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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 사업자는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통신 인프라 환경을 발

전해왔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기기, 소프트웨어를 대체, 

발전 및 확장이 필요하며 이는 투자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사용자는 편의를 위해 웨

어러블 기기, IoT 등 다수의 통신기기를 사용한다. 이는 통신 네트워크 측면에서 신호 및 데

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사업자는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했다. 최근 정보통신 환경에서 통신사업자들은 기존 네트워크 자원과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기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FV/SDN 를 활용한 IMS 가상화 플랫폼을 제안한다. NFV/SDN 를 

활용한 IMS 가상화 플랫폼은 네트워크의 자원과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보통

신 및 네트워크 벤더들에게 투자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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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TT(Over The Top) 제공자는 급격한 혁신 사이클로부터 이점을 얻는 방면, 비즈니스와 서비스 준비 모

델 관점인 네트워크 운용자는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부터의 

이득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주요 요소는 정적이며 변화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네트워

크의 유연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미들 박스(Middle box)들의 설치는 특정한 서비스 전달 요

구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 기기에 정적인 연결(chain)을 부여함으로써 엄격한 서비스 전개 과정으로 

악화시켰다. 미들 박스는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관리하기 어려우며, 구성 실수 및 부하 초래를 유발

하기 쉽다. 이러한 사실은 네트워크 운용자가 지속적으로 차등화된 종단간 서비스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따라서 서비스 전달에 있어 혁신적인 방식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도유망한 기술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 SDN), 네트워크 기능 가

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서비스 지향 구조(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 모

델은 네트워크 가상화 및 추상화 모델 그리고 프로그램 가능한 서비스 전달 방향으로 진행, 발전하고 있으

며 유연성, 민첩성, 적절성의 요구를 만족한다. 따라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인 IP 멀티미디

어 서브시스템(IP Multimedia Subsystem; IMS) 네트워크 구조 및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IoT 네트워크에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구축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IoT 서비스 데이터 및 신호 트래픽이 사용됨으로,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도 IoT 신호 트래픽을 구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 중에 하나가, 가

상화된 네트워크의 트래픽 및 IMS 신호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연구는 

미래에 가상화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다목적 IoT 게이트웨이 개발에도 활용되리라고 본다. 이중 IoT 디바

이스의 이름 할당(IMSI) 및 관리(NAT, IPV6)와 같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IoT 트래픽

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운용관리 방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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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관련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크게 자원의 이름 부여와 IoT 트래픽으로 인한 네트워크

의 과잉밀집(congestion) 및 관련 서버 등에게 다양한 과부하를 초래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IoT 신호 

및 제어 트래픽은 기존의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는 네트워크에게 막대한 악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통신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IoT 트래픽

은 기존의 음성통신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 보고주기 동기화: IoT 디바이스들은 연결 설정 시 임의로 추출하지 않고, 매 시간과 같이 주기적으

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종종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이러한 행위는 네트워크 자원 사용의 관점에서 동기화

의 결과를 초래하고, 과잉밀집을 자주 발생시킬 수 있다. 

● 비예측성: IoT 모듈은 통신운영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트래픽을 예측하

고 네트워크 크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 데이터 집중: 감시 및 보안 디바이스들과 같은 몇몇 디바이스들은 경보가 발생될 때를 제외하고는 

작은 양의 데이터를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카메라는 경보가 발생하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 비제어성: 디바이스의 집합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패턴으로 임의로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예를 들

어 로밍 디바이스들은 운용자의 커버리지를 벗어나면, 동시에 또 다른 운용자로 동시에 로밍하여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전송과 관련된 IoT 응용 분야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IoT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한 신호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MS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가상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관리 방안을 제공하려 한다. 이는 IoT 

제어 및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는 네트워크 전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제안된 IoT 

서비스 관리 플랫폼은 IoT 서비스 전개 시, 서비스의 장애 및 성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특

징들은 향후 표준화된 IoT 서비스의 발전 및 IoT 게이트웨이 장비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관련 연구 
 

 이번 관련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MS 가상화 플랫폼에 필요한 IMS, SIP, SDN/NFV 에 대한 내

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2.1 IMS 의 구조 
 

IP Multimedia Subsystem(IMS)는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SIP 기반의 신호를 

