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기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지상 강의로서,
한국통신학회에서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Ⅰ. ICT 인프라의 역할과 자원 공유 개념

세상을 연결하는 인터넷의 핵심 기반인 네트워크가 미래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전반에 걸쳐 통합된 인프라로 급속하게 변

화하고 있다. 먼저 사람간의 네트워킹에서 사물과 사람, 사물 간의 네트워킹까지 다루는 초연결

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항상 연결되어 데이터의 자유로운 계산, 저장, 네

트워킹이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중심의 미래형 ICT 인프라가 필요하다[1][2]. 즉 초연결된 미래형 

ICT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전방

위적으로 지원하도록 다양한 기술과 제도들에 대한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ICT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변모시키는 노력은 맛있고 독창적인 음식들을 값싸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음식점 체인을 통한 서비스 생태계(eco-system) 활성화에 비유할 수 있다. 

음식점 체인이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 맛의 조화를 이룬 요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

려면 식재료 선택과 조리법을 정리한 레시피(recipe)에 숙련된 요리사의 손맛을 결합해야 한다. 

또한 많은 종류의 요리들을 값싸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식재료를 해당 재료의 특성에 맞춰 규모 

있게 사전에 약속된 (즉 표준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손질해 두어야 한다. 이어서 손질된 식재

료들을 필요한 만큼 선택하여 요리사의 비법을 섞어 조리한 다음, 손님들의 취향과 음식점의 식

탁/그릇 등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 이때 요리사가 음식점의 주방에서 많은 음식을 빨리 조리하려

면 여러 조리용 기구들을 활용해야 한다. 즉 재료의 신선도와 분량, 기구의 효율성이나 요리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점에서 맛있고 값싼 음식을 빠르게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을 ICT 인프라/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구도와 대비해 보자. 먼저 미디어와 기타 정보인 데이터(data)는 표준적으로 

그림 1. 공유형 인프라를 통한 자원 활용의 유연성 개선 (블랙박스  브라운박스  화이트박스 개념) 

25

SERIES 1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 플랫폼

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로의 혁신이란?
SDN/NFV/Cloud 통합으로 만들어 가는 미래형 소프트웨어-중심 ICT 인프라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



손질된 식재료에 해당되고,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인 계산/저장/네트워킹 자원(resource)들은 

물, 가스, 전기 등 주방 재료에 해당된다. 그리고 조리 절차에 맞춰 정비된 주방 환경은 플랫폼에 

해당하는 도구(tools)로 대비된다. 또한 식탁의 멋진 그릇들에 담긴 다양한 요리들은 손님에게 

맞춰진 사용자-정의형(Human-Defined) 서비스들에 해당된다.

상기한 음식점 체인의 사례에서 식재료, 주방 재료, 그리고 주방 환경을 요리사들이 함께 사용

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를 손님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문제는 통일된 인프라/플랫

폼을 가지고 다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충성(tradeoff)을 가진다. 이는 운영자가 표준

형으로 준비한 자원집합(resource pool)을 개방형으로 공유하면서도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

껏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문제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

라 자원은, 기술과 비용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운영자가 제공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했다. 

즉 <그림 1>과 같이 개발자는 운영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형태의 자원을 사용 지침에 따라서 동

일한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화(virtualization)1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원을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소프트웨

어-정의(Software-Defined)2 기술이 부상하면서 자원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활용

하도록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상기한 블랙박스 자원 개념이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운영자가 제공한 자원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브라운박스 자원 개

념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화이트박스 자원 개념으로 서서

히 변화하고 있다[4][5].  

II.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와 미래형 서비스

<그림 2>에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SDI)와 개방형 플랫

폼(Open Platform)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래형 서비스를 생성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그려보았다.

1			계산	차원의	가상화는	하이퍼바이저(hypervisor)에	기반한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	등으로	성숙된	상태이
나,	저장	및	네트워킹	가상화	부분은	현재	부분적인	적용이	시도되고	있음.

