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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2.0으로의 진화

요 약

현재의 OpenFlow 기반의 SDN(Software-Defined Net-

working) 기술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

로 간주되고 있으며 캐리어(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적용하

기에는 아직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고에서는 캐리어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한 SDN을 SDN 2.0으로 

정의하고 SDN 2.0의 실현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의 연구동향과 

적용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I. 서 론

2011년에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1]의 창립 

멤버의 하나인 Google이 자사의 39개 데이터센터들을 연결하

는 B4 네트워크 구축[2]에 OpenFlow[3] 기술을 사용한 사례

를 발표한 이후부터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십 건의 SDN(Soft-

ware-Defined Networking)[4] 상용화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이제 SDN은 실현 가능한 미래인터넷 기술의 하나로 큰 주목

을 받고 있다. 그러나 SDN 표준화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

는 ONF의 핵심 멤버들은 대체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용하

는 ISP와 벤더들로서, 데이터센터에 적용 가능한 OpenFlow 스

위치와 컨트롤러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캐리어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표준과 솔

루션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캐리어들은 네트워크를 

SDN으로 전환하는 것에 앞서 NFV 기술의 상용화에 더 큰 관

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Cisco와 IBM 등의 벤더들을 중심으로 ODL(OpenDay-

light) 프로젝트[5]가 2013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DL

은 OpenFlow 표준화와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ONF

와는 달리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들을 컨트롤러의 SBI(South 

Bound Interface)로 추가하여 기존의 인터넷을 그대로 운용하

면서 향후 캐리어 네트워크에 점진적으로 도입될 OpenFlow 네

트워크까지 관리 가능한 솔루션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DN 연구는 2007년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소규

모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부터는 미래부의 국책과제

로 SDN과 NFV에 관련된 많은 연구과제들이 수행되기 시작하

였다.  2014년에는 국내에서도 몇 개의 상용 스위치들이 출시되

었고 오픈소스 기반의 컨트롤러들도 개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연구와 개발을 뒤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SDN 2.0은 캐리어의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한 궁극적인 SDN

을 의미하며 SDN 전반에 걸친 스위치, 컨트롤러, 프로토콜, 네

트워크 가상화 및 애플리케이션 등 캐리어들이 필요로 하는 기

술 전체를 망라하여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SDN 

2.0 또는 SDNv2[6]라는 이름으로 캐리어의 네트워크와 서비스

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에서는 아직 큰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의 집합을 SDN 2.0으로 정의하고 

주요 기술들의 연구 동향을 논하고자 한다. 이미 SDN 1.0 기술

의 선두그룹에서 멀어진 우리나라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SDN 

2.0 기술 개발에서는 선도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II. SDN 기술 현황과 문제

2011년 말에 Google이 B4 네트워크 구축에 OpenFlow를 적

용하여 링크 사용율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발표했고 ONF에서 

OpenFlow 1.1~1.3 버전(현재는 1.5)을 발표한 이래로 SDN 기

술개발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급속하게 추진되어 이미 수십 건

의 상용화 사례가 발표되었다. NTT DoCoMo는 2014년 초부터 

NEC, Fujitsu, Ericsson 등과 함께 LTE 네트워크의 EPC를 가

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애 및 폭주 시에 무선통신 연결성

을 향상시키는 시험을 수행해 왔다. 시험의 성공에 따라 2016

년 3월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가상화 기술 개발도 추진하

고 있다[7]. 이러한 사례들은 조만간 전세계 캐리어들의 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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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V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SDN의 현재 수준과 문제를 컨트롤러, 스위치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NFV, 응용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기로 한다.

1. 컨트롤러

SDN에서 스위치는 컨트롤러(Controller)의 명령에 따라 수동

적으로 데이터 전달과 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지능은 컨트

롤러에 집중화된다. 현재 이러한 컨트롤러들은  OpenFlow 기

반으로 20 개 이상의 오픈소스 및 상용 버전이 개발되어 있다 

(<표 1> 참조). 

