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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의 물리적 전달 기능과 논리적 제어 기능이 분리되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이 확산되면서, H/W 장

비 기업이 쥐고 있던 네트워크 시장의 주도권이 네트워크를 제

어하는 S/W 개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과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에는 SDN 기술이 가시화되고 관

련 제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

여 향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표준화 단체 및 기업간 경쟁이 치

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먼저 국내외 SDN 

시장규모를 전망하고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본다. 

또한, SDN 확산에 따라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지를 전망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시장 참여자의 역할 변화

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네트워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단체 및 기업의 동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 및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Ⅰ. 서 론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기업의 정보기술 활용 급증, 정보통

신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보급확대 등으로 네트

워크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

프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2012년 5월 Cisc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과거 5년간 8배 증가하

였으며 향후 5년간에도 3배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ZB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대부분은 유선 트래픽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Cisco가 2013년 2월 발표한 자료에서 모바일 트래픽 

증가율이 매년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와 같이, 유선 트래

픽과 무선 트래픽 모두 네트워크 H/W와 S/W가 처리해야 할 엄

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 서버 가상화 

및 데이터 센터의 증대로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1	 1ZB(zettabyte)는	1021byte에	해당한다.

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IT 기업들의 사업 참여 확대도 네트

워크 트래픽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Apple의 iCloud, 

Google의 Google Docs 등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Naver의 N

드라이브, Daum의 Daum 클라우드 등 국내 기업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

전은 개별 기업의 성패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산업 

경쟁력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고도화된 네트워

크를 바탕으로 플랫폼, 콘텐츠, 단말기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참

여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

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Google이 Android 플랫폼과 Youtube

의 콘텐츠, 최근 인수한 Motorola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카카오톡 가입자의 친구 관계를 기반으

로 한 카카오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모두 발달된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IT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 

금융, 교육 등 전 산업 영역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생성, 유통, 

저장,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의 전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네트워크 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트래픽의 급증,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의 

다양화,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 발생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

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 중 데이터의 물리

적인 전달을 위한 Data Plane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Control 

Plane을 분리하고, 개방형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2를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SDN 개념이 등장하

게 되었다. 즉, Data Plane은 범용 H/W로 구현하고 Control 

Plane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S/W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 변화는 네

2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외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통신망의	기능을	누구
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Google이	Google	Maps의	
API를	개방하여,	누구나	자신의	웹사이트에	Google	Maps	서비스를	삽
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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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시장 생태계의 변화도 유발하고 있으며, 종전의 H/W 

장비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

에서, 네트워크 제어 기능을 탑재한 비즈니스 지향 S/W의 영향

력이 증대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시장 및 생태계 측면에서 SDN 확산에 따

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SDN 시장을 전망하

고,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생태계 변화 측

면에서는, SDN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시장 구조의 변화 및 생

태계 참여자별 변화를 알아보고, SDN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주

요 단체 및 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정리한다.

Ⅱ. 네트워크 시장 및 경쟁력 분석

1. 네트워크 시장 현황 및 전망

네트워크 시장은 크게 기업용 장비(Enterprise Network 

Equipment) 시장과 통신사업용 인프라(Carrier Network 

Infrastructure) 시장으로 구분되며, 2013년 전세계 시장규모

는 기업용 장비 시장 371억불, 통신사업용 인프라 시장 812억

불 등 총 1,183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규모

는 2013년 기준 15억불 규모로 전망되며, 전세계 시장 대비 비

중(약 1.3%)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시장 현황을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기업용 장비 시장

에서는 이더넷 스위치가 절반 정도(2013년 기준 194억불)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외 보안관련 장비(73억불), 무선랜 장비(46

억불) 등의 비중이 높다. 통신사업용 인프라 시장에서는 모바

일 인프라(2013년 기준 408억불)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그 외 라우터 및 스위치(136억불), 광 네트워크 장비

(134억불) 시장 등이 존재한다.