2			SDx(Software-Defined	x)는	소프트웨어-정의	개념으로	인프라,	네트워킹	등	모든	것(‘x’)을	변화시킴을	상징함.

User-Defined 
Services: Create 
and Orchestrate 
Smart IoT-Cloud 

Services with 
Domain-specific 

Open Data

Open Platform: Prepare Open 
APIs by Placing and Tuning  

Inter-connected Functions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Build 
Programmable & 
Virtualized 
Resource Pools with 
Hyper-converged 
SmartX Boxes

그림 2.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와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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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인프라 운영자들은 스마트 박스(Box)3를 활용하는 융합형4(hyper-converged) 자

원집합에 기반하여 계산/저장/네트워킹 자원을 손쉽게 확보하는 인프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스마트 박스 개념으로 자원 종류는 단순화하면서, 수량을 늘리는 스케일-아웃(scale-out) 

방식으로 인프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융합형 자원집합의 개념에 따라 펼쳐

진 지능형 사물들(smart things), 에지(edge)에 위치한 소규모 클라우드들(μClouds), 연합형

(federated)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을 잇는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로 개방형 플랫폼 운영자들은 가상머신(VM) 형태의 기능들(functions)을 종단/에

지/코어에 펼쳐진 스마트 박스들에 배치하고 동작시킨다. 즉 다양한 색상의 컬러 펜들로 비유되

는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s)가 하나의 

기능 또는 이들의 연결(inter-connect 또는 chaining)로 이뤄진 복합적인 기능 등을 통해서 만

들어지고 활용된다. 세째로 응용 서비스 개발자들이 목표하는 서비스 도메인(domain)에 맞춰진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중심으로 상기한 인프라와 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들

을 값싸고 빠르게 만들어 낸다. 

덧붙여서 <그림 2>의 가운데 부분을 들여다보면, 관제타워(monitor & control tower)를 중

심으로 운영자와 개발자가 개발운영병행체제(Development & Operation: DevOps)5 방식

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도시하였다. 즉 통합을 위한 협력을 통하여 박스(Box), 기능들

(Functions), 연결(Inter-Connect)로 대표되는 세가지 추상 개념들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관

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부연하면 융합형 스마트 박스 형태로 자원집합을 구성하고, 

유연하게 기능들을 배치하고 서로 연결하여 연동시킨다. 이를 통해서 목표하는 자원-부하

(workload)-서비스 간의 연계를 완성시켜서 소프트웨어-정의 기반으로 미래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구도를 보여준다 [3]-[6].

III. SDN, NFV, 그리고 Cloud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킹(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와 클라

우드(Cloud)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중요 개념과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자가 자유롭게 스마트 박스의 네트워킹을 프로그래밍하도록 혁신하는 노력이 소프

트웨어-정의 네트워킹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이다[7]. 초기에는 OpenFlow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어 평면을 분리하는 다소 파괴적인 시도로 시작

되었다. 즉 숙련된 전문가만 다루는 복잡한 프로토콜과 전용 하드웨어 위주의 네트워킹을 벗

어나서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가진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하도록 혁신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림 3>과 같이 개방성을 강조하는 OpenFlow, ONOS(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P4(Programming Protocol-independent Packet Processors) 등의 기술 진영이 있다[7]. 

별도로 기존 네트워킹과 조화를 중시하는 Open Daylight, Cisco APIC(Application Policy 

3			필요시	동적으로	설치해서	활용하는	스마트	폰의	스마트	앱(App)	개념을	컴퓨팅/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임.	

4			계산/저장/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자원	요소들을	단일	박스	형태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조한	IT	장비
를	융합형	장치(hyper-converged	appliance)로	호칭함.	

