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DN/NFV/Cloud를 통합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요 약

인터넷의 폭발적인 팽창에 따른 부작용들을 근본적으로 해

소하고자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

다. 또한 새롭게 대두된 융합형(convergent) ICT 자원구성에 

맞춘 지속적인 사용자 주도의 인프라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SDN/NFV/Cloud 통합으로 형성하는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SDI)를 개방형으로 구축

하는 흐름이 있다. 즉 구축/운용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웨어 중심으로 최근 급속하게 전환되는 큰 변화가 ICT 인프라 

차원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미래

인터넷 이슈들을 스마트한 초연결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관

점에서 바라보면서 미래형 ICT 인프라의 바람직한 구축을 서서

히 가시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연결에 기반하여 

값싸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DevOps(Developers 

& Operators: 개발/운영 병행체제)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정

의 인프라로 체질을 바꿔가는 개방형 혁신을 살펴본다.

I. 서 론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미래인터넷의 연구는 오랫동안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계속 추가한 인터넷을 새롭

게 변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1]. 반복적으로 기능 보완과 추가

를 하다 보니 인프라 구성이 복잡해지고 사용자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서, 확장성과 적응성을 근본적으로 고쳐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널리 

논의되는 산업/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관

련 초연결(hyper-connected)도 미래인터넷의 비전을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이동시킨 큰 그림에 해당한다[2][3]. 즉 ICT 인

프라를 크고 길게 바라보면서 사용자 중심 서비스들을 지탱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상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구조적인 방안과 실증을 위한 개발환경(테스트베드)에 미래인

터넷 연구들이 집중해왔다[4][5]. 즉 초연결된 ICT 인프라 상에 

사용자들이 정의하는 서비스들이 값싸고 빠르게 만들어지는 미

래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미래형 IC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DevOps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박스형 장비 일체

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일종의 가상놀이터 환경을 실제로 구축하

고 운영하면서 바람직한 인프라의 모습으로 서서히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킹(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클라우드(Cloud)를 하나

로 모아서 통합한 미래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에 대한 배경

과 전망, 특성과 활용 방안 등을 다뤄보기로 한다.

II.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요구와 전망

사람간의 통신에서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의 통신까지 다

루는 시대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전망해 보면, 소프트웨어-주도

의ICT 인프라의 변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모든 사

물/사람들이 항상 연결되는 초연결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발전

할 것이다. 초연결이 이뤄지면 데이터 연결을 통한 빅데이터가 

실용화되고, 인프라/플랫폼/서비스 계층별 기능들간의 연결인 

프로세스간 통신이 활성화된다. 즉 초연결된 미래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사물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면

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초연결을 지원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과 법/제도에 대한 파괴적이고 혁신

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중심 패

러다임을 충분히 수용하고 지탱하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미래형 

ICT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스마트한 지구(Smarter Planet),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과 같은 슬로건들이 의미하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 

JULY·2015 | 3

SDN/NFV 편집위원 : 김종원(GIST), 이성원(경희대)



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ICT 인프라의 모습과 이에 기반한 다

양한 서비스 실현은 <그림 1>의 구도로 전망된다[6][7]. 즉 자원 

인프라 부분에서는 <그림 1>의 하단과 같이 컴퓨팅 및 네트워킹 

자원이 밀접하게 결합되고 통합적으로 제어되면서 개방되고 공

유되어 혁신적 응용과 서비스에 최적화 환경을 제공하는 유연

한 ICT 인프라가 예상된다. 이런 인프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스

마트한 서비스를 손쉽게 만드는 자원집합들을 개방되고 유연한 

할당을 통해 손쉽게 제공하고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플랫폼과 

연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미래형 ICT 인프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려면 

매우 폭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례로 극소량의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보내는 수많은 센서

들을 고려한 극소형 네트워킹 기능이나 대규모의 주소 식별체

계를 수용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도 한다. 따라서 효과

적으로 미래형 ICT 인프라를 실현하려면, 미래인터넷이 그려

온 다양한 특성들을 유연성과 경제성으로 주목을 받는 소프트

웨어-정의된 통합 인프라를 통하여 서서히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구축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

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창조적인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하는 노력들도 점차 가시화해야 한다. 초연결된 미래인

터넷을 이용한 창조적인 서비스가 계속 출현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견인하도록 인터넷 신산업을 활성

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8]. 특히 추진되는 인터넷 신산

업은 초연결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사물인터넷 분야 등

으로 나눠진 서비스들이 <그림 2>와 같이 데이터/소프트웨어

와 플랫폼/인프라를 개방형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연결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또는 Contents-Plat-

form-Network-Device 통합 체계)에 따라 제공된다. 즉 하드

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구도에서 바라본 ICT 생태계가 조화롭게 

개방된 인프라/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적으로 진화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서비스들을 확산하는 선순환 

루프를 추구해야 한다. 

