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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더넷은 근거리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을 위

해 개발된 고속의 네트워크 기술로 1972년 제록스 PARC의 로

버트 멧칼프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더넷은 48비트의 하드웨어 

(Multiple Access Control: MAC) 주소를 기반으로 이더넷 스

위치나 브리지들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이더넷 스위치/브리지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MAC 주소별로 해당 인터페이스를 학습 (MAC learning)하

여 포워딩 테이블에 저장하고 이더넷 패킷이 오면 포워딩 테이

블에 저장된 인터페이스로만 선택적으로 포워딩 (selectively 

forwarding) 한다. 1

Control plane에서는 이더넷 스위치간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spanning tree protocol: STP)을 사용 

포워딩 테이블을 구성한다. 그러나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사

용하면 기기간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 최적의 인터페이

스가 있음에도 일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된 트리

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터페이스 사이의 노드들은 먼 곳

을 우회해서 데이터 전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습되지 않

은 MAC주소를 가진 패킷의 경우 모든 스위치마다 브로드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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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 수율 (Throughput)을 제한한

다. 데이터센터와 같이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 경우 수율이 급격

히 떨어지고 관리자의 의도에 따른 관리도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스위치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

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어렵고 동

기화를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린다.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이란 컴퓨터 산업의 스

마트 폰 접근 방식인 Open programmable 관점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주는 개방성 (open)과 program-

mable 기술에 대한 도입을 의미 한다. SDN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기존 스위치나 브리지 대신에 스패닝트리나 라우팅 프로

토콜과 같은 복잡한 control plane의 제어 프로토콜을 스위치

로부터 완전 분리하여 중앙에 controller로 모아 전체 망 입장

에서 경로 최적화와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 스위치를 정의하고 있다. Controller가 flow 별 최적화

된 경로를 계산하여 포워딩 테이블에 가상화하기 때문에 데이

터 패킷은 최적화된 경로를 사용하여 패킷을 전달한다. 스위치 

입장에서는 복잡한 제어 프로토콜 (스패닝트리 및 브로드케스

팅)을 없애고 본연의 MAC 주소에 기반한 고속의 포워딩 기능

만을 제공한다.

SDN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고속의 포워딩 기능

을 가진 소프트웨어 스위치는 OpenvSwitch를 비롯해 Cisco 

Nexus 1000V, VMware vSphere, NEC Hyper-V 등이 있다. 

최진식†, 김성일, 장병욱, 강성태,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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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thernet switch 구조

그림 2. SDN 소프트웨어 스위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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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그 중 Open vSwitch의 개념, 구성, 특징 및 앞으

로의 전망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 Open vSwitch 

Open vSwitch란, Apache 2.0 license의 open source를 기

반으로 한 SDN용 가상 스위치 (Virtual switch)다. hypervisor

가 제공하는 가상머신 (Virtual Machine: VM)들과 물리적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이에 연결(network connectivity)을 제

공하기 위한 리눅스 브리지 기반의 Layer 2 소프트웨어 스위

치다. 소프트웨어 스위치는 중앙 controller가 Openflow와 같

은 프로그래밍 확장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다. 또한 하드웨어 스위칭과 분리되어 VM 별로 트래픽 분리 

(traffic isolation), 모니터링, quality of service (QoS) 등 로

직컬 스위칭 기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NetFlow, sFlow, 

SPAN, RSPAN, CLI, LACP, 802.1ag 과 같은 기존의 표준 관

리 인터페이스들과 프로토콜들을 여전히 지원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LLDP, CDP, OSPF 등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통해 

원격 트리거링 기능도 제공한다. 

Open vSwitch는 control plane 기능을 data forwarding 

plane 기능으로부터 완전 분리하고 대신 컨트롤러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Openflow agent만을 갖는다. Control plane의 

기능은 중앙에 집중된 개방형 프로그래머블한 컨트롤러가 패킷 

경로를 대신 결정하여 포워딩 테이블을 제어한다. OpenFlow 

프로토콜은 컨트롤러가 data forwarding plane에 제어 메시지

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스탠포드 대학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다. 2014년 현재 OpenFlow 1.3 출시되었다.

1. Open vSwitch의 구조

Openv Switch는 기존의 하나의 서버에 설치된 하나의 어플

리케이션으로 인한 수직구조의 통신방향을 벗어나 여러 가상머

신(VM)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동적 할당되는 구조다. 각각의 가

상머신들을 위한 특화된 Edge switch의 역할을 위해 가상스위

치(virtual switch)를 이용해 가상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한다. 

가상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적 인터페이스 할당을 위한 소프트웨

어 스위치를 구현하기 위한 해결책이 Open vSwitch 다. 자세

한 Open vSwitch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기본적으로, Open vSwitch는 세 가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

져 있다. user space에 vswitchd, ovsdb 그리고 kernal mod-

ule 인 datapath 이다. 

▒ vswitchd

• flow 별 스위칭 기능을 위한 기능으로 kernel에서 수행되는 스

위치 기능 외에 소프트웨어 적으로 구현된 스위치 데몬이다.

- OpenFlow 프로토콜을 통해 외부와 통신한다

- OVSDB 프로토콜을 이용해 ovsdb server와 통신한다 

- netlink를 통해 kernel module과 통신한다

- netdev 추상 인터페이스를 통해 system과 통신한다

•독립적인 다중 datapath(bridge)들을 지원한다

• OpenFlow에 의해 드러난 같은 flow table의 수정을 통한 

mirroring, bonding 그리고 VLANs의 구현을 수행한다.

