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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에 이어 하드웨어에서도 오픈소스시대가 열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오픈소스의  폭넓은 

확산은 ICT 분야의 R&D 활동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과 연구 분

야의 확장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픈소스 생태계 하에서는 개별 연구조직의 크기나 연구 규

모에 따른 장점은 줄어드는 반면 개인의 창의력이나 협업 능력

이 연구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선행연구나 시스템적인 융합연구도 가능해질 

것이다.  

R&D는 단지 구현결과물을 얻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 도출, 이에 따른 설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현, 적합

성 및 상호운용성시험, 대규모 실증사업까지의 단계적이고 체

계적인 추진과 이에 대한 문서화, 규격화 및 표준화 작업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작업은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수행될 

때 상호연계 검증에 따른 완성도 제고와 전주기 활동에 있어 총 

시간 단축을 꾀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연구자들이 이러한 활동

의 효과적인 수행과 협력적 융합연구를 위한 저비용 오픈소스 

R&D 동시개발 플랫폼 방안을 제시한다. 

I. 오픈소스 환경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를 떠나 R&D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아주 독창적인 개념이나 기술이 아닌 한, 홀로 연구를 수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되는지 어떤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았

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아무도 사

용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연구가 의미있는 경우는 강력한 방식특허로 연구결

과를 보호받을 수 있을 때이다. 소프트웨어와 같이 생명주기가 

길고, 성공 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개방적

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커뮤니티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

는가에 따라 영향력을 갖게 되며, 이는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과 

수고에 따라 차별화된다.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개개인의 역

량이 매우 중요한데, 만일 이들의 능력이 각자의 커뮤니티의 영

역을 넘어 다양한 커뮤니티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

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면 기술의 발전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다.   

2. 오픈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오픈소스화는 역사가 30년이 넘는 반

면에 하드웨어가 오픈소스화 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1].

Open Source Hardware Association (OSHWA)[2][3]에 의

하면 오픈소스 하드웨어란 누구나 제시된 디자인의 하드웨어를 

배우고, 수정하고, 배포하고, 제조하고 팔 수 있도록 공개된 하

드웨어이다.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소스는 그것을 수

정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오픈소스 하드

웨어는 각 개인들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 하드웨어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과 재료, 표준 가공 

방법, 개방된 시설, 제약이 없는 콘텐트 그리고 오픈소스 디자

인 툴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오픈 소스 하드웨어는 디자

인을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고 상용화를 장려하

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픈하드웨어를 이용함에 따라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하드웨

어 개발을 건너뛰어 전체 개발시간을 단축하면서, 바로 소프트

웨어 개발로 들어갈 수 있다[4].

하드웨어는 시간이 감에 따라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속

성이 있다. 미리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 놓으면 곧 경쟁력을 잃

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시점에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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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의 성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보

다 다양해지고 있다. Kickstarter.com을 통해  개발된 

ONetSwitch[5]는 단지 300불 정도의 저렴한 하드웨어 플랫폼

에 오픈플로우를 탑재하고, 무선랜을 원하는 바에 따라 구현하

고, SDN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에서 검증된 소프트웨

어적인 기능은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원하는 성능

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제작하여 OS를 맞추어 설치하고 소프트

웨어를 이식하면 된다.  

이러한 하드웨어 플랫폼의 성능(performance)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제품 수준에는 수십분의 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탑

재 소프트웨어의 기능(function)은 그대로 실현해 볼 수 있어 

개발 플랫폼으로서는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플랫폼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이들 플랫폼이 최종적

으로 탑재될 인프라의 모의형상까지를 자체적으로 쉽게 구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기능 구현에서부터 개별시스템 

시험, 인프라 설치 상황에서의 상호운용성 시험까지의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단위의 테스트베드

를 서로 연결하여 검증해 볼 수 있다면 국가 단위의 인프라 형

상까지도 축소하여 대규모 실험을 운영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에선 경희대 이성원교수연구실과 광주과기원 김종원교수

연구실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반의 플랫폼 및 인프

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성원교수가 발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점 기

반 SDI 발전 고찰” 논문[6]에서는 SDI(Software Defined 

Infrastructure)라는 개념에서 SDN, NFV, Cloud Computing

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5G 이동통신까지 확장하는 개념

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원교수는 Converged Software-Defined Infra- 

structure[7]로서 SDN/NFV/Cloud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SmartX Box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샌드박스 개념을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Ⅱ. 연구 개발

연구개발이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대하여 적은 비용으

로 빠른 시간에 구현결과를 얻고자 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연구

개발은 단지 구현결과물을 얻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구결

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로 구성된다.  

