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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IT 인프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

면서 네트워킹 백본들은 네트워크 장치에서 생성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만 하게 되었으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패킷 전송 방법과 부하분산

(Load Balancing) 기법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

의 급격한 증가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양이 폭주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해야 할 점은 사용자들이 원하고 찾는 데이터가 특정 

이슈에 영향을 받아 편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치 사회 경제적인 사안들에 대해 대중들은 높은 관

심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보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SDN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생성 형태를 고려한 효율적인 부하분산 기법을 연구

하였다. SDN이란 기존의 라우터나 스위치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컨트롤 영역 (Control Plane)을 

하드웨어 기반의 데이터 영역(Data Plane)과 분리하

는 개념으로써 컨트롤 영역을 중앙 SDN 컨트롤러를 

통해 중앙집중화하여 데이터 영역의 네트워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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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어하는 기술이다[1]. 이 두 영역의 분리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정책의 변경이 필요할 

때 체계 내의 많은 장비들을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

이 중앙에서 손쉽게 원하는 정책을 주입하고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SDN 환경 하 제안하

는 부하분산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SDN의 

특성이자 장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존 네트워크 

체계에서의 부하분산은 매우 전통적인 연구 주제로

써 과거부터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과는 대조

적으로, SDN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의 새로운 네트워

크 체계가 등장한 것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고, 지

금까지는 주로 기존 네트워크 체계에서의 SDN 환경 

구축 등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부하분산 분야는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컨

트롤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분리하여 네트워크 운영

자가 원하는 정책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SDN의 

장점을 활용하는 한편, 이슈 발생에 따라 특정 데이

터가 폭증하는 최근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

는 새로운 부하분산 기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SDN 환경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부하분산 기법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적용하여 이전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SDN의 Openflow에서는 서비스별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없는 것처럼 QoS 처리가 어려운 

제한사항이[3] 있어 이를 손쉽게 극복하기 위해 

Middle Box를 구축한 후 스위치와 연결(Add-on)하

여 우리가 원하는 부하분산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적용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Middle Box를 

구축하여 입력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을 분석한 

후 데이터가 일정 기준 이상 폭증될 때 이를 우선 

처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평시 일반적인 네트

워크 환경으로 가정한 무작위(Random) 데이터와 데

이터가 폭증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한 군집(Burst)

데이터 등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각

각의 결과를 비교 분석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2장

에서는 SDN과 부하분산 기법에 대하여 알아본 후,

3장에서는 제안하는 데이터 생성 형태를 고려한 부

하분산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 실험 방법 

설명 및 실험 결과를 분석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

다.

2. 관련 연구

2.1 SDN

SDN은 컨트롤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분리하여 중

앙집중적 통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장비의 트래픽 

처리 방식과 기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축

된 프레임워크로써 전통적인 방식의 네트워크는 네

트워크 장비의 제어기능이 하드웨어에 있었지만,

SDN에서는 컨트롤 영역을 하드웨어에서 분리, 소프

트웨어를 통해 논리적 또는 가상적인 실체로서 네트

워크를 제어할 수 있다[4]. 이처럼 컨트롤 영역과 데

이터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영역은 하드

웨어에 남겨두고 컨트롤 영역의 기능을 빼내어 컨트

롤러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사용자는 컨트

롤러 위에 사용 환경에 적합하고 자신이 원하는 애플

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SDN에서 사용자는 응용계층(Application Layer)

을 통해 컨트롤 계층(Control Layer)에 정책을 전달

하고 컨트롤 계층(Control Layer)은 전달받은 정책

을 Flow로 변경하여 기존 체계의 데이터 영역에 해

당하는 인프라계층(Infrastructure Layer)에 전달하

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정책이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

되는 구조이다[5]. 인프라계층은 실제 네트워크 장비

인 스위치나 라우터 등을 포함하는데 Flow Table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스위치로 전달하거나 패킷을 처

리한다. 컨트롤러는 Southbound 전용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프라계층의 스위치들과 통신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Openflow이다. Openflow란 

SDN만을 위한 공개 표준 프로토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컨트롤러가 Openflow를 통해 스위

치에게 Flow를 내리고 스위치는 이를 기반으로 Flow

Table을 생성한다[6]. 이후 들어오는 패킷들은 바로 

이 Flow Table에 따라 패킷을 전송하는 것이다. 바

로 이러한 SDN의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연구하거나 스위치나 라우터 관련 새로

운 기술적 시도가 있을 시에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물리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2 부하분산 기법

부하분산이란 트래픽이 많을 때 여러 서버가 분산

처리하여 서버의 부하율 증가, 부하량,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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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절히 분산처리하여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

다[7]. 부하분산의 몇 가지 대표적인 기법을 소개한다.

