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FV ( 네크워크 기능 가상화 ) 
최적화를 통한 성능 극대화

산업 표준 정보 모델에 기반한 지능형 NFV(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통신사업자 

레벨의 서비스 수준 계약 (SLA) 을 구현하는 방법

지난 수년간 NFV(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는 서비스 민첩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데이터 센터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통신사업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 NFV 의 가능성과 장점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 그러나 지능적이면서 자동적인 VNF(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 ) 의 설치는 통신 사업자와 VNF 

공급자가 해결해야 할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Cyan, 브로케이드 , 인텔 , 레드햇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텔레포니카의 NFV Reference Lab 에 

참석하여 EPA(Enhanced Platform Awareness) 정보 모델 및 인텔 ® 제온 ® 프로세서 기반 서버에서 

실행되는 표준 기반 NFV 인프라를 활용해 NFV 를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 

브로케이드 * Vyatta* vRouter VNF 는 최적화된 지능형 설치를 실행할 경우 인프라에서 지원되는 기술의 

장점을 설치에 활용함으로써 비최적화 설치 방식에 비해 최대 85 배 향상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백서에서는 통신사와 VNF 공급자가 직면하는 문제 , 최적화된 산업 표준 기반의 설치 방식을 통해 

찾을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

소개

EPC(Evolved Packet Core), 3G 무선 노드 , BNG( 광대역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 PE(Provider Edge), 

라우터 , 방화벽 등과 같은 네트워크 기능은 전통적으로 전용 하드웨어 장치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등장한 VNF(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 ) 는 인텔 ® 제온 ® 프로세서 기반 상용 서버에 구축한 

통신사급 가상화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장치를 인스턴스화하여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 방식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신업계에서는 이러한 NFV(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방식으로의 전환을 

비즈니스의 민첩성 증대 , 네트워크의 적응성 향상 , 총 소유 비용 (TCO)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NFV 방식은 통신사는 물론 점차 확대되고 있는 VNF 장치 공급자의 에코시스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VNF 구성 요소는 이러한 솔루션의 일부일 뿐입니다 . 통신사급 VNF 서비스를 설치하려면 

통신사와 공급자 모두 복잡한 과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 

백서

인텔 , 브로케이드 , Cyan, 레드햇 , 텔레포니카 – NFV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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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급 설치에 대한 요구 사항

서비스 수준 계약 (SLA) 에 각각의 VNF 인스턴스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SLA 요구 사항을 달성하고 실행하며 확장성 

또한 구현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구 사항은 처리량 , 패킷 손실 보장 , 지연 효과 

등의 측면에서 데이터 플레인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방법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은 VNF 장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 VNF 위치 , 연결 대역폭 , QoS 보장을 제어하고 기본 서버 

플랫폼의 하드웨어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통신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 

통신사 서비스 공급자와 장치 개발자 모두 충분한 플랫폼 및 네트워크 하드웨어 

리소스를 활용하여 SLA 를 준수하면서 인스턴스화를 실행하기 위한 툴과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 이 툴은 내부 서버 메모리 토폴로지 , 가상 머신에 할당할 CPU 및 I/O 

인터페이스 ,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 초대형 페이지 ' 에서의 메모리 사용 , VM 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직접적인 할당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성능과 확장성 ,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SLA 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1 

통신사 NFV 설치의 표준화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은 다양한 공급업체로 구성된 에코시스템에서 제공하고 

통신사에서 이기종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토폴로지와 기술을 통해 설치합니다 . 

업계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개방형 산업 표준을 통해 

다양성을 실현하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PCI Express*, SATA 등의 표준 

덕분에 수년간 PC 및 서버 산업의 에코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통신 분야에서도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의 

관리하에 그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ETSI 에서 정의하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인프라 (NFVI) 를 기반으로 통신사는 성능 및 요구 사항을 나타내는 기술 

언어를 사용하여 VNF 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ETSI-NFV 참조 아키텍처는 VNF 설치를 위한 계층적 접근 방식을 정의합니다 ( 그림 

1 참조 ).

