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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TI

1988

2018

2020?

국가연구전산망구축
(KREONET) 사업 착수

2003

1992

56 Kbps ~
1.544 Mbps

10 Mbps ~
155 Mbps

1 ~ 10 Gbps

2015
10~100 Gbps

‘05 글로벌과학기술협업연구망 (GLORIAD)/ 
한국대표 람다교환노드(KRLight) 서비스 개시

‘94 한국전산망 보안대응센터(CERT-KOREA) 발족

‘91 연구전산망 10개 지역망센터 개통 및
국제전용회선 인터넷 서비스 시작

‘13 국내최초 10기가급 고성능지역특화
연구망(SuperSIReN) 구축 및 서비스

100 Gbps이상
‘15 한국-스위스 10Gbps CERN 
LHCOPN (LHC 광전용망) 구축

‘16 아시아 최초 100기가
연구망 구축 및 서비스

‘18 연구망 빅데이터
Super-Highway 시작
(ScienceDMZ, 
ScienceLoRa, …) 

‘01 한-미 국제전용링크(STARTAP) 개통

KREONET의 발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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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co Network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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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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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의 발전

Source: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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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의 발전

Source: 유엔젤

* MIMO는 기지국과 단말기에 여러 안테나를 사용하여, 사용된 안테나 수에 비례하여 용량을 높이는 기술

ax 2018년말 2.4,  5 160 9.6Gbps@160MHz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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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Source: NTT Techn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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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Challenges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사업자의 CAPEX, OPEX 증가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

Source: Accen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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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Challenges - Data Explosion

 Data Explosion의 이유
 Smart Phones & Devices

 Increase of Multimedia Traffic
 Photos, YouTube, Sports, Dramas, K-Pop

 Super Highways
 3G  4G (LTE, LTE-A)  5G

 Increased CAPEX/OPEX for Telcos
 Incredibly high cost in buying spectrums (주파수)

 Very expensive blackboxes (routers/switches/middleboxes)

 What about Revenues &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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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cos vs. Internet Players (1/4)

 Business Expansion of Internet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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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cos vs. Internet Players (2/4)

 Change in Telco Business Paradigms
 Change in Business Models

 Closed Market 
(Feature phone era)

 Open Market 
(Smartphone era)

What is the telco’s share in this new paradigm?

 0%!!!

70% 30%

Content Providers Telco
<Revenue Sharing>

70% 30%

Content Providers 
(App Developers)

App. Stores
(Appl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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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cos vs. Internet Players (3/4)

 Time to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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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cos vs. Internet Players (4/4)

 Innovative Services

 In the past 10 years, what kind of innovative 
services were launched by Internet Players? 
 Instant Messengers, Maps, SNS, Conferencing tools, 

Navigators, Music Streaming, Internet shopping, Intelligent 
speakers, Cloud Computing & Storage + many more…… 

 by Telcos?
 3G, 4G mobile service, WiFi, IPTV

 What else?  

 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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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 App (or Killing App?)

 Mobile Instant Messaging Apps (as of Jan. 2018)

KakaoTalk (Korea)WhatsApp (USA)

• Started: Nov. 2009
• Active Users: 1.5 Billion
• Dominant: USA, Europe, Brazil, 

Mexico, India
• Acquired by Facebook (Feb. 2014) 

for $19B

• Started: March 2010
• Active Users: 49.8 Million
• Dominant: Korea (80% of Koreans use)
• Revenue from gaming, emoticon, finance
• 90% drop in Telco SMS Usage for last 6 

years in Korea

Line (Japan/Taiwan)WeChat (China)

• Started: Jan. 2011
• Active Users: 1 Billion
• Dominant: China but growing in USA, 

Europe & Africa
• Revenue from gaming, shopping, 

banking

• Started: June 2011
• Active Users: 217 Million
• Dominant: Japan, Taiwan, Southeast Asia

and South America
• Revenue from gaming, stickers, ads

Source: techcrunch.com, Statista (www.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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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NFV 탄생 및 발전 (1/3)

SDN 개념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 2007~

 NW 장비의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을 분리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분리 (Disaggregation)

 S/W로 네트워크 장치를 제어 (Programmable)

