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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통신시장의 이슈로 급부상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Software Defined 

Network)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 경로설정과 제어 및 복잡한 

운용관리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이다. 이를 위해 SDN에서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평면(data plane)과 제어평면(control plane)을 분리하고 이 사이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운용자가 여러 상황에 맞추어 제어 평면을 

프로그래밍하여 데이터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SDN은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사용자의 

시각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와 구현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SDN의 개념과 

SDN 구축기술로 급부상한 OpenFlow의 동작원리를 설명하고, SDN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이러한 기술들의 가능성을 전망한 후 남은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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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의 인터넷 구조는 ‘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이 지배적이던 지난 20여 년간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더넷 스위치와 라우터를 트리 형태로 배치한 계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일어난 모바일 장치와 컨텐츠의 폭발적 증가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서비스의 전개 

그리고 미래 인터넷 구축연구는 현재의 네트워크 구조와 관리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아래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급변하는 네트워크 사용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네트워크 기술의 한계 및 벤더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환경에 기인한다. 

 

1) 트래픽 패턴의 변화 
 

과거에는 대부분의 통신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서 일어 났지만 현재의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DB들을 액세스하면서 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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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west, sever-to-server 트래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데이터 센터 

내의 east-west 트래픽의 양은 데이터 센터가 처리하는 전체 트래픽의 75%에 이르고 있다[22]. 

즉, 95%에 이르던 기존의 north-south 위주의 트래픽 패턴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부의 네트워크 용량을 수 Tera bps 

급으로 증가시켰고 대규모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가상화 기술의 전개 
 

가상화 기술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의 수를 급증시켰고, 호스트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가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상화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서버에서 실행되었고 클라이언트와 트래픽을 주고 받았지만, 오늘의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가상 

머신(VM)에 분산되어 있으며 VM은 서버의 부하를 재조정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위치를 

이동(migration)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플로우의 end-points가 시간에 따라 급격히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VM 위치이동이 일반화되면 주소 체계와 네임 스페이스로부터 

세그먼트나 라우팅 기반의 설계까지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3) 정체를 일으키는 복잡한 구조 

현재의 네트워크는 대량의 컴퓨터들을 고정된 토폴로지를 통해 연결하기 위한 이산적인 

프로토콜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즈니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광대역, 

고성능 그리고 보안을 위한 프로토콜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유용했지만 근본적인 추상화(abstraction)의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오늘날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낳은 주원인이다. 예로써 네트워크에 어떤 장치를 

추가할 때 관련된 스위치와 라우터, 방화벽, 인증 시스템 등을 조작해야 하고, EMS와 같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ACL, VLAN, QoS 등의 메커니즘들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경과 제품 모델 및 소프트웨어 버전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네트워크는 소통을 최대화 하려는 많은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이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4)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 

 

기존의 인터넷 설계는 장기간 측정한 트래픽 패턴과 동시 접속자 수를 고려한 링크 

초과가입(oversubscription)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점차 트래픽 패턴이 동적으로 변하여 

정확한 네트워크 규모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대규모 ISP는 

시스템의 규모 설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 크게 겪고 있다. 이들은 전체 컴퓨팅 pool에 대해 

대규모 병렬처리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다루는 범위가 커짐에 

따라(전세계의 웹을 크롤링하고 인덱싱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리턴하는 것) 컴퓨터 자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트래픽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수십만 대에 이르는 물리적인 

서버들간에서 높은 성능과 낮은 연결 비용을 제공하는 이른바 hyper-scale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2]. 이러한 대규모 네트워크는 수작업으로 구성하거나 관리할 수도 없다. 또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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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multi-tenancy 추세에 따라 네트워크는 상이한 애플리케이션과 성능 요구조건을 갖는 

사용자 그룹을 지원해야 하지만 그룹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 온 VLAN ID의 크기(4,096개)도 

한계에 이르러 더욱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5) 벤더 의존성 

 

통신사업자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비즈니스와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신속하게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벤더들의 투자비 회수 시기에 맞추어 장치 생산 주기를 

결정하므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지 전에는 새로운 기능의 개발을 주저한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 장비에는 표준 API나 개방된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환경에 맞게 

기능을 추가 개발할 수도 없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시장의 요구 및 네트워크 기능들간의 불협화음이 SDN을 낳게 한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OpenFlow와 결합된 SDN은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구성할 수 없는 

복잡한 경로 구성이 가능하여 트래픽 패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VM의 생성과 

삭제 및 이동이 빈번해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가상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Big Data 분석에 필요한 대용량 네트워크를 작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Line rate의 성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OpenFlow 규격을 사용하면 하부의 멀티벤더 

장치들을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벤더별 EMS를 사용하여 복잡한 절차에 따라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SDN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기술이므로 복잡한 

정책의 실현이 용이하고, 특히 벤더 의존성이라는 피치 못하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 

 

본 절에서는 SDN이 등장한 배경과 필요성, 개념 그리고 SDN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들에 대해 설명한다. 