표 1. OpenFlow 버전 및 특징

SDN 컨트롤러들은 중앙집중 방식으로 하부의 모든 네트워크

를 제어하므로 근본적인 확장성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의 장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컨트롤러에 과

부하나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DN 컨트롤러가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방식은 동기화된 구성변경 완료를 가정하고 있어 다수의 스위치

를 순차로 구성하는 동안에 패킷 손실과 loop 및 보안문제의 발

생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모든 플로

우 엔트리들을 변경한 후 동시에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개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상용화된 컨트

롤러의 스위치 수용용량도 최대 200개 수준에 불과하며[8], 캐

리어 네트워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Reactive 플로우의 설정시

간(Flow setup time)은 약 8ms에 이르고 있어 대량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9].

캐리어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특정 벤더 종속(lock-in)을 피

하기 위해 멀티벤더 환경의 네트워크 구성을 선호한다. 따라서 

벤더 제품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요구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SDN 컨트롤러 벤더들은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프

로비저닝은 SDN의 핵심 경쟁 사양이지만 아직도 Northbound 

API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컨트롤러 벤더들은 

비표준 API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

2. 스위치

OpenFlow 스위치는 3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는 소프

트웨어 기반의 스위치(예: OVS, Open Virtual Switch)로 

OpenFlow 표준을 잘 준수하지만 플로우 테이블이 H/W로 구

현되지 않아 범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경우 10Gbps 이상의 성

능을 내기 어렵다[10]. 둘째는 기존의 L2/L3 하드웨어 스위치

에 OpenFlow Agent를 추가한 것으로서 스위치 칩셋이 지원하

는 사양의 일부만 사용한다. 세 번째는 하부 구조를 완전히 프

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

았다[11]. 이것에 관련된 기술은 III 장 1절에서 설명한다. 

OpenFlow는 스위치에 OpenFlow 플로우 테이블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 추상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지만, 수

많은 인터넷 프로토콜들이 사용하는 헤더 또는 레이블 정보를 

분석하여 플로우 테이블의 매치 필드로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매치 필드의 크기 증가 문제가 있다. 최신 버전인 OpenFlow 

1.5에 약 170 Bytes(44 tuples) 크기의 매치 필드가 정의되어 

있지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모든 패킷을 처리하기에는 아직

도 부족하며 더욱이 사용자가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 시험

할 수도 없다. 또한, 매치 필드의 크기가 증가하면 고가의 CAM

이나 TCAM이 대량으로 소요되므로 스위치 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데이터 센터 용으로 개발된 1G x 48 port+ 10G x 4 

port를 지원하는 OpenFlow 스위치의 가격은 약 2만 ~ 3만 달

러로 기존의 인터넷 스위치(라우터)의 가격과 대동소이하다. 

스위치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플로우 엔트리의 수도 1,000 ~ 

4,000개 정도이며 이를 캐리어 등급인 수 만개 수준으로 늘리

려면 고가의 TCAM 증설이 필요하다. 캐리어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멀티 테이블과 파이프라인 처리를 지원하는 스위치

(BigSwitch, NEC, PICA)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Open-

Flow 1.0만을 지원하고 있다[12]. 

일반적으로 캐리어 네트워크는 관리의 편이를 위해 각 지역

의 트래픽을 코어 라우터에 집중시키는 스타 토폴로지를 취하

고 있어 코어 라우터의 용량이 Tera 급 이상으로 급증하는 문

제를 안고 있지만 아직 이를 대체할 Tera 급 OpenFlow 스위

치는 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Google이 B4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0G x 128 port 

OpenFlow 스위치를 자체 개발하였고, Facebook도 2014년에 

40G x 16 port ToR 스위치를 자체 개발하여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다. 

플로우 단위로 경로 및 QoS 제어가 자유로운 OpenFlow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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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캐리어의 네트워크 관리 문제를 해결할 훌륭한 대안이

지만 OpenFlow 스위치의 가격이 기존의 인터넷 스위치보다 싸

지도 않고 캐리어들의 다양한 운용관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에는 기능과 성능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아직은 OpenFlow 기술 개발이 데이터센터 지향적이

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다.

