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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혁신은 미래 아닌 현재진행형”  
SDN·NFV 실사례 속속 등장 … 개방형 생태계 진화 가속 

넷이벤츠는 IT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IT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점검하고, 핵심 이슈를 공유하는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프레

스&서비스 프로바이더 VIP 서밋 2015’가 지난 5월 28일 싱가포르 포시즌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MEF(Metro Ethernet 

Forum),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 등을 국제표준화단체를 비롯해 타타커뮤니케이션즈, 인피네라 등이 참여해 IT 네트워크

의 미래에 대해 논했다. | 싱가포르 = 오현식 기자·hyun@datanet.co.kr |

오늘날 IT를 관통하는 주제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정

의, 모바일,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몇 가지 트렌드로 간단하게 말해지지만, 이들은 지금

까지의 IT를 넘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IT 패러다임을 상징하

는 것으로, 다양한 기술고리를 파생시키고 있다.

예컨대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 Software Defined Network),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가 그것이다.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 연결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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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oT에서 드러나듯 IT의 광범위한 활용, 이로 인한 네트워

크 트래픽의 폭증의 문제 등이 SDN과 NFV를 부상시킨 배경

이다.

실제 현장에서 SDN·NFV 구현

넷이벤츠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네트워

크 기능 가상화(NFV)에 대한 실질적 사례와 구현 방안이 소

개됐다. 차세대 IT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SDN과 NFV가 가

져다 줄 이점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실제 사례를 통해 

SDN으로의 이점을 입증한 것이다.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프레스&서비스 프로바이더 VIP 

서밋 2015의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등장한 신하 로이(Sinha 

Roy) 타타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은 ‘WAN 혁신’에 대해 말

하면서 타타커뮤니케이션즈의 IZO 플랫폼을 예로 들었다. 타

타커뮤니케이션즈의 IZO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WAN과 클

라우드를 통합, 캐리어 이더넷(CE) 2.0 기반의 하이브리드 

WAN을 구현하는 새로운 서비스다.

로이 부사장에 따르면, 오늘날 IT 환경은 기존 레거시 환경

과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혼재하는 

환경이다. 다시 말해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고 퍼블릭/프

라이빗 클라우드를 넘나드는 트래픽이 생성되고, 이러한 연결

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과 같은 

네트워크 모델은 이러한 환경에서의 신속한 연결에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 엔터프라이즈 WAN과 인터넷이 분리된 복잡

성으로 인해 여러 네트워크를 거쳐 연결되기 때문이다. 

로이 부사장은 “게이트웨이, 브릿지 등으로 분리된 네트워

크를 연결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환경에서 통용되기 어렵다”

면서 “타타커뮤니케이션은 CE 2.0을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WAN과 인터넷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WAN을 구현, 문제 

해결을 꾀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IZO”라고 말했다. 

이어 로이 부사장은 “타타커뮤니케이션즈의 IZO는 새로

운 유형의 네트워크 비전”이라며 “IZO는 CE 2.0에 기반해 

기존 WAN 기술을 넘어 낮은 지연 시간, 높은 신뢰성과 안정

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혁신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이어 등장한 댄 핏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 이

사는 SDN, NFV 관련 발표를 통해 벤더 종속성을 탈피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민첩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생태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ONF가 추진하

는 차세대 네트워크 로드맵과 현황에 대해 전했다.

SDN과 NFV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분산된 데이터센터와 엔드포인트 기기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발전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

다. IDC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80%가 클라우드로의 이동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동시에 

비용절감을 이뤄낼 수 있는 SDN, NFV에 대한 관심 역시 높

아지는 상황이다.

SDN 기반으로 클라우드 성숙도 더해

SDN, NFV에서 중요한 요소는 개방형 표준이다. 소프트

웨어로 정의되고,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함으로써 보다 유

연한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호환성에 대한 표준이 

확립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일 때 다양한 참여를 통해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

게 하고, 지속적 혁신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ON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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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 로이 타타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은 ““게이트웨이, 브릿지 등으로 분리

된 네트워크 운영은 오늘날의 환경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면서 “엔터프라이즈 

WAN과 인터넷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WAN이 차세대 네트워크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취재-넷이벤트.indd   153 2015-06-25   오후 11:16:03



154  •  www.datanet.co.kr

현지취재   2015 넷이벤츠 프레스&서비스 프로바이더 VIP 서밋 2015

같은 개방형 표준화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핏 이사는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NFV로 생성되는 애플리

케이션 레이어의 새로운 서비스는 오픈API를 사용해 컨트롤 

레이어와 연결되고, 컨트롤 레이어는 보안 정책 등을 적용해 

오픈플로우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

며 “ONF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

해 개방형 네트워크 확산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장한 데릭 로이(Derrick Loi) 오렌지비즈니스서비

스 수석 이사 역시 “다양한 사용자와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퍼블

릭, 하이브리드, 혹은 버추얼 퍼블릭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SDN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로이 수석 이사는 이러한 사례로 OCB(Orange Cloud for 

Business)를 꼽았다. OCB는 MPLS-VPN을 기반으로, 로컬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버추얼 클라우드는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하게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에 대한 자동화 프로비저닝과 워크로

드 관리를 구현하며, 단일지점에서 제어, 가시성, 규정 준수, 

정책 관리를 구현할 수 있다. 

