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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oT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수 많은 IoT 및 모바일 기기들이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엄청난 양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거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는 엄

청난 양의 트래픽 제어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제어를 자동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oftware-Defined Networking을 이용하여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구

성 할 수 없는 복잡한 네트워크 트래픽 경로를 쉽게 구성 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하여 간단한 실시간 제

어를 요구하는 IoT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SDN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쉽게 제어하

고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Software-Defined Networking, IoT, Network Traffic Control, ONOS, OVS-Switch

Abstract
In recent IoT network environment, as many IoTs and mobile devices become popular, a huge amount 

of network traffic is generated to provide various network services. As a result, there is a problem that 
traffic control is difficult in the past network system and automatic control of various network services 
in real time is impossible.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at complicated network traffic path that can not 
be configured in existing networks can be easily configured using Software-Defined Networking. To do 
this, we show that we can build IoT systems that require simple real-time control and easily control and 
manage network traffic using SDN-bas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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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네트워크에는 수많은 IoT 장비가 보급됨에 

따라 엄청난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1, 2]. 대

부분의 네트워크는 이더넷 스위치와 라우터를 이용

한 트리 형태로 배치한 구조로 클라이언트-서버 중

심의 디자인이었다. 과거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의 통신으로 인해 이러한 구조가 큰 문제가 되지 않

았다. 하지만, 다양하고 수많은 IoT 장비와 모바일 

기기의 급증으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화 서비

스가 등장하면서 트래픽 패턴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

다 [3].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IoT 환경

에서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목적으로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을 이용한다. SDN 이

란, OpenFlow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 전달 동작

을 소프트웨어 기반 컨트롤러에서 제어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SDN 은 기존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컨트

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분리함으로써 네트

워크 세부 정보에 상관없이 중앙의 컨트롤러를 통해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하다 [4].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SDN 시스템을 물리

적으로 실제 환경에 구성하였다. 우선 SDN 네트워

크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SDN 컨트롤러로써 Open 

Network Operation System (ONOS) 컨트롤러

[5]를 설치하였으며, SDN을 통해 트래픽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ONOS 컨트롤러의 영향을 받는 

OVS-Switch를 실제 물리 환경에 설치하였다. 또한 

실제 SDN 환경에서 트래픽이 제어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Rotary Inverted Pendulum (RIP)시스템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원격 컨트롤러를 설치하였으며, 

이 두 시스템은 SDN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이 이루어지도록 구성 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SDN은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구조

로 이루어진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말한다. 소프

트웨어로 네트워크의 트래픽 경로 및 제어 등을 쉽

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네트워크 장비와 제

어 부분의 데이터 전송 부분을 분리하며,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을 정의한 API 를 통해 중앙의 SDN 컨

트롤러에서 네트워크 경로를 관리하게 된다. 네트워

크 동작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중앙

에서 제어하는 개념이며,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스

위치/라우터 제어 기능을 중앙집중화 시킨다. 네트

워크 트래픽 경로를 지정하는 컨트롤 플레인과 트래

픽 전송을 수행하는 데이터 플레인이 분리되어 있

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세부 구성정보에 얽메이지 

않고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OpenFlow 를 통해 네트워크의 트래픽 전달 

동작을 소프트웨어 기반 컨트롤러에서 제어 및 관리

하도록 한다.

SDN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트래픽 패턴에 대해 네

트워크 장비에서 직접 제어를 하기보다는 중앙의 컨

트롤러를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네

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 SDN 개방되어진 네트워크 

시스템 이며, 낮은 성능의 CPU가 장착된 하드웨어 

스위치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SDN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구성 할 수 없는 복잡한 네트워

크 트래픽 경로를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트

래픽 패턴의 변화에도 빠르고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대용량 네트워크를 작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

으며, 제조사의 의존성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2.2.  Open Network Operation System 

(ONOS 컨트롤러)