▒ ovsdb

• vswitchd 관련 설정변경사항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

량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다.

• OVSDB 관리 프로토콜인 JSON-RPC를 통해 관리자와 

ovs-vswitchd에게 통신을 한다.

그림 3. 가상스위치

56 | 정보와 통신

주제 | 미래 이더넷 스위치 : SDN을 위한 Open vSwitch



▒ datapath 

• openv Switch의 커널 모듈로 스위칭과 터널링을 다룬다

• Flow의 캐시 매칭 기능을 수행한다.

-  빠르고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패킷이 들어오면, action 비교 

후 맞으면 포워딩 테이블과 비교하여 패킷을 전달하고, 카

운터를 갱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userspace로 보내 소프트

웨어 스위칭 기능을 다시 수행한다.

• 터널 구현

-  지정된 형태의 flow 패킷에 대한 터넣을 설정하여 특정 

패킷이 들어오면, 포워딩 테이블과 비교 후 바로 kernel 

datapath에서 직접 포워딩 할 수 있다.

Open vSwitch 관리 tool로 ovs-dpctl, ovs-vsctl, ovs-

ofctl 등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ovs-dpctl

• switch kernel module인 datapath의 설정을 위한 tool.

▒ ovs-vsctl 

•ovs-vswitchd의 설정을 요청하고 갱신하기 위한 utility. 

▒ ovs-ofctl 

• OpenFlow 스위치들과 컨트롤러 사이에 질의요청 및 제어를 

위한 유틸리티.

2. Open vSwitch의 동작

Open vSwitch의 동작 원리는 1-4단계의 과정으로 Open 

vSwitch가 패킷을 받는 단계, 컨트롤러가 Openflow 프로토콜

을 사용해 특정 데이터의 경로를 계산한 후 datapath의 action 

정보를 스위치에게 내려주는 단계, datapath로 다시 패킷을 

반환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되는 패킷들에 대하여 

datapath에 정해진 action 대로 스위치 자신의 플로우 테이블

을 확인하고 정보가 있을 경우 주어진 action에 따라 해당 경로

로 데이터를 Forwarding해주는 단계이다. 단, 정보가 없을 경

우 controller에게 정보를 보내 경로를 계산하도록 요청하거나 

버리게 된다. 

Open vSwitch에서 datapath의 action은 Packet들을 flow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의 flow는 input port, vlan 

ID(802.1 Q), Ethernet source MAC address, Ethernet 

Destination MAC address, IP source MAC address, IP 

destinations MAC address TCP/UDP/...Source port 그리고 

TCP/UDP/...Destination Port내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action이 규정된다. 

• 하나의 port 혹은 여러 port로의 포워딩을 하기 위한 정보, 

미러링

•캡슐화 그리고 controller로 포워딩 등

3. Open vSwitch의 특징

Open vSwitch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각각의 VM에 대한 Visibility 

•LACP (IEEE 802.1AX-2008)

•Standard 802.1Q VLAN 트렁킹

•BFD and 802.1ag link monitoring

•STP (IEEE 802.1D-1998)

•세밀한 QoS 제어

•스케줄링

•트래픽 policing

• source-MAC별 load balancing, active backup, 그리고 

L4 hashing

•OpenFlow protocol 지원 

•IPv6 지원

• GRE, VXLAN, IPsec, GRE and VXLAN over IPsec 등 

다양한 tunneling protocols 지원

• Kernel 또는 user-space 사이의 선택적forwarding en-

gine

•다중 테이블 기반 체이닝

4. Open vSwitch의 미래

Open vSwitch는 2009년 05월 20일 처음으로 Open 

vSwitch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해 11월 11일 , 

RFC문서에 OVSDB프로토콜이 등록되었고, 2010년 5월 15일

에 초기버전인 Open vSwitch 1.0 배포되었다. 그 이후로 계속 

개발되어져서 현재는 Open vSwitch 2.1.2 vesion의 가장 최신 

버전까지 출시되었다. 

Open vSwitch는 현재 Cisco, Stanford, Nicira, FreeBSD, 

Red Hat, VMware 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에 의해 연구 

되어지고 있다. 그 외 Google, fujitsu, Broadcom, IBM 등 여

러 회사들이 Open vSwitch에 기여하고 있다. 

Open vSwitch는 많은 기업들에 의해 지금도 연구되면서 점

점 나아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보다 더 빠른 네트

워크 환경을 원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방대해

질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테스트베드 환경을 개

발 중에 있다. 그러나 SDN으로 네트워크기술이 변화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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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witch, 즉 Open vSwitch의 중요성도 대두되면서 Open 

vSwitch뿐만 아니라 이더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Switch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Ⅲ. 결 론

1972년 이더넷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전세계 인터넷 트래

픽의 95% 이상이 이더넷 형태 프레임 구조를 갖는다. 소프트웨

어 프로그래밍 기반의 네트워크인 SDN도 이더넷 브리지 기반 

위에 설계되었다. 앞으로도 어떠한 네트워크가 나오더라도 트

래픽의 종류는 이더넷 형태가 될 것이다. 

Open vSwitch는 SDN 환경에서 네트워크에 퍼져있는 수많

은 물리적 호스트들에 대한 flow의 관리 및 모니터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위치 기술로 SDN 시대에 Con-

troller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SDN 시대가 

도래하면 다양한 가상머신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동적 할당되

는 소프트웨어 스위치 구조인 openv Switch의 사용이 더 활성

화될 것이다. Open vSwitch를 사용해야하는 더 자세한 이유는 

openvswitch.org의 WHY-OVS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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