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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의 네트워크 체계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 장

비가 데이터 패킷의 처리 및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통합 하드웨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벤더들의 네트워크 장비 별로 구조 및 동작방식의 

차이점이 명확하여 서로 다른 성질의 네트워크 장비

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정 네트워크 벤더 위주의 장비를 사용하

여야 하였고, 선택권은 제한되었다. 이러한 폐쇄적인 

벤더 중심적인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는 사용

을 원하는 최소 필요기능을 지원하는 저렴한 네트워

크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여도, 네트워크 벤더들은 다

수의 기능들을 통합시킨 고가의 장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였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시장은 다수의 

사용자가 아닌 소수의 네트워크 벤더가 주도하는 기

형적인 형태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

working, SDN)은 이러한 네트워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되었다. 하

지만 SDN의 아직은 초기의 기술로써 SDN의 상용화

를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데 SDN에서도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목적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빠

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로를 찾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역할 또한 변함없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까지의 SDN에서의 라우팅 프로토콜과 관련된 연구

는 주로 OSPF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A. Bansall의 연구[1]를 비롯한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성능적인 우수함이 증명된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는 CISCO의 사설 라우

팅 프로토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연

구가 부족하다. H. Hasan에 의해 SDN에서의 EIGRP

[2, 3]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접근 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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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가 라우팅을 수행하고 컨트롤러가 일종의 관

찰자로서 네트워크 관리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형

태에서의 운용과 관련된 연구였다. 그러나 Hasan이 

제안한 형태에서는 라우팅을 수행하는 주체는 라우

터이며 하드웨어에 제어기능을 포함시킴으로써 SDN

의 최적의 성능발휘에 다소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논문에서는 SDN 기반 환경에서 제어평면과 데

이터 전송평면을 분리하여 EIGRP 라우팅 프로토콜

을 운용함으로써 SDN의 최적의 성능 발휘를 위한 

형태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EIGRP 라우팅을 컨트롤

러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스위치는 플로우 테이블을 

통해 컨트롤러의 통제에 따라서 단순히 포워딩을 방

식을 설계하고, 환경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실제 시스

템이 아닌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구현하

고 실험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이 운용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의 기본 이론이 되는 SDN과 EIGRP에 대해서 정의

한 다음, 3장에서 제안하는 Controller 중심의 SDN

기반의 EIGRP를 설명한다. 여기에서 Hasan이 제안

한 방식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Controller

중심의 EIGRP를 위한 컨트롤러와 스위치의 구성 환

경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SDN 기반의 EIGRP

의 구현 및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식이 운용 가능

함을 확인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ONF에서는 SDN을 ‘네트워크의 제어평면(con-

trol plane)과 중앙 집중화된 컨트롤러가 여러 대의 

전송 장비를 통제하는 데이터 전송평면(data plane)

에 대한 물리적인 분할’로 정의[4]하고 있다. SDN의 

구조는 기존 네트워크 체계에서 담당하는 각각의 기

능을 가상화된 3개 계층으로 구분하는데 ONF에서 

제시한 SDN의 기본 구조는 Fig. 1과 같이 데이터 

전송계층(infrastructure layer), 제어계층(control

layer), 응용계층 (application Layer)의 3개 계층구조

로 표현이 된다. 데이터 전송계층은 하드웨어 장치들

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데이터의 전달 기능을 담당하

게 된다. 컨트롤 계층은 기존의 하드웨어에 포함되어 

함께 운영하던 것을 분리한 것으로서 데이터 전달과 

관련하여 Global View를 통해 데이터의 흐름과 네트

워크의 동작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OS이다. 응용 계층은 그 상위 계층

으로서 컨트롤러와 상호작용하며 컨트롤러를 운용

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이다.

응용계층과 컨트롤 계층을 연결하는 Northbound

Interface와 제어계층과 데이터 전송계층을 연결하

는 Southbound Interface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OpenFlow가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각

의 계층들은 상호작용한다.

또한 SDN 구조에는 직접 프로그래밍(directly

programmable), 기민성(agile), 중앙 집중식 관리

(centrally managed),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성

(progammatically configured), 개방형 표준 기반 및 

벤더 중립성(open standards-based and vendor-

neutral)등의 핵심 개념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제어가 전달 기능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관리자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전체의 트래픽 흐름

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요소들

은 Global view를 유지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SDN

컨트롤러에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된다. 그리고 

동적인 자동 SDN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리소스

를 매우 신속하게 구성, 관리, 보안강화 및 최적화 

할 수 있는데, [5]에서는 SDN의 구조적 이점을 통해

서 DDOS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SDN은 공개 표준을 통해 구현함

으로써 여러 벤더의 특정 장치 및 프로토콜 대신 

SDN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네트워크 설

계 및 운영을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Fig. 1. The SD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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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IGRP