2.2.1 라운드로빈 스케쥴링

순차 방식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차례대로 각 서버

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다른 기법

에 비해 빠른 특성이 있다. 서버 커넥션 수나 응답시

간과는 무관하게 그룹 내의 모든 서버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일반적인 구성에 있어 다른 기법에 비해 

간단하고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요청이 폭주할 경

우 실제 서버 사이에 동적인 부하 불균형 상태가 생

길 수 있다[8].

2.2.2 최소 접속 스케쥴링

접속이 가장 적은 서버로 요청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비슷한 성능의 서버들로 구성된 네트워

크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성능이 비슷한 

서버들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아주 큰 부하가 특

정 서버로만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부하가 큰 경우에

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2.3 응답시간 방식

응답이 가장 빠른 서버에 이용자를 연결하는 방법

으로써,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그 응답시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응답시간이 빠른 쪽으로 많이 보내주

고, 응답이 느린 쪽으로는 적게 보내는 방식이지만,

특정 서버에 접속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

효율적일 수 있다[9].

2.3 SDN에서의 부하분산 기법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하분산 기법이 실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려면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장비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의 스위치

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에도 제조업체에서 

주입한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식의 부하분산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기법들은 본 연구의 배경

이 되는 특정 이슈 발생에 따른 폭증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반면, SDN 로드밸런서는 프

로그래밍이 가능하여 자신만의 부하분산 전략을 설

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도 않다. 이렇듯 네트워크 운영자 중심의 중앙집중적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SDN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을 소프트웨어 프로

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 내의 모든 장비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데이터 생성 형태를 고려한 부하분산 기법

3.1 Middle Box(로드밸런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은 특정 유형

의 데이터가 폭증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중 폭증하는 데이터를 

우선 처리하는 개념으로써 데이터 생성 형태를 고려

한 부하분산 기법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 이를 구

현하기 위해 스위치에 연결(Add-on) 하여 로드밸런

서의 역할을 하는 Middle Box를 구축하고 이를 SDN

컨트롤러와 연결한다.

스위치에 Middle Box를 연결하고 이를 SDN 컨트

롤러와 연동하여 컨트롤러를 통해서 부하분산 정책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Middle Box는 데이터가 폭증

하게 되면 이를 프로그래밍한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이러한 정책은 컨트롤러와 연동되어 컨트롤러에서 

자동으로 제어하게 된다.

3.2 Middle Box의 세부 동작

Middle Box는 Fig. 1과 같이 입력되는 큐와 분류

기(Classifier), 우선 처리와 정상처리 등 두 가지 유

형으로 동작하는 큐로 구분된다. 우선 패킷이 순서대

로 들어오게 되면 분류기는 두 가지 정책으로 처리하

는데, 하나는 데이터 생성 형태를 고려하여 폭증하는 

유형의 데이터를 우선 처리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

는 대조군으로서 일반적인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패

킷을 분류하여 큐로 넘기는 정책이다. 큐는 총 5개로 

Fig. 1. Middle box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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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실행하

는 경우에는 1개의 우선 처리 큐와 4개의 정상처리 

큐로 구성하였고, 라운드로빈 방식에서는 5개 모두 

정상처리하는 큐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정책인 데이터 생성 형태를 고려한 부하

분산 방식은 분류기에서 입력되어 들어오는 데이터

를 모니터링하다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가 군집 되

어 들어오게 되면 이를 폭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안하는 기법으로 동작한다. 본 연구의 실험 환경에

서는 입력되는 데이터 중 동일한 패킷이 5개 이상 

군집되어 들어오는 경우를 폭증 데이터로 판단한다.

5개 이상의 데이터가 군집되어 입력되면 분류기는 

그 폭증 데이터의 시작 패킷부터 20개의 패킷을 큐로 

보내는데, 이때 전술한 두 가지 유형의 큐 중 우선 

처리 큐로 보낸다. 패킷을 넘겨받은 우선 처리 큐는 

이를 다른 4개의 정상처리 큐에 우선하여 패킷을 내

보내게 된다. 20개의 패킷을 넘긴 분류기는 이후 다

시 정상작동하다가 또다시 5개 이상의 동일한 유형

의 패킷이 들어오는 경우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 

외 폭증 데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정상 데이터는 분류

기에서 나머지 4개의 정상처리 큐로 보내게 되며, 이 

4개의 정상처리 큐는 패킷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FIFO 방식으로 패킷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와 같은 폭증 데이터의 판단 기준이나 

우선 처리 패킷의 수는 물론 큐의 개수 등은 네트워

크 관리자가 트래픽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수정

을 통하여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정책인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처리한 패킷

은 5개의 동일한 조건의 정상처리 큐로 균등하게 보

내져 역시 FIFO 방식으로 패킷을 내보낸다. 이때 큐

에서는 별도의 우선 처리 큐 없이 5개 모두 정상처리 

큐로 동작한다. 이상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Fig. 2와 

같다. 이러한 Middle Box의 구성은 들어오는 패킷의 

패턴을 분석하여 특정 유형의 데이터가 폭증할 때 

이를 우선 처리하여 네트워크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쉽게 정책을 하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군과 같이 전ㆍ평시가 구분되는 

조직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한 네트워크를 운

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황과 데이터

가 폭증하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다양한 조건 

아래 실험을 하였다.