3. 네트워크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는 물리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네트워크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VLAN과 VPN이 대표적인 가상화 사례

이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머신(VM)들 간에 가상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원격지의 데이터센

터 간에서 VM Migration 기능을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 솔루션

(VSphere[13], Hyper-V[14] 등)들도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들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솔루션으로서 SDN에는 적용할 수는 

없고 서로 다른 제품들 간의 상호연동성도 제공되지 않는다.

OpenFlow는 다양한 스위치 하드웨어에 대한 추상화를 제공

하므로 보다 진보된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 활

용될 수 있다. 현재 OpenFlow 기반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기

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로서 FlowVisor[15], 

OpenVirteX[16] 등이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고 ODL은 S/W 

모듈로서 ONV(OpenDaylight Network Virtualization)[17]

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솔루션들은 GENI와 Inter-

net2 등의 연구망에 적용되어 있는 수준이고 아직 효율성과 확

장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FlowVisor는 특정 테넌트가 사용

하는 플로우들의 집합을 슬라이스로 정의하고 슬라이스 별로 컨

트롤러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의 토폴로지

를 생성할 수 없으며, 주소 가상화를 제공하지 않고 완전한 자원 

격리(Isolation)가 되지 않아 주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FlowVisor와 동일한 Proxy 구조를 사용하는 OpenVirteX

는 토폴로지 가상화, 주소 가상화, 정책 가상화를 지원하며 현

재 Internet 2에 적용되어 약 100개의 테넌트 네트워크를 관리

하고 있다. OpenVirteX를 캐리어 네트워크에 적용하려면 단

말의 수에 비례하여 플로우 엔트리가 증가하고 단말이 이동하

는 경우 대규모 플로우 엔트리 업데이트 발생하는 등의 구조적

인 문제를 보완해야 하며, IoT(Internet of things)[18]에 대비

한 IPv6 지원과 무선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 개발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ONV는 데이터센터용으로 구현된 NEC의 

Programmable-Flow[19]를 수정하여 ODL 컨트롤러에 내장한

(OSGI 번들) 것으로서 현재 OpenFlow 1.0 스위치와 IPv4/6를 

지원하며 OpenVirteX와 동일한 확장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4. NFV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20]는 방화벽, 

DPI, 컨텐츠 필터링, 사용자 인증, IMS 등 스위치/라우터와는 

별개의 하드웨어로 제공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능들을 클라우

드 기반의 서버에서 가동하여 CAPEX/OPEX 감축을 꾀하고자 

캐리어들이 제안한 기술이다. Verizon, Telefonica, BT, NTT 

DoCoMo 등 주요 캐리어 사업자들이 NFV의 표준화에 참여하

고 있으며, Use Case로서 vEPC, vIMS, vCPE, vCDN 등의 솔

루션 개발을 제안하였고 이미 많은 벤더들이 이러한 솔루션 개

발에 참여하고 있다[21].  

NFV는 OpenFlow의 플로우 단위의 제어 능력과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을 연계하여 구축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

며, 이러한 NFV가 범용화되면 캐리어의 네트워크 구조가 크

게 바뀔 것이다. 즉, 각종 NFV 기능들을 분산된 클라우드 환경

에서 VM으로 구성하고 이들간에 동적인 서비스 체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VM Live Migration을 수행하거나 장애 

시에는 DR(Disaster Recovery) 센터로 서비스 체인을 변경하

여 즉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하드웨어에 수직적으

로 통합된 네트워크 기능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소프

트웨어로서 제공되면 CAPEX/OPEX를 낮추어 통신시장의 진

입장벽을 낮추고 적은 자본으로도 고도의 유무선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이러한 구조 변경이 효과를 발

휘하려면 NFV와 SDN 기술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캐리어

의 운용지원 시스템인 OSS/BSS와 연계하여 서비스 프로비저

닝을 자동화해야 하며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과의 연동

도 필요하다[22]. 현재의 NFV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OSS/BSS와 IT 서비스 기기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하

여 운용하는 IT 도메인 가상화 단계에 있으며, 수년 내에 IT 도

메인과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 도메인에 걸친 크로스 도메인 오

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NFV가 도입될 것이다[23].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에는 ETSI NFV 참조모

델과 인터페이스 규정을 기반으로, 벤더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

장하기 위해 OPNFV[24]라는 캐리어 등급의 통합 오픈소스 플

랫폼 개발이 시작되었다.