 1. 기존의 연구개발 

구현된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규격이 필요

하다 이러한 규격화작업이 특정 개발에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추상화한 표준화작업이 진행된다. 표

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장점은 보다 많은 개발자가 해당결

과물을 독자적으로 구현하고, 이들 간에 호환성을 부여할 수 있

어 시스템 구축을 보다 쉽게 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구현결과물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적

합성시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험규격이 만들

어져야 한다. 시험규격은 구현규격에서 제시한 바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대응하여 작성된다. 시험규격에 따라 

시험기나 테스트 케이스가 개발되면 시험이 이루어진다.  

시험이 특정 개발품의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범용성을 갖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시험표준을 만들기

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현결과물과 시험기/테스트 케이스, 

구현규격과 시험규격, 기능표준과 시험표준은 상보적 관계에 

있다. 

적합성시험은 단위 시스템의 범주에서 당초 설계에 따라 제

대로 구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제

대로 구현되어있다 할지라도 인프라에 탑재되어 다른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

결하기 위해서는 단대단 상호운용성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호운용성규격에 따라 테스트 시나리오가 작성

되어야 하며 테스트케이스에 따라 상호운용성시험이 이루어져

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은 단지 구현결과만을 얻는 

작업이 아니라, 일련의 규격과 시험도구, 시험환경까지를 모두 

확보하려는 작업이다. 이들 작업들의 기술적인 사항은 서로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발과정에서의 크로스체크를 통해 

그림 1. SDN을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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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작업들이 대부분 시차를 갖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각 단계에서 시간이 누적되고 초기 

설계에서부터 인프라에 탑재되어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의 결과

물을 얻는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순차적인 개발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내재된 오류가 즉시 

발견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다는 점이다. 

2. 구현과 시험의 동시공학적인 접근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생산(manufacturing) 공정에서 도입된 산업공학적인 방

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설계, 구현, 테스팅 과정을 동시적

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총 소요시간 단축과 완성도를 높이고

자 하는 방법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을 오픈소

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ICT 기반의 R&D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에서와 같이 개념설계를 통해 기능규격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기능구현이 이루어지는 데, 이때 구현 측면과 시험측면에

서 동시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구현규격과 시험규격을 서

로 대응하여 작성된다. 이때 구현은 시험을 염두에 두고, 시험

은 구현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보적인 작업이 이

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규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현과 

시험 간에 1차적인 크로스체크가 일어난다. 이는 일종의 사고실

험(thought experiment) 과정으로 문제를 비판적 관점(critical 

thinking)에서 바라보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규격에 대한 골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규격이 개발되면 규격에 따라 구현물과 시험기를 개발하여 이

들 간을 연결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2차적인 크로스

체크가 일어난다. 1차 크로스체크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설계

상의 오류들은 2차 크로스체크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스템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시

작해서 보다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설계를 하게 된다. 일

종의 나선형(spiral) 개발방법론이고 애자일 프로그래밍이며, 

관점을 달리하는 짝 프로그래밍이다. Phase가 진행하면서 완성

도가 향상된다. 

이러한 과정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데, 동시공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설계나 구현 이외의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완성도 높은 시스템은 획득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3. 상호운용성시험

상호운용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스템이 관여하

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스템 자원을 독점하여 혼자 상호

운용성시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오픈소스 하드웨어 환

경 하에서는 가능하다.  

그림 2. 연구개발의 영역과 관련성

그림 3. 동시공학적 단계별 연구

그림 4. 상호운용성시험을 위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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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상호운용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실현해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 제시한다. 

위의 그림에서 SUT (System Under Test)는 적합성시험을 

통해서 단위 시스템의 완성도가 검증된 시스템이다. SUT에 대

한 상호운용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연결시스

템의 환경을 구성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발생한 패킷을 SUT

로 보내고, 이를 SUT에서 수행되어 이웃한 시스템으로 전달하

고, 리턴되어 온 패킷을 다시 받아들여 처리한 다음 다시 이웃

한 시스템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상호운용성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 패킷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패킷에 대한 취득 및 저장, 분석 등의 작업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에서 SUT의 왼쪽 끝에 있는 시스템은 Test Case 

Generator이고, 오른쪽 끝에 있는 시스템은 전달되어온 페킷

에 반응하는 서버이다. SUT에 각기 이웃한 시스템은 Inserted 

Tester(IT)로서 지나가는 패킷을 transparent하게 캡춰하고 향

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위한 환경은 SUT에 의존적으로 마련되

어야 하므로 각 경우가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러한 환경구축은 시험자 단말에서의 환경설정 요청에 따라 오

픈하드웨어 기반의 각 bare machine을 configuration 함으로

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후 시험자는 Test Case Generator에 테스트케이스를 생성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SUT에 전달되는 패킷을 IT(Left) 시스

템에서 캡처하고, SUT에서 나가는 패킷에 대하여 IT(Right) 시

스템에서 캡처함으로써 실시간 또는 로그된 파일을 분석하는 

상호운용성시험 결과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은 상호운용성시험 간략도로서 실제로는 보다 많은 Test 

Case Generator와 Mock Server, Inserted Tester가 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운용성시험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

서는 방대한 환경 설정 전처리 작업을 해야하는 오버헤드를 부

담해야 한다. 