NFV 기반 서비스 설치 및 운영 환경 전반에 걸쳐 이식성과 확실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프라는 서비스 제공 스택 전체에서 관련 NFV 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소스 요구 사항과 실행될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나타내는 

VNF의 정보 모델은 지능적으로 최적화된 설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프로비저닝 

계층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NFVI의 EPA(Enhanced Platform 

Awareness) 기능을 이용해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우수한 설계의 VNF를 적절한 

기본 인프라에 지능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VNF 서비스 시나리오 구현을 

위해 리소스를 적절히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급 VNF 설치 사례

위에서 설명한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인텔 , 텔레포니카 , Cyan, 브로케이드 , 

레드햇은 TOSCA 기술 언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ETSI-NFV 포괄적 서비스 설치 

솔루션 스택을 협력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 텔레포니카가 마드리드에 있는 자사의 

NFV Reference Lab 에서 주최한 개념 증명 (PoC) 에는 표 1 에 기재된 구성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 표 2 도 함께 참조 ). 그런 다음 VNF 라우팅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솔루션 스택을 테스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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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 라우팅 서비스 개요 

VNF 전달 그래프는 브로케이드 

Vyatta vRouter 를 VNF 로 사용하여 

라우팅되었습니다 . 3 노드 네트워크 전달 

토폴로지는 라우터 A 및 C 의 진입 지점과 

진출 지점 간에 40Gbps 의 처리량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그림 3). 

PoC 에서 보여주고자 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적의 VNF 서비스 체인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 모델부터 VNF, NFV 

오케스트레이터 , VIM, NFVI 에 이르는 각 

계층에 관련 NFV 인텔리전스가 내장된 

포괄적인 NFV 서비스 제공 스택이 

필요합니다 .

OSS/BSS

EMS 1 EMS 2 EMS 3

Os-Ma

Or-Vi

Or-Vnfm

Vi-Vnfm

Ve-Vnfm

Nf-Vi

실행 
참조 
지점

기타 
참조 
지점

메인 NFV 
참조 
지점

NFV 
오케스트레이터

VNF 관리자

가상화 
인프라 
관리자

가상 컴퓨팅 가상 스토리지 가상 네트워크

하드웨어 리소스

VI-Ha

Vn-Nf

NFVI

컴퓨팅
하드웨어

스토리지 
하드웨어

네트워크 
하드웨어

VNF 1 VNF 2 VNF 3

NFV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가상화 계층

서버, VNF 및 
인프라 설명

그림 1. ETSI NFV 포괄적 아키텍처

•  VNF 디스크립터에 성능 구현 NFVI 

특성을 표시하고 VNF(Vyatta vRouter)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의 정의를 위해 

우수한 VNF 설계를 확보하는 것은 

효과적인 서비스 설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VNF 공급업체 에코시스템에서 이러한 

새로운 포괄적 아키텍처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TOSCA 및 적합한 VNF 

형식과 같이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확장 

가능한 개방형 정보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우수한 성능과 아키텍처를 갖춘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통신사급 VNF 

설치에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

최적화 vs. 비최적화 

비최적화된 통신사 설치와 NFV 기반의 

최적화된 통신사 설치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2 개의 개별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 그림 4 참조 ).

•  텔레포니카에서 개발한 NFV 지원 

가상화 인프라 관리자 (VIM) 가 있는 NFV 

지원 NFVI 풀은 필수적인 EPA 와 함께 

Cyan NFV-Orchestrator 를 구현하며 , 

개선된 NFV 정보 모델과 TOSCA 

기술 언어를 사용해 고급 VNF 설치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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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되지 않은 컴퓨팅 인프라 풀의 
경우 동일한 Cyan NFV-Orchestrator 에 
동일한 텔레포니카 VIM 이 연결되지만 
설치를 위한 기반이 될 개선된 정보 모델이 
없습니다 .

두 가지 환경의 서버 풀을 공백 상태 (VNF 
설치 안 됨 ) 에서 시작하여 동일한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 각 플랫폼에 
라우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처리량 성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 NFV 최적화 
설치는 23Mpps 의 완벽한 처리 속도를 
보여주었고 최적화되지 않은 설치의 처리 
속도는 270Kpps 였습니다 (85 배 빠른 
처리량 ).