EIGRP는 CISCO 장비 전용의 사설 라우팅 프로토

콜[6, 7, 8, 9]이다. 기본적으로는 거리벡터 기반의 프

로토콜이지만 경로 계산 시 홉수 외에 5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이다. (1)은 EIGRP의 기본 

경로 계산 공식이다. 여기에서 ∼는 상수로서  

==1, ===0을 default 값으로 갖는다. 경

로 계산을 위한 메트릭 값의 경우 대역폭(Band-

width, kb/s 단위로 측정), 지연(Delay, 10에 마이크

로초 단위로 측정), 신뢰성(Reliability, 1∼255까지의 

분포를 가지며 255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 부하

(Load, 1∼255까지의 분포를 가지며 255가 부하가 가

장 높다), 최대 전송 유닛(MTU)을 사용하여 경로를 

계산한다.

(1)

DUAL 알고리즘에서는 FD(feasible Distance)와 

AD(Advertised Distance) 값을 사용하는데 FD는 출

발지(최초 경로 요청을 받은 라우터)로부터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계산한 EIGRP 메트릭 값을 말하며,

AD는 출발지의 다음 홉 라우터로부터 목적지 네트

워크까지 계산한 EIGRP 메트릭 값을 뜻한다. DUAL

알고리즘은 이렇게 계산된 FD와 AD를 바탕으로 목

적지 네트워크까지 FD값이 최소인 경로를 succes-

sor로 선정하며, FD와 AD를 비교하여 AD < FD 라

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feasible successor로 선

정되어진다.

EIGRP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테

이블들이 필요하다:

• 네이버 테이블: 라우터가 직접 연결된 인접한 

라우터들의 주소를 기록하고 있는 테이블이다. 새로

운 라우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주소를 네이버 테이블 

엔트리에 기록한다. 네이버 테이블은 대기시간 이내

에 헬로 패킷이 수신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만약에 받지 못한 경우는 이웃 관계는 해제되고 

목록에서 삭제한다.

• 토폴로지 테이블: EIGRP는 라우터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확인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

지 테이블을 만들어서 유지한다. 각각의 엔트리에는 

목적지에 대한 주소와 경로정보를 제공한 이웃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제공된 메트릭은 이웃의 라우팅 테

이블에 저장되어진다.

• 라우팅 테이블: EIGRP 라우터는 토폴로지 테

이블을 기초로 하여서 목적지에 대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여 유지한다.

또한 EIGRP 프로토콜에서 테이블을 구성하고 필

요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패킷들이 

사용되어진다.:

• 헬로 패킷: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인접한 이웃 

라우터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로 이웃관계를 형성

한다. 이웃을 발견하거나 삭제된 이웃관계를 복원하

기 위해서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전파되어지며, 서로 

간에 헬로 패킷을 받기 때문에 확인 패킷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헬로 패킷은 주기적으로 전송되어지는

데 기본적으로 대기간격의 3배에 해당하는 대기시간 

내에 헬로 패킷을 인접 라우터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라우터들 간에 연결되었던 이웃 관계는 해제된다.

•업데이트 패킷: 라우터들이 이웃 라우터에게 

라우팅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이웃에게 목적

지에 대한 패킷 전달이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형태로 전

파되어지며, 새로운 네이버가 등장하는 경우 해당 라

우터에게 유니캐스트로 전파하고, 링크 비용이 변하

는 등 상태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 시에는 멀티캐스트

로 전파되어진다.

• 쿼리 패킷 / 응답 패킷: 두 패킷 모두 목적지에 

대한 feasible successor가 없는 경우에 보내진다. 쿼

리 패킷은 경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패킷

으로 항상 멀티캐스트 형태로 운용되어진다. 응답 패

킷은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어지는데 쿼리를 발

행한 라우터에게 자신이 feasible successor 경로가 

있으므로 경로 재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으

로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해당 라우터에게 유니캐

스트 형태로 보내진다.

• 확인 패킷: 업데이트, 쿼리, 응답 패킷에 대한 

확인으로써 사용되어지며 해당 패킷이 정상적으로 

도착했음을 알리는 응답 신호이다.