5			DevOps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개발자와	운영자,	또는	서버와	네트워크로	나눠졌던	운영자들이	함께	모여	
개발과	운영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개선하는	체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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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Controller), VMware NSX6 등의 기술 진영도 존재한다. 또한 기술의 적용 범위

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광역통신망(WAN), 광전송 및 모바일 네트워크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가 활용하는 스마트 박스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상화하여 100% 독립적으로 만드

는 것이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다. 하지만 함께 공유하는 다수 네트워크 장비를 모두 함께 가상

화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되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8]. 먼저 가상스

위치(vSwitch), 가상라우터(vRouter) 등을 중심으로 L2(Layer 2)~L3(Layer 3) 네트워크 계층에 

집중하여 사용자 전용의 가상화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통신사업자 주도의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에서 시작한 네

6		VMware	NSX	는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으로도	구분됨.

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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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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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Open Interfaces 
(ProtocolProgrammable..)

---- Open APIs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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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DN 기술 패러다임의 역할 및 변동

NFV

(2016~)

(2015~)

(2015~)

(2014~)

Network

Overlay Virtual 
Networks

그림 4. NFV 기술 패러다임의 역할 및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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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는 L4(Layer 4)~L7(Layer 7) 전송 

및 응용 계층에서 바라보는 가상화를 추구한다. <그림 4>와 같이 NFV는 장비와 네트워크 기능을 

분리하도록 가상머신(VM)을 활용하여7 네트워크 기능들의 유연하고 경제적인 제공을 도모한다. 

일례로 가상스위치와 가상라우터에 기반한 전용 오버레이 네트워킹을 지원함과 동시에 로드밸런

싱(load balancing: LB), 방화벽(firewall: FW), 침입탐지(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 등 

네트워크 기능들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추세이다.

또한 가상화된 계산/저장 자원의 공유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을 구축하

여 규모의 경제성을 누리면서, 인프라/플랫폼/소프트웨어 계층별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클라우

드(Cloud)에 주목해야 한다[8,9]. 즉 <그림 5>와 같이 아마존 AWS(Amazon Web Service), MS 

Azure, 구글 Google Cloud, IBM Softlayer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오픈소스 OpenStack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클라우

드 구축이 통신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미래 ICT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전세계적인 클라우드-우선(Cloud-First) 추세를 이

끌고 있다.

IV. 뒤집혀야 안정되는 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전체 ICT 인프라/플랫폼/서비스를 망라한 개방형 생태계의 차원에서 

<그림 6>과 같이 구조적으로 살펴본다면,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설정된다. 즉 하부에 위치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개발운영병행체제(DevOps) 

자동화에 기반하여 단순화시키고 집중시킨 후에 이를 탄탄하게 다지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프라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인프라를 소비하는 

최상부에 위치한 사용자들의 의도와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을 오픈 데이터를 

7			최근에는	경량화된	방식인	컨테이너(container)를	활용하여	가상머신의	고정된	오버헤드를	피하는	시도도	나타
나고	있다.

Cloud

그림 5. Cloud 데이터센터와 서비스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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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서 개발하고 운영하자는 것이다. 부연하면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에 대응하는 개방형 

플랫폼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최상부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분수 

형태로 품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어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어 <그림 6>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살펴보면 다

음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3]-[6].

•�SDN/NFV/Cloud를 통합한 유연성 있는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ICT 인프라 구축의 기술

적인 요소 측면에서 바라보면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는 모바일(5G 등 Mobile)과 클라우드

(Cloud)의 연계8에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킹(SDN)과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구축된다. 자원 인프라를 계산/저장/네트워킹 전체에 걸쳐서 프로그래

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가상화하는, 기술적인 

유연성은 III절에서 설명한 SDN, NFV, Cloud 기술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확보된다. 