5. 응용 기능

IP 네트워크에 새로운 서비스(프로토콜)를 제공하고자 할 때

에는 모든 라우터에 새로운 프로토콜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

는 라우터의 부하를 크게 증가시키므로 저성능 라우터들을 교

체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SDN에서는 이러

한 프로토콜들이 불필요하고 집중화된 컨트롤러에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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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트

래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스위치의 CPU 부하증가는 발생하

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IP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

는 모든 분산 프로토콜들은 SDN의 응용기능과 글로벌 뷰 및 

SBI(OpenFlow)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IP 네트워크에서 IGP

의 Link cost를 변경하면 BGP 라우팅에 이르기 까지 전체 네

트워크 상태가 변경되고 일시적으로 Loop가 만들어져 대량

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므로 라우팅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MPLS 망에서는 우선 순위가 높은 LSP 터널의 대역폭을 증가

시키는 경우 Preemption에 의해 다른 터널들을 강제로 우회시

키므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LSP Churn이 발생한다[30]. 그

러나 SDN에서는 분산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글로

벌 뷰를 이용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므로 이러한 문제들

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SDN이 기존의 IP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진보된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에 의해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지만 캐리어의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그 효용성과 가능성

을 입증할만한 응용 기능 개발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예로써 

캐리어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프리미엄 네트워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할 SDN 응용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즉, 

OpenFlow를 이용한 신뢰성 있는 MPLS VPN과 TE(Traffic 

Engineering)[25]를 구현하거나, IPTV 서비스를 구현하여 시

연한 사례는 아직 없다. 특히 대중적인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 복구 시간이 50ms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다

양한 토폴로지를 갖는 대규모 SDN에서 이러한 성능을 낼 수 있

는 Fast-failover 알고리즘도 아직 구현한 사례가 없다. 

캐리어 네트워크는 기업 네트워크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 

비해 큰 확장성과 운용관리 능력을 요한다. 캐리어 SDN의 확장

성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SDN의 근본적인 문제이

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거나 III 장 3절의 자율 네

트워킹 기술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SDN 컨트롤러

와 스위치가 공급될 때 운용관리 기능이 장치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는 가이다. 현재 대부분의 컨트롤러들은 응용기능 개발

을 위한 S/W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상용 컨트

롤러들은 상태 감시와 토폴로지 편집 및 트래픽 분석 수준의 기

능만 제공하고 있다. 

캐리어의 사업부서가 SDN 도입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려면 감

시 분석 기능뿐 아니라 토폴로지와 무관한 Fast-failover 및 트

래픽 엔지니어링 기능, 자율 네트워킹 기능 등 다양한 운용관리 

기능들을 구현하여 컨트롤러의 기본 기능 또는 선택사양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II. SDN 2.0 연구동향

 SDN 2.0 또는 SDN v2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

십 개의 글과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현재의 

SDN이 본격적인 캐리어 SDN 기술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관한 것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캐리

어 SDN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에 대해 소개한다.

1. 컨트롤러 및 스위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드웨어 기반 SDN 스위치의 대부분은 

L2/L3 스위치에 OpenFlow Agent를 추가한 것이다. 인터넷 

스위치의 운영체제는 스위칭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모든 프로토

콜 및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OpenFlow를 추가 적용

하면 OpenFlow로 관리 가능한 극히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

게 된다. 아직 SDN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벤더들은 새로운 스위치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스위치에 

OpenFlow를 추가한 형태로 공급하면서 기존의 스위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1>과 같이 SDN 2.0에서는 스위치가 OpenFlow로 제어 

가능한 사양으로만 구현된 경량의 운영체제를 내장하도록 하고 

컨트롤러가 전체 하드웨어를 완전히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API를 추가해야 한다. 즉, 포트, 전원, 팬의 속도, LED를 제

