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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fined Network (SDN)이라는 기술은 현재 네트워크 구조의 유동성 및 확장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본 논문에서는 SDN 환경의 테스트 베드에서 네트워크 상황을 인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흐름 제어 기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은 컨트롤러를 추상화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스위치의
port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동적 라우팅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은 각 port의 트래픽 상황
과 해당 링크의 대역폭을 고려한 흐름 제어 기법을 제안하여 기존 컨트롤러의 라우팅 알고리즘과 비교 분
석 및 평가한다.

1. 서 론
클라우드, 가상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트
렌드와 신기술이 네트워크 환경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네트워
크 구조는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되
어 있다. 이런 구조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초
기 도입 단가나 운용을 위한 비용이 높아 변화에 대한
대처가 유연하지 못하다[1].1)이에 따라 효율적인 네트워
크 구조 개선을 위한 OpenFlow기반의 Software Defined
Networking(SDN)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다. SDN은 네
트워크 제어 기능이 패킷 포워딩 기능과 분리되어 직접
적으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이며, 이를 통
해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설계 및 운용을 간략화
할 수 있다. 또한 SDN에서 네트워크 장치들은 기존의
복잡한 프로토콜의 구현 및 동작 없이 단순히 제어 장치
로부터의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SDN은 네트
워크의 세부 구성 정보와 독립적으로 요구 사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제어 관리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인프라 정
책, 트래픽 전달 경로 등의 차별화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SDN은 네트
워크 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을 받고 있다[2].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16-(H8501-16-1015))

본 논문에서는 SDN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OpenFlow
프로토콜과 OpenDayLight 컨트롤러를 통해 보다 효율적
으로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연
구한다.
2. 관련 연구
2.1 SDN Architecture and Interfaces

그림 1. SDN Architecture
그림 1[2]은 SDN Architecture와 인터페이스를 보여준
다. “Southbound API” 는 Infrastructure 계층과 컨트롤
러 계층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현재 SDN 구현
에 쓰이는 대표적인 Southbound Interface는 OpenFlow
protocol이다. “Northbound API” 는 컨트롤러와 어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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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이 인터페이
스를 통해 네트워크 상태와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3].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구현
을 위해 컨트롤러 플랫폼으로 OpenDayLight 컨트롤러를
사용하였으며, Northbound-API로는 OpenDayLight Rest
NBI[4]를 이용하였다.

Data rate가 설정한 임계점을 초과하였을 때만 Flow 변
경이 이루어진다. 이때 Flow 변경은 최소의 네트워크 자
원이 사용되는 port를 output port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한다.

2.2 네트워크 인지 어플리케이션 (Network-aware Application)
네트워크 인지 어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전
형적인 예로는 Skype나 MPEG-DASH가 있다. 이는 네
트워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비디오 코덱이나 품질을 변경하여 성능 조정을 한다.
SDN에서도 비디오 스트림에서 QoS향상 방안에 대한 어
플리케이션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개별 TCP
Flow에 대한 동적 라우팅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토타입으로 SDN에서
네트워크 상황을 인지하여 동적 흐름 제어가 가능한 어
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3. 본 론
3.1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제안 사항
기존 OpenDayLight는 기본적으로 Dijkstra Algorithm
을 기반으로 경로를 설정한다. OpenDayLight의 Dijkstra
SPF 모듈은 경로 결정을 할 때, 링크의 대역폭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6] 따라서 처음 경로 설정 시에 대역
폭과 고려하지 않고 최단 경로를 찾는다. 또한 특정 링
크에 트래픽이 급증하여 경로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 가능한 다른 경로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는 네트워크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하고, 링크의 혼잡도 초래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이
슈를 제안한다.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경로를
설정 시, Constrained Shortest Path First(CSPF) 알고
리즘[7]을 통해 최소 대역폭을 고려한 최단 경로로 설정
한다. 두 번째로, 실시간 port monitoring하여 트래픽 상
황에 따른 동적인 흐름 제어를 운용한다.

그림 2. port monitoring 기반 라우팅 알고리즘
4. 평가
4.1 테스트 베드 환경
본 테스트 베드에서는 VMWare을 통해 Mininet 2.2.1로
표 1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표 1. 테스트 베드 환경

3.2 제안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각 링크 대
역폭들을 고려하여 초기 경로를 설정한다. 또한 스위치
의 각 port의 단위시간당 Data rate에 기반하여 트래픽
상황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동적 흐름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흐름 제어에 관한
의사코드이다.
그림 2를 보면 모니터링 할 스위치 ID와 링크 대역폭
의 임계값을 정한다. 그 후 해당 스위치의 port에 흐르는
Data Bytes를 시간으로 나누어 단위시간당 Data rate를
구한다. 이렇게 스위치의 모든 port에 대해 현재 트래픽
상황을 알 수 있게 Data rate를 구한 후, 정렬하여 저장
한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은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아
닌 경우에도 Flow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오버헤드가 발
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임계점을 설정하여 por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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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나리오

그림 3. 네트워크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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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은 토폴로지에서 Host 1에서 Host 2까지의
경로는 총 3가지 (OVS1→2→5/ OVS1→3→5/ OVS1→4
→5) 가 존재한다.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최
소 대역폭을 고려하는 CSPF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초기
경로를 지정한다. 그림3과 같은 토폴로지에서 최소 대역
폭을 200Mbit으로 설정하면 CSPF 알고리즘에 따라 초
기 경로는 (OVS1→3→5)가 된다. 이 상황에서 Host1에
서 Host2로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한다. 이때 링크에 설
정한 임계점을 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은
OVS1의 output port 각각을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만약
대역폭에 설정한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 다른 output
port의 트래픽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로 Flow가
변경되어 파일을 전송한다.
4.3 실험 결과

그림 4. OVS1의 Output Port 정보
시나리오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과 같이
2GB의 파일이 여러 port로 분산되어 전송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OpenDayLight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파일 사이즈 모두에서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패킷이 전송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제안 사항에서 Flow를 변경
하는 기준이 단순하다는 점과 모니터링 할 스위치 ID를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점 등이 실제 네트워크 상황에 적
용하기에 어렵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테
스트 베드 구축과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나아가 단순히 현재 상황에 따른
대처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적의 흐
름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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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
5. 결론
본 연구는 네트워크 자원 중 대역폭과 트래픽 상황을
인지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경로 설정 및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OpenDayLight의 Dijkstra SPF와 다르게 동적 환경
을 통한 CSPF 알고리즘 기반으로 경로 설정을 제안한
다. 또한 스위치의 port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트래픽
상황을 고려하여 Flow를 변경한다. 실험 결과, 기존보다
네트워크의 자원 사용률을 높일 수 있었고, 트래픽 상황
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패킷 포워딩이 가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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