스마트한 서비스 지원을 세부적인 기능들의 결합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센싱, 신호처리, 통신/네트워킹 기능이 

통합되어 자동보정, 상황인지 등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

트 사물들을 이용하여 표준적으로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은 초

연결을 지원하는 미래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통해 전달/

저장된다. 전달/저장된 정보들을 이종적인 플랫폼/도메인 간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결합, 가공,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스마트하게 사물들을 능동적으로 관제

함에 의해 새로운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수집

된 거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양한 사물을 통하여 시공간 제

약 없이 유통하는 개방된 데이터 환경을 저렴하게 제공하려면, 

이종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공통 인터페이스 및 분산된 클라우

드 인프라에 기반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수집되어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모

은 빅데이터를 세분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어 창

의적이고 지능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초연결에 대비한 미래 ICT 인프라의 요구사항

으로서 파괴적인 수준의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는 혁신적인 소

프트웨어-정의 인프라가 핵심이다. 즉 미래 사회와 산업이 요

구하는 동적인 자원 공급과 이에 근간한 서비스 제공을 감당하

는 유연하면서도 값싼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에 대응하여 거대규모(hyper-scale)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계층 ICT 자원의 하드웨어 모습이 <그림 3>

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9][10][11]. 아마존 AWS (Am-

azon Web Service), 구글 GCE (Google Compute Engine), 

MS Azure로 불리는 거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이 통신

사업자나 기타 서비스 회사의 데이터센터들과 점차적으로 엮

어지면서 미래 ICT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

그림 1.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인터넷 지향 서비스 지원 구도

그림 2.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와 개방형 플랫폼/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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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들은 점차적으로 모바일화 되면서 가벼운 스마트 사

물을 활용하면서 이들과 연결하기도 하고 사물간에도 비슷하

게 엮어질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의 일환으

로 구축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을 중심으로 각종 ICT 자

원들이 고도화된 유무선 네트워킹으로 지속적으로 엮어지면

서 창조적인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안전하며(safe) 신속하고

(agile) 경제적인(economic) 인프라와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물들을 활

용하는 스마트한 서비스들이 나타나서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인 삶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

하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개방형 소

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DevOps 방식으로 구축하고 운용

하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 또한 이런 모습이 전세계적으

로 자리를 잡기 까지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시차를 가지면

서 5~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SDN/NFV/Cloud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SDN/NFV/Cloud가 통합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지

원하는 중요 개념으로 소프트웨어-정의와 더불어 가상화

(virtualization)가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컴퓨팅 

가상화를 이어 받아서 네트워킹 가상화 기술을 최근 각광받는 

SDN과 NFV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

드 인프라 구축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Green IT를 실현하는 수

단으로 인식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전세계적으

로 새로 공급되는 서버 인프라의 50% 이상이 클라우드에 배치

된다는 공격적인 전망도 있다. 그러므로 SDN/NFV의 발전과 

성숙에 따라 하부에 위치한 네트워킹의 가상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클라우드 가상화와 제대로 연동되기 시작하면 경제적

으로 신속하게 ICT 자원을 제공하는 미래형 인프라 구축이 가

능할 것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먼저 프로토콜 중심의 고전적인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벗어나

서, 논리적으로 집중된 제어기와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킹 장

치간의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SDN이 급속하게 부상하

고 있다[10]. 특히 오픈플로우 SDN은 제어기와 네트워킹 장치

간을 연결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에 의도적으로 집중된 모습

으로, 제어와 데이터를 분리하는 SDN으로 자리하고 있다[11]. 