어하고 네트워킹 ASIC을 완전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야 하

며 SDN 2.0 컨트롤러가 제어하는 것이 더 이상 작은 TCAM 테

이블에만 한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단, 이것은 응용 정책

(VLAN, MPLS 등의 정책)을 작성하고 그 정책을 다양한 하드

웨어 자원에 매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논리적인 네트워크 추

상화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필요 없는 응용기능(Fail-over, 

그림 1. SDN 2.0 스위치 및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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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제어 기능 등)은 컨트롤러 내에서 제공하는 API

를 이용해 고성능 모듈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컨트롤러

의 NBI(North-Bound Interface)는 응용기능 외에도 Open-

Stack[26]이나 Kubernetes[27] 와 같은 자동화 툴과 직접 연

동 가능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스위치와 컨트롤러의 H/W와 S/W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고객은 베어메탈 스위치

를 H/W 벤더로부터 구매하고 S/W 벤더로부터 스위치 운영체

제 및 컨트롤러와 응용 S/W를 별도로 구매하여 설치하고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컴퓨터 시장처럼 스위치의 네트워킹 

H/W와 S/W를 독립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다자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결과적으로 캐리어의 SDN도입

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그림 2> 참조). 

2. OpenFlow 2.0

OpenFlow 1.0에서 정의한 12 개의 tuple은 버전 1.5에서 44

개로 증가했고 이 숫자는 새로운 Use case가 생기면 더 증가

할 전망이다(<표 1> 참조). Tuple의 증가는 스위치 하드웨어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므로 지속적으로 OpenFlow 규격을 확장하

는 대신에 가까운 장래의 스위치는 패킷을 파싱하고 헤더 필드

를 매칭하는 데에 보다 유연한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연구가 OpenFlow 2.0(또는OF+)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스탠포드 대학은 P4(Programmable, 

protocol-independent packet processor)를 제안하고 있으며

[28], 화웨이는 POF(Protocol Obvious Forwarding)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29]. 

P4에서는 <그림 3(a)>와 같이 컨트롤러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패킷의 헤더에 대한 처리 룰을 작성(편집)하고 컴파일러

를 이용해 처리한 후 이를 스위치에 내려주면, 스위치에 내장

된 파서가 입력되는 패킷들의 헤더를 분석하여 플로우 엔트리

(Match+Action)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후에 컨트롤러를 통해 이 엔트리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도 있다. 현재의 OpenFlow는 고정된 매치필드를 사용하여 패

킷을 처리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임의의 매치필드를 만들어 패

킷을 처리한다. 이 방식이 구현되면 현재의 OpenFlow가 처리

하지 못하는 테이블 타입의 생성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

인 이더넷 스위칭 프로세스의 순서를 바꾸어 스위치가 패킷의 

Ethertype을 참조하기 전에 착신 MAC 주소를 먼저 참조하도

록 설정할 수도 있으며, 스위치가 임의의 시험용 프로토콜을 처

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POF는 임의의 프로토콜 패킷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P4와 유

사하지만 <그림 3(b)>에 보인 것처럼 파서 대신에 {Offset, 

Length} 방식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구조가 알

려진 패킷의 헤더에서 헤더 필드의 특정 값을 {12B, 2B}로 읽어

서 특정한 처리(Action)를 할 수 있다. <그림 3(b)>는 수신된 패

킷이 Ethernet 패킷이면 TTL 값을 감소시키고 아니면 폐기하

도록 하는 Action을 예시한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스위치 ASIC과 스위치에 내장되는 OpenFlow 

S/W의 구조 변경이 필요하며, 현재의 직관적인 OpenFlow 플

그림 2. SDN 스위치의 H/W, S/W 분리 개념

그림 3. P4 및 POF의 개념도

(b) POF(Protocol Obvious Forwarding)

(a) P4(Programmable, protocol-independent packet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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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 엔트리 설정 방식에 비해 저수준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

다는 문제가 있지만 OpenFlow 스위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모

든 프로토콜(VXLAN, NVGRE, 연구용 프로토콜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의 OpenFlow와는 달리 고정된 길이의 매치필