 

2.1. SDN 등장의 배경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기술은 1980년대에 등장한 지능망(IN) 기술에 최초 도입된 

이후, 점차 진화하여 현재의 인터넷 기반 SDN으로 발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 대에 

AT&T에서 No.7 프로토콜을 이용한 800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No.7 신호교환기가 고객의 위치 

정보 DB를 조회하여 800 서비스 호의 경로를 제어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다. 즉, 신호교환기가 

제어평면 기능을 수행하고 전화 교환기는 데이터평면 역할을 한 것이다[3]. 이후 90년 대에는 

ATM 기술이 붐을 이루면서 Programmable Network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Tempest 프로젝트가 있다[4]. Tempest는 ATM 스위치의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외부에서 동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서비스가 정의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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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 제어에 제어평면과 데이터(포워딩 또는 전달) 평면의 분리는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3년에 IETF에 forCES(forwarding and Control Element 

Separation)라는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다. 이는 NGN 환경에서 이종망간의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달 평면과 제어 평면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이들 간의 연동 구조 및 시그널링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forCES는 IP 제어평면과 포워딩 평면의 분리를 위한 RFC 3654(requirement)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IP 포워딩, IntServ, DiffServ QoS를 제어대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forCES도 

궁극적으로는 SDN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U-T는 미래 패킷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향상된 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9월 SG13에 워킹 그룹을 만들고 전송 계층과 제어 계층을 분리한 iSCP(independent 

Scalable Control Plane)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ITU-T는 논리적인 분할을 위해 IEFT의 forCES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으며 iSCP의 구조는 Y.2622로 발표되어 있다[5]. 

2006년에는 FIND(Future INternet Design) 프로그램의 일부로 스탠포드와 버클리 대학에서 

SANE(clean-slate Security Architecture for Enterprise Network)과 Ethane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SANE은 현재의 IP 망에서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Box 형태의 VLAN, ACL, 방화벽, NAT 등이 

수행하는 네트워크 보호 기능을 전체 망의 차원에서 집중화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DC(Domain Controller)라는 분리된 보안 장치를 두고, 호스트들이 우선적으로 DC에 접속하도록 

IP 헤더와 Ethernet 헤더 사이에 SANE 헤더를 추가하였다. DC는 접속인증, ACL 및 DNS 처리 

등을 수행한다. Ethane은 SANE의 후속 과제로서 SANE 호스트에 설치되어야 하는 proxy를 

제거하여 단순화 시킨 것이다. SANE과 Ethane의 성공은 2007년 스탠포드 대학의 OpenFlow 

프로젝트로 이어졌다[7]. 이후 OpenFlow 프로젝트에 벤더들이 참여하면서 시제품이 만들어졌고, 

미래인터넷 연구(GENI, FIND 등)에 참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확산되었으며. 

2008년에는 Nicira의 OpenFlow Controller인 NOX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  

2011년 3월에는 OpenFlow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표준화 단체인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가 만들어 졌다. ONF는 Deutsche Telekom, Facebook, Google, Microsoft, 

Verizon, Yahoo!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OpenFlow 기술을 SDN 기술로 확장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8]. 

 

2.2. SDN의 개념 

 

SDN은 제어평면과 전달평면을 분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SDN과 OpenFlow가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SDN은 그 하부 기술로 OpenFlow만을 한정하지는 않는다. SDN은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네트워크 구조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OpenFlow는 SDN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의 하나이다.  

현재 SDN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ONF가 SDN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로, SDN은 소프트웨어 정의 포워딩(Software Defined 

Forwarding)을 해야 한다. 이것은 스위치/라우터에서 하드웨어가 처리하는 데이터 포워딩 기능은 

반드시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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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이 글로벌 관리 추상화(Global Management Abstraction)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SDN은 

추상화를 통해 보다 진보된 네트워크 관리 툴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추상화 도구들은 전체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면서 이벤트(토폴로지 변화나 새로운 플로우 입력 

등)에 따른 반응, 그리고 네트워크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할 수 있다[9]. 

(그림1)은 SDN의 기본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네트워크의 지능은 SDN 컨트롤러에 집중화되어 

네트워크 전체를 관리하며 네트워크는 하나의 논리적인 스위치로 간주된다. 관리자(또는 NMS)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벤더에 의존하지 않고 제어할 수 있고, 네트워크 

설계와 운용을 보다 단순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SDN은 네트워크 장치를 단순화할 수도 있다. 

즉, 장치를 설계할 때에 수백~수천 개의 프로토콜(RFC) 처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히 

SDN 컨트롤러로부터의 명령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만 갖추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림 1) SDN의 개념 구조 

네트워크 관리자는 예를 들어 수천 개의 장치에 분산된 수만 라인의 구성정보(configuration)를 

수작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추상화된 네트워크를 프로그램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다.  

