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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mpany: 

LG유플러스

Industry:  

Telecom

Business Challenge(s): 

•    가상 라우터 도입을 통해 비용 효율적이

면서, 유연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한 시스

템 구축

•    5G 네트워크로의 진화에 대비해 NFV 

인프라를 캐리어 급 수준으로 구축 가능

한 기반 확보

Technology Solution:

•    vMX Virtual Router 

     (S-VRR, Virtual Route Reflector) 

Business Results: 

•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서비스 경로 정보 제공, 해킹·디

도스 등 공격 트래픽 차단 등 서비스에 가

상 라우터를 우선 적용해 관리 편의성 확

보와 보안 체계 강화 

•    가상 라우터를 추가 생성할 수 있는 기능 

확보와 네트워크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캐리어급 안정성 구현 및 최적의 NFV 인

프라 환경 확립

LG유플러스는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로 선정된 LG텔레콤이 사명을 바꾼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통신회사이다. LG텔레콤은 2010년 LG데이콤(인터넷 데이타 서비스 프로바이더), LG파워콤(케이블 

서비스 회사)을 흡수 합병하면서 회사 이름을 현재의 LG유플러스로 변경했다. 2000년 1월 LG데이콤은 LG그룹

에 편입됐고, 같은 해 9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2003년 2월에는 LG파워콤이 LG그룹의 계열사가 됐다. 

LG텔레콤은 2004년 휴대전화 가입자 숫자 600만 명, 2006년에는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2008년에는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 대기업 주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코스피로 옮겨 상장하며 다시 

한번 회사의 규모를 업그레이드 했다. 2010년 1월 LG텔레콤은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서비스업체인 LG데이콤,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LG파워콤을 흡수 합병했으며, 같은 해 6월 사명을 LG유플러스로 교체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 12월 LTE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이듬해 7월 4G LTE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2012년 2

월에는 와이파이존을 전면 무료 개방했으며, 3월에는 세계 최초로 LTE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했다. 같은 해 8월 이

동통신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한 후, 다음 해 7월 세계 최초로 '100% LTE' 상용화에 성공했고, 동시에 LTE보다 2

배 빠른 속도 구현이 가능한 LTE-A 서비스를 개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2013년 12월에는 모바일 간편결제 페이나

우(Paynow)를 출시했고, 2014년 6월에는 사물인터넷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기술로 스마트 무

인 사물함을 구축했다.

LG유플러스의 주요 사업은 이동통신 사업, 인터넷 전화 서비스 및 기기 판매 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사업, 광통신망, IP망, HFC망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Business Challenge(s)
NFV 라우터는 서버에 설치돼 CAPEX 및 OPEX를 줄이고, SW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네트워크 유연

성을 향상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기존 장비 대비 도입 가격이 저렴해 투자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적을 뿐만 아

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NFV는 5G 네트워크 시대

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반면 안정성이나 기술 신뢰성 측면에서 아직 통신사업자가 요구하

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제 상용망에 적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연구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로 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가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 주요 목표는 자동 복구와 자동 장애 해결 기능을 통해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가상 라우터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오류를 인식하고, 동일한 가상 라우터를 만들어 오류를 해결해 주며, 사용자가 CPU 및 메모리의 최대 활

용도를 설정하면 시스템이 사용자 구성보다 사용률을 낮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에 주목했다. 이번 프로젝트

는 LG유플러스가 주니퍼 네트웍스와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기업 윈드리버와의 협력을 통해 캐리어급(Carrier 

Grade, 장애발생률 100만분의 1미만의 최고 장비 등급) NFV 기반 라우터를 국내에 최초로 상용화한 사례다. 

