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ite Paper

1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
Self-Driving Network

파트 2: 파괴적 혁신의 원동력

http://www.juniper.net


2

White Paper파트 2: 파괴적 혁신의 원동력

©2017, Juniper Networks, Inc.

목차

개요  ......................................................................................................................................................................................................................................... 3

소개: 총체적 접근방식  ........................................................................................................................................................................................................... 3

경제적 필요성  ........................................................................................................................................................................................................................ 3

필요한 기술들  ........................................................................................................................................................................................................................ 4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아닌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  ................................................................................................. 6

결론: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를 향한 비전  ......................................................................................................................................................................... 6

주니퍼 네트웍스에 대하여  ....................................................................................................................................................................................................  7



3

White Paper파트 2: 파괴적 혁신의 원동력

©2017, Juniper Networks, Inc.

개요

본 백서는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의 배경이 되는 경제적 요소, 자동화에서 자율화로의 기술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조직과 직능(skill)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2부작 시리즈의 두번째 파트이다. “파트 1: 네트워킹 산업을 위한 담대한 비전”에서는 미래의 

자율 네트워킹에 대한 주니퍼 네트웍스의 비전을 소개하고, 자동차 산업 혁신의 역사를 통해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가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개: 총체적 접근방식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로드맵 뿐만 아니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자율 

네트워크가 사회 전반에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파괴적 혁신은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 자체만이 아닌 기술, 경제, 사회

적 요인들의 우연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종종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산업 생태계 내의 기존 업체들은 현상 유지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

지 않는다. 기존 업체들이 파괴의 가능성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같은 외부자들에게는 네트워킹 산업을 

파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타당한 현실임을 말해주는 요소들이 많다. 자동화와 기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기술에 전문

성을 가진 웹서비스 업체들은 구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에 매몰되어 있는 기존 통신업체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나 통신 분야에는 관련 

규제와 막대한 자본 요구 등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구글 파이버(Google Fiber)가 기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을 제치고 브로드밴드 투자

를 가속화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구글 파이버는 수년간의 막대한 노

력과 투자 끝에 더 이상의 확장을 중단한 상태이다. 

경제적 필요성
전통적인 서비스 프로바이더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당장의 외부적 요인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내부적 위협이 존재한다. 

주니퍼는 기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스스로 파괴

하지 않으면, 결국 외부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다.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주요 비용은 자본 지출(CapEX)이 아닌 운영 비용(OpEx)에서 발생한다. 네트워크 운영에 투입되는 연간 비용이 초기 장

비 구매 비용보다 훨씬 많다. 네트워크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 질수록,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고 이러한 운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그림 1)  

 

그림 1: 네트워크 운영 비용 대 투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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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턴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용을 관리하려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자동화를 전적으로 도입하고 자율화, 즉 셀프 드라이빙 네

트워크(Self-Driving Network)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자동화는 네트워크 설계자가 성능과 민첩성 간의 끝없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첩성은 기대 이상의 속도

로 인프라가 어떤 작업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성능은 전통적인 “속도와 피드(speeds and feeds)”를 의미한다. 자동화와 자율화는 이러

한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트레이드오프의 어려움을 완화시킨다(그림 2).

그림 2: 네트워크 민첩성 대 성능

필요한 기술들
갈수록 악화되는 네트워크 경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다 공격적으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는 자율 네트워크 구현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그림 3).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주니퍼의 자동화 전략을 통해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1. 네트워크 단순화 및 추상화를 통한 운영 복잡성 감소.

2. 고객이 신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3. 딥 텔레메트리(deep telemetry)를 통한 용량 활용 및 네트워크 복원력 향상

주니퍼는 고객이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Juniper Networks® Junos® OS와 종합적인 툴, 확장 키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로 이루어진 자동화 프레임웍을 제공한다(https://www.juniper.net/kr/kr/solutions/automation/). 이를 기반으로 주니퍼 고객과 프리세

일즈 및 포스트 세일즈 담당자들이 운영 비용(OpEx) 절감을 목표로 한 접근방식을 개발 및 구축하고 있다. 주니퍼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고급 자

동화 기능들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기업이 수많은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프로비저닝하여 매끄러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는 진정한 “디지털 코히전(digital cohesion)” 환경을 구현하려면, 단순한 자동화 이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림 3: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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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네트워크 스스로 예측하고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가 출현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네트워