두 시나리오의 정보 모델을 비교하여 
최적화된 NFV 설치에서 포괄적인 EPA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핵심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

그림 2. 파트너 및 시스템 구성 요소의 참여

표 1. 솔루션 스택 구성 요소 2

OSS/BSS

EMS 1 EMS 2 EMS 3

Os-Ma

Or-Vi

Or-Vnfm

Vi-Vnfm

Ve-Vnfm

Nf-Vi

실행 
참조 
지점

기타 
참조 
지점

메인 NFV 
참조 
지점

NFV 
오케스트레이터

VNF 
관리자

가상화 
인프라 
관리자

가상 컴퓨팅 가상 스토리지 가상 네트워크

하드웨어 리소스

VI-Ha

NVFI

Vn-Nf

컴퓨팅
하드웨어

스토리지 
하드웨어

네트워크 
하드웨어

VNF 1 VNF 2 VNF 3

NFV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가상화 계층

NFVO

NVFI

VIM

서버 + NIC 하이퍼바이저 스위치

vRouter DPDK트래픽 생성기DPDK

VNF

서버, VNF 및 
인프라 설명

인텔 브로케이드 Cyan 텔레포니카 레드햇

하드웨어 플랫폼 :

•  인텔 ® 제온 ®  
프로세서 E5-
2680 v2 @ 
2.80GHz3 

기반의 서버 

•  인텔 ® 
ONP(Open 
Network 
Platform) 구성 
요소 (DPDK R.64 
포함 )

•  10Gb 인텔 ®  
이더넷 
컨버전스형 
네트워크 
어댑터 X520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 :

•  브로케이드 * 
Vyatta* vRouter 
5600 3.2 R2

•  OpenFlow* 
스위치 
( 브로케이드 * 
NetIron* MLXe)

오케스트레이션 :

•  NFV-Blue 
Planet* 
Orchestrator 
릴리스 15.02

네트워크 및 
관리 :

•  데이터 
플레인 개발 
키트 (DPDK) 
R1.6 기반 
트래픽 생성기 
TIDGEN 
( 텔레포니카 * 
I+D Generator*)

•  텔레포니카 
VIM* openvim 
R0.9

운영 환경 :

•  RHEL 7.0*( 패치 
포함 ) 및 QEMU-
KVM 버전 2.0.0 
( 패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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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E VNF 라우팅 서비스 체인

결과

비최적화 설치

' 인식되지 않은 ' NFVI 스택을 통해 

브로케이드 vRouter 가 설치되었습니다 . 

23Mpps(40Gbps @ 192 바이트 패킷 

사이즈 ) 의 속도를 내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 처리량은 270Kpps에 불과했습니다 . 

그림 5 를 참조하십시오 . 

최적화 NFV 설치

최적화된 NFV 설치에서는 TOSCA 와 

우수한 설계의 VNF 모델을 사용합니다 . 

이 모델의 정보를 토대로 Planet Blue 

오케스트레이터는 텔레포니카 VIM 을 

통해 vRouter 구성을 지능적으로 

설치합니다 . 결과적으로 그림 5 와 같이 

23Mpps(40Gbps @ 192 바이트 패킷 

사이즈 ) 의 완전한 속도를 달성했으며 , 

패킷 사이즈가 더 큰 경우에도 그림 6 과 

같이 비슷한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 이와 

같이 성능이 크게 향상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PCIe* 패스스루 활성화 : vSwitch 를 

우회하여 NIC 를 vRouter 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 PCIe 패스스루가 아닌 

경우 VNF로 가는 경로에서 수용 가능한 

패킷 손실이 발생하여 처리 속도가 

제한되지만 , PCIe 패스스루 모드는 

방해받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합니다 .