또한 네트워크 가상화 차원에서도 가상스위치(vSwitch)와 가상

라우터(vRouter) 중심의 L2~L3 계층에 집중하여 사용자를 위

한 가상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통신사업자 주도의 ETSI (European Telecommuni-

cations Standards Institute) NFV 는 L4~L7 계층에서 바라

보는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을 활용하는 네트워킹 기

능들의 유연하고 경제적인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

상머신의 고정된 오버헤드를 피하는 경량화된 방식으로 Dock-

er 컨테이너(container)를 활용하는 추세도 급속하게 부상 중

이다. 부연하면 가상화된 스위치/라우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별

로 구성하는 VXLAN 기반 오버레이 가상화된 네트워킹을 지원

함과 동시에 로드밸런싱(LB), 방화벽(FW), 침입탐지(IDS)와 같

은 용용 수준의 네트워크 기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하는 가상화된 컴퓨팅/스토리지 자원을 중심으로 거

대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을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누리면서 급속도로 확산중인 클라우드의 상업적인 성공에 주목

한다. NFV는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들 내부에 위치한 가상

머신들을 활용하므로, SDN과 Cloud에 기반한 미래형 인프라

의 중간 연결고리가 된다. 

따라서 <그림 4>과 같이 Cloud과 SDN/NFV 의 확산이 서로 

연결되면서 통합되는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그림 4>을 살펴보면, SDN이 제공하는 유연한 네

트워킹의 적용 범위를 액세스-WAN-Cloud 에 걸치는 종단간

으로 확장하는 모습도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유/무선으로 연결

된 스마트한 사물에서 시작한 가상화된 네트워킹이 SDN의 플

로우 기반 유연성을 활용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원

이 위치한 Cloud로 연결되는 추세도 관찰된다. 즉 필요로 하

는 자원의 유연성/경제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목적

에 맞춰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각종 융합형 박스들로 만들어내

는 자원 인프라가 그려지고 있다.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Cloud 중심의 인프라에 대응하는 S-Box, SDN/NFV 에 대응

하는 미들박스(MiddleBox)에 대응하면서 모바일한 네트워킹도 

지원하는 M-Box, 그리고 각종 스마트한 사물과 네트워크 연동 

그림 3.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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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대응할 수 있는 μ-Box 로 자원집합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러한 박스형 자원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마음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화이트박스의 속성을 지닌다. 즉 2013

년부터 점차적으로 화이트박스 장비들이 부각되는 추세와 맞추

어서, 사용자들이 south-bound API를 통해서 화이트박스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래밍 차원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12]. 즉 오

픈플로우(OpenFlow), NetConf와 같은 개방형 API들이 Open 

DayLight, ONOS 와 같은 오픈소스 SDN 제어기 소프트웨어

들과 OPNFV와 같은 오픈소스 NFV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표

준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Cloud 부분에 있

어서는 OpenStack 클라우드 OS의 Neutron을 중심으로 SDN

을 화이트박스 자원에 연결할 수 있고, 유사하게 Nova (그리고 

Swift, Cinder 등)를 통해서는 응용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

(즉 NFV 연계)에 대응할 수 있다.

Ⅳ. 개방형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활용

및 협력체계

상기한 구조의 모습을 가질 미래형 ICT 인프라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집합과 이를 소프트웨어적으

로 총괄하여 관제하는 플랫폼이 상호 연동하면서 구성된다. 인

프라를 통한 서비스의 개발/운용을 병행하는 DevOps 방법론

에 따라 자동화의 이점을 누리면서, 자원 인프라가 제공하는 가

상화된 자원집합을 실증대상 서비스를 조율하는 구도에 맞춰

서 활용하도록 <그림 5>의 개념에 따라 소프트웨어-정의 인프

라를 운용해야 한다. 즉 ICT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사용자

가 원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서비스를 신속하고 경제적으

로 실증하면서 즉각적으로 검증하고 수정/보완하는 창조적 혁신

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소프트웨

어적으로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과 같이 사용자가 필요한 서

비스-중심의 실증환경을 미리 준비된 템플릿(template)을 가져

다가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에 맞춰 손쉽게 구

성하고 활용한다. 또한 인프라의 관리자(운용자) 입장에서 통합

형 인프라를 바라보면 다음 사항이 추가로 요구된다. 먼저 사용

자가 원하는 서비스 기능에 맞는 자원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확

보하도록 REST-스타일 API를 통해 표준적으로 지원한다. 또

한 자원과 서비스 관계를 이해하는 모델링, 자원과 서비스 상태

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그리고 모델링과 모니터링 정보에 따른 

다양한 적응화를 전체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조율하면서 해결한

다. 즉 <그림 5>과 같이 서비스 통합 실증환경을 이용하는 다수 

사용자들을 위하여 통합적인 자원 제어/관리 역할, 다양한 편의 

도구를 통한 사용자 자원활용 지원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인프라를 향후 환경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축하