 SDN 적용 사례 - Google B4 : 2011~2013

 전세계 39개 Google 데이터 센터 연결

 Traffic Engineering 기술 개발

 특성이 유사한 Application 단위로 트래픽 처리

 WAN 링크 평균 사용률을 40%  90%로 향상

 ScienceDMZ의 SDN 적용 가능성을 보이는 사례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 2012~

 클라우드 컴퓨팅(가상화) 기술을 이용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치(기능)를 가상화하여 제공 및 관리


Google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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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NFV 탄생 및 발전 (2/3)

 NFV 도입 기대효과

 네트워크 기능의 소프트웨어화로 비용 절감  기존 연구망 내 미들박스 대체

 Application과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동적인 네트워크 기능 적용

 (현재) 여러 미들박스의 IN-line 구성으로 네트워크 지연 감축은 불가

 동적인 Service Function Chaining, Migration 및 Auto-scaling 등 적용

기존 연구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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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NFV 탄생 및 발전 (3/3)

 NFV 도입에 따른 운용환경의 변화
 In-line으로 구성된 다수의 미들박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집중화된 NFV (VNF) 운용

 VNF Service function chaining, auto-scaling, migration 등에 의해 동적인 변화

 조건: 기존과 동일한 QoS 제공 & CAPEX/OPEX 절감

 5G/Edge Computing 환경: 사람의 판단과 수작업에 의한 운용관리 한계 도달

 자동화 운용을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도입 필요  Self-Driving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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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사례

 AlphaGo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프로 바둑 세계챔피온 기사를

이긴 최초의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IBM Watson

 자연어 형식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인공지능

 퀴즈 쇼에서 인간을 이긴

최초의 인공지능

 암 진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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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riving Car

 자율 주행 자동차
 운전자 개입 없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분석하여 주행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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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riving Networks (1/2)

 Zero Touch Network 

 네트워크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자율 네트워크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수작업＂의 제거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화된 환경에서 네트워크 관리 수행

 Self-analysis, Self-discover, Self-configure, Self-correct 등

 Self-Driving Networks의 기대 효과

 복잡한 대규모 네트워크 관리를 자동화  OPEX 감소

 네트워크 최적화 및 네트워크 안정성 향상

Telemetry 분석

인공지능

자동화

자율화

스스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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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riving Networks (2/2)

 Self-Driving Networks 추진 단계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Telemetry 수집 기능 필요

 네트워크 상태 진단 및 관리 기능 필요  AI 기반 네트워크 관리 기능 구현

출처: Juniper Network “Self-driving network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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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riving Networks 구조

 High-level Architecture

 실시간 Telemetry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 토폴로지, 트래픽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  SDN/NFV 기반 데이터 표준화

 네트워크 정책 결정 및 관리 기능 수행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정책)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네트워크 설정 변경 등  SDN/NFV 기반 API 표준화

Telemetry
수집 및 분석

정책 결정

Te
le

m
e
tr

y

A
c
ti

o
n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분석

표준화된 데이터
실시간 수집

최적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 결정

표준화된 API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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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현황 (1/4)

 국내 : 부분적으로 AI 기술 적용

 빅데이터 분석 및 ML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탱고 (TANGO) - 2017년, SKT

 AI 기반 네트워크 운용 플랫폼 뉴로플로우 (Neuroflow) 개발- 2018년, KT

TANGO 플랫폼 구조
뉴로플로우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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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현황 (2/4)

 국외 : AI 기반 관리 플랫폼 구조 정의 및 일부 기능 실증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 진행 중

 CogNet, SELFNET, OPNFV, CORD, OpenStack 등

 AI 기반 장애 징후 감지 및 VNF migration 기술개발 – 2016년, KDDI

 AI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및 네트워크 장애탐지 기술개발 – 2016년, NTT 

NTT, ML 기반 네트워크 로그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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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현황 (3/4)

 국외 : AI 기반 관리 플랫폼 구조 정의 및 일부 기능 실증

 Knowledge-Defined Networking (KDN)
 2017년~ 스페인 UPC

 Control Plane 상위에 Knowledge Plane 도입

 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지연 시간 및 VNF 리소스 사용량 예측

VNF Resource Usage Prediction

Network Dela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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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현황 (4/4)

