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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자율 네트워킹 연구 동향
장시영, 신병헌, 이동만 (KAIST 전산학부) / FIF Se rvic e Wire le ss WG

자율 네트워킹이란 기존에 운영자가 직접 수행하던 망의 구축, 복구, 최적화, 보호 등의 기능을 네트
워크 인프라 스스로 수행하여 지능적으로 자가관리 (self-management)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이
는 망의 제어와 관리 주체가 운영자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로 전환하여 제어와 관리를 자동화 시키
는 것에 목적이 있다. 2001년에 IBM에서 제안한 자율 컴퓨팅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같은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 EU FP 6/7 사업에서 대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에 2010년대 부터는 ETSI
GANA, IETF ANIMA 등과 같은 표준 모델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후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자율 네트워킹이 SDN/NFV 기술 발전으로 global view 및 리소스
동적 제어가 가능해졌고, 딥러닝 등장으로 인해 컴퓨터의 분석 및 예측 능력을 촉진시켰다. CogNet(5G-PPP)는
AI/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SDN/NFV 인프라 지능화 시도를 하였으며, SELFNET (5G-PPP)는
CogNet과 유사하지만 지능화 요소와 인프라의 통합 architecture를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AT&T의 경우 edge-cloud 에 머신러닝 기반 분석을 적용하여 예측기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였
다.
CogNet (그림 1)은 cognitive networks 의 줄임말로, 유연한 SDN/NFV 인프라에 AI/머신러닝 기반 지능화
시킨 구조다. 기존의 NFV 구조에 지능화 계체들 (CogNet data collector, CogNet Smart Engine, CogNet
Policy Manager) 을 추가하였다. CogNet Data Collector은 NFV 관리 프레임워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CogNet Smart Engine을 통해 향후 발생 상황 예측하여 적절한 policy를 생성하여 이를 CogNet Policy
Manager이 NFV로 산출물 전달한다. SELFNET (그림 2)는 Self-organize Network을 뜻하며 SDN/NFV 인프
라와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용시킨 구조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와 지능형 엔진을 결합하여 계층화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그림 1. double closed-control loop인 CogNet

그림 2. SDN/NFV를 결합한 SELFNET 구조

구조도 [1]

도 [2]

AI 기반 인프라 연구는 분류 1) 네트워크 2) 클라우드/엣지/포그 분류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데이터 센터
[3], 엣지 컴퓨팅 환경 [4], 네트워크 단 [5][6]에서 적용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AI를 적용시킨 네
트워크 연구가 더 다양한 도메인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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