거나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다양한 실증환경의 생성을 촉

진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커뮤니티 생태계가 조성되

면 이상적이다. 일례로 <그림 6>에 제시한 K-ONE (Korea – 

Open Networking Everywhere)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네트

워킹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개방형 공용개발환

경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공유/협업하는 체계를 함께 추구

할 예정이다. 오픈소스 코드 협업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공개

포털(github등)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K-ONE 공용개발환경 인프라를 구축한다. 즉 융합형 박스 자

원집합을 분산 배치하고 KOREN/KREONET을 통해 연결함으

로써 하나의 SDN/NFV/Cloud를 통합하는 차세대 인프라로 구

그림 4. SDN/NFV/Cloud를 통합하는 종단간 인프라 및

이에 대응하는 박스형 자원들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림 5. DevOps 방법론에 따른 사용자별 실증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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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 실제 인프라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고수준의 개발을 추

구한다.

추가로 상기한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

축 사례에서 확보된 성능/가격 경쟁력 분석을 감안하면서, 국가

적인 차원에서 적정 규모 이상으로 자원집합 공유 개념에 따라 

확보하고 운용하는 틀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

프라/플랫폼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

시에 서비스 차원에 있어서는 개별화된 특화에 집중하는 인프

라와 서비스의 분담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상

기한 소프트웨어 지향 인프라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전체적으로 DevOps 방법론에 따라 조화롭게 구축/

운영을 주도하는 미래형 ICT 추진조직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개방형 초연결 인프라 및 플랫폼을 활용한 

ICT 선도형 사업화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한 여러 당사자들

의 협력체계가 빠른 시장지향형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

다. 추가적으로 선도적인 ICT 기술과 제품들은 국내 시장 만으

로는 과잉투자가 되기 쉬우므로, 해외로 협력체계를 확장하여 

우리의 선진화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을 포함하여 시

장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구

개발 결과에 대한 기능/성능 검증이 자체 실험실 내부에서만 추

진되어 상용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 및 협력 프로세스가 미흡한 

실정이다[2]. 따라서 연구개발 측면에서 기술개발 과정 및 결과

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DevOps 방법론에 따른 연구 R&D 

생태계의 선순환 활성화’가 필요하다. DevOps 방법론에 따

른 연구개발 R&D를 설명하자면 검증 및 품질시험, 실증 및 상

용 서비스를 거쳐 도출된 개선사항을 연구개발자에게 피드백하

여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성공을 제고하는 

R&D협업방식을 의미한다. 개방된 커뮤니티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참여 산학연에 시험검증을 위한 통합개발환경

을 제공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실증을 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인증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에 필수적인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한 UX(User Experience) 도

구 개발은 Continuous Integration/Delivery에 기반한 상시형 

One-stop 실증으로 해결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소프트

웨어-정의 인프라에 대하여 표준 모델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참

여 커뮤니티가 널리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협업활동

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ICT 선도기술에 접목한 인프라/플

랫폼을 연계하는 서비스의 수요 결집 및 신규 시장 창출을 촉진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결론적으로 ICT 인프라/플랫폼/서비스가 개방된 데이터와 어

울려지는 미래지향적인 개방형 ICT 개방형 생태계 구축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SDN/NFV/Cloud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정

의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고도화되고 유연한 인프라 운용의 자

동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위에 클라

우드, 빅데이터, 산업/사물인터넷을 연계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세우고 이를 계속적으로 고쳐가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창출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

어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래 인프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

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기한 인프라 구축과 운용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고, 국가적으로 한 방향으로 분산된 핵심 자원집합

들을 유연하게 연계하는 실증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이를 기

반으로 국경을 초월해 확산되는 다국적 ICT 인프라 세력에 대

한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파괴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내부정비를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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