표 1. 네트워크 시장전망 (단위:백만불)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용

전세계 37,072 38,331 39,405 40,410

국내

(비중)

446

(1.20%)

466

(1.22%)

476

(1.21%)

496

(1.23%)

통신

사업용

전세계 81,225 85,748 90,388 94,491

국내

(비중)

1,073

(1.32%)

1,138

(1.33%)

1,212

(1.34%)

1,267

(1.34%)

합계

전세계 118,296 124,079 129,793 134,900

국내

(비중)

1,520

(1.28%)

1,604

(1.29%)

1,688

(1.30%)

1,763

(1.31%)

※	자료:	Gartner(2012.9)

제품군별 시장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무선관련 인프라를 제

외하면 기업용 및 통신사업용 시장 모두에서 패킷의 경로를 설

정하고 물리적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스위치와 라우

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DN 기술이 확산되면 

스위치와 라우터의 기능이 크게 변하게 되므로, 해당 제품군

의 시장 및 관련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장비 제조사별 현

재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Layer 2 및 Layer 3 이더넷 스위

치 제품군에서는 Cisco가 독보적인 강세(2012년 2분기 기준 시

장점유율 62.7%)를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HP 및 Alcatel-

Lucent가 차지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의 전달(Application 

Delivery)을 담당하는 Layer 4~7 이더넷 스위치 제품군에서는 

F5 Networks가 가장 높은 점유율(47%)을 보이고 있으며,그 외 

Citrix, Cisco 등이 존재한다. Router 제품군은 기업용 시장 및 

통신사업용 시장 모두에서 Cisco와 Juniper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표2. 제품군별 1, 2위 제조사 (단위:백만불)

분류 1위 2위 그 외

Layer	2,	3

스위치

제조사 Cisco HP Alcatel-

Lucent,

Juniper
매출액

(점유율)

3,431.4

(62.7%)

507.9

(9.3%)

Layer	4~7

스위치

제조사 F5 Citrix
Cisco,	

Radware,	A10
매출액

(점유율)

180.5

(47.0%)

65.7

(17.1%)

기업용

라우터

제조사 Cisco Juniper
HP,	ADTRAN,	

Huawei
매출액

(점유율)

649.1

(75.3%)

53.6

(6.2%)

사업용

라우터

제조사 Cisco Juniper Alcatel-

Lucent,	

Huawei
매출액

(점유율)

1139.7

(46.1%)

459.5

(18.6%)

※	자료:	IDC(2012.9)

2. SDN 시장 현황 및 전망

현재 SDN 기술이 도입 및 표준화 단계에 있고 관련 제품은 

시장에 확산되기 이전이므로, SDN의 시장 규모에 관해서는 일

치된 전망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MarketsandMarkets

에 따르면, SDN 시장은 2012년 약 2억불 규모에서 2017년 21

억불로 성장(연평균 성장률 60.4%)할 것으로 전망된다. SDN

이 적용되는 분야(End-User)를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2013

년 기준 43.9%),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36.8%), 기업 데이터 

센터(19.4%)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파악하였으며, 모든 영

역에서 연평균 성장률 60% 내외로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IDC도 시장 전망을 발표한 바 있는데, 201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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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Interop3 발표에서는 전세계 SDN 시장이 2013년 1.7억불, 

2016년 2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IDC는 2012

년 12월에 이 전망치를 조정하여 발표하였는데, 2013년 3.6억

불에서 2016년 37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당초의 

전망치를 2배 가량 상향시켰다(<표 3> 참조). 이러한 시장규모

는 네트워크 인프라, SDN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SDN 관련 

전문 서비스 시장을 포함한 값이다.

표3. 전세계 SDN 시장전망 (단위:백만불)

기관

(발표일)
2012년 2013년 ...... 2016년 2017년

Markets

and

Markets

(2012.6)

198 293 ...... 1,234 2,104

IDC

(2012.5)
- 168 ..... 2,001 -

IDC

(2012.12)
- 360 ..... 3,700 -

※	자료:	MarketsandMarkets(2012.5),	IDC(2012.5)	및	IDC(2012.12)

전세계 SDN 시장 규모가 다소 불확실하며 2012년 하반기부

터 각 기업들이 SDN 관련 솔루션 및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

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를 추측하는 것

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앞에서 파악한 전체 네트워크 시

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국내 SDN 

시장 규모를 단순히 추측하면, 2013년 기준 약 418만불(45억

원)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DN 관련 민간 커뮤니티

인 OpenFlow Korea가 2012년 12월 국내 통신사업자 및 데이

터 센터의 네트워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013년 각 기업들의 SDN 투자 예상액 합계는 약 29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고용부문 240억원 및 정부지원부문 200억

원을 더하면, 2013년의 우리나라 SDN 시장규모는 730억원 규

모로 예상된다. 이 값은 정부지원액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전세

계 SDN 시장규모 및 국내 시장의 비중을 바탕으로 도출한 값보

다 10배 이상 많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한 값임을 감

안하면 정확한 예측치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 네트워

크 관련 기업의 SDN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에 따

라 우리나라 SDN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수 시장의 확대는 국내 네트워

3	 	네트워킹	및	컴퓨팅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로서,	SDN,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이슈를	주제로	매년	개최된다.