4. 실험 결과

4.1 시스템 구현

단대단 호스트간의 폭증하는 데이터 전달의 효율

적인 부하분산 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패킷 생성기 

역할을 하는 Client host와 분류기 및 큐의 기능을 

담당하는 Middle Box, Client host가 보낸 데이터를 

받아들여 출력하는 Server host를 각각의 파이썬 스

크립트로 구성하였으며, 미니넷 환경에서 구동한다.

4.2 실험 환경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을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 

구현하여 그 성능과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환경

은 Intel (R) Core (TM) i5-8250U @ 1.60GHz CPU

에 Windows 10 OS, 8GB RAM이며, VMware

Workstation14 pro, Ubuntu 14.04.4 가상머신 환경

에서 미니넷 2.2.2 에뮬레이터와 Pox 컨트롤러를 사

용하였다.

4.3 실험 방법 

실험은 Fig. 3과 같이 패킷 생성기 역할을 하는 h1

Fig. 2. Middle box flowchart.

Fig. 3. Experim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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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패킷을 전송하여 Middle Box를 거쳐 데이터를 

분류 및 우선 처리한 후 h2에서 패킷을 받아 출력할 

때까지의 지연시간(Latency)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전

송하여 측정하는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황을 가정

한 무작위 데이터와 데이터가 폭증하는 상황을 가정

한 군집 데이터이다. 이를 각각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과 일반적인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처리한 결괏

값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전체 데이터가 아닌 폭증

(군집) 데이터만 처리한 결괏값을 분리 측정하여 비

교한 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이 폭증 

데이터를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했는지 확

인한다.

우선 입력되는 패킷은 무작위 데이터와 군집 데이

터로 구분하여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우선순위를 5가지 유형으

로 제한하였고, 1차례 전송 시 총 10,000개의 패킷을 

보내며, 이를 100차례 반복하여 최곳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지연시간의 평균값을 측정한다. 분류기에서

는 두 가지의 패킷 처리 정책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정책은 데이터 생성 형태를 고려한 우선 처리 방식으

로써 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가 5개 이

상 연이어 전송될 시 이를 폭증하는 데이터로 간주하

여 우선 처리한다. 두 번째 정책은 일반적인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패킷을 처리하는 정책이다. 큐는 총 

5개의 큐로 구성하였으며, FIFO 방식으로 패킷을 처

리한다.

4.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총 8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하

였다. 우선 전송하는 데이터를 모두 처리했을 경우의 

지연시간을 측정하는데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을 

적용하여 처리한 것과 일반적인 라운드로빈 방식으

로 처리한 결과를 비교한다. 이때 전송되는 데이터를 

폭증하는 데이터(실험1)와 일반적인 데이터(실험2)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험한다. 다음은 제안하

는 기법이 실제로 픅증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효과

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폭증 데이터만 처리한 지연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역시 두 가지 정책을 각각 적

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도 폭

증 데이터(실험3)와 일반 데이터(실험4)를 구분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4.4.1 전송된 데이터 전체 지연시간 측정(실험1 및 

실험2 참조)

우선 폭증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의 전체 지연시간

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4는 폭증 데이터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안하는 정책과 일반 라운드로빈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며, Fig. 5는 일반적

인 상황을 가정한 무작위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측정 결과, 폭증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 1의 

경우 Fig. 4와 같이 제안하는 기법으로 처리했을 때

는 지연시간이 최저 0.3660초에서 최대 0.4921초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0.4045초의 지연시간이 측정되

었고, 라운드로빈 방식의 경우에는 0.4896초에서 

0.5925초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0.5407초의 지연시간

이 측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라운

드로빈 방식 대비 약 25.2% 적은 지연시간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폭증해서 밀려 들어

오는 데이터를 분리하여 우선 처리함은 물론, 큐에서

도 우선 처리 큐를 운영하여 폭증 데이터의 쏠림과 

지연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그 외 기타 유형의 정상

적인 데이터가 큐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예방한 결과

임을 알 수 있다.