로이 이사는 “OCB의 핵심은 mCOP(Managed Multi-

Cloud Orchestration Platform)”라며 “다양한 클라우드 서

비스에 대한 고객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표준에 기반한 SDN이 필수”라며 

“오픈스택, ONF 등 개방형 표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

붙였다.

네일 홈퀴스트(Neil Holmquist) 스파이런트 이사는 SDN과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의 가장 큰 배경 요소로 민첩성을 꼽았

다. 신기술 도입 속도를 높이며, 신속한 성능 확장이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인 트래픽 폭발에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첩성 향상의 키는 클라우

드와 SDN이다.

홈퀴스트 이사는 “IoT 접속은 2013년 17억개에서 2018년

“LSO,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편리한 운영 핵심 ”
 
케빈 배숀 MEF(Metro Ethernet Forum) COO는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프레스&서비스 프로바이더 VIP 서밋 

2015’에서 “IT 기술이 모든 것을 간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베이에서의 물품구입, 크레딧스위스에서의 주식 거래 등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몇 분 안에 모두 가능한 세상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을 구현하는 IT 네트워크는 오히려 

편리함에서 예외가 돼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광대역 연결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데에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고, 구리 또는 섬유 광 케이블, 플립 

스위치에 플러그를 꼽거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라우터를 설치 및 청구하고 SLA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중간 

수작업까지 요구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작업이 단지 시작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관리의 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한 배숀 COO는 해결책 중 하나로 

LSO(Lifecycle Service Orchestration)를 꼽았다. LSO는 네트워크의 빠른 구축과 편리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IN
TER

VIEW
 

케빈 배숀(Kevin Vachon) MEF COO

MEF가 지난 2월 발표한 개념이다. 서비스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 운영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행, 컨트롤, 실행, 보장, 사용, 분석을 자동화 범위로 

규정하고, 가치 사슬안에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운영자, 기업, 최종 가입 사용자 등 모든 참여자 사이에 텔레콤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것이 바로 

LSO다.

배숀 COO는 “LSO는 이행, 컨트롤, 실행, 보안, 사용, 분석 등이 자동화되도록 해 보다 빠른 프로비저닝과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이점을 준다”며               

“아태지역에서도 LSO 아키텍처에 맞춰 네트워크를 설계, 운영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타타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해 선도적 아태지역 서비스 사업자에서 이미 LSO 개념에 맞춘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라이프사이클 LSO

가 전략적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실제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3월 레이노(Rayno) 보고서는 LSO 시장이 2019년 27억5000

만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구현하는 LSO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배숀 COO는 “LSO는 빠른 프로비저닝 서비스가 중요한 아태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데이터 서비스를 21세기형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로, 

“LSO는 단순한 하나의 유행이 아닌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이자, 네트워크의 미래”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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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53억개로 연평균 26%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급속한 트래픽 증가를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퀴스트 이사는 “민첩성과 함께 

중요한 점은 비용절감으로, IoT 접속은 연평균 26% 증가하

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2013년 16억3000만달러에서 2018

년 37억4000만달러로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며 “네트워크 민첩성 확보, 비용효율성 확보를 위한 SDN

과 클라우드로의 진화는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개방형 표준은 IoT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홈퀴스트 이사

는 민첩성과 비용효율 확보를 위한 SDN 기반의 네트워크 진

화와 함께 IoT에서도 원M2M(OneM2M)과 같은 표준의 역

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원M2M은 전세계적으로 호환가능

한 IoT 표준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단체로,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TTA),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 미국통신정보

표준협회(ATIS) 등 각국의 표준화 단체와 스파이런트를 비

롯해 삼성전자, LG전자, KT, 시스코, 인텔 등 다양한 기업

이 함께 하고 있다.

홈퀴스트 이사는 “SDN과 IoT 모두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생태계를 풍성하게 조성할 수 있는 표준화가 중요

하다”면서 “스파이런트는 원M2M, ONF 등 표준화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무결성 네트워크 필수 조건

개막 이튿날에는 웨지네트웍스를 비롯해 MEF, 일본의 

KVH, 인피네라 등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

다. 이 가운데 웨지네트웍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IT 정보

보안에 대해 논해 관심을 끌었다.

스티브 샤펠(Steve Chappell) 웨지네트웍스 COO는 “엔드

포인트 보안으로는 새로운 IT 환경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늘날 상다수의 기기가 보안 기능이 아예 없거나, 오래된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사

용자의 보안 인식 미비로 팩토리 패스워드가 그대로 사용되

고, 계정정보가 유출되는 경도 종종 발생된다. 