처리하는 부속 시스템으로 P-CSCF, I-CSCF, S-CSCF 라는 프로세스 노드들로 구성되며, 이의 시스템 단위는 

여러 개의 노드로 존재 및 협업하여 멀티미디어 통신을 지원하고 있다. IoT 트래픽은 관련 응용 서버와 게

이트웨이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디바이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IoT 관련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및 짧은 메시지 형태의 디바이스 상태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디바이스와 서버 사이에 IMS 구

조에서 사용한 프로토콜인 Session Initiation Protocol(SIP)를 사용하여 신호처리 및 디바이스의 상태 정

보 전달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과 같은 기존의 트래픽과 IoT 트래픽을 구

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운용관리 방법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IoT 트래픽을 

기존의 트래픽과 분산하여 IMS 노드 및 네트워크를 가상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2 SIP 의 구조 
 

Session Initiation Protocol(SIP)는 두 개의 End point 간의 세션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확장 가능하

며 가벼운(lightweight) 요청/응답 프로토콜이다. SIP 는 신호 프로토콜(Signal Protocol)로서 이메일과 

유사한 주소체계 형태의 동일 식별자(same identifier)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음성 통화 서비스, 이

메일, 인스턴트 메시징(IM), 상태(Presence)서비스 등을 제공받도록 한다. SIP 는 HTTP 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메시지는 텍스트 기반(text-based) 프로토콜이다. 메시지의 

종류는 요청(Request)/응답(Response)로 구성된다. SIP 를 이용한 통신에서 발신자(caller)는 수신자

(callee)와 새로운 세션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세션에 수신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수신자에게 텍스트 형식으

로 구성된 메시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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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IP Instant Messaging(IM) 구조 

 

그림 1 은 SIP Instant Messaging(IM)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SIP IM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SIP 를 이

용해서 짧은 단문 메시지를 빠르게 보낼 수 있으며, 메시지 Method 를 활용하여 SIP 확장도 가능하다. SIP

는 간단해 보이지만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프로토콜의 실용성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활용 분야를 발굴해 낼 수 있었다. SIP 는 확장이 가능하며, 이미 광범위한 분야에서 SIP 확장이 

존재한다[2]. SIP 의 확장을 통해 VoIP, 화상회의(Video Conferencing), MSN Instant Messenger 등으로 응

용이 가능하다. 이는 향후 논의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간단한 정보를 SIP 프로토콜의 

텍스트에 포함하여 가상화된 IMS에 보낼 수 있다. 

 

2.3 NFV/SD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는 핵심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하는 것

이다. NFV 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네트워킹 장치, 기기들을 가상화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의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작됐다. 세계적인 주요 통신사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를 위한 사양그룹

(Specification Group for NFV)을 구성했고,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te)에서 

주도적으로 기술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현재는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PoC) 단계에 있다. ETSI

는 이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의 가상화를 위한 요건과 아키텍처 정의” 추구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통해 

자금, 운영 경비를 낮추고 서비스 구성요소의 TTM(Time To Market)을 단축하여 유연하고 민첩한 솔루션들

을 업계 표준의 서버 하드웨어 구성요소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3]. 

 

 
그림 2. High-level NFV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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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NFC 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에서의 IT 자원 가상화이다. 이를 통해 물리적 기기를 추가로 필

요하지 않고,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2 은 High-level NFV 

프레임워크를 나타낸 것으로 크게 3 가지 도메인이 있다. 네트워크 기능들은 가상화되어 VNFs, 가상화 네

트워크 인프라(NFVI) 위에서 동작한다. NFVI 는 다양한 하드웨어, 물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가상

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VNF 들의 실행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NFV 관리와 오케스트레이션은 VNF 들

의 lifecycle 관리와 인프라 가상화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자원 또는 물리적 자원의 lifecycle 관리와 오

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NFV 관리와 오케스트레이션은 NFV 구조에서 모든 가상화를 특

정 관리와 일들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는 네트워크 하드웨어로부터 네트워크 제어 로직 

분리를 하는 것이다. SDN 은 Packet 전달을 통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트래픽 관리

를 간소화하고 운영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대규모 IP 인프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SDN 은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의 구성요소를 표준 하드웨어에서 구동하고 중앙에서 구성하고 관리하는 개방적인 네트워킹 환