크는 유비쿼터스한 커버리지와 개인에게 맞춤화되고 최적화된 고객 체감 품질(Quality of Experience, QoE)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래의 네트

워크는 운영 비용이 저렴하다. 엔드유저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도 있다.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는 네트워크 오퍼레이

터의 감독을 최소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구성 요소 자체 검색 

•   자체 구성

•   프로브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한 자체 모니터링

•   외부 및 내부 위협에 대한 자체 방어

•   자체 수정

•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이를 자동 탐지하여 해당 서비스 자동 실행

•   자동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서비스로 서비스 딜리버리 최적화

•   머신러닝을 사용한 자체 분석

•   정기적 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자체 리포트 제공

자동화 프레임웍에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이 추가되면서 자율 네트워크 구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제로 터치” 네트워크는 텔레메트리, 

자동화, 머신러닝, 사용자 의도에 따른(declarative intent)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다. 

•     텔레메트리(Telemetry): SNMP, 스트리밍 텔레메트리, DPI(deep packet inspection)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Push Semantics와 머신러닝 기반 이상 탐지에 의한 텔레메트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스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

고 처리할 수 있다. 텔레메트리는 활성화되고, 필요에 따라 확대/축소가 가능하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시간, 지리적 위치, 네트워크 레이어 전반의 데이터를 상관분석(correlate)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상

태, 고객 상태, 패킷 상태 파악을 위한 딥 텔레메트리(deep telemetry)가 필요하다. 표준 텔레메트리, 분석, 계층화 설계를 사용하여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수집, 정규화, 시각화를 제공하는 단순한 오픈소스 툴로 주니퍼의 OpenNTI가 있다. 

•     자동화: 현재 우리는 토폴로지 탐색, 경로 계산(path computation, 경로 설치(path installation)를 자동화하였다. 트래픽 변화

에 대응하는 대역폭 예약(bandwidth reservation) 기능이 있으나, 이보다 한층 더 스마트한 자동 대역폭(auto-bandwidth)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비욘세의 최신 곡을 다운로드하거나 DDoS 공격이 있을 경우, 트래픽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자동 서비스 배치(service placement)와 서비스 동작(service motion)이 가능하다. 

또한 구성 서비스에 따른 업그레이드, 머신러닝에 따른 귀납적 네트워크 응답도 가능하다.  

•     의도 설명(Declarative Intent): 원하는 것을 네트워크에게 말하면, 네트워크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 작업을 알아서 수행한

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주니퍼 네트웍스 NorthStar Controller를 통해 대역폭, 다양성, 가상 네트워크 간 정책 등의 주어진 제약

에 따라 네트워크 경로를 인스톨할 수 있다. 자율 네트워크는 제약이 아닌, 힌트와 제안을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다. 서비스들이 스스

로 조합되어 유기적인 고객 경험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는 VIP 고객, 애플리케이션 우선순위, 피어링(peering) 비용 관련 정보를 기반

으로 결정을 내린다. 자동차는 사용자의 캘린더를 확인하여 가야할 목적지를 확인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니퍼는 

Contrail Policy Framework과 Security Policy Enforcer에 의도 기반(intent-based)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     의사 결정: 오늘날 규칙기반 시스템은 통제권을 갖는다는 느낌은 있으나 번거롭고 단순한 프로그래밍(예를 들어, X가 발생하면 Y를 

실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머신러닝은 창의적이다. 그것이 어떻게 배우는지 꼭 알 필요는 없다. 머신러닝은 정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입력을 통해 배우고, 예측을 실행하고, 적절한 대응 작업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수록, 네트워크는 점점 더 스마트해진다. 