•  NUMA 친화성 : 로컬 메모리가 있는 

적절한 CPU 소켓으로부터 vCPU 를 

지능적으로 할당하여 vRouter 에 

적용되는 CPU 성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NUMA 친화성이 없으면 

CPU 가 NIC 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임의 

소켓으로부터 할당되고 비로컬 메모리 

버스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CPU 피닝 : vRouter 에 할당된 vCPU 는 

VNF 전용으로서 VNF 에 전용 프로세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피닝이 없으면 

CPU 가 공유되거나 동적으로 일정이 

조정되어 결정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1G 의 초대형 페이지 설정 : 초대형 

페이지는 DPDK 로 구현 가능한 성능을 

크게 높여줍니다 . 특히 소형 패킷 

사이즈에 서버 IOTBL 및 VTd 아키텍처의 

최신 성능을 활용합니다 . 



결론

TOSCA 및 확장된 정보 모델을 이용해 

지능적인 EPA(Enhanced Platform 

Awareness) 기반의 NFV 를 ETSI-NFV 

인프라에 설치하면 VNF 성능을 크게 

개선하여 NFV 기반 통신사 데이터 

센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브로케이드 vRouter 는 PoC 에서 개선된 

모델을 사용하고 설치 중 PCIe 패스스루 , 

NUMA 친화성 , CPU 피닝 , 초대형 

페이지를 구현함으로써 설계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PoC 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포괄적인 NFV 설치는 통신사급 서비스 

성능에 필요한 상당한 성능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  장치에 대한 EPA 특성이 정의된 우수한 

설계의 VNF 는 전체 스택의 장치와 성능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VNF 개발자는 VNF 모델에 

이러한 특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

•  표준 및 개방형 정보 모델은 개방형 VNF 

에코시스템 , 하드웨어 기반 장치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NFV 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  NVF 서비스 정보 모델의 표준화와 

DPDK, 오픈스택 , 최적화된 KVM 을 

비롯한 오픈 소스 구성 요소의 사용은 

동급 최강의 클라우드 오픈소스 기술과 

최적화된 고성능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NFV 솔루션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 

인텔 , 레드햇 , Cyan, 텔레포니카는 

이러한 NFV EPA 개선 사항 5 이 적용된 

오픈스택 등의 VIM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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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브로케이드

" 브로케이드는 지능형 오케스트레이션의 발전을 추구하며 NFV 핵심 표준을 위한 개방형 이니셔티브 및 실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제휴 관계를 환영합니다.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춘 인텔의 네트워크 빌더 커뮤니티는 차세대 IP로의 산업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의 협력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텔레포니카, 인텔, Cyan 같은 파트너가 협력한다는 것은 브로케이드의 VNF 플랫폼인 

Vyatta 5600 vRouter와 기본적인 개방형 정보 데이터 모델이 지닌 아키텍처 측면의 이점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지닌 지능형 

아키텍처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텔레포니카의 주도로 완벽한 NFV를 증명하면서, NFV 

오케스트레이터의 가치와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효과적인 최적의 네트워크 설치에 대해 갖는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Robert Bays, 브로케이드 Software Networking 엔지니어링 VP 

Cyan

Cyan의 사장인 Mike Hatfield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텔레포니카와 함께 지능형 NFV 오케스트레이션 및 배치 PoC를 진행한 

것은 현실적인 NFV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협업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멀티벤더 플랫폼을 토대로 

브로케이드의 VNF와 텔레포니카의 VIM이 Cyan의 개선된 인프라 지원 NFV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해 성능 요구 사항과 특성을 

제시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VNF의 구체적인 성능 요구 사항에 따라 인텔 서버에 VNF를 

지능적으로 배치하고 컴퓨팅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NFV로 개선된 서비스를 

대규모로 설치하기 위해 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  Mike Hatfield, Cyan 사장

인텔

"인텔은 SDN-NDV를 산업의 변곡점으로 여기고 개방형 표준을 바탕으로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방형 아키텍처를 토대로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변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텔은 NFV 실현을 위한 관련 표준 및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NFV 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 개방형 네트워킹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구성 요소를 

오픈소스 6 로 전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yan, 브로케이드 , 텔레포니카와 같은 Netbuilders SDN-NFV 에코시스템 