EIGRP는 이러한 패킷 교환을 통해 필요 정보를 

획득하여 각각의 테이블을 유지하고, 테이블에 저장

된 정보를 경로 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링크에 

대한 메트릭을 계산하여 경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써 활용하는데 이러한 Legacy Network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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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RP를 운용하기 위한 필수 메시지 및 테이블들은 

SDN 기반의 EIGRP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EIGRP는 기본적으로 거리 벡터 기반 알고리즘이

다. 그러나 링크 상태와 지연을 중요한 메트릭 요소

로서 경로 결정을 위한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서 링크 

상태 알고리즘과 하이브리드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링크 상태 기반 프로토

콜인 OSFP와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OSPF가 동일한 

메트릭 결과값을 갖는 경로들 간에 부하분산(load

balancing)이 가능한데 비해서 EIGRP에서는 메트릭 

값이 다른 경우에도 successor와 Feasible Succes-

sor로 구분하여 다중경로에 대한 부하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3. SDN 기반의 EIGRP 설계

3.1 H. Hasan의 접근방식 분석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존에 H. Hasan이 접근한 

방식을 분석하여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분

석한다. H. Hasan의 연구에서 라우터들이 독립적으

로 경로계산을 수행하며 컨트롤러와 공유하는 방식

을 사용한 이유는 컨트롤러가 라우터의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secure channel의 단절 상황에서 컨트롤러

의 통제를 잃은 라우터들은 네트워크의 제어를 잃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의 

오류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상황을 우려

하여 컨트롤러로부터 라우터가 독립성을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Vasily Pa-

shkov는 HAC(High Available Controller)[10]과 

Naga Katta는 REVANA 플랫폼[11] 등 SDN 환경에

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컨트롤러와 스위치 간 채널의 단절 상황만을 

우려하여 라우터와 컨트롤러가 라우팅 책임을 동시

에 갖는 구조를 사용한다면 제어평면과 데이터 전송

평면의 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SDN의 기본 개념에

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 Hasan의 접근방식에서 라우터들은 개별

적으로 라우팅 테이블, 토폴로지 테이블, 플로우 테

이블을 가지고 경로 계산을 수행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컨트롤러에게 플로우 엔트리

를 제공받아 데이터 전송을 한다. 그러나 SDN의 구

조에서 컨트롤러가 갖게 되는 global view는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각각의 라우

터가 개별 테이블을 갖는 것은 중복되는 방식으로 

비효율성을 갖게 된다.

3.2 컨트롤러 중심의 SDN기반 EIGRP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SDN의 기본 개념을 준수하

여 제어평면과 데이터 전송평면의 분리를 통해 컨트

롤러에서 경로 계산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몇몇 기

능들이 개별 장비가 아닌 중앙 컨트롤러에서 통합적

으로 수행됨에 따라서 중복되는 소요가 줄어들게 되

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2는 

Hasan의 방식과 제안하는 방식의 네트워크 구축 시

를 비교한 것이다. H. Hasan의 방식에서 각각의 라

우터들이 수행한 중복 요소들이 컨트롤러에 통합됨

으로써 훨씬 간결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

(a) (b)

Fig. 2. The comparison of Hasan's method and proposed method's operating environment. (a) Hasan's method, (b) 

controller-centric the EIGRP based on the 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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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보다 효율성이 향상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

존의 H. Hasan의 방식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실험

조건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실험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제어평면과 데이터 전송 평면이 분리

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EIGRP의 운용과 관련된 연구

사례는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DN에 보다 최

적화된 EIGRP를 구현하고 동작이 가능함을 나타내

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컨트롤러 중심의 EIGRP에서는 기본적으로 leg-

acy network에서 개발된 EIGRP를 SDN 환경에서 

적용하지만 운용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스위치

는 이웃 스위치를 통한 정보를 수집하여 neighbor

table을 생성한다. 스위치는 네이버 테이블을 기반으

로 여러 상태정보를 컨트롤러에게 제공하고 중앙의 

강력한 컨트롤러는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

로 하여 topology table을 생성하며 이렇게 생성된 

topology table을 기반으로 하여 전체 네트워크 환경

에 대한 routing table을 생성 및 유지한다. 이후 스위

치에 새로운 패킷이 도착하면 스위치는 컨트롤러에

게 secure channel을 통해서 경로 정보를 요청하며 

컨트롤러는 라우팅 테이블 및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

지, 주기적인 업데이트 메시지에 의한 네트워크 상황 

및 혼잡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출발

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선정하고 선정

된 경로를 flow entry로써 스위치에게 제공하게 된

다. 스위치는 제공받은 flow entry를 기반으로 flow

table을 만들며 컨트롤러를 통해서 통제된 대로 flow

table을 따라서 패킷을 포워딩하게 된다. 이러한 테

이블 구성 및 패킷의 처리를 위해 Legacy Network

환경 하 EIGRP의 헬로 메시지, 확인 메시지, 업데이

트 메시지를 동일한 동작절차를 가지고 운용되도록 

하였으며, SDN 환경에서의 패킷-인 메시지(새로운 

데이터 패킷이 도착한 경우 스위치가 컨트롤러에게 

패킷의 처리를 위한 경로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와 

패킷-아웃 메시지(경로정보를 스위치에 제공하기 

위해 컨트롤러가 발행하는 메시지)를 추가하여 활용

하고 그에 대한 확인 응답은 EIGRP의 확인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컨트롤러는 공개된 

