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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oftware Defined Networking(SDN)은 기존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와 중앙관리의 어려움, 벤더 의존성,
개별 처리로 인한 네트워크 복잡성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SDN 컨트
롤러 중 하나인 OpenDaylight의 패킷 포워딩 프로토콜은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단 Flow Path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급작스런 트래픽 발생에 따른 대역폭 오버헤드를 고려하지 못하여 네트워크 경로
상의 혼잡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DN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해
Q-learning기반 네트워크 혼잡방지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메커니즘에서는 대역폭의 임계값을 설
정해 트래픽으로 인한 혼잡 발생 시 컨트롤러에서 Q-learning 알고리즘을 통해 경로를 재선정하고 Flow
Table을 변경함으로써 트래픽 발생에 따른 네트워크 혼잡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 한다.

1. 서 론
1)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IT기술의 발
전과 더불어 인터넷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기존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와 중앙관리의 어려움, 벤더 의존
성, 개별 처리로 인한 네트워크 복잡성 증가와 같은 구
조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미래인터넷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 경로 설정, 제어 및 관리를 유연하게 처리 할
수 있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이 각광받고
있다[1][2]. SDN은 기존 네트워크 장비에서 Data plane과
Control Plane을 분리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한
네트워크 경로 설정 및 제어,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SDN의 아키텍처는 bottom-up방식의 3개의 layer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layer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infrastructure layer는 네트워크 상태를 수집하고 패킷
전송을 책임진다. 두 번째 control layer는 인프라 계층의
장치들을 제어하고 API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액세스 포
인트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pplication layer에서
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SDN 응용프로
그램을 제공한다[2].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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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SDN 컨트롤러 중 하나인 OpenDaylight의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패킷 포워딩 방법은 각 경로의 대
역폭 변화를 고려하지 못해 네트워크 혼잡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penDaylight의 라우팅 프로토콜인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최단 경로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
리고 대역폭의 임계값을 설정하여 트래픽 발생에 따른
대역폭의 오버헤드 발생 시 강화학습의 일종인
Q-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혼잡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2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의 연구와 관련된 연구를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기존 패킷 포워딩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네트워크 혼잡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5장에서는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를 통해 성능
향상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연구 결과 및 향후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논문을 마무리
한다.
2. 관련연구
2.1. OpenDaylight
OpenDaylight는 SDN/NFV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Cisco, IBM, Dell 등 여러 IT회사들이
SDN/NFV
발전의
가속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OpenDayligh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OpenDaylight는
OpenFlow, OpFlex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제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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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 지원하며, 표준화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플랫
폼간의 이식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3]. 기존 다
른 컨트롤러와는 다르게 SAL(Service Abstraction Layer)
이 컨트롤러와 네트워크 장비 사이의 프로토콜을 결정해
줌으로써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모듈
화와 확장성을 위해 OSGi(Open Services Gateway
Initiative framework) framework를 사용하여 별도의 재부
팅 없이 동적으로 번들(Application 또는 Component)을
추가 및 삭제 할 수 있다.
2.2. Q-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그림 1과 같이
환경(environment)을 탐색하는 에이전트(agent)가 현재의
상태(state)를 인식하여 특정 액션(action)을 취하고 에이
전트(agent)는 환경(environment)으로부터 보상(reward)을
얻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에이전트(agent)의 보상(reward)
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을 의미한다. Q-learning
은 이러한 강화학습 기술의 일종으로 Markov decision
process에 기반을 두어 최적의 액션(action) 선택 방법을
찾기 위해 사용된다[3]. 결국 Q-learning을 통해 보상
(reward)을 기반으로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최단 경로
를 구할 수 있다.

대역폭의 임계값을 설정하고 네트워크 경로의 대역폭을
탐지한다. 대역폭 탐지 중 대역폭의 임계값을 초과하는
트래픽이 발생하면 컨트롤러에서 Q-learning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통해 트래픽 상황을 예측하고 네트워크 혼잡
을 방지 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탐색한다. 알고리즘
을 통해 변경된 경로는 OpenFlow를 통해 OVS에 전달되
고 Flow Table이 변경된다. 따라서 변경된 경로를 따라
트래픽 플로우가 분산되어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할 수
있다.
알고리즘 1은 이에 대한 Q-learning기반 경로설정 알
고리즘의 수도코드이다. 수도코드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는 초기화 단계이다. CB(CurrentBandwidth)를 800Mbit,
gamma는 0.7, Iteration은 10으로 초기화하고, Q-Matrix값
을 0으로 Reward는 TI(TopologyInformation)를 이용하여
초기화한다[3]. 다음으로 R-Matrix는 Reward를 이용하여
설정되며 컨트롤러는 네트워크 링크의 대역폭을 주기적
으로 측정한다. 네트워크 링크를 측정하는 도중 예상되
는 대역폭인 PB(PredictedBandwidth)가 현재 가용한 대역
폭의 80%를 초과하면 해당 링크에 오버헤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R-Matrix 값을 변경한다. R-Matrix값은 다음
노드가 목적지 노드인 경우 30의 가중치를 주고, 다음
노드가 목적지 노드가 아닌 경우 20의 가중치를 준다.
변경된 R-Matrix값을 통해 Reward 값이 바뀌게 되고, 이
를 Q-learning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새로운 최적의 경로
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에서 재선정된 최적의
경로를 OpenFlow를 통해 OVS의 Flow Table에 적용함으
로써 네트워크 혼잡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알고리즘 1. Q-learning기반 경로설정 알고리즘