네트워크 추상화와 함께 SDN은 SDN 컨트롤 계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간에 일련의 API를 

제공한다. API를 이용하여 공통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라우팅, 접근제어, 트래픽 엔지니어링, QoS 관리, 전력제어 등 모든 형태의 정책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2)는 SDN을 도입할 때에 통신 사업자 측면에서 컨트롤 계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들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 중 SDN에서 새롭게 도입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컨트롤 계층은 네트워크 자원 전반에 대한 Global View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OpenFlow API를 이용하여 하부 네트워크의 

구축과 구성(config)을 장치 벤더가 아닌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Commissioning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Global Load Balancing은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지리적으로 가깝고 성능이 더 

좋은 데이터센터 내의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이를 구현하려면 

네트워크와 서버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Application 계층의 Cloud 

Orchestration은 데이터 센터내의 VM, 스토리지 및 가상 네트워크 자원관리를 SDN의 네트워크 

관리 기능과 통합하여 일괄 관리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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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DN 애플리케이션 

 

3. OpenFlow  

인터넷 벤더의 라우터(스위치)는 제어평면과 데이터 평면 및 관리 기능을 비롯한 여타 응용 

기능들을 모두 하드웨어 제품 내에 내장하고 있으며, 그 설정 방법도 각 벤더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은 IETF 를 비롯한 표준화 단체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기능을 만들어 넣을 여지는 없다. 또한, 벤더의 프로토타입 구현과 

기존의 다양한 장치들과의 호환성 시험도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로 2008 년부터 ONF 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기술이 

OpenFlow 이다.  

OpenFlow는 SDN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SDN 

컨트롤러와 네트워크 장치간의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아직 

현재의 인터넷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로서는 논란이 있으며 아직도 평가가 진행중인 과도기 

기술의 하나이다. 이하에 OpenFlow 프로토콜의 개요를 설명하고, 동작절차, 라우팅 방식 및 

OpenFlow를 경로제어에 적용한 예를 설명한다.  

 

3.1 OpenFlow 개요 

 

1)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을 분리.  

 

OpenFlow 의 가장 큰 특징은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을 분리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로 OpenFlow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OpenFlow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제어 및 

데이터 평면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를 범용 서버에 

설치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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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Flow 는 프로토콜 계층 1~4 까지의 헤더 정보를 하나로 조합하여 패킷(프레임)의 동작을 

지정할 수 있다. 제어 평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계층 4 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고,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사용자가 

구현할 수도 있다. 즉, OpenFlow 는 패킷을 제어하는 기능과 전달하는 기능을 분리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컨트롤러와 스위치로 구성 

 

OpenFlow 컨트롤러는 스위치에 명령을 하고, 스위치는 그 명령에 따라 패킷을 목적지로 

전송하거나 수정, 폐기하는 등의 처리를 한다. 일반적으로 L2 스위치에 OpenFlow 프로토콜을 

펌웨어로 추가하여 OpenFlow 스위치를 구성하고 컨트롤러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OpenFlow 컨트롤러와 스위치          (그림 3-2) OpenFlow 스위치의 내부 S/W 구조 

 

OpenFlow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컨트롤러는 패킷의 포워딩 방법이나 VLAN 우선순위 값 등을 

스위치에 전달하여 수행되도록 하며, 스위치는 장애정보와 사전에 등록된 플로우 엔트리가 없는 

패킷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러에 문의하고 그 결정을 받아 처리한다.  

OpenFlow 컨트롤러의 주 역할은 경로계산이다. 이것은 패킷을 전송할 때 몇 가지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경로를 결정한다. 사용하는 매개 변수로는 최단경로(SPF)나 회선 속도 외에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의 가중치나 부하 분산 조건 등이 있다. 

 OpenFlow 컨트롤러가 계산한 경로 정보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또는 일반 TCP 연결을 

통해 OpenFlow 스위치에 보내지며 플로우 테이블에 저장된다. 이후 OpenFlow 스위치는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플로우 테이블을 확인하고 그 프레임을 지정된 경로로 전송한다  

 

3) 플로우 테이블 

OpenFlow 스위치는 다수의 플로우 테이블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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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테이블은 (그림 4)와 같이 조건(Match fields), 처리(Actions) 및 통계(Counters)라는 

3 종류의 정보로 구성된다. 이 3 가지 정보로 구성된 것을 플로우 엔트리(flow entry)라하며 이 

엔트리들이 모여 플로우 테이블을 구성한다. 

 

 
(그림 4) OpenFlow v.1.1의 플로우 테이블 및 헤더 정보 

 

(그림 4)는 OpenFlow 버전 1.1 의 조건(헤더정보)과 처리(action)의 예를 보여 준다(※ 표시는 

OpenFlow 1.1에서 새로 추가 된 내용이다)[1]. 

헤더 정보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은 계층 1에 속하는 스위치의 물리적 포트 번호로부터 계층 

4의 TCP/UDP 포트 번호까지 다양하다. 이 정보를 튜플(tuple)이라고 부르며 OpenFlow 1.0에서는 

12 종류, 1.1에서는 15 종류의 튜플이 정의되어 있다. 이 조건을 사용하여 프레임 전송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Actions에 지정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은 전송, 폐기, 지정된 필드의 값을 다시 작성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림 4)는 간단한 예이고, 실제 action를 지정할 때에는 갱신 필드의 값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 착신 MAC 주소 값을 변경할 경우에는 "MOD_DL_DST"에 이어 MAC 주소를 

써준다(DL_DST는 data link 계층의 destination, 즉 착신 MAC 주소를 가리킨다). 또한, 패킷을 

송출할 포트 번호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Counters로 표시하는 통계는 플로우 엔트리 별로 송수신되는 트래픽의 양을 패킷의 수와 바이트 