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스위치 하드웨어의 가격 인하를 꾀할 

수 있는 연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3. 자율 네트워킹

IoT와 SDN을 비롯하여 이질적인 노드와 단말로 구성되는 미

래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관리의 복

잡도가 높아져 인간 관리자의 판단만으로는 네트워크의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관리 방식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리자가 정확한 조치를 할 때까지 그 이벤트는 미해

결 상태로 남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람이 

제어 루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

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자율 네트워킹 기술이 연구

되고 있다. 이것은 자동제어의 피드백 루프에서 진일보한 개념

으로서 최소한의 중앙통제로 전체가 조화롭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30].

 ETSI의 AFI 그룹은 다양한 자율 네트워킹 관련 연구 결과들

을 종합하여 2009년부터 GANA(Generic Autonomic Network 

Architecture)[31][32]의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GANA의 효

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림 4(a)>와 같은 참조모

델을 OpenFlow 기반 SDN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AFI

는 ONF에서 정의한 SDN에는 자율적인 제어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컨트롤러 S/W의 모듈화도 되어 있지 않아, SDN의 집중

제어 방식이 관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ANA에서 정의한 자율 제어 루프를 스

위치와 컨트롤러에 구현하고 이를 연동시키는 API를 개발하며, 

OpenFlow 컨트롤러의 NBI를 통해 외부의 기능으로 구현하도

록 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4(b)>는 GANA 참조 모델

에 따르는 SDN 자율 네트워킹 및 관리의 개념을 보인다.

4. SBI

현재 SDN의 SBI로 OpenFlow 외에 LISP[33], CAP-

WAP[34], PCEP, BGP-LS 및 NetConf/YANG 등[35]이 거론

되고 있다. 이것들은 아직 IETF의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에 있지만 일부 벤더에서 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LISP를 사용하면 L2/L3 네트워크 상에서 단말이 

위치를 이동해도 주소(IP 또는 MAC 주소)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서버 또는 VM Migration과 3G/LTE와 WiFi 또는 WiMAX 간

의 버티컬 핸드오버 기능 구현에 유용하다. CAPWAP은 이종의 

무선 AP를 제어하는 프로토콜로서 AP 기능의 일부를 외부의 장

치(서버)로 분리하여 SDN개념에 따라 AP들을 집중제어 가능하

게 한다[36]. <그림 5>는 CAPWAP을 WiFi에 적용한 경우에 제

어와 데이터평면의 분할 예를 보인 것이다.

PCEP는 PCC(Path Computation Client)와 PCE(Path 

Computation Element) 간을 LSP로 연결하는 프로토콜이다. 

2012년에 SDN 용도로 규격이 확장되었으나 벤더 별로 2개의 

규격[37][38] 이 제안되어 있다. 이 두 개의 버전은 상호 연동

그림 4. SDN 자율 네트워킹 개념도

(b) 자율 네트워킹 개념도

(a)GANA 참조 모델

그림 5. CAPWAP의 기능 분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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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아 PCE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DN 오케스트레이션 

응용들이 멀티벤더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12년에 BGP 네트워크의 링크 상태와 토폴로지를 SDN 

컨트롤러와 같은 외부 개체와 공유하기 위한 Link State 확장

이 BGP에 추가되었다[39], 현재 SBI로 구현된 버전은 draft-

ietf-idr-ls-distribution-05 이다. IETF NETMOD 워킹그

룹은 YANG이라는 데이터 모델링 언어를 정의하였고 이것은 

NETCONF 프로토콜에 의해 조작되는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40]. 

이러한 프로토콜들을 SDN 2.0의 SBI로 적용하려면 우선적으

로 상호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 후에 ODL

과 같은 SDN 컨트롤러에 적용할 수 있으며, BGP-LS가 제공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터널을 계산하고, PCEP을 이용해 터

널을 만들고, NETCONF와 YANG 모델을 이용해 그 터널의 속

성 변경이나 제어가 가능해진다.