나아가 IoT는 이를 한층 심화시킨다. 리소스가 부족한 IoT 

기기에 보안 기능을 탑재하기에는 어려울 뿐 아니라 중간자 

공격 등이 횡횡하는 상황에서 접속 기기는 물론, 패킷 전달자 

등도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전달자는 클라우드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

제다. 많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클라우드 프로바

이더에 걸쳐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료 공개 

API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열쇠지만, 그 이면에는 보안 허

점을 발생시키는 악성 API의 등장도 우려된다. 

샤펠 COO는 “이처럼 IoT와 같은 슈퍼 커넥트 세계에서는 

▲ 네일 홈퀴스트 스파이런트 이사

는 “민첩성과 함께 중요한 점은 비

용절감으로, IoT 접속은 연평균 

26% 증가하지만, 이로 인한 매출

은 2013년 16억3000만달러에서 

2018년 37억4000만달러로 18% 증

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며 “네트워크 민첩성 확보, 비용효

율성 확보를 위한 SDN과 클라우

드로의 진화는 필연적”이라고 주

장했다.

▲ 댄 핏 ONF 이사는 “NFV로 생성

되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새로

운 서비스는 오픈API를 사용해 컨

트롤 레이어와 연결되고, 컨트롤 

레이어는 보안 정책 등을 적용해 오

픈플로우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

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ONF

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해 개방형 네트워

크 확산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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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더해진다”고 지적하고 “엔드포인트 보안의 한계

가 명확한 가운데 슈퍼 커넥트 세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서는 네트워크 보안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샤펠 COO는 “SDN과 NFV는 네트워크에 보안을 간

편하게 더할 수 있게 해 안전하고, 신뢰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며 “이러한 보안 네트워크 제공은 통신사업자

에게 새로운 매출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드류 본드 웹스터(Andrew Bond-Webster) 인피네라 부

사장은 트래픽 폭증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시

스코에 따르면, 전세계 IP 트래픽은 2019년에는 연간 2ZB에 

달해 2014년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SNS, IoT 등의 확산이 주요 배경이다. 

DCI 폭증, 최우선 과제 부상

트래픽 폭증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비용효율성의 확보

다. 치열한 경쟁으로 트래픽당 비용은 계속 낮아져 현재의 네

트워크 환경에서는 2~3년 내 트래픽당 원가가 시장 가격보

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웹스터 부사장은 “인피네라의 고성능 솔루션으로 트래픽 

폭증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물론 비용절감까지 이뤄낼 수 있

다”면서 “고성능 칩셋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성능 솔루션으

로, 대용량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인피네라의 기술 발전 속도가 시장 요구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고 전했다.

웹스터 부사장은 넷이벤츠 현장에서 인피네라 장비에 사

용되는 실제 칩을 보여줬다. 새끼손톱만한 크기의 칩을 통해 

현재 인피네라는 5×100Gb의 트래픽 처리를 구현하며, 내년 

출시될 차세대 칩을 통해서는 12×100Gb를 제공할 예정이

다. 나아가 2017년에는 12×200Gb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

히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네트워크 칩을 통해 인피네라의 솔

루션은 단일 장비에서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 상면비용과 전

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웹스터 부사장은 효율적인 데이터센터인터커넥트

(DCI) 구현이 네트워크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늘날 트래픽 폭증의 중심은 데이터센터간 트래픽으로, 클

라우드 컴퓨팅의 확산 등에 따라 DCI는 현재보다 90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피네라는 DCI를 위한 ‘클

라우드 익스프레스’를 통해 폭증하는 데이터센터간 트래픽

의 효과적인 처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I와 관련, KVH는 ‘DC넷(DC Net)’이라는 데이터센터 

연결 플랫폼을 소개했다. DC넷은 다양한 데이터센터를 다

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상화 플랫폼을 데

이터센터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결을 지원

한다. 

진트 앳킨슨(Gint Atkinson) KVH 부사장은 “데이터센

터간 연결 증가는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

인 현상”이라며 “인피네라가 클라우드 익스프레스로 신속한 

DCI 연결을 보장하는 것처럼 DC넷은 개방형 표준인 오픈스

택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상호 연결과 관리를 간편하게 하

는 이점을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고성능 트래픽 처리를 제공하는 인피

네라와 DC넷을 조합할 경우, 폭증하는 DCI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앤드류 본드 웹스터 인피네라 부

사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 

등에 따라 DCI는 현재보다 90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피네라는 DCI를 위한 ‘클라우드 

익스프레스’를 통해 폭증하는 데이

터센터간 트래픽의 효과적인 처리

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 스티브 샤펠(Steve Chappell) 

웨지네트웍스 COO는 “엔드포인트 

보안으로는 새로운 IT 환경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언하

면서 “SDN과 NFV는 네트워크에 

보안을 간편하게 더해 안전하고, 

신뢰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게 한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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