ONOS 는 ONRC (ON.Lab)에서 개발된 Flood-

light 기반의 분산 컨트롤러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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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S 컨트롤러는 SDN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전반

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Flow 를 관리하는 역할

을 한다. ONOS 컨트롤러는 분산 컨트롤러로 구성

되어 있어 높은 확장성과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하

나의 컨트롤러가 제 기능을 수행 못할 경우 빠른 회

복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제조사의 OpenFlow 기

반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모듈화

된 소프트웨어들을 통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를 지원 할 수 있다. ONOS에는 135개 이상의 다양

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존재하며, 개인이 쉽게 새로

운 서비스를 생성하여 추가할 수 도 있다. 다양한 네

트워크 서비스는 Soutbound 를 통해 데이터 플레인

의 물리적 네트워크 시스템에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하

며, P4, OpenFlow, NETCONF, TL1, SNMP, CLI, 

BGP, RESTCONF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

정이 가능하다. 또한 Northbound 통신으로 간단하

게 제어 및 설정 정보를 REST API 를 통해 컨트롤러

에 전달할 수 있다. 

ONOS 컨트롤러는 CLI 를 통해 현재 구동되는 

네트워크 서비스 및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Flow 

table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CLI 를 이용하여 새로

운 서비스를 추가하고 네트워크 제어를 할 수 있다. 

또한 웹 GUI 를 통해 직관적으로 네트워크 토폴로

지 및 Flow 의 흐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2 는 웹 GUI 의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웹 GUI 를 이용하여 현재의 전반적인 네

트워크 토폴로지와 Flow 정보 및 네트워크 장비들

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CLI 보다 간편하게 네

트워크 서비스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다. 

2.3. OVS-Switch

OVS-Switch 는 Apache2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

픈소스 가상 스위치 이며, 네트워크 스위치 기능

을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NetFlow, sFlow, SPAN, 

RSPAN, CLI, SACP, 802.1ag 등을 지원하고 

OpenFlow 프로토콜을 통해 SDN 컨트롤러와 통신

을 통해 Flow 테이블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을 전달한다. 

OVS-Switch 는 실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에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NFV)을 이용하여 장비의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를 인식하고 SDN 컨

트롤러를 통해 받은 Flow 테이블의 설정 정보를 기

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트래픽 통신을 가능하

게 한다. OVS- Switch 는 이러한 물리적인 NIC 를 

연결한 스위치를 가상화시키고, 한개의 하이퍼바이

저 환경에서 구동되던 서버환경을 여러개의 하이퍼

바이저 환경으로 대체하여 이기종간의 클라우드 환

경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OVS-Switch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OpenFlow NetFlow 및 

sFlow 와 같은 기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또 OVS-Switch 는 Kernel-based VM (KVM), 

Virtual Box, Xen, XenServer 등의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을 지원하여, 제조사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의 

의존성을 제거하였다. 

Ⅲ. SDN을 활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본 논문에서는 SDN을 활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

어를 위하여, 간단한 SDN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

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네트워크 시스템은 실시간 

제어를 요구하는 Rotary Inverted Pendulum (RIP) 

시스템과 원격에서 RIP 시스템을 제어하는 컨트롤

러를 SDN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하였

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잘 제어 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Bogus Traffic Generator를 추가 연결하였

으며, 이는 RIP 시스템을 DDoS 공격하는 시스템이

다. RIP 시스템과 원격 제어 컨트롤러는 서로 UDP 

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그림 1은 SDN 기반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이

다. RIP 시스템과 원격 컨트롤러는 SDN 기반의 

OVS-Switch를 통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또

한, Bogus Traffic Generator도 OVS-Switch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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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SDN 기반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하여 ONOS 컨트롤

러는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외부에 연결된 

ONOS 컨트롤러는 전체적인 SDN 기반에서 네트워

크 트래픽 제어를 위하여 Flow Rule을 수정하는 패

킷들을 전송함으로써 OVS-Switch의 Flow 테이블

을 수정, 삭제, 생성 하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

리자는 손쉽게 ONOS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쉽게 네

트워크 트래픽의 패턴을 생성하고 변경 할 수 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SDN 기반의 트래픽 제어