시스코가 주도하는 ODL 프로젝트는 위에서 언급한 프로토

콜들을 SBI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탑재한 SDN 컨트

롤러를 주축으로 하여 OpenFlow 기반의 SDN과 기존의 IP 네

트워크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성 있

는 전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고도의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캐리어들은 대규모의 IP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NMS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용할 것이며, NMS와 SDN 

컨트롤러 간의 연동을 통해 OpenFlow 기반의 SDN을 제어하

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제어하는 SBI를 굳이 

컨트롤러가 제공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SDN 2.0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SBI를 정의하기 보다는 

상호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OpenFlow가 제공하지 못하는 무선 

AP 관리 기능을 CAPWAP이 제공하도록 하거나 단말의 주소 

가상화 기능을 LISP가 제공하도록 하고, PCEP을 이용하여 IP 

MPLS와 OpenFlow 도메인 간에 E2E 터널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토콜들의 제어 평면을 SDN 컨트롤러에 

통합하여 구현하고 이로써 컨트롤러는 전체 SDN 네트워크에 

대한 하나의 글로벌 뷰를 가지고 기존의 NMS와 원활하게 연동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그림 6> 참조).

 5. 네트워크 가상화

SDN에 의한 네트워크 가상화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오버레

이 방식의 가상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OpenFlow 기반의 SDN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가 될 것이다. 오버레이 방식에서는 가상 네트워크와 물리적인 

네트워크 간에 상호 가시성이 결여되어 성능과 고장관리 이슈

를 야기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전체를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는 문

제가 있다. 

SDN 2.0에서의 네트워크 가상화는 하드웨어 플랫폼의 완전

한 가상화와 베어메탈과 강하게 통합하여 성공을 거둔 서버 가

상화와 같은 기능과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네

트워크 가상화는 서버 가상화와는 달리 네트워크 장치들 간에 

상호 의존성이 큰 밀결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한다.

현재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III 장에서 설명한 OpenVirteX, 

ONV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러한 SDN 기반 가상화 솔루션

들은 아직은 프로토타입 수준 또는 데이터센터 용도이며 캐리

어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각 솔

루션은 SDN 가상화의 필수요소인 토폴로지 가상화(물리적 토

폴로지와 독립된 임의의 토폴로지를 생성하는 능력), 주소 가상

화(가상 네트워크 별로 임의의 주소체계 또는 주소 공간을 사용

하는 것), 정책 가상화(네트워크 자원을 테넌트 별로 할당하고 

상호간에서 격리 보호하는 것) 및 무선 네트워크 가상화를 동시

에 제공하지 못하며 근본적인 확장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문제들은 4절에서 설명한 SBI를 상호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

다. 서버 가상화에서 VM Live Migration 기능이 제공되는 것

과 같이 VN(Virtual Network) Migration[41] 기능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분야는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 있다. 또

한, 서버 가상화에서 수초 만에 VM을 생성하는 것처럼 가상 네

트워크도 일시에 구성 가능해야 하므로 다양한 토폴로지와 운

용환경에서 실시간 Virtual Network Embedding[42]이 가능

한 알고리즘의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SDN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가 실

현되면 다수의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들이 동일한 물리 인프라

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서 빠르게 구성될 수 있고, 가상 네트워

크 별로 상이한 주소체계(예: 단말의 GPS 정보를 주소로 사용)

와 중복된 주소공간 및 독자적인 포워딩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특정 테넌트가 사용하는 다수의 VM들과 이

들간을 연결하는 가상 네트워크(VN)를 동시에 이동시키는 것도 그림 6. SDN 2.0에서의 SBI 통합 및 NMS 연동

52 | 정보와 통신

주제 |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2.0으로의 진화



가능해져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캐리어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혁

신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IV. 적용분야 

SDN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캐리어의 유무선 액세

스망과 코어 망에 단계별로 적용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개발이

나 스마트시티 구축 시에 SDN을 기반으로 가상화된 액세스 네

트워크를 구축하면 가입자 등급별로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여 

최소 대역폭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P2P에 의

한 대역폭 과다 사용문제를 완화하고 비디오 서비스 품질을 보

장할 수 있다. 트래픽의 급변에 대비하여 전체 용량을 과투자 

(Overprovisioning)하고 있는 코어 망에 적용하면 유휴 대역폭

을 활용한 전국 단위의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기업용 VPN 서비스 대체 및 (M)VNO 사업의 활성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특히, 가상 네트워크 자원의 완전한 격리가 가능해

