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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APAN AI driven Networks Working Group (AINWG) 첫 워킹그룹 회의보고서

(1) APAN AI driven Networks 워킹그룹 준비 과정
∙ 최근 많은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까지
KOREN에서 SDN/NFV 기술을 망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가 성과를 얻
으면서, KOREN에 SDN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KOREN 망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증할 수 있는 환경과 요건이 마련되었다.
∙ 근래에 활발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KOREN Forum은 실험실 수준에서의 다양하게 진행되는 개별적인 개발
시도와 연구결과를 KOREN과 같은 실질망에서 직접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
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내는 물론이고 APAN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 이에 따라, KOREN Forum 운영위에서 APAN에 새로운 워킹그룹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초에는 2020년 3월에 개최되는 APAN 49에서 제안하려고 했으나,
COVID-19로 인해서 한 차례 미뤄지면서, 2020년 3월 14일에 있었던 KOREN
Forum 온라인 운영회의에서, 홍콩에서 온라인과 병행해서 열린 APAN 50에서 신
규 워킹그룹을 신청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워킹그룹의 이름
을 가칭 AI driven Networks Working Group(AINWG)으로 하여, KOREN Forum
이름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화 하였다.
∙ 이를 위해, KOREN 담당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망 지능화 및 망 자동
화 정책과 운영방안과 방향을 같이하면서 KOREN상에서 실증적인 활동을 워킹그
룹에 반영할 것을 논의하였다.
∙ AINWG은 NREN(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에서의 Intelligence
를 개발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APAN 네트워크에서의 지능화된 자동화를 추구하
여, NOC에서 지능적 운용 자동화를 이루고, APAN 커뮤니티에서의 지능화된 망
들을 통합하는 협업을 지향하도록 charter를 구성하고 워킹그룹 구성을 추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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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N 규정에서는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차례의 BoF 세션 행사를 가
지면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PAN 50과
APAN 51 행사에서 두 차례 세션을 구성하였다.
∙ APAN 50은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의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으며, AINWG의 첫 BoF 세션은 홍콩 시간으로 8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배정되었고, 당시 워킹그룹 의장은 우리
나라에선 제주대 송왕철교수, 일본측은 NICT 히데히사 나가노박사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첫 세션은 송왕철 교수가, 둘째 세션은 히데히사 나가노 박사가 진행하였
다. 각 세션에서는 4개 씩의 발표가 이뤄졌다.
∙ APAN 51 역시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개
최되었으며, AINWG의 첫 BoF 세션은 개최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시간으로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2시간 동안 배정되었고, 워킹그룹 의
장은 중국 측 인사로서 칭화대의 후이 왕 교수가 합류하면서, 첫 세션은 NICT의
히데히사 나가노 박사가, 둘째 세션은 칭화대 후이 왕교수가 진행하였다. 각 세션
에서는 4개 씩의 발표가 이뤄졌다.
∙ APAN 51행사가 완료되면서, General meeting을 통해서 워킹그룹 승격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아서 APAN 51이후로 정식 APAN 워킹그룹으로
서 활동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림 1은 APAN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Technology
working group 산하의 하나로 AI driven Networks 워킹그룹을 보이고 있다.

(2) APAN AI driven Networks Working Group (AINWG) 첫 회의 개최
∙ 이번 AINWG 첫 워킹그룹 회의를 준비하면서, 중국 측 co-chair를 후이 왕교수로
부터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BUPT)의 황 지아오
홍 교수로 역할을 넘겨줬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대 송왕철 교수가 의장을 맡고,
일본의 NICT 히데히사 나가노 박사와 중국의 BUPT 황 지아오홍 교수로 부의장
을 구성하여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나가게 되었다.
∙ 이번에 개최된 APAN 행사는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를 행사장으로 삼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APAN AINWG 워킹그룹 세션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총 8개의 발표로 구성되었는데, 첫 세션은 자카르타 시간을 기준
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전 10시 30분까지 이뤄졌고, 둘째 세션은 오전 11시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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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PAN 홈페이지에 게시된 AINWG
오후 12시 30분까지 이뤄졌으며, 첫 세션은 NICT 히데히사 나가노 박사가 세션 좌장
을 맡았고, 둘째 세션은 BUPT 황 지아오홍 교수가 세션 좌장을 맡아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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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션의 구성을 위해서, APAN 커뮤니티 인사들 중에서 일본과 싱가폴, 말레이
시아, 태국의 인사들을 포함하는 많은 APAN 관계자들에게 참여의사를 물었고,
BoF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오던 ESnet, 말라야 대학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면서, 2개의 세션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3) 첫째 세션
∙ 첫째 세션은 총 4개의 발표자로 구성하였다. 시차의 문제 때문에 전체 발표자들에
게 선호하는 시간을 선택하라고 했고, ESnet의 경우 가장 빠른 발표시간이 미국
서부의 저녁시간과 맞아서 제일 처음 발표를 배정하였고, 다른 발표자들의 경우