4	 	전세계	SDN	시장은	<표	3>에	나타난	MarketsandMarkets와	IDC(2012.12)	
전망치의	평균(326.5백만불)을	적용하였으며,	이	값에	<표	1>에	나타난	
국내	시장의	비중	1.28%를	적용하였다.

크 H/W 및 S/W 기업에게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

이동통신 사업용 장비시장에서 삼성전자가 6위권에 위치하

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

은 미미한 실정이며, 이는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을 반영하고 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다

산네트웍스의 경우, 2011년도 매출액은 1,306억원으로 동기간 

Cisco의 매출액 432억불(약 47조원)의 0.3%에 불과하다. 또한, 

201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네트워크 장비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397억원, 평균 영업이

익률은 2.2%로 매우 영세한 상황이며, 일부 저사양 장비의 수

출을 제외하면 내수 시장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투자하기

에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Ⅲ. SDN 도입에 따른 생태계 변화

1.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현황

먼저 네트워크 장비 시장을 살펴보면, 여러 장비가 맞물려 작

동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장비간 호환성이 네트워크 투자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

워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현재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Cisco가 시장에서 높은 협상력을 보유하

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

적 전송기능과 논리적 제어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네트워크 사

용자가 다른 기업의 장비를 쉽게 추가할 수 없는 경직성에 기인

하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S/W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IBM, HP, 

NEC 등 IT 솔루션 기업5의 경우, 고유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

업, 통신사업자 등 최종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사용 기

반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장비는 자사 또는 타사 제품을 제공하

고 있으며,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자사 플랫폼 환경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개인화(Customize)하여 제공한다.

5	 	장비	기업과	IT	솔루션	기업의	논리적인	구분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동일	기업이	두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로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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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데이터 센터 등 네트워크 사용자는, 대형 기업

인 경우 자사의 네트워크 운영조직을 이용해 장비와 S/W를 구

입하여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외부의 

IT 솔루션 기업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탁하여 조달하고 있다. Google이나 Facebook 등 일부 대규

모 수요자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직접 네트워크 장비를 디자

인하고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을 

통해 맞춤형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2. SDN 확산에 따른 시장 참여자별 변화

SDN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이 H/W에서 분리되

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는 표준화된 프

로토콜을 지원하는 범용 장비가 출시되므로, 특화된 H/W를 중

심으로 생태계를 주도하던 장비 기업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H/

W 시장에서 가격이나 기능적 사양 외의 차별화 요소는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네트워크 OS 등 네트워크 컨트롤러의 역

할이 SDN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네트워킹 S/W 및 애플

리케이션의 개발이 신규 시장 영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개

방형 표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S/W 개발이 용이해지면서, 

사용자 중심의 컨트롤러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S/W 기업

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며,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 종전의 

S/W 기업은 네트워킹 전체를 총괄하는 SDN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컨트롤러와 스위치/라우터간 프로토콜이 주

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각 표준화 단체간 표준화 및 상용화 선

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네트워크 사용자를 중심으

로 S/W 기업, 장비 제조 기업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 단체가 구

성되고 있으며,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장비의 인증 제도를 도

입하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등 표준화 단체 구

성원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될 것이다. 기존 IT 솔루션 

기업의 경우, SDN의 도입으로 장비 사용의 제약에서 벗어나 독

립적인 장비 선택 및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표준 SDN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장비를 출시하

거나 표준화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SDN의 도입에 맞

추어 매출액 증대 및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DN의 도입으로 네트워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최

종 네트워크 사용자의 경우, 각 사용자가 처한 비즈니스 환경과 

급변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변화하는 트래픽 패턴 및 네트워킹 

수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H/W를 신속, 유연하게 가상적으

로 배치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비용을 절감하

고 고객 대응을 민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최종 네트워

크 사용자의 수익성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

다. 네트워크 S/W를 중심으로, SDN 도입에 따른 각 시장 참여

자별 역할 및 관계 변화를 <그림 1>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1. SDN 도입 전후의 시장 참여자간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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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DN 확산에 따른 전체 생태계 변화

SDN이 확산되어 Data Plane과 Control Plane이 분리되면, 

H/W간 호환성 및 연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가 그 구조 및 주도권 측면에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

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H/W 중심의 생태계가 S/W와 

API 기반의 비즈니스 다양성 중심의 생태계로 변화한다는 점이

다. 따라서, H/W 제조 기업의 영향력은 약화되며, 최종 네트워

크 사용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될 

것이다. 최종 네트워크 사용자나 개발자들은 개방형 API를 이

용하여 원하는 솔루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으므로 장비의 종류

에 영향을 덜 받게 되며, 솔루션의 개발 시간 또한 단축될 것으

로 전망된다. SDN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그림 2>에 정리하였다.