LG유플러스 캐리어급 
NFV 라우터 상용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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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Solution
LG유플러스는 기존에 주니퍼의 MX 시리즈 수백대를 도입해 구축한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때문에 주니퍼 라우터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번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요구됐다. 하나는 v라우터(vRouter)였고, 나

머지 하나는 오픈 스텍(Open Stack) 기반의 NFV 오케스트레이션이었다. LG유플

러스는 주니퍼의 3D 유니버설 에지 라우터인 MX960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었기 

때문에 주니퍼의 기술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 있었다. 아울러 vRR은 

MX 시리즈를 가상으로 구현한 솔루션으로 LG유플러스도 MX960과 동일한 성능, 

안정성 및 기술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전에 국내에서는 v라우터 및 NFV에 대한 참조할 만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v라우터와 NFV 구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

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고객은 주니퍼와 윈드리버가 공동 작업을 통해 이 같은 위

험요소를 제거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매끄럽게 관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니퍼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공식적인 PoC를 준비에 앞서 발생 가

능한 기술적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사전 PoC를 수행했다. LG유플러스는 vRR을 당

분간 RR 라우터를 위한 백업 기능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추후에는 RR 라우터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LG유플러스에 구축된 MX 시리즈 라우터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고 사향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솔루션이다. vRR은 주니퍼의 MX 시리즈

를 기반으로 가상 라우터로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MX 시리즈와 동일한 신

뢰성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동일한 수준의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전달해 준다. 기술

적인 부문에서 vRR의 최대 장점은 상황에 맞게 CPU나 메모리 할당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용량의 장비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리소스 낭비를 최소화 시켜주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또한 vRR은 호스트 OS, 

하이퍼 바이저 공급 업체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위한 써드파티를 지원해 고객이 원

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Business Results
주니퍼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아직 개척하지 못한 분야에서의 기회이자, 동시에 통신

분야에 캐리어급 NFV 라우터를 상용화 한 첫 번째 고객사례다. 고객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일은 전략적 

차이점과 가치 있는 제안 그리고 승리를 위한 포인트 발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주니퍼는 그동안 다져온 고객 관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성공

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해 이번 LG유플러스의 캐리어급 NFV 라우터 상용화 프로젝

트에 임했다.

LG유플러스는 NFV 라우터 기능을 통해 우선적으로 무제한 인터넷 주소(IPv6) 서

비스 경로 정보 제공, 해킹·디도스 등 공격 트래픽 차단 등의 서비스에 가상 라우터를 

우선 적용했다. 아울러 클릭 몇 번 만으로 가상의 라우터를 추가 생성하고, 네트워크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템도 확보하게 됐다. NFV 라우터를 상용망에 

적용해 캐리어급 수준의 안정성을 구현했으며, 최적의 NFV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게 됐다. 

LG유플러스는 vRR을 통해 기존 HW기반의 라우터와 달리 불필요한 데이터 플랜

(Data Plane)을 제거함으로써 투자 효율과 기능 최적화 시스템을 확보했다. 또한 

빠른 장비 설치 및 제거를 지원하는 vRR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유연한 아키텍처도 갖출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 IP망 개발팀 담당자는 "캐리어급 NFV 기반 라우터를 국내 최초로 상용

망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라우팅 성능 향상은 물론 고객들에게 좀더 안정적이고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발판으로 단계적으로 NFV 장비를 도입, 

5G 시대를 앞당기는 최적의 NFV 인프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xt Steps 
LG유플러스는 IPv6 라우팅, 해킹/DDoS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최종 목표는 NFV 인프라를 캐리

어 급 수준으로 안정적 구축해 5G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높은 수준의 유연

성이 필요한 다른 라우터에도 가상화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번에 확보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5G 네트워크로의 진화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캐리어급 NFV 기반 라우터를 국내 최초로 상용망에 적용함으로써 기

존 라우팅 성능 향상은 물론 고객들에게 좀더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발판으로 단계적으로 NFV 장비를 도입, 

5G 시대를 앞당기는 최적의 NFV 인프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

LG유플러스 IP 망 개발팀 

주니퍼 네트웍스에 대하여 
주니퍼 네트웍스는 네트워크 업계의 혁신을 선도하는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

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니퍼 네트웍스는 탁월한 확장성 및 안전

성, 자동화를 바탕으로 높은 민첩성과 성능, 가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니퍼 네트

웍스 웹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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