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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은 최근의 과학 기술 중 가장 성공적인 기술 이며, 현대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IP 주소 부족, 보안문제, 성능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고 지난 30 년간 이용되어온 점진적인 개선 방법으로는 인터넷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인터넷 아키텍처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 여러 연구 단체들은 미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아키텍처의 설계와 구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 인터넷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 서론 
 
현재, 인터넷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초기의 인터넷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인터넷의 보급과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IP 주소 부족, 보안, 성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1, 2]. 

현재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은 현재 우리가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왔던 점진적인 
개선 방식과 현재 인터넷의 한계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새로운 아키텍처의 test facility 를 이용한 검증을 
포함하는 clean-slate 방식이 있다. ‘미래 인터넷 (Future 
Internet)’이란 clean-slate 방식에 의해 아키텍처부터 통신 
프로토콜까지 새롭게 설계될 인터넷을 의미한다[3].  

인터넷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인 개선 방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점진적인 개선 방법이 
현재의 인터넷 아키텍처를 변형시키거나 특정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또 다른 새로운 결함을 
야기하는 문제 때문에 clean-slate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 

미래 인터넷의 연구는 미국[4], EU[5], 일본[6], 그리고 
한국[7]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미래 
인터넷 아키텍처의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제안된 
아키텍처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가능한 테스트베드의 
조성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미래 
인터넷 환경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방안들을 논의하고 3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서 기술한다.  
 
II. 본론 

 
이번 장에서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 인터넷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 관리 인터페이스 (management interface) 
 
미래 인터넷의 네트워크 노드들은 기능, 프로그램의 

가능 (programmability), 지속성 그리고 의존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질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의 수가 늘어나고 종류 또한 많아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관리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관리 정보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리 정보 
모델이 하드웨어 자원, 사업 목표 (business goal) 그리고 
소프트웨어 성능 (capability)뿐만 아니라 컨텍스트의 
기능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관리기능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관리 대상을 명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관리 정보 모델은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와 
자원의 관리를 위해 확장 가능해야 한다. 잘 정의된 관리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관리자는 설정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매니저 는 상위 레벨의 특성(목표)을 하위 레벨 에서의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변환가능 해야 한다[8]. 이러한 
모델의 예로는 DEN-ng 가 있다[9]. 

  이러한 시나리오의 문제는 NGN 이나 미래 
인터넷에서 관리는 관찰되고 측정된 사실뿐 아니라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 추론된 
결과에도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 관리 아키텍처 (management architecture)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중앙의 

네트워크 관리 서버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제어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 지고 있으므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중앙 
집중식 관리가 힘들다. 그러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구조 (hybrid architecture)나 P2P 
구조, 또는 AUTOI 나 FOCALE 에서 사용하는 다른 관리 
방식들과 비교 되어야 한다[10]. AUTOI 와 FOCALE 의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08-F-016-02, 초정밀 측정 및 분석 기술 연구] 



 

시스템 구조상의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정보와 데이터 모델이 관리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 
된다. 둘째, 서비스와 자원의 조합뿐 아니라 관리를 
위해서 플레인이 이용된다. SNMP, CMIP 또는 CLI 
command 를 이용해 정의된 기존의 관리 데이터는 다른 
형태의 관리와 운영 데이터로 통합되어 AUTOI 와 
FOCALE 에서 사용 가능하다.  

 
3. 서비스 관리 (service management) 

 
서비스의 관리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자체가 더욱 더 
복합해 지고 있으며 서비스 당 이용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관리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관리, CSM (customer-centric Service 
Management)이다. SLA 는 이용자 서비스 관리 액션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CSM 은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표준 관리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가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들을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함이 안전한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관해 
기술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CSM 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이 더 지능적이고 쉽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4. 트래픽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traffic monitoring, 

measurement and analysis) 
 
현재 인터넷의 증가하고 있는 노드들의 숫자를 

고려하면 미래 인터넷 트래픽의 측정은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 인터넷 상의 어플리케이션 수의 
증가에 따라 아주 복잡한 트래픽이 생성되고 있고 
이용에 있어서의 역학관계가 생겨난다. 네트워크 장비와 
네트워크 형태가 더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인터넷의 환경은 현재보다 훨씬 더 복잡해 질것이다. 
미래 인터넷의 측정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고속, 대용량 트래픽은 그 자신들의 측정을 위해서 
특별한 메커니즘과 새로운 툴을 요구한다. 애드 혹 (ad-
hoc) 네트워크와 센서 (sensor)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트래픽은 기존의 네트워크 트래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리 및 오퍼레이션 상의 
데이터 구조와 표현의 다양해 져야 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서로 다른 
방대한 타입의 데이터 관리이다. 예를 들면, 현재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관리 및 운영상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작동과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모두 저장 시간이나 컨텍스트 (context) 등의 
메타데이터와 연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XML, RDF 와 
같이 장황한 현재의 메타데이터 표현 언어보다 더 나은 
표현 메커니즘을 지원해야 한다. 

 
5. 자율 관리 (Autonomic Management) 

 
네트워크 기술과 성능이 발전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 인터넷의 네트워크 관리 
팀들은 지금과 같거나 더 적은 인력으로 그들의 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11]. 자율 관리 
(Autonomic management)는 장비,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숙련된 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자의 개입 없이도 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구분이 그 개념의 탄생 동기이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설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감소와 서비스의 설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더 빠른 설정 (configuration)등의 장점을 
가진다. 만약 autonomic network manager 가 네트워크 
관리자를 대신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시스템과 관리자가 플래닝이나 
네트워크의 최적화와 같은 더 상위 레벨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디지털 라이프의 여러 

가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지원 하에 인터넷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은 이동성,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관리성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 
미래 인터넷 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여러 
연구단체에서 미래 인터넷을 설계하고 test facility 를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4, 5]. 

본 논문에서 우리는 미래 인터넷의 요구사항 중 
관리성에 초점을 두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 인터넷의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향후 
연구는 본 논문에서 논의한 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화 
및 구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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