SDN 확산 이후, 네트워크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호환성을 확

보하기 위해 기존 스위치나 라우터와 SDN을 모두 지원하는 제

품이 사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 네트워크 장비와 공존할 

전망이다. 기존 네트워크 장비, 기존 장비와 호환 가능한 SDN 

장비, SDN 전용 장비 등이 공존하는 동안, 각 기업과 표준화 

단체는 시장 선점 및 표준화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SDN 전용 장비는 대규모 

기업용 장비시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비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비와 같이 

SDN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장비도 소규모 시장을 중심으로 지

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Ⅳ. 주요 단체 및 기업 동향

1. 표준화 단체 동향

현재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 등의 표준화 단

체는 SDN의 프레임웍 및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진행중이다. 먼

저, ONF는 SDN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비영리 컨소시엄

이며, 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장비 제조 기

업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 3월 기준 90개가 넘는 회원사가 

있으며, 네트워크 사용자인 Deutsche Telekom, Facebook, 

Google, Microsoft 등 8개의 이사회 멤버(Board Member)와 

Cisco, HP, IBM, Intel, ETRI 등 일반 멤버가 회원으로 참여하

고 있다. 이사회 멤버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비 기업보다

는 네트워크 사용자의 영향력이 높으며, 회원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SDN의 확산과 표준화를 주도할 것으

로 보인다.

인터넷 표준화를 위한 국제 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도 SDN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IETF의 Working Group 중 ForCES(Forwarding/Control 

Element Separation)에서는 Forwarding Plane의 가상화

에 대한 프레임웍과 프로토콜을 논의중이다. 또한, Working 

Group 형성 이전 단계의 사전 모임 성격인 BoF(Birds of a 

Feather) 중에도 SDN(Software Driven Networks)을 논의하

는 BoF가 존재하는데, SDN의 Use Case와 스펙을 다루고 있

으며, Working Group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ITU-

T(국제전기통신연합 통신표준화 섹터)에서도 미래 네트워크

를 담당하는 Study Group 13에서 SDN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SDN의 프레임웍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을 개발중

이다. 현재는 초안 상태이며, 글로벌 정보기반 및 차세대 네트

워크에 관한 권고안인 Y 시리즈로 채택될 예정이다.

2. 대형 솔루션 기업

Cisco, HP, IBM 등 대형 솔루션 기업들은 SDN 환경하에서

도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네트워크 가상화를 지

원하는 장비 및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다. 장비 제조 기업의 선

두주자인 Cisco의 경우, SDN 등장 초기에는 자사의 장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SDN 확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

나 SDN 개념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 확산됨에 따라 생태계

의 전환을 수용하고 이를 사업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2012년 4

월, 자사내 벤쳐기업 성격인 SDN 솔루션 개발기업 Insieme에 

1억불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2년 6월에는 플랫폼 

API, 컨트롤러/에이전트, 가상 오버레이 솔루션 등 3가지 요소

로 구성되어 전체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그래밍화를 지원하는 

"ONE(Open Network Environment)" 전략을 발표하였다.

Cisco가 초기 SDN 확산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솔루션 기업

인 HP와 IBM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HP는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 SDN의 표준화에 적

H/W	중심 → S/W	중심

장비	기업	주도 → 네트워크	사용자	주도

경직된	네트워크	운용 → 유연한	네트워크	운용

장비간	호환성	중심 → 비즈니스	다양성	중심

장비에	종속된	애플리케이션	

개발
→

표준	API를	이용한	애플리케이

션	개발

그림 2. SDN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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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참여하고 있다. ONF의 창립 멤버로도 참여하였으며, SDN

의 개념을 창시한 Stanford 대학과 OpenFlow6 개발 초기부터 

협력하였다. 또한, 2011년 5월에는 가상 애플리케이션 네트워

크 기반 솔루션인 "FlexNetwork Architecture"를 발표하였다. 

IBM의 경우에도 HP와 함께 SDN 확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Interop에서 OpenFlow 기반의 제품 데모

를 공개한 이후, NEC와의 제휴를 통해 OpenFlow를 지원하는 

컨트롤러인 "IBM Programmable Network Controller"를 출

시하고 있다.