수로 나타낸다. 이러한 통계는 OpenFlow 컨트롤러가 경로 계산을 할 때 매개 변수로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하가 큰 경로를 우회해 다른 경로로 패킷을 전송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그림 5)은 플로우 테이블의 헤더정보를 이용한 동작모드의 예를 보인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보이기 위해 10개의 튜플만 사용했다. 헤더에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면 기존의 

라우터/스위치에서 구성한 것과 같은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 즉, MAC 주소를 이용하여 패킷을 

특정 포트로 스위칭할 수 있고, 플로우의 상세 정보를 비교하여 플로우 단위로 스위칭할 수 

있으며, 방화벽과 디폴트 경로 설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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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플로우 테이블의 다양한 동작모드 

 

(4) 파이프라인 처리(Pipelining) 

 

스위치내의 플로우 테이블에는 번호가 부여되며 그 번호는 0 부터 시작한다. 모든 입력 패킷은 

0 번 플로우 테이블부터 비교되며, 매치되는 엔트리가 있으면 플로우 통계(Counter)의 값이 

증가하고, action으로 지정된 명령이 실행된다.  

플로우 테이블 0 는 패킷에 대한 action 을 처리하거나 다른 action 을 추가할 수도 있다. 즉, 

다른 플로우 테이블에 있는 엔트리와 비교하여 패킷 처리가 계속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것을 

Pipelining 이라고 한다(그림 6 참조). 연속되는 테이블내의 플로우 엔트리는 추가적인 action 을 

부가하거나, 이전에 추가된 action 을 삭제(또는 수정)하거나 특정한 action 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한 패킷을 다른 플로우 테이블에 보내기 전에 패킷에 메타 데이터 값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 값은 다음 테이블에 있는 플로우 엔트리 내의 메타 데이터 값과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이 같은 처리는 모든 명령이 완수되어 최종적으로 패킷이 처리(action)될 때까지 다음 테이블로 

연속된다. 

 
(그림 6) 파이프라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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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 테이블 

 

OpenFlow 는 그룹 테이블을 정의할 수 있다. 그룹은 어떤 플로우에 대해 일련의 action 

bucket 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Action bucket 은 실행할 action 들의 집합과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그룹은 그룹 테이블 내의 엔트리에 의해 스위치 내에서 정의된다. (그림 

7)에 보인 것처럼 각 엔트리는 ID 값, 그룹의 type, counter 및 action buckets 들로 구성된다. 

그룹의 type 은 모든 action buckets 를 실행할지 일부만 실행하지를 결정한다. 그룹 테이블을 

사용하면 (그림 7)처럼 broadcast 나 multicast 를 구현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플로우 

테이블의 엔트리의 착신 IP 주소 필드에 멀티캐스트 주소(224.0.0.0~239.255.255.255)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action 필드에 그룹 테이블의 엔트리 ID 를 지정하고, 그룹의 action bucket 들에 지정된 

내용(port n 으로 output)을 실행하도록 하여 구현할 수 있다. 

 

 
(그림 7) 플로우 테이블과 그룹 테이블의 관계 

 

3.2  동작 과정 

 

1) 스위치와 컨트롤러간 연결설정  

OpenFlow 스위치를 OpenFlow 네트워크에 최초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스위치를 제어할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케이블이 연결되면 스위치는 컨트롤러의 착신 

IP주소에 대해 3-way handshake를 시작하여 TCP connection을 확립한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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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penFlow 스위치가 컨트롤러에 연결될 때까지의 흐름[11] 

 

TCP connection 이 확립되면, 컨트롤러와 스위치의 사이에 OpenFlow 프로토콜을 사용한 

메세지의 교환이 시작된다. 우선 서로 대응하는 프로토콜의 버젼을 확인하기 위해 Hello 메세지를 

교환한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와 스위치간에 FeaturesRequest 와 FeaturesReply 메세지를 

교환하여 스위치가 지원하는 기능을 확인한다. 그 후, 컨트롤러가 스위치에게 필요한 설정을 

보내거나 스위치의 상태를 확인 한다. 이어서 컨트롤러는 연결된 스위치들에게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request 를 보낸다. 이 요청을 받은 각 스위치들은 LLDP 응답을 보내고 

컨트롤러는 그 응답을 모아 토폴로지 맵을 작성한다. 그 다음은 각 스위치가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단말들의 정보를 ARP 로 검출하고, 스위치를 식별하는 ID, 포트번호 등을 추가하여 

컨트롤러에게 보낸다. 이로써 컨트롤러는 단말을 포함한 토폴로지 맵을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OpenFlow 연결이 성립되고 통신 준비가 갖추어 진 상태가 된다[10]. 

2) 프레임의 전송 

다음은 OpenFlow 스위치가 어떤 프레임을 받은 후, 전송 할 때까지의 절차이다. 여기에는 

2 가지 패턴이 있다. 첫째는, 스위치가 해당 프레임에 대한 플로우 엔트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그림 9-1). 연결이 성립되면 OpenFlow 컨트롤러가 플로우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FlowModify 메세지를 스위치에게 보내어 플로우 엔트리들의 등록을 통합하여 지시한다. 