경으로 발전했다. SDN 에 대표적인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는 “기초 인프라가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 추상화되고 네트워크를 논리적 또는 가상의 독립체로 취급 받도록” 개발된 제어 

기능을 “접근 가능한 컴퓨팅 장치로” 이전한 하나의 아키텍처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SDN 제어 하드웨어

가 네트워킹 장치들로 구성된 물리적인 인프라 계층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오픈플로우

(OpenFlow) 같은 제어면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한다는 의미다. 목표는 네트워크를 유연하고 프로그램 가

능한 플랫폼으로 변모시켜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여 더욱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3,5].  

 

 
그림 3. SDN 아키텍처의 논리적 구조(OpenFlow) 

 

 

그림 3 는 OpenFlow 에서 SDN 아키텍처의 논리적인 관점을 묘사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은 네트워크의 글로벌 

관점을 유지시키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SDN 컨트롤러들에 (논리적으로) 중앙집중화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는 논리적인 스위치, 단일 정책 엔진과 어플리케이션들로 나타난다. SDN 과 함께, 기업들과 전달

자들은 네트워크 디자인과 운용을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의 논리적인 포인트로부터 전체 네트워크의 제어

를 벤더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SDN 은 또한 수천 개의 프로토콜 표준의 디바이스를 더 이상 일대일

로 사용하지 않고 SDN 컨트롤러들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운용할 수 있다.  

NFV 와 SDN 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NFV 의 경우 물리 네트워크에 가상 터널과 기능을 추가하므로 서

버에 위치하여 기존 네트워크에서 가동할 수도 있다. 반면, SDN 의 경우에는 물리 네트워크를 변경하고 프

로비저닝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외부적 수단으로 데이터 플레인과 제어 플레인이 분리된 새로운 네트

워크 구조가 필요하다.  

 

2.4 IoT 디바이스 네트워크 관리(IoT Device Network Management)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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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

템이 된다.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IP 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

결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센서를 내장할 수 있다.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2009 년까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는 9 억 개였으나 2020 년까지 

이 수가 260 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많은 사물이 연결되면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데이

터가 모이게 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 망에서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관리 기법이 요구되

고 있는 상황이다.  

  IoT 디바이스 관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특성 (다양성, 디바이스의 수, 접근제약성, 중요성, 보안

성) 및 제약사항(기능의 제약성 및 장시간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 디바이스 기능 가상화(Network Device Function 

Virtualization) 함으로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IoT 디바이스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화

된 네트워크 디바이스 기능을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디바이스 관리를 신뢰적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용 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표준에서 제안하고 있

는 IoT 디바이스 운용관리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가상화될 네트워크 디바이스기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 가상 및 비가상화 디바이스의 상태 유지(state maintenance):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기능 재배치, 

중복, 자원 규모화를 하는 동안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기능 상태를 유지함. 

● 모니터링/장애발견/진단/회복(Monitoring/Fault detection/Diagnosis/Recovery): 모든 구성 요소 

및 가상화된 네트워크 디바이스 기능 인스턴스, 하드웨어, 하이퍼바이져와 같은 가상화 후의 상태 감시, 

장애발견, 진단, 회복을 수행함.  

 

   3. NFV/SDN 기반 IMS 가상화 플랫폼(Virtualized IMS based on NFV/SDN) 

 
관련 연구를 배경으로 이번 장에서는 NFV/SDN 기반의 IMS 가상화 플랫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3.1 IMS 가상화 
 

 

그림 4. NFV/SDN 기반 IMS 가상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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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은 NFV/SDN 기반 IMS 가상화 플랫폼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특징의 IoT 기기들은 하단부

의 IoT Gateway 를 통해 Network Domain 으로 신호 시그널을 보내게 된다. 이들 신호는 Network domain 의 

Access Network 의 Base Station(BS)를 통해서 취합된다. 이후 Core Network 의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 및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을 통하게 된다. GGSN 에서는 SGSN 으로부터 오는 GPRS 패킷을 

적합한 PDP 형식으로 변환, 전송하여 준다. SGSN 에서는 패킷 라우팅 및 전송, 이동 및 논리 링크 관리, 

인증, 요금부과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IMS Network 에 있는 가상화된 IMS(v-IMS)를 통해 해당하는 