3. 중소 솔루션 기업

대형 솔루션 기업이 자체적으로 SDN 표준화 참여 및 솔루

션 출시를 추진하였다면, 중소 솔루션 기업은 SDN과 관련하

여 부상한 신생 기업(Start-up)이 주축이 되어 제품을 출시하

고 기존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SDN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Big Switch Networks는 

Stanford 대학에서 OpenFlow를 개발한 인력이 주축이 되어 

2010년 설립한 가상 네트워킹 신생 기업이다, 2012년 11월 네

트워크 사용자가 H/W를 변경하지 않고도 S/W를 통해 네트워

크와 데이터 센터를 변경할 수 있는 상용 SDN 제품을 출시하였

으며, 2013년 2월에는 Intel로부터 650만불을 투자받는다고 발

표하였다.

클라우드 및 가상화 S/W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VMware는 2012년 7월 SDN 기업인 Nicira를 인수하여 SDN 

역량을 강화하였다. Nicira는 개방형 소스 기반의 네트워크 가

상화 S/W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AT&T, eBay, 

NTT 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킹 및 스토리

지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인 Brocade는 스위치, 컨트롤러, 네

트워크 어댑터, 백본, 관리 S/W, 보안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

하고 있는데, 2012년 5월 업계 최초로 기존 Layer 2/3 방식과 

OpenFlow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포함

하는 SDN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11월에는 SDN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및 네트워크 OS 기업인 Vyatta를 인

수함으로써 시너지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Juniper의 Contrail Systems 인수(2012년 12월), 

Alcatel-Lucent의 Nuage Networks 투자(2013년 1월), F5 

Networks의 LineRate Systems 인수(2013년 2월), Oracle의 

6	 	스위치나	라우터의	Data	Plane을	S/W를	이용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인터페이스이다.	SDN이	개방형	인프라,	네트워크	컨트롤러,	비즈
니스	지향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쳐
를	의미한다면,	OpenFlow는	그	중	개방형	인프라를	제어하기	위한	프
로토콜을	의미한다.

Acme Packet 인수(2013년 2월) 등, 기존 네트워크 기업과 신

생 SDN 기업간의 결합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4. 네트워크 사용자

네트워크 사용자는 기존 H/W 제조 기업이 가지고 있던 시

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

해 SDN을 적극 도입중이다. 먼저, NTT, Deutsche Telekom, 

Verizon 등 통신 사업자들은 ONF의 이사회 멤버로서 SDN을 

적극 채택하고 있으며, Intel, HP 등과 함께 SDN 구축을 추진

중이다. SDN 도입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S/W로 제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간 QoS 차등 제공 등 신규 서비스의 창출이 가

능하게 되며, 트래픽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 형태 및 경로를 실시

간, 저비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SDN 도입을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및 트래픽 통제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Google, Yahoo, Facebook 등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에도 SDN

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SDN을 통해 네트워크 가상화 및 효율

적 트래픽 통제가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며 신규 장비 도입시에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

므로, SDN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Ⅴ. 결 론

네트워크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트래픽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SDN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네트워크 산업의 전체적인 틀을 변화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먼저 네트워크 시장 및 SDN 시장

의 규모를 전망하고,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았

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 산업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SDN 도입

에 따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지, 각 시장 참여자간의 관계

는 어떻게 바뀔 지에 관해서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표준화 단체 및 주요 기업의 최근 동향에 관해서도 정리하였다.

SDN이 확산되더라도 네트워크의 특성상 의사결정에 가장 중

요한 요인은 '다른 사람, 다른 기업이 어떠한 표준을 따르는지'

일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H/W나 S/W 제공자 입장 및 네트워

크 사용자 입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

서, 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DN

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기술

력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며, 표준 프로토콜의 결정 과정에 보

다 많이 참여하고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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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장비 제조사, 네트워크 이용자, 솔루션 기업 등이 함께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매우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H/W 중심의 네트워크 시장 주도권이 비즈니스 지향적인 

S/W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 상황은, H/W 시장 점유율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차세대 네트

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요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트

워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미국은 미래 인터넷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인 GENI(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 Innovation) 구축시 OpenFlow를 사용한 바 있으며, 

EU에서도 FP7(Framework Programme 7)에서 OpenFlow 

기반의 테스트 네트워크인 OFELIA7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다. 발달된 IT 기술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 등 네트워크 산업 발

전을 위한 우수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

라에서도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 변화를 기회로 삼아 네트워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

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정책, IT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혁신

적인 기술 개발, 네트워크 공급자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네트워크 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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