을 가지며, 출력 포트 B와 D를 위한 두 개의 

Action buckets을 갖는다. 스위치 B와 C는 워킹 경로를 위한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를 가지며, 스위치 D, E, C는 보호 경로

를 위한 플로우 엔트리를 갖는다. 스위치 B, D, E는 그룹 테이

블을 갖지 않으며, 스위치 C는 워킹 경로와 보호 경로를 위한 

두 개의 플로우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다. 그룹 테이블 엔트리는 

그룹 타입(fast failover type)과 복수 개의 action bucket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스위치 A에서 플로우 엔트리에 매칭되는 패

킷을 수신하면, 그룹 ID가 참조되어 해당 그룹 테이블로 전달된

다. 전달된 패킷은 alive 상태의 action bucket에 포함된 명령

어에 의하여 처리된다.

만약, 장애가 발생되면, BFD (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와 같은 OAM 패킷에 의하여 장애가 탐지된다. 이

때, 스위치 A는 그룹 엔트리의 Alive status를 변경하여 특정한 

action bucket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

여, 스위치 A에서 출력 포트 B와 관련된 action은 수행되지 않

고 출력 D와 관련된 action이 수행되어 패킷이 워킹 경로에서 

보호 경로로 전달된다.

2. SDN 복구기술

복구기술은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나, 장애 발생 이후에 백업 경로에 대한 경로 계산 및 프

로비전닝이 요구되므로 보호기술에 비하여 장애 복구 시간이 길

어지는 단점을 갖는다. 본 절에서는 차세대 광네트워크 기술인 

Elastic optical network (EON)에서 GMPLS와 SDN 기반의 

복구 기술을 구분하고 성능을 비교한다[19]. EON은 12.5GHz 

단위의 주파수 슬라이스(slice)를 가변으로 할당하여 광 링크

(Optical link) 상에 주파수 사용 효율을 향상시켜 데이터 전송 

효율을 증가시킨다. EON은 일정한 운영시간이 경과하면, 가변 

주파수 대역을 갖는 광 경로 (lightpath) 설정과 해제가 반복되

어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 fragmentation이 발생하므로 주기적

인 복구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EON은 작은 주파수 슬라이스 

단위로 잘게 쪼개어 사용되므로 기존의 광 네트워크 기술에 비

하여 광 선로 당 파장의 개수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변 

주파수 대역을 설정 및 해제하기 위한 configuration 시간이 상

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빠른 복구가 요구된다. 다음은 EON에 적

용할 수 있는 4 가지 복구 기술을 구분하고 성능을 비교한다.

가. GMPLS 방식

링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링크에 직접 연결된 노드가 

이를 탐지하여 OSPF-TE 와 RSVP-TE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장애 정보를 전파한다. 링크 장애를 통보 받은 소스 노드는 

RSVP-T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복

구 과정을 수행한다. 

•워킹 경로에 할당된 네트워크 자원 해제

•장애 경로를 우회하는 백업 경로 계산

•계산된 백업 경로를 따라서, 연결 설정 요구

•목적지로 부터 백업 경로 설정 확인 수신

GMPLS 복구 방식의 연결 설정 및 해제는 목적지 노드, 중간 

노드, 그리고 소스 노드에 대해서 순차적 방식으로 설정 되므로 

SDN 복구 방식에 비하여 복구 시간이 길다.

나. GMPLS/PCE 방식

GMPLS와 PCE (Path Computation Element)가 결합되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경우, 순수한 GMPLS 경우와 달리 소스 

노드 외부에 위치한 PCE가 경로를 계산한다. 즉, 소스 노드가 

워킹 경로 장애를 탐지하면, PCEP (Path Computation Ele-

ment Protocol)을 이용하여 PCE에 백업 경로 계산을 요청한다. 