이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커와 쿠버네티스기반

를 기반으로 여러 시스템에 대하여 커스터마이즈된 환경을 동

시에, 반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오픈하드웨어 기반의 R&D 

플랫폼을 구축한다.  

오픈하드웨어 R&D 플랫폼의 역할은 기능구현, 실험, 표준 

개발 등 R&D 활동의 동시적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개념검증

용 플랫폼으로서,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의 네트워킹 및 서버 컴

퓨팅 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합 환경하에서 다양한 네트워

킹 (SDN/NFV, OpenFLow, P4, IoT, ...) 과 컴퓨팅 (AI, Big 

Data, 분산처리, Simulation, ...) 기능을 여러 개발자가 동시

에 분산, 협업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시험환경을 제공

해 개방형 연구협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III. 오픈하드웨어 기반의                               

R&D 동시개발 플랫폼

최근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당 수의 소프트웨어 배포 환경이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컨테이너 기술

은 기존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Cgroups, 네임스페이스 등을 활

용하여 별도로 격리된 OS 환경을 제공하며, 일종의 경량 가상 

머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가상 머신 기술과 달리 별도

의 하이퍼바이저를 거치지 않고, OS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만

으로 격리된 OS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기본 OS

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간편하다.

 도커(Docker)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수많

은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도 오픈 소스 프로젝

트로 등장했다[8][9]. 또한 최근에는 ARM 환경에 포팅한 사례

가 등장하여 라즈베리 파이에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10].

그림 5. 라즈베리 파이로 구현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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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내부의 오픈 소스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진행한 오픈 

소스 기반 테스트베드 구현 사례 중 하나로,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SDN으로 네트워크

를 제어하도록 만든 것이 있다. 

프로토타입으로 12대의 라즈베리 파이 3 모델 B를 두 개의 스

위치로 묶었으며, 쿠버네티스 기본 네트워킹 이외에 SDN을 통

해 네트워크를 융통성있게 제어하도록 Open vSwitch(OVS)를 

설치했다<그림 x4><그림 x5>. 라즈베리 파이는 얼마든지 추가

할 수 있으며, 스위치와 연결하는 구조는 일반 서버와 비슷하게 

처리하면 된다. 라즈베리 파이 기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활용한 오픈 소스 플랫폼은 크게 도커, 쿠버네티스, OVS로 구

성된다. 최근에는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ARM 버전으로 포팅되

어 있어서,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라즈베리 파이

에 쿠버네티스 환경을 설치할 수 있다[10][12]. 참고로 기본 라

즈비안 OS에 도커를 별도로 설치해도 되지만, 라즈비안에 도커

를 기본으로 설치한 OS 이미지를 사용하면 설치 과정을 한 단

계 줄일 수 있다[11]. OVS 역시 오래전부터 리눅스에서 기본적

으로 지원되는 모듈이므로,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하는 것은 어

렵지 않다. 다만, 2016년에 새로 추가된 가상화 모듈인 OVN을 

사용하려면 OVS 2.6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2016년 11월 기

준으로 데비안 계열 리눅스 패키지 시스템에 올라온 OVS는 이

보다 낮은 버전이므로, 라즈베리 파이 위에서 직접 소스 빌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구축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물론 대규모 데이터센

터용 시스템과는 성능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 인

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

의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네트워킹하기 위한 연구 개발 실험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고도, 어느 정도 개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는 셈이다. 

IV. 결 론

오픈소스는 우리의 연구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또 우

리의 연구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개발과 표준화 활동이 그다지 긴밀하게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표준화 연계 R&D’ 또는 

‘R&D 연계 표준화’의 필요성이 매번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협업 플랫폼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오픈하드

웨어 기반의 플랫폼은 이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

된다.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아이디어를 얼마나 빠르게 검증하고 완성

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 가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내외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Open R&D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커다란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R&D 플랫폼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가격이 매우 저렴하므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보

다 큰 테스트베드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라즈베리파이로 구현한 플랫폼은 전체 가격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ETRI 표준연구본부에서는 오픈하드웨어 기반 R&D 플랫폼에 

대한 위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외부 연구협력을 

그림 6. 라즈베리파이 기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조

그림 7. 표준화 연계 R&D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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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오픈 R&D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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