그림 1. 강화학습

Input: Edge, Vertex, G=(V, E), PB, CB, Reward
gamma, Iteration, Q-Matrix, R-Matrix, TI
Output: Q-Matrix, route
1: Initialization
2:
CB ⟵ 800Mbit, gamma ⟵ 0.7, Iteration ⟵ 10
3:
Q-Matrix ⟵ 0, Reward ⟵ TI
4:
5: while
6:
R-Matrix ⟵ Reward
7:
for all e ∈ G.edges()
8:
if (PB > CB * 0.8) then
9:
e ⇒ Vsrc, Vdst
10:
if (Vdst == Goal state) then
11:
R[Vsrc][Vdst] value is 30
12:
else
13:
Find V adjacent Vsrc
14:
R[Vsrc][V] value is 20
15:
while(Iteration)
16:
Q(state, action) = R(state, action) + gamma
17:
* Max[Q(next state, all actions)]
18:
Update Q-Matrix
19:
Update route
20: endwhile

3. SDN에서 기존 패킷 포워딩 방법의 문제점 분석
기존 SDN 컨트롤러중 하나인 OpenDaylight를 살펴보
면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라우팅 모듈을 사용하
고 있다. OpenDaylight에서는 Dijkstra SPF(Shortest Path
First) 모듈을 이용하여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최단경
로를 구하고 Southbound API인 OpenFlow 프로토콜을 통
해 OVS(OpenVSwitch)의 Flow Table을 변경시킨다. 그리
고 호스트에서 트래픽 발생 시 Flow Table에 미리 정해
진 경로를 따라 트래픽이 전달된다[4]. 하지만 기존
OpenDaylight의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패킷 포워
딩 방법은 각 링크의 대역폭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라우
팅 경로를 선정한다. 따라서 급작스런 트래픽 발생 시
특정 링크에서 트래픽증가로 인한 대역폭의 오버헤드를
고려하지 못해 네트워크상의 혼잡이 발생하게 되고 패킷
전송률이 떨어지게 된다. 즉, 처음 연결된 경로에 트래픽
이 증가해 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최적의 경로라고
결정된 경로로만 패킷을 포워딩 하여 네트워크 성능저하
를 야기한다[5].
4. Q-learning을 통한 네트워크 혼잡방지 메커니즘
본 장에서는 급작스런 트래픽 발생 시 대역폭의 오버
헤드를 고려하여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컨트롤러에서

5. 성능평가
앞 장에서 언급한 Q-learning기반 네트워크 혼잡방지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토폴
로지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혼잡에 따른 데이터 전송 시
간을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한다. 시뮬레이션은 minine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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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진행
되었으며,
OpenDaylight SDN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황
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그림 2.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존 OpenDaylight 패킷 포워딩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패킷 포워딩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Host1에서
Host5로
데이터를
전송하였고,
OVS1->OVS2->OVS4의 경로로 패킷이 전달됨을 확인하였
다. 데이터 전송 도중 Host3에서 Host6으로 새롭게 데이
터를 전송하여 OVS2와 OVS4 링크에서 오버헤드를 발생
시켰고, 이 때 OVS의 상태 변화와 데이터 전송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3은 OpenDaylight에서 데이터 전송 시
OVS의 상태를 보여주는 컨트롤러 화면이다.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OVS2와 OVS4링크 사이에서 혼잡이 발생
하였을 때 OVS3으로 경로를 재선정하여 패킷 포워딩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데이터 전송
에 따른 전송시간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결
과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며, 대규모의 파일 전송 시 더욱 효율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OpenDaylight에서 데이터 전송 결과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OpenDaylight 컨트롤러에서 대역
폭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패킷 포워딩 방법의 문제점
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learning기반의 네트워크 혼잡방지 메커니즘을 제시하
였다.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역폭
의 임계값을 설정하고 트래픽 오버헤드로 인한 혼잡 발
생 시 컨트롤러에서 이를 탐지한다. 그리고 Q-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재선정하였고,
OpenFlow를 통해 OVS의 Flow Table을 변경함으로써 네
트워크 혼잡문제를 해결하였다. 실험결과 데이터 전송
시 제안하는 메커니즘이 기존 패킷 포워딩 방법에 비해
더 효율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SDN환경에서 제
안하는 메커니즘이 네트워크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대역폭 크기, 고정된 트
래픽 발생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네트워크와 유
사한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혼잡 판단 기
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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