Application Domain 에 있는 IoT Server 로 향하게 되며 이후 사용자는 IoT Server 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pplication Domain 에서는 IoT Server, Device Management 등이 기본적으로 있고 사용자

의 필요성에 따라 생성삭제 추가 등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가상화된 IMS(v-

IMS)는 우측에 위치한 가상화된 IMS 관리자, SDN 컨트롤러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

지는 3.2 장에서 소개할 것이다. 그림 5 는 단순한 IMS 가상화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5. 단순한 IMS 가상화 구조 

 

(1) IMS 들은 가상화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가상화된 IMS (v-IMS)의 관리는 가상화 

관리자(Administrator Virtualized IMS; Admin v-IMS)에 의하여 수행된다. 

 

(2) 가상화 관리자는 머신(Virtual Machine; VM)의 생성, 제거 및 구성 설정 그리고 신규 가상화 시스템 

구성을 수행한다. 또한 VM 을 통하여 가상화된 IMS 의 초기화 구성 작업, 생성, 중지/재개, 종료와 같은 동

작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여 가상화된 IMS의 운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3) 가상화 관리자는 가상화된 IMS 의 구성관리모듈, 감시 모듈로 구성되며, 가상화 IMS 시스템상에서 동

작하는 가상 머신(VM)을 통하여 동작 및 감시를 수행한다.   

 

(4) 각각의 VM 들은 가상화된 구조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데, 이는 하이퍼바이저의 역할도 수행한다. 즉, 

가상화된 구조는 다수의 VM 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하이퍼 바이저를 통해서 VM 들을 모니터하

며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제어 한다.  

 

3.2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관리를 통한 가상화된 IMS의 부하관리   
 

그림 6는 IMS 가상화 관리자 기본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1) IMS 가상화 관리자 

IMS 가상화 관리자는 관리 동작 모듈, 모니터링 모듈 2 가지의 모듈을 가지고 IMS 가상화를 관리한다. 관

리 동작 모듈에서는 가상화 IMS(v-IMS)의 생성/제어/관리/삭제 등을 수행하며, 모니터링 모듈에서는 가상

화된 IMS(v-IMS)가 동작을 잘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2 개의 모듈은 정보를 교환

KNOM Review, Vol. 18, No. 1

54



 

하여 발생하는 상황, 문제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작한다. 이어 가상 머신(VM)은 모니터

링 모듈과 직접 통신하여 만약 가상화된 IMS(v-IMS)가 혼잡(Congestion)등의 이유로 원활한 전송이 어려울 

경우 이를 모니터링 모듈에 통보하여 가상화된 IMS(v-IMS)를 추가하도록 한다.  

  

 
그림 6. IMS 가상화 관리자 기본 모듈 

 

 

(2)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oftware Defined Network; SDN) 기반 관리자인 “SDN 제어기”는 가상화 

관리자의 요청을 받아 IoT 정책 관리 DB 및 토폴로지 구성관리 정보를 사용하여 “IoT 신호 트래픽 결정 

모듈”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가상화된 IMS 로 전달되는 IoT 신호 트래픽을 분류하고 지정된 가상화된 IMS 

혹은 부하가 적은 가상화된 IMS 에게 IoT 신호 트래픽이 전달되도록 제어 및 관리한다. 이는 가상화된 IMS

들에게 트래픽을 전송하는 가상화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장비내의 트래픽 플로우 테이블 정보를 관리 

프로토콜(OpenFlow, SNMP 등)을 사용하여 삽입 혹은 수정하여 이에 따라 트래픽이 전달되도록 구성한다. 

이때, IoT 신호 트래픽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 그림 7 은 SDN 기반 제어관리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SDN 기반 제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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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S(Home Subscriber Server)내에 저장된 가입자 (디바이스) 정보를 통하여 분류 가능하다. 

- IoT 디바이스에게 식별자(Identifier)를 부여할 시, 특별한 규칙을 사용하여 다른 트래픽과 구분한다.  