를 확인하기 위하여 Bogus Traffic이 개입된 경우

와 SDN을 통해 제어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테스

트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한다. 첫번째는 Bogus 

Traffic 을 개입시켜 RIP 시스템에서 원격 컨트롤러

에서 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신하지 못하도록 경

우이다. 두번째는, SDN을 활용하여 Bogus Traffic

을 차단시킴으로써, 첫번째의 경우와 같이 다시 원

만히 RIP시스템과 원격 컨트롤러 간의 통신이 잘 이

루어지는 경우이다.

첫번째의 경우 RIP 시스템으로 Bogus Traffic이 

과도하게 트래픽을 보냄으로써 원격 컨트롤러로부

터 오는 트래픽이 loss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

서, RIP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

며, 이로 인해 RIP 시스템의 pendulum이 쓰러지게 

된다. 그림 2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네트워크 트래

픽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이 Bogus Traffic의 개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그림2. 비정상적인 상황의 네트워크 트래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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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인해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는 10.0.0.2의 원격 컨트롤러를 

나타내며, B는 10.0.0.1 RIP 시스템을 나타낸다. 또

한, 10.0.0.3은 Bogus Traffic Generator를 나타낸

다. 실시간으로 Bogus Traffic 95Mbps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RIP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

다. 이때, RIP 시스템과 원격 컨트롤러 간의 네트워

크 통신이 각각 78Kbps, 25Kbps로 이루어 지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두번째의 경우는 SDN 의 개입으로 인해 Bogus 

Traffic 이 발생하더라도 RIP 시스템과 원격 컨트롤

러 간의 통신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를 확인한다. 이

를 위하여 SDN 컨트롤러를 통해 REST API를 이

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도록 

JSON으로 각 트래픽 간의 Priority를 조정하는 정

보를 보낸다. 이에 따라, ONOS 컨트롤러는 수정

된 Flow 테이블을 OVS-Switch에 전달하여 자신

의 Flow 테이블을 수정한다. 수정된 Flow table의 

Priority 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게 된다. 

JSON 파일에서 Priority 정보를 수정하는 그림3, 4 

그리고 5와 같다.

다음과 같이 설정된 Flow 정보를 REST API를 통

해 ONOS 컨트롤러에 전달하면 이를 활용하여 새로

운 Flow 테이블을 생성하며 이는 다시 OVS-Switch

로 전달되어 Priority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

송하게 된다.

설정된 결과를 토대로 그림 6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SDN 의 개입으로 인해 Bogus Traffic이 차단되었

으며, RIP 시스템과 원격 컨트롤러간의 네트워크 통

신이 첫번째 경우와 다르게 잘 이루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각각 439Kbps와 143Kbps로 

약 6배 정도 Bandwidth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RIP시스템과 원격 컨트롤러 간의 Priority 설정 파일 1

그림 4. RIP시스템과 원격 컨트롤러 간의 Priority 설정 파일 2

그림 5. RIP시스템과 Bogus Traffic Generator 간의 Priority 설정 파일

그림 6. RIP시스템과 Bogus Traffic Generator 간의 Priority 설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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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SDN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SDN의 특징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중앙의 컨트롤

러를 통해 전체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

래픽을 제어 할 수 있음을 보였다. SDN 기반의 네트

워크 트래픽 제어를 이용하여 실시간 연결을 요구하

는 시스템이나 RIP 시스템과 같이 실시간성에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 SDN 기반의 네트

워크 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네트워크 시스템

을 제어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SDN 기반의 네

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중앙에서 소프트웨어 적으로 

REST API 만을 이용하여 관리자가 직접 하드웨어 

조정없이 컨트롤러를 통해 하드웨어를 실시간으로 

제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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