그림 2. AINWG 첫 세션 (09:00-10:3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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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Snet의 발표
한, 중, 일 각 하나씩의 발표를 배정하였다. 전체적으로 ESnet, Chinese Academy
of Sciences, NICT, 제주대학교(KOREN Forum)에서 각각 한 편씩 발표하였다.
그림 2는 APAN이 사용하고 있는 Whova 플랫폼으로, 총 세션 참석자가 76명임을
알 수 있고, 또한 4개의 발표에 관련된 발표자 6인이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다.
∙ 첫 세션을 시작하면서는, 본 워킹그룹의 좌장을 맡은 KOREN Forum/제주대학교
의 송왕철 교수가 AINWG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서 세션 좌장을 맡은 히데히사
나가노 박사가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Journey towards Self-driving
Networks”라는 제목으로 ESnet의 Mariam Kiran이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
ESnet에서 개발한 심층 강화 학습을 사용한 자율 주행 네트워크를 소개하였다.
본 자율 주행 네트워크에서는 특히 트래픽 엔지니어링 문제를 최적화하여 네트워
크 부하를 최적화하고 혼잡을 줄이며 흐름 완료 시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였으며,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솔루션을 지원
하기 위해 많은 기계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 두 번째 발표는 Chinese Academy of Sciences의 Zhenyu Li 교수가 발표하였다.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AI-driven Congestion Control: a dynamic selection
framework and lightweight models”라는 제목으로, 발신자가 네트워크나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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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Zhenyu Li 교수의 발표
의 피드백에 의존하여 전송 속도를 조정하는 혼잡 제어에 딥 러닝을 적용한 모델
을 제시하여, 혼잡제어 알고리즘을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프레임
워크를 소개하였다.

그림 5. NICT의 타카야 미야자와 박사의 발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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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주대학교/KOREN Forum 발표
∙ 세

번째

발표는

그림

5에서와

같이

NICT의

타카야

미야자와

박사가

“AI-Assisted Resource Control and Management for Server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미래의 네트워크 및 서버 가상화
인프라는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와 같은 분산 요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개인화된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현재 시스템보다 더 복잡한 운영을 겪을 것
이라 상정하고, 네트워크 및 서버 가상화 인프라를 위해 AI 기반의 민첩하고 자율
적인 리소스 제어 및 관리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하였다.
∙ 첫 세션의 마지막인 네 번째 발표는 KOREN Forum의 실증 연구 활동으로서 제주
대학교의

Muhammad

Afaq

박사가

발표하였다.

그림

6에서와

같이

“An

ML-driven IBN-based Approach for Anomaly Detection on KOREN”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쇄 루프 시스템에 통합된
이상 탐지 및 완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트래픽 분포 식별을 위한 클러스터링의
머신

러닝

구현을

기반으로

하며

KOREN

인프라용

Intent

Networking(IBN)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그 시스템의 효율성을 설명하였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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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4) 둘째 세션

