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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큰 폭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에 대한 네트워크의 의존도가 커져
가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발전할수록 미래의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새로운 네트워크의 한계성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OpenFlow기법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OpenFlow기반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VN Manager(Virtual Network Manager)와 이
를 활용한 경로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또한 경로 생성시 QoS를 보장하기 위해 Admission
Control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서 론
급격하게 발전하는 통신 환경과 함께 사회는 점점
정보화 사회로 진화했으며,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회는
네트워크 의존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발전해 갈수록 미래의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 및
새로운 네트워크의 진화 등으로 인한,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서 리소스 부족 문제 및
새로운 서비스를 인터넷에 적용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VN
Manager(Virtual Network Manager)를 OpenFlow[2][3]
기반의 테스트베드 위에 구현 하였다. 그리고 구현된
VN Manager를 사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OpenFlow기반의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경로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경로 생성 시
QoS를 보장하기 위해 Admission Control 기능을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2. 관련연구
2.1 OpenFlow
OpenFlow는 서로 다른 스위치와 라우터의 플로우
테이블을 1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오픈 프로토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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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아래 그림 1은 OpenFlow 스위치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OpenFlow는
FlowTable, Secure Channel, OpenFlow Protocol의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OpenFlow 스위치의 개념도

FlowTable은 각 플로우 엔트리와 연관된 동작이
정의된 부분으로 이를 통해 스위치는 플로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Secure Channel은 컨트롤러와
스위치 사이에서 명령어나 패킷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OpenFlow
Protocol은 공개되어있는 표준적인 방식을 제공
함으로써 스위치와 Allocator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2.2 NOX 컨트롤러
NOX컨트롤러[4][5]는 네트워크 컨트롤 플랫폼으로
high-level의 programmatic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NOX 컴포넌트의 프로그램이 NOX컨트롤러를 통해
구동되고 OpenFlow 스위치를 컨트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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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VN Manager는 표 1에서와 같이 topology,
add, delete, userflowtable, linkstate등과 같은 타입의
API를 제공한다.
표 1. VN Manager의 서비스 타입
API type
topology

그림 2. NOX Components

전체 OpenFlow 스위치의 id, 포트,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한다.

add

가상의 플로우를 등록 한다.

delete

가상의 플로우를 제거 한다.

userflowtable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NOX 컨트롤러에서 일반
PC의 응용프로그램과 같이 독립적으로 구동 시킬 수
있는 캡슐화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NOX 컴포넌트를
정의할 수 있다. NOX 컴포넌트는 Core apps, Networks
apps와 Web apps의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Core apps는 네트워크 app과 웹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이며, Network apps는 실제로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한 network app list이다.
마지막으로 Web apps는 Web service를 통해 NOX를
컨트롤하는 컴포넌트이다.

설 명

linkstate

가상 망에 등록된 사용자 등록 플로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구하는 링크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2 경로 관리 프로그램

3. OpenFlow 기반 네트워크 경로 관리 시스템
3.1 VN Manager (Virtual Network Manager)
본
논문에서는
OpenFlow
기반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VN Manager(Virtual Network Manager)를
구현하였고, 그림 3은 VN Manager의 전체적인
개념도를 나타낸 것 이다. VN Manager는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표준 통신 방법을 통해
API를 제공하며,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결과를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방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게 된다.

그림 4. 경로 관리 프로그램

그림 4는 VN Manager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구현한 경로 관리 프로그램이다. OpenFlow 기반의
네트워크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topology
타입을 사용하였다. 경로 생성 작업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토폴로지의 자세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경로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만으로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삭제
작업 역시 생성된 경로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진행 할 수 있다.
4. QoS 보장을 위한 경로 생성 알고리즘

그림 3. VN Manager(Virtual Network Manager)의 개념도

본 논문에서는 경로를 생성할 때 QoS를 보장하며
토폴로지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Admission
Control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를 위해 경로 관리 프로그램에서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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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FOR

가능한 대역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경에서
최적의 경로는 아니다. 식 (1)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5에서 링크 정보를 나타내는 표와
같다. 링크의 대역폭을 고려한 가중치를 기준으로 최단
경로를 구해보면, 위의 [OF1]-[OF2]의 경우 가중치의
합이 30이고 [OF1]-[OF2]-[OF3]의 경우 가중치의
합은 20으로 거쳐가는 노드의 수는 많지만 가중치를
기준으로는 [OF1]-[OF2]-[OF3]이 최단 경로임을 알
수 있다.

FOR 0 to Number of Available Link

5. 결론 및 향 후 연구계획

표 2. QoS 보장을 위한 경로 생성 알고리즘
SET Path Information for created
GET Link Information from Topology

FOR each Link in the list
IF remaining bandwidth > required bandwidth THEN
ADD Link to Available Link
END IF

COMPUTE

Proportion

of

assigned

bandwidth

per

total

bandwidth
SET Weight Array
END FOR

COMPUTE Shortest Path using Floyd Algorithm by Available Link

표 2는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의 수도코드이다.
사용자로부터 경로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받고
토폴로지에서 연결된 링크의 정보를 가져온다. 그 후 각
링크의 할당 가능한 대역폭과 경로 생성에 필요한
대역폭의 크기를 비교한 후 할당 가능한 링크만을
선별하여 Available Link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Available Link를 사용하여 최단거리 탐색 알고리즘인
Floyd
알고리즘[6]을
사용하며,
이때
사용하는
가중치는 아래의 식과 같다.
Weight

100 ∙∙∙∙∙∙∙∙∙∙∙∙∙∙∙∙∙∙∙∙∙∙∙∙ 1

할당 된 대역폭의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함으로써
링크의 상태를 반영한 경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5. 테스트베드 링크 정보

그림 5는 구축한 OpenFlow 기반의 테스트베드의
링크 정보를 도식화 한 것이다. 단순하게 노드간의 홉
수를 가중치로 사용할 경우 OF1과 OF3사이의 최단
거리는 [OF1] – [OF3] 이다. 하지만 이는 링크의 할당

본
논문에서는
OpenFlow
기반의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VN Manager를 구현하였고 이를
활용한 경로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경로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경로 생성 시 QoS를 보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Admission Control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위한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단순히 노드간의 홉 수를 기준으로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것 보다 링크의 할당 가능한 대역폭을 반영하여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관리를 위해서는
고정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링크의 사용량을 측정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동적인
토폴로지의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경로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며, 앞으로 네트워크의 동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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