•     로컬 뷰와 글로벌 뷰: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의 일부로서 네트워크 관리 및 컨트롤이 갈수록 중앙화되고 있다. 여

전히 필수적인 로컬 뷰와 함께 글로벌 뷰의 확대가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에 감독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통한 근본원인 분석, 기준 설정 및 조정을 위한 시간 기반 트렌딩, 지리적 위치/레이어/피어 전반의 정보 코릴레이션

(correlation), 글로벌 상태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로컬 결정 등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완전히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기까지는 넘어서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으나, 이러한 장애물은 포기가 아닌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주니퍼는 OpenLab과 다양한 해커톤 행사를 통해 업계의 참여기업들이 이러한 툴과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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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아닌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동안, 한 걸음 물러서서 기술 진보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백서 시리즈의 1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ARPA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기술 이외의 문제들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

(Self-Driving Network)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산업 생태계 이슈가 광범위하고 강력하며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슈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며, 주로 네트워킹 고용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자동화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서 컴퓨터화가 이루어

지면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2013년 Carl Benedikt Frey와 Michael A. Osborne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체 고용의 약 47%가 자동화

로 인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2003년, MIT 경제학자 David Autor는 처음으로 노동을 반복적인 것과 반복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인지적인 것과 비인지적인 것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구분은 노동의 미래를 이해하는 유용한 프레임웍이 될 것이다. 

• 반복적인 수작업: 건설, 운송, 생산, 수리 분야. 

• 반복적인 인지적 작업: 체계적인 작업. 회계사나 방사선과 의사 같이 고도로 숙련된 업무 포함.

• 비반복적인 수작업: 비반복적이고 손재주가 필요한 업무(미용사, 보모 등).  

• 비반복적인 인지적 작업: 분석적 사고, 창의성, 대인관계 기술이 요구되는 관리직 및 전문직. 

트렌드는 분명하다. 기술은 “반복적” 업무(수작업과 인지적 작업 모두)를 대체하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 고용의 미래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성, 모니터링, 리포팅 등의 반복적인 작업은 점점 더 자동화될 것이며, 반복적이지 않고 인지적인 작업들은 계속 인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말이다. 주니퍼는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반복적인 일상 업무에서 해방되어 신규 서

비스 개발 같은 고차원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킹 업계에서 직능(skill)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SDN으로 API를 통한 물리적 인프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지면서, 네트워크 엔지

니어와 시스템 관리자들이 이전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았던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서비스 구현 및 구축을 

가속화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운영, IT,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와 책임이 합쳐진 DevOps가 출현했다. 

앞을 내다보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가상화와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물론이고 조직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잘 안다. 즉, 인적 자원 전략에 대한 공격적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재설계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조직과 개인이 보유한 직능 세트(skill set)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 노하우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운영에서 

프로그래밍으로 천천히 이동할 것이다. 셀프 드라이빙 환경에서 네트워크 전문가의 역할은 감독과 알고리즘 조정이 될 것이다. 결국 네트워크 조

직의 모든 구성원은 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가 “방해가 되지 않는(gets out of the way)”, 즉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더 이상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기술이 됨에 따라, 네트워크 종사자의 일부는 서비스 설계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엘론 머스크(Elon Musk)는 “인류가 인공지능으로 악마를 소환하

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래는 이보다 훨씬 낙관적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기술로 인해 없어진 직업보다 새로 생긴 직업이 항상 더 많았다. 많

은 사람들이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주니퍼는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혁신을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IT 자원과 네트워킹 자원이 모두 일상적인 운영에 소모된다면, 어떻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겠는

가? 혁신을 위한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기존 업무 방식을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어떤 직업들은 없어

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직업들이 진화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자동화는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고객 수요

와 매출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방어되고 안정성과 복원력이 강화되고 한층 능동적이 되고 관리가 쉬워지면, 네트워

크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킹 산업의 승리이다.   

결론: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를 향한 비전
지속적인 트래픽 증가와 신규 디바이스 확산으로 인해 네트워크 복잡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과 수익 창출 둔화가 기

존 서비스 프로바이더 마진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추상화, 단순화, 약화시키는 것이 업계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업계에서는 자동

화와 가상화 부문에서 온건하고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주니퍼는 여기에 만족하기 않는다. 우리는 파괴적 혁신을 원한다. 자동화는 위

대한 첫걸음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네트워크 경제성이 더 이상 지속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인류가 네트워크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네트워킹 업계는 과감한 아이디어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점진적

인 변화도 좋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한 만큼 미래는 더욱 보람 있고 흥미로워질 수 있다.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세상은 더욱 생산적

이고, 건강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주저해서는 안된다. 

이제 셀프 드라이빙 네트워크(Self-Driving Network)를 구축해야 한다.

http://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The_Future_of_Employ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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