 AI를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적용한 연구 사례는 아직 없음

 AI의 네트워크 적용이 어려운 이유

 AI = 수학  수학 모델 필요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음성 인식, 필기체 인식 등)에서는 성공적으로 활용 가능

 하지만,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통일된 모델은 존재하지 않음

 프로토콜 --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

 스위치/라우터 -- 벤더에 따라 다르게 구현

 AI 기술에 적합한 네트워크 데이터 부족

 네트워크 데이터는 많으나, 표준화되거나 Labelled Datasets은 매우 부족

 대부분의 네트워크 데이터 소스 (예: NetFlow)는 AI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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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NFV Life Cycle 관리 기능 연구개발

 NFV 관리 플랫폼을 통한 NFV Orchestration 기능 연구개발

 서비스 별 SLA 및 QoS 목표값 설정으로 각각의 관리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동

 관리 기능 단위 별 상태 및 VNF 단위 동작 상태 (위치, 연결 상태, 성능 등) 모니터링

 NFV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AI 학습 및 알고리즘 갱신

AI 기반 NFV 관리 기술 연구 (포항공대 진행 중)

NFV 관리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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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NFV 관리 기술 연구 (포항공대 진행 중)

구분 요구사항 연구 이슈 (AI 기반 개발기능)

NFV Monitoring

• 물리 및 가상 자원의 장애, 성능 및 용량 감시
• VNF 원격 운용 및 Update
• NFV 전반의 Big Data 수집 및 분석

• 가상 네트워크 용 vTAP 개발
• 하이퍼바이저 및 VM 데이터 수집
• VNF 위치 추적 및 상태 모니터링

VNF Deployment

• VNF 별로 요구되는 자원을 최적위치에 할당
• Ease-west 트래픽 최소화
• 비용 및 효율성

• VNF  설치 위치 결정(Placement)
알고리즘

• VNF 자원 할당 알고리즘

Service Function 
Chaining

• VNF와 기존 미들박스 간의 체이닝을 포함 • 서비스 체이닝 자동화 알고리즘

Anomaly Detection • VNF의 비정상 행위 탐지 • Anomaly Detection 알고리즘

Attack & Intrusion
Detection

• 실시간 DDoS 공격, malware 탐지
• 탐지 방법의 경제성

• NFV 공격, 침입탐지 알고리즘

VNF Resource Demand 
Prediction

• VNF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수요 예측 • 자원 수요 예측 알고리즘

Auto-scaling • 트래픽 증감에 따라 VNF에 할당한 자원을 증감 • Auto-scaling 알고리즘

VNF Live Migration

• 데이터센터 내 및 데이터센터 간 VNF 이동
• 서비스 단절 시간 최소화
• 장애 발생 이전에 이동

•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VNF 
Proactive real-time Migration 
알고리즘

VNF Electricity Power 
Management

• 여러 VNF의 부하가 작으면 하나의 VM으로 통
합 운용하여 자원 및 전력 절감

• Electricity Power Management
알고리즘

자율 Orchestration 및
최적화

• MANO 자율제어 및 전체 최적화 기능 •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NFV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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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for Science Data Super Highways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세계각지에서 더 많은 Data를 생성

 대규모 데이터의 효과적인 전달과 처리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KREONET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비 및 solution은 KREONET 과 다른

특성을 갖는 네트워크 용도로 개발 된 것

 KREONET의 특성을 반영한 solution 개발과 실용화 전략이 필요

 KREONET이 상황에 적응하는 Self-Driving Networks으로 발전

 SDN/NFV 기술 및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KREONET이 전세계 연구망을 Lead하는 혁신적인 R&D가 필요

 Follower가 아닌 Leader로의 Innovative한 연구와 개발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에 일등공신 역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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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난 30년 간 모든 네트워크 (Telecommunications / Internet /  

Research Network 등)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음

 인터넷 인프라와 서비스는 Internet Player (Google / Amazon / Apple 

/ Facebook / Naver / Kakao..) 들의 지속적인 Innovation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음

 Self-Driving Networks는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관리 기술을 통해

복잡한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필수 방향으로 등장하고 있음

 KREONET이 가까운 미래에 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Self-Driving Networks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최고의 Science Data 

Super Highway 로 발전하도록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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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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