둘째는, 이전에 수신한 적이 없는 새로운 프레임을 받은 순간에 OpenFlow 스위치가 컨트롤러에 

플로우 엔트리를 조회하는 방식이다(그림 9-2). 스위치는 단말로부터 받은 프레임을 일단 버퍼에 

저장하고 컨트롤러에 적합한 플로우 엔트리를 문의한다. 이때, PacketIn 메세지로 수신 프레임의 

일부 데이터를 컨트롤러에게 송신한다. 컨트롤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경로를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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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Modify 메세지로 플로우 엔트리를 써넣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프레임의 착신지를 PacketOut 

메세지로 지정해 준다. 이 지정에 따라 스위치는 버퍼에 저장하고 있던 프레임을 착신지로 

송신한다. 

이후 같은 패킷을 받으면 OpenFlow 스위치는 플로우 테이블에 저장된 플로우 엔트리를 

참조하면 되므로 다시 컨트롤러에 문의할 필요는 없다. 

 

 
 

(그림 9-1) 스위치에 플로우 엔트리가 사전 등록된 경우의 ping 프레임 전송 

 

 

 
(그림 9-2) 스위치에 플로우 엔트리가 사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ping 프레임 전송 

 

 

3.3  라우팅 방식 

ONF 의 OpenFlow 규격을 사용하는 라우팅에는 hop-by-hop 과 overlay 라는 2 가지 방식이 

있다[12].  

 

1) Hop-by-hop 방식 

 

KNOM Review, Vol. 15, No. 2

12



Hop-by-hop 라우팅 방식에서는 컨트롤러가 모든 스위치의 상태와 서비스 별로 계산된 경로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림 10-1)처럼 각 스위치는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패킷을 계속 다음의 스위치로 포워딩한다. 이 방식은 복잡한 경로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네트워크의 이용효율을 100%까지 올릴 수도 있지만, 각 스위치가 모든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확장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2) Overlay 방식 

 

오버레이 방식에서는 (그림 10-2)에 보인 것과 같이 컨트롤러가 모든 경로를 제어하지 않고 

터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컨트롤러와 스위치들은 통신 경로의 발신지와 

착신지만 알고 있으면 되며, 이 경로는 기존의 라우팅 메커니즘에 따라 설정된다. 이 방식은 

관리해야 할 대량의 라우팅 정보를 하부 계층에서 처리하므로 대규모 네트워크뿐 아니라 기존의 

IP 네트워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사용효율은 기존의 네트워크와 

같은 수준에 머문다.  

 

         

(그림 10-1) Hop-by-hop 방식           (그림 10-2) Overlay 방식[11] 

 

이러한 오버레이 가상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L2 프레임을 L3 패킷 내에서 캡슐화하여 L2-over-

L3 터널을 만들어 구현할 수 있다. 이 터널은 연결을 하려는 2개의 하이퍼바이저 내의 가상 

스위치(vSwitch)들 간에 구성할 수도 있고, WAN을 거쳐 물리적인 OpenFlow 스위치간에 구성할 

수도 있다. 

3.4  경로제어의 예 

 

위와 같은 방법으로 OpenFlow 스위치 네트워크가 구성된 경우 스위치간의 hop-by-hop 경로 

제어의 예를 서술한다. 우선 (그림 11)과 같이 스위치와 가상 서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가정하자. 

가상 서버의 연결에 사용되는 가상 스위치도 OpenFlow 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실제 대표적인 

하이퍼바이저인 Xen, KVM 및 Nicira의 Open vSwitch 등이 OpenFlow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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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penFlow 스위치 네트워크의 예[11] 

 

(그림 12)는 플로우 테이블에 의한 경로 제어의 예이다. PC_A 에서 보내는 프레임이 방화벽과 

로드밸런서를 순차적으로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웹 서버 2 에 연결하는 경로를 구성한 예이다. 

OpenFlow 스위치 A 에 입력되는 프레임은 (그림 12)에 보인 플로우 테이블을 참조하여 프레임을 

송출할 물리 포트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IP 네트워크에서는 구성하기 어려운 복잡한 

경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로는 컨트롤러에서 동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기존의 IP 네트워크에서는 경로를 계산할 때에 L2 에서 Spanning Tree Protocol, L3 에서 

OSPF/ISIS 를 이용하지만, OpenFlow 에서는 계층의 개념 없이 경로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림 12) 경로 제어의 예[11] 

 

 

4. SDN 전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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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Flow를 이용하는 SDN이 현재의 인터넷을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는 거쳐야 할 긴 과정이 

남아 있다. 일시에 기존의 대규모 스위치/라우터 장비들을 OpenFlow로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당분간 기존의 인터넷과 함께 SDN이 전개되면서 점차 그 영역을 넓혀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첫째는 OpenFlow와 기존의 IP 라우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스위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의 모든 인터넷 장비에 

OpenFlow agent(plug-in)를 개발하여 설치하고 OpenFlow 컨트롤러로 기존의 장비까지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벤더들은 아직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대안으로서 기존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OpenFlow로 변환해 주는 

LegacyFlow장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OpenFlow 기반 SDN을 도입하는 데에 한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다. 현재의 인터넷이 IP 

주소의 부족, 보안과 품질관리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40여 년간 진화를 거치면서 복잡한 

라우팅을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OpenFlow의 경로제어에는 

SPF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IP 프로토콜처럼 다양한 파라미터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OSPF나 BGP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 OpenFlow 네트워크의 경로제어를 

자동으로 처리하자는 RouteFlow 기술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SDN의 전개 방식을 소개하기로 한다. 

