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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기기간의 네트워크 구조도 단순한 중앙 제어 방식에서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복잡화는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발생시켰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이다. 이러

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법을 활용한 이더넷 장비의 효율성이 입증되자 해당 기법을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더넷과 센서 네트워크는 주소 체계나 프로토콜 등 통신 및 구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크를 단순히 적용하기만 해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Internet of Things 분야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과 관련 연구의 동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키워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 IoT(Internet of Things), WSN(Wireless Sensor 
Network)

I. Introduction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기기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점 복잡해졌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가 연구되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구조를 상황에 맞게 관리자가 변경하여 최적의 구조를 적용 가능케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Internet 
of Things 분야에 접목시킨 연구 사례와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특징은 기존의 하드웨어 종속적인 

네트워크 구성 설정을 논리적인 계층으로 나누어, 소프트웨어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제어 및 변경이 가능한 점이다 [1]. Fig 1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낸다.

Fig. 1. Data structure of software defined network

III. The Proposed Scheme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IoT분야 적용은 기존 이더넷 네트워

크와는 달리 별도의 프로토콜간의 매핑 기준이 필요하다. 최근 관련 

연구는 크게 외부와의 통신을 가능케하는 프로토콜과 내부 관리를 

가능케하는 플랫폼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IoT 분야 

적용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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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N-WISE Protocol

SDN-WISE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IoT의 네트

워크 환경인 Wireless Sensor Network 분야에 사용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이다 [2]. 해당 프로토콜은 WSN의 특성인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통신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duty cycle, data 
aggregation 기능을 지원한다. 

2.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Angelos-Christos의 연구는 SDN-WIS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제 IoT 분야에 SDN의 구축을 가능케하는 설계에 대한 연구이다 

[3]. Fig 2.는 이에 대한구조도이다.

Fig. 2.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해당 프로토타입은 패킷 포워딩 기능과, 장비의 원격 제어를 

가능케 하는 Application 계층, Customber API와 Provider API 
제어를 담당하는 Sensornode Subsystem 계층, WSN과 SDN-WISE 
프로토콜간의 통신을 위한 주소 체계를 담당하는 Flow Rule 
Subsystem 계층, 패킷 정보 제어를 담당하는 Packet Subsystem 
계층, Context 정보를 인식하고 동작 가능하게 해주는 DeviceControl 
Rule Subsystem 계층 및 SDN-WISE 프로토콜과 센서 장비간의 

프로토콜 매핑을 담당하는 Protocol 계층으로 구성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정의와 요구사항 

및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특징인 소프트 웨어에 의한 네트워크 정의를 위한 

구조와 이를 WSN에 적용하기 위한 계층별 역할을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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