•�융합형(hyper-converged)으로 뒤집혀서 빠르게 안정되는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구축

되는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는 미래형 자원이 가져야 할 단순화된 확장성을 살리도록 융합

형 스마트 박스 형태를 활용할 것이다. 즉 자원 형태는 단순화 시키면서 인프라 운영은 개발

운영병행체제(DevOps) 자동화로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뾰쪽하게 모이는 탄탄한 인프라를 만

드는 것이다. 그 결과 아래 부분은 점차적으로 좁혀져서 일반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인프라 

모습이 아닌, 뒤집힌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달리 해석하면, <그림 6>의 좌측에 표시한 ‘쐐기

(wedge)’모습과 같이 적용할 ICT 융합의 도메인이 바뀌더라도 틈새를 빠르게 파고들어 자리

잡고 안정되는 적응력이 있음을 상징한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구축될 소프트

웨어-정의 인프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방된 인프라

로 전망된다. 개방된 인프라 자원에 기반하여 필요한 기능들도 설치하고 개방형 API로 제공

하면 플랫폼도 개방형이 된다. 따라서 개방되고 유연한 인프라/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들이 오

픈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정의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생성하는 것

이다. <그림 6>의 좌측에 표시한 ‘분수(fountain)’모습과 같이 하부로 모여들어 압축되는 물

을 활용하여 분출시키는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퍼뜨리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8			스마트	사물들과	사람들을	차세대	무선	기반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는	모바일	인프라와	전세계에	산재한	초대
형	데이터센터들의	연동으로	구성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연계를	의미함.	

Open Platforms 
(Tools)

Open 
Software

(Services)

Open Infrastructure 
(Resources)

Big 

Data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Open Data

Cloud 

Open API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SDN/NFV integrated with Mobile+Cloud)

그림 6.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에 기반한 개방형 인프라/플랫폼/서비스의 계층형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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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 참조모델과 통합개발환경

상기한 SDN/NFV/Cloud를 통합한 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의 참조모델을 <그림 7>

에 제시하였다[5]. <그림 2>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종단/에지/코어로 구분하면서 이들을 유기

적으로 엮어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추세이다. 즉 종단에 위치한 유/무선으로 연

결된 스마트한 사물에서 시작한 가상화된 네트워킹이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킹의 플로우 기반 

유연성을 활용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원이 위치한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모습이 관찰

된다. 또한 스마트 박스 자원 측면에서는 코어에서 멀어짐에 따라 계산/저장/네트워킹 자원의 배

합이 달라지면서 점차 축소되는 여러가지 규모와 구성의 박스들이 나타난다9. 이렇게 분산된 스

마트 박스들 간의 연결은 느슨한 결합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화되어 강한 패브릭 형

태의 결합으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종단에 위치한 스마트 사물들은 실시간성 데이터를 생성하

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어서 소규모의 에지 클라우드들은 SDN, NFV, FastData(실

시간 데이터 처리/분석) 기능을 종단 근처에서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어에 소재한 연합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들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제타워를 제공한다. 또한 대규모 자

원이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과 고성능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역할도 담

당한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에 대응하는 통합개발환경을 효과적으로 구

축하여 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12년에 시작한 OF@TEIN/OF@KOREN SmartX 

Playground 구축과 운용 경험에 근거하여 통합개발환경을 개방형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림 8>과 같다[6]. 리눅스(Linux) 운영체제가 설치된 스마트 박스들을 종단/에지/코어로 펼쳐

진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에 배치한다. 이어서 OpenStack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자원 계층

9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응하는	S-Box,	미들박스와	모바일	네트워킹을	함께	상징하는	M-Box,	그리고	각종	스마
트	사물에	대응하는	μ-Box	등으로	부르는	박스형	자원들을	지칭함.	

Converged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SDN/NFV/Cloud 

Integrated)

그림 7. 융합형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의 참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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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합하도록 구성한 후에, ONOS, Open DayLight등으로 SDN 제어기를 연결하고 OPNFV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합된 NFV 환경을 구축하면 효과적이다.

VI. 결 론 

다가오는 소프트웨어-중심 개방형 인프라로의 변화는 ICT 융합 도메인들로 확산되어 쐐기 형태

로 자리를 잡으면서 분수처럼 넓게 퍼지는 다양하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오픈소스 중심의 개발운영병행체제 방식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개방된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인프라/플랫폼/서비스 통합을 통한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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