 

4.1 하이브리드 스위치  

하이브리드 스위치는 OpenFlow 와 기존의 IP 라우팅을 동시에 처리하는 스위치로서 현재의 

인터넷 상에서 점진적으로 OpenFlow를 전개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가장 단순한 하이브리드 스위치는 SIN(Ships-In-the-Night) 모드로 동작한다. 즉, 스위치가 

기존의 IP 라우팅에 사용하는 FIB(Forwarding Information Base)와 OpenFlow 가 사용하는 FIB 를 

별개로 갖고 있으며 스위치 포트 별로 사용할 동작 모드(IP 또는 OpenFlow)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21]. (그림 13-1)은 최근의 SIN 모드 하이브리드 스위치의 구조를 나타낸다. IP 및 OpenFlow 

전용 포트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Mixed 포트로 구성되어 있다. 

OpenFlow 버전 1.2 규격에는 하이브리드 스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다. 

“OpenFlow 하이브리드 스위치는 OpenFlow 동작과 기존의 L2 이더넷 스위칭, VLAN isolation, L3 
라우팅 및 ACL 과 QoS 제어를 지원한다. 이러한 스위치들은 OpenFlow 의 외부에서 트래픽을 

분류하여 OpenFlow pipeline 을 사용할지 기존의 pipeline 을 사용할지 구분해야 한다”[13]. 이 

정의에 따르는 하이브리드 스위치는 통합형(Integrated)이며 하나의 물리적 포트에 대해 기존의 IP 

포워딩과 OpenFlow 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OpenFlow FIB 에 기존의 FIB 를 추가한 것(Shared 

FIB)이다. 하이브리드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protected와 unprotected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14].  

• Protected 모드는 패킷 필터(ACL)에 매칭하는 특정한 패킷이나 VLAN에 대해 OpenFlow    

FIB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Unprotected 모드는 입력된 패킷이 우선 OpenFlow FIB 를 참조하고, OpenFlow 테이블에 

매칭되는 것이 없으면 기존의 FIB를 참조하게 한 것이다(그림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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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SIN 모드 하이브리드 스위치       (그림 13-2) Integrated 모드(unprotected) 

 

4.2 LegacyFlow 

LegacyFlow는 OpenFlow를 지원하지 못하는 기존의 인터넷 장비를 SDN과 연동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OpenFlow의 action의 집합을 기존의 벤더 별 스위치/라우터 또는 광전송장비의 

구성정보로 상호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장비가 사용하는 SNMP, WebService, CLI, TL1 

등과 같은 인터페이스와 OpenFlow 규격의 인터페이스간의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의 OpenFlow 규격은 GMPLS, SONET/SDH 또는 WDM과 같은 회선 기반 기술들을 

지원하지 못한다[13].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의 네트워크와 SDN이 공존하는 동안에는 

필수적인 것들이다. SDN을 비롯한 미래 인터넷 기술들은 이러한 회선 기반 기술들을 자신의 

아키텍쳐 내에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존 기술들의 주된 문제는 slicing과 

programmability에 기반한 네트워크 가상화라는 기본적인 미래 인터넷의 사양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MPLS는 제어평면과 프로토콜에 새로운 사양을 복잡하게 

통합하였기 때문에 혁신의 여지가 거의 없는 보수적인 프로토콜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에 

OpenFlow는 쉽게 가상화할 수 있으며 OpenFlow의 네트워크 제어 계층도 지속적인 진화가 

가능하도록 slice될 수 있다. LegacyFlow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네트워크 기술을 OpenFlow와 

연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4)는 LegacyFlow의 개념을 보인다. Legacy datapath는 OpenFlow 컨트롤러 및 스위치 

컨트롤러와 직접 통신하면서 기존 장비의 인터페이스 사양에 대해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장비(라우터, 광스위치 등)들에 대한 config 모듈들은 WebService, Telnet/CLI 또는 SNMP 등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따라 통신한다. Datapath와 스위치 컨트롤러 계층간에는 

표준화된 호출(예: set remove circuit, set new circuit 등)을 사용하는 IPC 기반의 통신을 하게 하여 

datapath가 특정 스위치 컨트롤러 모듈에 의존하지 않게 하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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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egacyFlow의 개념도 

 

4.3 RouteFlow 

RouteFlow는 집중화된 서버에서 IP 라우팅 프로토콜(e.g., BGP, OSPF)을 실행하고 이것이 

OpenFlow를 지원하는 장치(스위치 등)에 대한 제어 평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동작 모드는 (그림 15-1)과 같이 RouteFlow 서버 내에 생성한 VM들이 오픈소스 

라우팅 프로토콜인 Quagga[15][16]를 실행하도록 하고, VM들이 각각 OpenFlow 스위치들에 

대응되게 구성하는 것이다. Legacy IP 네트워크에서 OpenFlow 스위치로 전달되는 라우팅 

프로토콜 메시지는 대응하는 VM에 전달된다. RouteFlow는 VM 내의 라우팅 테이블의 상태를 

살피고 변화가 생기면 이에 대응하는 flow entry를 만들어 OpenFlow 스위치에 전달한다. VM의 

가상 인터페이스(vNIC)는 스위치의 물리적 포트에 대응한다[17]. 