지면 (M)VNO 및 기업에게 가상 네트워크의 제어권을 주어 트

래픽의 우회 및 비정상 트래픽의 차단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OpenFlow 네트워크에 CAPWAP, LISP 등의 SBI를 통합하

여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무선 AP를 가상화하여 SSID 

별로 대역폭을 보장하고, 단말의 핸드오버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단말이 유무선 네트워크 내에서 위치를 이동해도 주

소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OpenFlow 만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구현 가능하다. 예를 들

어 LISP의 단말 및 네트워크 주소 분리 기능을 이용한 VM 마

이그레이션과 3G/LTE와 WiFi(또는 WiMAX) 간의 버티컬 핸

드오버 구현이 용이해지며 데이터센터의 재난에 대비한 DR 

(Disaster Recovery) 센터 구축이나 데이터센터 이전 작업도 

쉽게 실현 가능해진다. 

SDN 2.0을 캐리어 네트워크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에 가장 중

요한 것은 스위치의 가격인하이고 그 다음이 현재 제공하고 있

는 주요 서비스들을 SDN으로 구현하는 것 그리고 SDN 보안 

기술의 개발이다. III 장에서 서술한 경량의 운영체제 개발과 

OpenFlow 2.0 기술 개발은 스위치 가격인하 방안의 예이다. 

캐리어들의 프리미엄 망에서 고품질로 제공되고 있는 MPLS-

TE/VPN 과 IPTV 서비스 및 IMS의 가상화를 통한 VoIP 서비

스의 구현은 향후 프리미엄 망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기업이나 대학의 구내망을 SDN으로 구축한 경우에 이러한 서

비스들의 접점을 구내망 내부로 확장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

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SDN 보안은 현재까지 연구가 많이 진

행되지 않은 분야이지만 캐리어 네트워크에 SDN을 도입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및 관

리 기술을 개발하고 구글의 SDN 링크 사용율 향상 사례 검증하

여 장거리 전용회선 사용자에게 SDN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V. 결 론 
 

SDN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위치(라우터)의 기능을 단순

화하며, 집중화된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가시성을 바

탕으로 소프트웨어만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SDN은 지난 수년 간 급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수십 건의 기업 구내망 및 데이터센터 적용사례를 

만들어 냈고 가까운 장래에 캐리어 네트워크에도 도입될 것으

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의 SDN 기술은 대규모 캐리어 네트워

크에 적용하기에는 기능과 성능 및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

들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캐리어 네트워크 적용을 위해 추

가로 연구 개발해야 할 기술들을 SDN 2.0으로 정의하고 이러

한 기술들의 동향과 활용 방안 및 연구 이슈에 대해 다루었다. 

약어

AFI:	Autonomic	network	engineering	for	the	self-	managing	

Future	Internet

ALTO:	Application	Layer	Traffic	Optimization

BGP-LS:	Border	Gateway	Protocol-Link	State

CAM:	Content	Addressable	Memory

CAPWAP:	Control	and	Provisioning	of	Wireless	Access	

Points

DPI:	Deep	Packet	Inspection

IGP:	Interior	Gateway	Protocol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LISP:	Locator	Identifier	Separation	Protocol

LSP:	Label	Switched	Path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OSS/BSS:	Operations	Support	System/Business	Support	

System

PCE(P):	Path	Computation	Element(Protocol)

TCAM:	Ternary	Content	Addressable	Memory

vEPC:	Virtual	Evolved	Packet	Core

vIMS:	Virtual	IP	Multimedia	Subsystem

vCPE:	Virtual	Customer	Premise	Equipment

vCDN:	Virtual	Contents	Delivery	Network

VM:	Virtual	Machine

VNTM:	Virtual	Network	Topolog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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