커뮤니티 7 의 파트너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Rene Torres, 인텔 SDN-NFV 마케팅 이사

레드햇

레드햇의 오픈스택 총괄 책임자인 Radhesh Balakrishnan 은 " 개방형 NFV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리눅스 , KVM, 오픈스택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 이러한 오픈소스 영역에서 레드햇이 앞장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 라고 설명합니다 . “NFV Reference 

Lab 에서의 협력을 통해 업스트림 오픈스택 커뮤니티뿐 아니라 통신사급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스택 플랫폼에 기능과 

전문성을 적용하는 한편 , NFV 를 통해 현대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CSP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Radhesh Balakrishnan, 레드햇 오픈스택 총괄 책임자

텔레포니카

" 가상화 네트워크에 대한 텔레포니카의 비전은 고객 설비에서 내부 네트워크 인프라에 이르는 E2E 가상화 방식으로 용량과 

유연성을 높이고 TCO 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텔레포니카 NFV Reference Lab 의 목표는 파트너와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로 구성된 

에코시스템이 명확한 풀 리소스 할당을 위해 고급 NFV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및 적절한 기능을 활용하여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을 테스트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NFV Reference Lab 은 오픈소스 코드의 릴리스를 통해 이러한 채택을 

촉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우수한 설계의 계층형 아키텍처 제안을 통해 새로운 NFV 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통신 공급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조정 및 확장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더 많은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  Enrique Algaba, 텔레포니카 I+D-Global CTO 네트워크 혁신 및 가상화 담당 이사



1.  ETSI GS NFV-PER 001 V1.1.2 -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NFV Performance & Portability Best Practices" http://docbox.etsi.org/ISG/NFV/Open/Published/gs_NFV-PER001v010102p%20 -%20Perf_
and_Portab_Best_Practices.pdf

2.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워크로드는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에만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 시스마크 및 모바일마크와 같은 성능 테스트는 특정 컴퓨터 시스템 , 구성 요소 , 소프트웨어 , 운영 
및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된 것입니다 . 해당 요소에 변경이 생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매를 고려 중인 제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을 포함한 기타 정보 및 
성능 테스트를 참고해야 합니다 .

3.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l.com/performance 를 참조하십시오 . 
4. http://www.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white-papers/open-network-platform-server-paper.pdf
5. https://software.intel.com/sites/default/files/managed/72/a6/OpenStack_EPA.pdf 
6. http://www.etsi.org/deliver/etsi_gs/NFV/001_099/002/01.02.01_60/gs_NFV002v010201p.pdf 
7. https://networkbuilders.intel.com/docs/Intel_Network_Builders_Directory_Sept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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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BNG  Broadband Network Gateway( 광대역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

BSS Business Support System(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

CMS Cloud Management System(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

vCPU  Virtual Central Processing Unit( 가상 중앙 처리 
장치 )

DPDK  Data Plane Development Kit( 데이터 플레인 개발 
키트 )

EPC Evolved Packet Core( 발전된 패킷 코어 )

EMS Element Management System( 요소 관리 시스템 )

EPA  Enhanced Platform Awareness( 향상된 플랫폼 인식 )

GCTO  Global Chief Technical Office( 글로벌 최고 기술 
사무소 )

IOTLB  I/O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 입출력 변환 색인 
버퍼 ) – 가상화 기술

NiC Network Interface Car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NFVI  Network Function Virtualized 
Infrastructure(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인프라 )

NFV – O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Orchestrator(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오케스트레이터 )

NUMA  Non Uniform Memory Access( 불균일 메모리 
액세스 )

OSS Operations Support System( 운영 지원 시스템 )

PE Provider Edge Router( 공급자 엣지 라우터 )

PCIe  Extensible Peripheral Connect Interface Bus( 확장형 
병렬 연결 인터페이스 버스 )

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 품질 )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계약 )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 비용 )

VIM Virtual Infrastructure Manager( 가상 인프라 관리자 )

VNF Virtual Network Function( 가상 네트워크 기능 )

VT-d  직접 입출력을 위한 인텔 ® 가상화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