RouteFlow는 iBGP 프로토콜이 실행되지 않는 OpenFlow 네트워크에 대해 BGP 게이트웨이 

역할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로써 OpenFlow의 진화과정에서 island 형태로 구축되는 OpenFlow 

네트워크들을 현재의 인터넷(AS로 구분된 대규모 BGP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유연하게 

동작하도록 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에 따른 응용 기능(보안,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고객별로 특화된 경로제어 등)의 추가도 쉽게 할 수 있다[6]. 

현재 NTT는 RouteFlow 구조를 사업자의 BGP 라우팅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이 G-scale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한 기술도 분산된 서버에 BGP와 ISIS를 

구동하고 루트 계산 결과를 OpenFlow flow entry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장치에 설정한다는 

RouteFlow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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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RouteFlow의 물리구조       (그림 15-2) 소프트웨어 구조 

 

4.4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에 대한 연구와 시도는 가상화 

기술이 보편화된 2010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림16)은 통신사업자들이 IPTV용 STB(Set Top 

Box)를 가상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예와 국내 통신사업자가 3G 망에 적용한 CCC(Cloud 

Computing Center)의 예이다. 즉, 가입자 측에 설치되는 IPTV STB를 Thin STB이나 HDMI 동글형 

STB으로 대체하여 기능을 최소화 하고, 대부분의 STB 기능을 수행하는 미들웨어는 가입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용량 서버에 설치하여 신규 기능추가나 개선 시에 자주 발생하던 서비스 

중단시간과 투자비용을 최소화하였다. CCC는 과거에 기지국 마다 설치하던 RU(Radio Unit)와 

DU(Data Unit)를 분리하고, 모든 DU를 집중국에 설치한 후 그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3G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고 운용비를 크게 줄인 클라우드 기술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SDN과 OpenFlow 기술은 대체로 데이터센터나 대학과 기업 구내망 용도로 

간주되고 있다. 즉, 현 SDN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Google, Yahoo, Facebook 등이 

주축이 되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통신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은 그다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 말에 AT&T, Verizon, BT, DT, NTT, Telefonica 등의 통신사업자들이 

Carrier급 SDN으로서 NFV의 표준화 추진을 ONF에 제안하였다.  

NFV는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저비용, 고효율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생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상 서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통신망과 서비스 운용을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기술들(DPI, CDN, 품질측정, 

가상 STB 운용 및 각종 운용관리 시스템 등)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7)은 

SDN 기반의 NFV의 개념을 보인다. 기존의 SDN에서는 컨트롤러는 스위치의 플로우 테이블에 

엔트리를 입력/수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력되는 패킷은 스위치의 데이터 평면에서만 

처리되었다. 또한 컨트롤러와 스위치간의 거리에 의한 전파 지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NF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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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서버와 스위치를 사용하여 입력되는 패킷을 목적에 따라 서버에서 처리한 후에 스위치를 

통해 출력시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림 18)은 NFV가 네트워크에 구현되었을 경우의 실현 

모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상 환경에서 통신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운용관리 기능들을 구현한 모습을 보인다. 

 NFV는 2013년 2월 현재 Call for Contribution 단계이지만 향후 Hybrid NFV+SDN 형태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6)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의 사례 

 

 
 

(그림 17)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의 개념 

 

 
 

(그림 18)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의 실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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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과제 

 

ICT 분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에 대한 소수의 

반대의견은 묻혀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20여 년간 전세계적인 연구주제였지만 사실상 

범용화에 실패한 OSI, ISDN, ATM, TMN/CMIP이 그랬었고 SDN/OpenFlow 기술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SDN과 OpenFlow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그 해법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5.1 SDN의 확장성 문제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SDN의 확장성 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웹 기반의 응용들처럼 SDN의 

확장성은 그 아키텍쳐와 구현 방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OpenFlow와 SDN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SDN의 기능들 중에는 실세계에서 구현하기에 벅찬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세션단위의 플로우를 광역 부하분배(global load balancing)하자는 것이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하나의 스위치에서 수십 만개가 넘는 플로우를 일일이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3절에서 설명한 hop-by-hop 라우팅 방식도 확장성에 

제한을 받는다. 일부 솔루션들은 확장성 문제 때문에 제한된 영역에서만 OpenFlow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Nicira의 NVP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하이퍼바이저(Xen, KVM) 내의 가상 스위치를 

제어 하는 데에 OpenFlow를 사용하고 있다. NVP가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 내의 스위치들은 다른 

관리영역 내의 스위치들과는 독립적이며 상호 동작을 하지도 않는다. 또한, NVP는 물리적인 

스위치를 관리하지 않으며, 서버의 NIC bonding이나 failover도 리눅스 커널에 일임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확장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NVP 처럼 관리 영역을 제한하거나 리눅스 또는 IP 

네트워크(RouteFlow, Overlay 방식 라우팅 등)와 같은 기존의 기술과 결합하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20]. 