 

IoT 신호트래픽 구분자 

boolean IsIoTSingnalTraffic() 

{ 

boolean IoTTraffic; 

if ( device_info(signal_protocol) == device_Info(HSS) ) 

IoTTraffic = true; 

else if ( IoT_id_info(signal_protocol)) 

IoTTraffic = true; 

return IoTTraffic ; 

} 

표 1. IoT 신호트래픽 구분자 

 

일반적으로 IMS 내부의 S-CSCF 는 내부 CSCF 노드 중에 부하를 많이 받는 노드이다. 따라서  “SDN 기

반 제어/관리자”는 IoT 정책 관리 DB 및 토폴로지 구성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CSCF 들을 하나 이상으

로 가상화하여 해당되는 CSCF 로 IoT 신호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도록 가상화된 네트워크장비를 제어하여 

부하관리, 과잉밀집관리와 같은 장애 및 성능 관리를 수행한다.  

 

3.3 가상화된 CSCF(V-CSCF)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 
 

 

그림 8.   V-CSCF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 

KNOM Review, Vol. 18, No. 1

56



 

 

그림 8 은 V-CSCF 의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에 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v-IMS 관리 시스템(VMS)에서는 

IMS 가상화 관리자 및 SDN 제어기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동작한다. VMS 는 주기적으로 Get 메시지를 통

하여 V-CSCF 로부터 성능 정보에 관한 정보를 폴링한다. V-CSCF 의 에이전트들은 IoT Device 와 MIB 로 구성

된다.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는 관리 모델로 관리 대상의 IoT 요소들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ata base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성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성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고장관리(Fault Management),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 계정관리(Accounting)가 있다. 

MIB 는 관리되어야 할 IoT Device 의 객체 정보, 네트워크 사용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 등의 분류된 

정보를 의미한다. VMS 에서 설정한 Threshold(CPU, Memory)를 초과하거나 예외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Notification 메시지를 통해 VMS 에 보고하고, Notification 에 관한 내용을 시스템 Log 정보에 저장한다. 

Notification 메시지는 가상화된 CSCF(V-CSCF)들이 비정상적인 동작 또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VMS 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Notification 메시지는 OpenFlow 의 Protocol 중 하나인 대칭

(Symmetric) 메시지의 한 종류인 Echo 메시지와 유사하다. Echo 메시지는 요청/응답 메시지들을 활용하여 

라우터와 스위치의 연결 유무(Liveness) 상태, Latency 또는 Bandwidth 측정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논문을 통해 우리는 급증하고 있는 IoT 트래픽을 위한 NFV/SDN 기반의 가상화된 IMS 플랫폼에 대

해 제안하였다. 급증하는 통신기기 트래픽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NFV, SDN 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표준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로 다양한 개발과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문에서 우리가 제시하고자 했던 점은 급

증하는 IoT 트래픽을 기존의 트래픽과 구분 및 분산하여 네트워크 자원과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에 있다. 이번 논문이 앞으로 제시될 표준 부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5. 참고 문헌 

 
[1] David Boswarthick, Omar Elloumi, and Olivier Hersent, “M2M Communications: A System Approach”, 

Jhon Wiley and Sons Ltd Publication, 2012.  

[2] Johnston, Alan B. SIP: understanding the session initiation protocol. Artech House, 2014.  
[3] P. Demestichas, A. Georgakopoulos, D. Karvounas, K. Tsagkaris, V. Stavroulaki, J. Lu, C. Xiong, 

and J. Yao, “5G on the horizon: key challenges for the radio-access network”, Vehicular 

Technology Magazine, IEEE, vol. 8, no. 3, pp. 47–53, 2013. 

[4] ETSI, GS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architectural framework”, ETSI GS NFV, 

vol. 2, no. 2, V1. 

[5] “Software-defined networking: the new norm for networks”, White paper. Open Networking 

Foundation. April 13, 2012. Retrieved August 22, 2013. 

 
빈 재 만 
20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학사 

2011 ~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석사 재학 

<관심분야> IMS, 네트워크 가상화, SDN, 적정기술  
 
 
 
이 재 오 
1993 광운대학교 전산학 박사 
1994~1995 코오롱 정보통신 연구소 과장 
1995~2000 한국통신 선임연구원 
1999~2002 ㈜웨어플러스 연구소장 
2002~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IMS,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객체 지향 분산 처리 기술, 네트워크 QoS                 

제어 플랫폼, 개인화 서비스  

KNOM Review, Vol. 18, No. 1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