그림 7. AINWG 둘째 세션 (11:00 am – 12:30 pm)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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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세션 역시 총 4개의 발표자로 구성하였다. AINWG은 한국 측에서 제주대 송
왕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고 워킹그룹을 이끌로 있는 입장이므로, 우리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표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따
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KT와 GIST로부터의 발표가 있어서 한국측에서 2번의 발
표가 있었고, 중국의 칭화대와 말레이시아에서 University of Malaya에서 한편씩
의 발표가 이뤄졌다. 그림 7에서 APAN이 사용하는 Whova 플랫폼에서 총 세션
참석자가 35명임을 보이고 있다.
∙ 두 번째 세션은 우리나라 KT의 이영우 부장이 “A study on the proof test of
autonomous network for KOREN IP backbone network”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
작하였다(그림 8). 여기서, KT가 KOREN IP 백본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모니터
링하고 네트워크 장애를 감지할 수 있는 자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줬
다. 이를 위해 흐름 데이터, 경보 데이터, 교통 데이터, 시설 데이터 등 다양한 네
트워크 데이터를 IP-SDN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에 여러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RCA(Root Cause Analysis) 및 이상 탐지를 수행하고 있음을 설
명했다.
∙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는 칭화대의 Dan Li 교수가 했다. 그림 9에서

그림 8. KT의 발표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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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칭화대 Dan Li 교수의 발표
보인 바와 같이, 그는 “Mitigating the impact of micro-burst traffic by
data-driven routing”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마이크로
버스트 트래픽을 머신러닝에 기반해서 다뤘다. 기존의 LP(선형 프로그래밍) 기반
트래픽 엔지니어링 솔루션은 솔루션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트래
픽 버스트에 적시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 기반 라우팅을 통해 마이크로 버
스트 트래픽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 세 번째 발표는 GIST에서 “SmartX DDoS Traffic Generator for Machine
Learning Using Containerization and eBPF/XDP”라는 제목으로 그림 10과 같이
발표하였다. GIST 역시 KOREN/TEIN에서 anomaly detection을 주제로 제주대와
공동으로 실증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개발 내용을 발표하였다.
DDoS 탐지를 위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기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
정 트래픽의 기능을 서로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SmartX DDoS 트래픽 생성기
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컨테이너 가상화 및 eBPF/XDP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DDoS 공격을 시뮬레이션하여 프레임워크의 유용성을 시연하였다.
∙ 마지막 발표는 말라야 대학의 Teck Chaw Ling 교수 팀에서 “Smarter Traffic
Engineering in Software Defined Networking”라는 제목으로 그림 11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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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IST의 발표
발표하였다. Ling 교수는 우리나라 GIST의 김종원 교수와 Co-PI로서 TEIN 망을
기반으로 하는 Asi@Connect 프로젝트로인 OF@TEIN+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워킹그룹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Ling 교수 팀의 발표에서는 노

그림 11. 말라야 대학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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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또는 링크 오류 발생 시 fault tolerance를 지원하기 위해 SDN 컨트롤러를 효
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로드 밸런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에 여러 트래픽 흐름을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컨트롤러가
향후 트래픽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 트래픽 흐름 패턴의 특성을 결정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12. AINWG 워킹그룹 온라인 세션

(5) 결론
∙ 최근에 AI를 Network에 적용하여 Autonomous Networks이나 Zero Touch
Networks 등의 주제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네트워크에
SDN/NFV 기술을 적용하여 이미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화 하는 기술적 단계를 거
쳐가고 있기 때문으로, 소프트웨어화된 망 기술에서 향후 AI가 모든 기술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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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APAN
에서 AI기반의 기술을 협업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는 것은 향후 주도권을 쥐
고 APAN에서의 기술적 흐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고
사료된다.
∙ 아직 APAN 커뮤니티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 SDN/NFV 기술이 NRENs에 적용되
어 있는 되는 국가는 찾기 힘들다. 아주 소수의 국가들만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
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향후,
TEIN 망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KOREN에서 시도했던 많은 기술적 결과들을 적
용하고 이를 자동화로 이끌어나갈 수만 있다면, 향후 APAN에서의 SDN 인프라
구성에 있서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다시 자동화 기술 역시 국내에서 시도된 경험
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 결국 시작이 반이라도 했듯이, 본 AI driven Networks 워킹 그룹은 우리나라 국내
의 다양한 실증 결과를 모아서, 이를 TEIN 망 등을 통한 NREN으로의 확장을 이
뤄낼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 보며, APAN의 여러 국가들과의 다양한 기술적 물적
교류의 시작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첫 워킹그룹 미팅을 가
졌으니, 앞으로 다양한 기술적 실증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APAN 커뮤니티에 제대
로 열어제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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