5.2 구조적 문제 

SDN은 제어평면을 분리하고 집중화하여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중제어를 하는 

시스템보다 분산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라우터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인터넷에서 사용된 이유는 

라우팅 처리가 노드 단위로 분산되어 동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한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SONET/SDH, Frame Relay 및 ATM은 집중화된 VC 설정에 의존하는 기술이다[20]. 

네트워크의 링크나 노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집중화된 컨트롤러가 이를 판단하고 제어명령을 

보낼 때까지 50ms를 초과하면 통화(voice) 서비스의 QoS를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BFD(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와 같이 2개의 포워딩 엔진간에서 

링크 장애를 검출하는 라인카드 프로토콜들도 중앙집중형 컨트롤러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OpenFlow 스위치와 컨트롤러를 최초로 상용화한 NEC는 집중화된 컨트롤러에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했지만 고장난 링크를 우회하는 데에(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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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s를 소요하고 있다[20]. 지능의 일부를 분산하거나 네트워크 노드에 미리 계산한 경로를 

저장해 두는 것으로 링크 우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즉, 전통적인 WAN 기술인 

SDH/SONET은 빠른 failover를 위해 예비 회선을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역폭의 절반을 낭비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구글은 OpenFlow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OpenFlow를 G-scale 네트워크의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OpenFlow 컨트롤러들은 센터 내의 장치만을 관리하고, 원격 

데이터센터 간에는 BGP와 ISIS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MPLS-TP와 유사한 자체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하여 플로우를 관리하고 있다. 

NEC 역시 OpenFlow 제품의 실시간 제어에 한계에 다다라 있다. 하나의 OpenFlow 컨트롤러는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또는 BFD(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와 같은 

라인카드 프로토콜이나 외부 장치와의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STP(Spanning Tree Protocol)를 

구동하지 않아도 최대 50개의 OpenFlow 스위치만을 제어할 수 있으며, OpenFlow 네트워크는 

스태틱 루트와 스태틱 LAG(Link Aggregation Groups)를 통해 외부 세계와 연동하고 있다. 

5.3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이슈 

 

데이터센터의 multi-tenancy화는 VLAN의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현재의 VLAN은 최대 

4096개의 VLAN ID로 tenants를 구분할 수 있지만 수백 개의 기업고객들이 내부 부서 별로 

구분된 VLAN을 사용한다면 이 수는 턱없이 부족해진다. 최근 VLAN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로 

VxLAN이 제안되어 최대 16만 개의 ID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OpenFlow 1.1 규격에는 MAC-

in-MAC이 추가되어 1,600만개(4096 x 4096)의 MAC 주소를 백본(PBB: Provider Backbone 

Bridging)을 경유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1.2 규격에서는 MPLS 기반의 VPLS 기능이 

추가되어 이 수를 더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센터의 기술적 이슈 가운데에는 flat 구조의 네트워크 구축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 계위를 최소화하여 전송지연을 줄이고, 센터 내부의 대량의 트래픽 부하를 multi-path로 

분산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Flat 구조를 실현하자면 L2 기반의 설계가 필요하지만 Spanning 

Tree를 사용하면 multi-path 전송이 불가하므로 이를 대체하고 multi-path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서 TRILL(TRansparent Interconnection of Lots of Links)[23]과 SPB(Shortest Path 

Bridging)[24]이 등장했다. 

위와 같이 데이터센터 네트워킹을 위한 기술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지만 현재의 OpenFlow는 

아직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MAC-in-MAC은 데이터 센터 내에 PBB나 

VPLS를 지원하는 별도의 장비를 요하게 되며, TRILL이나 SPB의 세부기능은 아직 규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SDN의 개념과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들은 스위치가 아닌 집중화된 컨트롤러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출시된 상용제품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능과 성능 면에서 숙제로 남아 있다. 

 

6. 결론  

 

SDN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 경로설정과 제어 및 복잡한 운용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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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이다. 이를 위해 SDN에서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평면(data plane)과 제어평면(control plane)을 분리하고 이 사이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운용자가 여러 상황에 맞추어 제어 평면을 프로그래밍하여 데이터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SDN의 개념과 SDN 구축기술로 급부상한 OpenFlow의 동작원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를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기술로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RouteFlow 및 LegacyFlow 기술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재의 SDN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개념을 서술하고, SDN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미해결 

문제를 나열하여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네트워킹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은 곧 그 해결책이 나올 것이지만 SDN의 특징인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인 집중제어 문제는 새로운 타협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컴퓨팅뿐 아니라 USN과 M2M 등의 상용화로 그 규모와 복잡도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다. 결국 집중화된 SDN 기술만으로는 급성장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체하지 

못하고 집중제어의 장점과 분산제어의 확장성을 모두 갖춘 SDN 기반 자율제어 네트워킹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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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 connection이 확립되면, 컨트롤러와 스위치의 사이에 OpenFlow 프로토콜을 사용한 메세지의 교환이 시작된다. 우선 서로 대응하는 프로토콜의 버젼을 확인하기 위해 Hello 메세지를 교환한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와 스위치간에 FeaturesRequest와 FeaturesReply 메세지를 교환하여 스위치가 지원하는 기능을 확인한다. 그 후, 컨트롤러가 스위치에게 필요한 설정을 보내거나 스위치의 상태를 확인 한다. 이어서 컨트롤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