PCE는 장애 지점를 우회하는 백업 경로를 계산하여 소스 노드

로 회신하며, 나머지 절차는 GMPLS와 유사하게 RSVP-TE 메

시지에 의하여 워킹 경로 해제 및 백업 경로가 설정된다. 이 방

법은 PCE에 백업 경로 계산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PCEP 통신 

지연이 발생하며, PCE가 복수 개의 노드로 부터 동시에 PCE 계

산을 요청받는 경우 집중되는 연산의 과부하로 인하여 순수한 

GMPLS 방식에 비하여 전체적인 복구 시간이 지연 될 수 있다. 

다. SDN 방식

SDN 기반의 네트워크 제어에서는 SDN 컨트롤러가 경로 그림 8. 복구기술 종류별 백업 경로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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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능과 모든 노드에 직접 경로 설정기능을 수행한다. 

GMPLS 방식과 비교하며, SDN 컨트롤러는 백업 경로를 계산

하여 백업 경로를 통과하는 모든 노드들에게 네트워크 자원 예

약을 지시하는 제어 메시지를 병렬로 전달한다. 그러므로 백업 

경로 노드에 따라서 순차적 시그널링 방식으로 네트워크 자원

을 예약하는 GMPLS 방식에 비하여 빠르게 장애가 복구된다.  

SDN 컨트롤러가 노드로부터 오픈플로우 포트 상태 메시지에 

의하여 장애를 통보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복구 

과정을 수행한다.

•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로들을 수집하고 

TED안에 해당 경로들이 사용하는 자원들을 해제한다

•백업 경로를 계산하고 TED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 백업 경로를 네트워크에 설정하기 위해서 백업 경로가 통과

하는 모든 노드들에게 오픈플로우 플로우 모드 변경 메시지

를 전달하여 백업 경로를 설정한다.

SDN 제어 방식은 SDN 컨트롤러와 노드 사이의 제어 메

시지 (OpenFlow 메시지) 전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개의 제

어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bundle 방식 (SDN-bundle)과 

한 번에 한 개의 제어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개별 방식 (SDN-

individual)으로 구분된다.

라. 성능 분석

성능 분석을 위해서 25개 노드에 55개 양방향 링크로 연결되

는 네트워크을 구성하고 256 개의 주파수 슬라이스 (12.5GHz 

단위)를 갖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장애가 탐

지되어 경로 설정이 요청되는 시점부터 시그널링에 의하여 연

결 설정이 종료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SDN 제어 

방식은 90ms 미만이 소요되는 반면에, GMPLS의 경우에는 약 

280ms 정도 소요되었다. 이때, 경로 계산을 위한 소요 시간과 

노드 설정 시간을 각각 10ms와 50ms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GMPLS 제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SDN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비전닝 시간이 약 3배 정도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순

차적인 시그널링 방식인 GMPLS 방식은 경로를 통과하는 노드 

개수가 증가할수록 프로비전닝 시간이 증가하므로 네트워크 규

모가 크면 클수록 SDN 방식에 비하여 복구 시간이 지연된다.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OpenDaylight과 ONOS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에서의 컨트롤러 고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지원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프레임워크 모두 논리적으로는 중앙집중형 컨

트롤러를 지향하면서도 분산 클러스터 방식의 컨트롤러 확장

을 통하여 컨트롤러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ONOS에서는 트래픽 로드의 분배를 통하여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 수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 통신사업자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

한 recovery 기술로서 SDN 기반의 보호기술과 복구기술이 소

개 되었다. SDN 보호기술인 OpenFlow 플로우 테이블을 이용

한 세그먼트 단위의 보호 절체와 OpenFlow 그룹 테이블을 이

용한 보호 절체 모두 50ms 이내의 빠른 보호 절체 성능을 제공

한다. 그리고 EON에서 동작하는 SDN 기반의 복구 방식과 기존 

GMPLS 복구 방식의 성능 비교 결과, SDN 복구 방식이 기존의

GMPLS 복구 방식에 비하여 복구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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