상용 컨트롤러에서 EIGRP 운용이 제한되어 기본 제

어기능을 갖춘 자체 컨트롤러를 구성하여 활용하였

다. 이를 위해 Upper bound I/F상에 토폴로지 테이블

과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하고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

로 EIGRP의 DUAL알고리즘을 컨트롤러가 수행하

여 계산하도록 하였고 경로정보는 테이블에 저장되

록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Lower bound

I/F에서는 스위치의 필요정보제공 및 실질적인 패킷

정보처리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구성 세부 인터페이

스는 Fig. 2(b)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성하였다.

4. 구현 및 실험

4.1 구현 환경

실험에는 Windows OS용 OMNeT++(Objective

Modular Network Testbed in C++) 시뮬레이터가 

사용되었다. OMNet++에 SDN기반의 EIGRP를 구

현하면서 먼저 SDN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연결 프로토콜인 OpenFlow를 기반으로 하여 제어평

면과 데이터 전송평면이 구분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

성하고 EIGRP는 응용으로써 컨트롤러의 통제를 받

아 라우팅 프로토콜로써 활용이 되도록 하였다.

EIGRP의 경로 계산을 위한 메트릭 및 K상수 조건은 

모두 default 값으로 적용하였다.

Fig. 3은 OMNeT++에 구현된 구성 환경이다. (a)

는 실험을 위해 사용된 토폴로지이며 1대의 클라이

언트와 1대의 컨트롤러 2대의 스위치와 3대의 서버

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b)는 실

험에 사용된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며 

SDN 컨트롤러를 자체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SDN을 

위한 기본 요소와 EIGRP를 운용하기 위해 토폴로지 

테이블과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하였다. (c)는 스위치

의 구성으로 네이버 테이블과 플로우 테이블을 가지

고 있으며 라우팅 테이블은 컨트롤러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필요 정보 교환을 통해서 컨트

롤러에서 라우팅 경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스위치는 

플로우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는 

SDN 기반의 EIGRP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였다.

4.2 실험 결과

구현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동작 후 이벤트 로그

를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각각의 기능들이 정상적 동

작함을 확인하였다. Fig. 4는 메시지 교환 이벤트 로

그로써 (a)는 스위치 간 네이버 테이블 구성을 위한 

헬로 패킷의 교환 과정이며, (b)는 경로의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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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업데이트 패킷을 교환하는 과정으로써 이상 

없이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FIg. 5는 경로 확인을 위한 메시지 교환 이벤트 

로그로써 스위치가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

서 필요 경로 확인을 위해서 컨트롤러와 패킷 인/아

웃 메시지 교환을 통해 경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서 일어나는 메시지 교환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스위치 1에서 패킷의 처리를 위한 경로정보를 

컨트롤러에게 요청하는 Packet-In메시지(#401)와 

컨트롤러는 경로 계산을 통해 확인된 경로를 컨트롤

러가 스위치에 제공하는 Packet-out 메시지(#420)의 

교환과 각각의 메시지에 대한 Ack 메시지들의 교환

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나타나 있다.

실험 결과 구현된 SDN 기반의 EIGRP환경에서 

기존의 Legacy Network에서 라우터가 수행했던 라

우팅 기능을 Control Plane에서 Controller가 수행하

(a) (b) (c)

Fig. 3. Configuration used in experiment. (a) simulation topology, (b) configuration of controller, (c) configuration 

of switch.

(a) (b)

Fig. 4. Message exchange event log. (a) EIGRP_hello_message, (b) EIGRP_update_message.

Fig. 5. Message exchange event log for route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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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기능발휘가 가

능함을 확인함으로써 EIGRP가 차후 발전하는 SDN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실험 환경 구성의 제한으로 간단한 단일 토폴

로지 환경에서의 운용만을 실험하였는데 차후 더욱 

다양한 토폴로지 환경에서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DN에서의 최적의 성능 발휘를 위

한 제어 평면 Controller 중심의 SDN 기반의 EGIRP

를 제안하였다. 또한 OMNeT++ 네트워크 시뮬레이

터를 통해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SDN환경에서 

EIGRP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순수 

SDN기반의 네트워크에서 화이트박스 하드웨어들

을 이용한 구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경제적 효율성

을 유지할 수 있고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 구

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일 토폴로지

를 이용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만이 실험이 진행되고,

실험적 한계로 인해 SDN 환경에서의 EIGRP를 운용

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못하였으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토폴로지에서의 실험과 성능의 

효율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상환경이 아닌 실제 

장비를 활용한 네트워크에서 SDN 기반의 EIGRP를 

운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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