실험 2 (Fig. 5)의 경우에는 무작위 데이터를 전송

Fig. 4. Burst data latency measurement result. Fig. 5. Random data latency measure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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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험하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제안하는 

기법이 라운드로빈 방식보다 빠른 처리속도를 보였

다. 제안하는 기법은 평균 0.4195초, 라운드로빈 방식

은 평균 0.5327초의 지연시간이 측정됨에 따라 약 

21.2%의 지연시간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무작위 데이터 중에서도 군집되어 몰려 들어오

는 데이터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러한 

군집 데이터를 우선 처리하여 큐에서의 정체 현상을 

차단하고 기타 정상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히 하

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연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실험 1의 그래프 Fig.

4에 비해 지연시간의 편차가 비교적 안정적임을 볼 

수 있는데, 입력되어 들어오는 데이터 중 군집 데이

터 비율이 실험 1에 비해 적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4.4.2 폭증 데이터 지연시간 선별 측정(실험3 및 실험

4 참조)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이 폭증 데이터 처리에 효

과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폭증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만 선별하여 지연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번 실험에서도 제안하는 기법과 라운드로빈 방식으

로 처리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폭증 데이터를 전송

한 결과는 Fig. 6(실험3)과 같이 나타나며,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황을 가정하여 측정한 결과는 Fig. 7(실

험4)과 같이 나타난다.

측정 결과, 실험 3과 실험 4 모두 전체 데이터의 

지연시간을 측정했던 실험 1과 실험 2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폭

증 데이터를 전송한 실험 3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 평균 0.0887초의 지연시간이 측정되었으며, 라

운드로빈 방식은 평균 0.1501초가 측정되어 약 

40.9%의 지연시간 감소 효과가 있었다. 무작위 데이

터를 입력한 실험 4에서도 지연시간이 각각 0.0769초

와 0.1121초가 측정되면서 역시 제안하는 기법이 

31.3%의 지연시간 단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앞서 실험했던 전체 지연시간

의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가 제시한 부하분산

기법과 라운드로빈 기법 간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제거하고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만 선별한 결

과이기 때문에 폭증 데이터 처리에 있어 본 기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상 4종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전체 데이터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데이터

를 전송한 지연시간의 경우 우리가 제안하는 기법이 

라운드로빈 방식과 비교했을 때 약 23.2% 더 빨리 

처리되었으며, 폭증 데이터만 처리한 결과를 보면 약 

36%의 지연시간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Burst data latency measurement result. Fig. 7. Random data latency measurement result.

Table 1. Overall measurement result

Load Balancing
Method

avg. Latency of overall data (s) avg. Latency of Priority Data (s)

Burst Data
(expt 1)

Random Data
(expt 2)

Burst Data
(expt 3)

Random Data
(expt 4)

Proposed 0.4045982 0.4195674 0.0887058 0.0769921

RoundRobin 0.5407142 0.5327434 0.1501101 0.1121644

Ltency reduction
-0.1361160 -0.1131760 -0.0614043 -0.0351724

25.2% 21.2% 40.9%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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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폭증 데이터 처리에 있어 우리가 제안하는 기법

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무작위 데이터 처

리 부분에서도 약 26.3%의 지연시간 감소 효과가 있

어 평상시 정상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우리가 제

안하는 기법이 효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서 어떤 이슈

가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 내 특정 데이터가 폭증한다

는 가정 아래 폭증하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이를 우선 

처리하는 부하분산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폭증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제안하는 기법이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으로 삼았던 

데이터가 폭증하여 몰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효율적

인 부하분산을 통해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역시 지연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데이터

의 전송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하분산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있

음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운영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한다면 

데이터가 폭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물론 평시 

정상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그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하분산 정책 운용의 기본 배경은 SDN

환경하에서의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네트워크 체계를 단순화하여 비교적 단

순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했지만, 이를 실

제 환경에 적용한다면 네트워크 운용자는 수많은 네

트워크 장비들을 제어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SDN에서는 컨트롤 영역과 데이터 영역의 분

리를 통해 컨트롤러와 연동하여 중앙집중적인 네트

워크 정책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 

체계와 비교하여 관리자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였고,

우리의 부하분산 정책을 이전보다 빠르고 손쉽게 적

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SDN 체계에서의 부하분

산 기법을 최근 인터넷 트래픽 환경의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의 기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군 조직에 적용한다면 불시 상황이나 훈련,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 데이터에 사용자들의 정

보요구가 집중될 때 효과적일 것이며, 네트워크 운용

에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전

산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논문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Middle Box를 구축하여 운용

한다면 기존 장비와의 손쉬운 연동은 물론 신규 네트

워크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과 시간 소요를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에는 군 전산망 

역시 민간 기업처럼 SDN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하분산을 위한 Middle Box와 같은 소프트웨어 컨

트롤 개념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한다면 SDN

으로의 전환에서도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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