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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oftware-Defined Network에서 Controller는 Data Plane상의 OpenFlow Enabled Switch들을 관리하고 Host
간의 통신을 제어한다. 아울러 Controller 상에 다양한 관리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SDN 환경에서 Controller의 역할은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역할을 하는 Controller에 부하가 가중되고, 그로인해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면
Network 환경에서 치명적인 요소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ata Plane상의 OpenFlow
스위치들이 Application을 통하여 전송 경로를 설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OpenFlow Enabled Switch
상에서 Application이 각 Switch의 State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Action을 수행함과 동시에,
Network 관리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Controller에서 전송 경로 설정 기능을 Data Plane에서 보조함으
로써 Controller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1. 서 론1)
Software Defined Network(SDN)는 다양한 Network
관리 정책을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으로써 Internet of Things(IoT),
Cloud, Data Center Network(DCN)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환경에서는 특
정 기능, 예를 들어 방화벽이나 Deep Packet Inspection(DPI),
Network Monitoring 기능 등을 네트워크에 적용시키려 할 때,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SDN 환경에서는 적용되는 분야에서
목적에 맞는 기능들을 추가 장비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
게 각 측면에서 유연성을 지닌 SDN을 통해 적용하고
자 하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리정책이 연구 개발되
고 있다[2]. 하지만 반대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모든
기능들이 Controller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Large Scale
Network에서 Controller의 부하 가중 문제는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분산 Controller 방식
이 주로 제시 되어왔는데, [3]에서는 여러 개의 Sub
Controller를 배치하여 Large Scale Network환경에서
Flow 요청에 대한 Main Controller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4]에서는 유입되는 Packet에

대하여 Flow Table과 매칭하기 전에 Data Plane 상의 Bloom
Filter와 Flow Cache 모듈을 기반으로 Packet을 분류하는 기
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SDN의 기본 특성인 Packet_In 메시지
전송 단계에서 Unknown 트래픽과 악성 트래픽이 Controller
로 전송되지 않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차단하기 위한 방식으
로 Data Plane을 적극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ontroller
의 부하를 줄이고 원활한 Network환경을 제공하고자 Data
Plane상의 Application을 통하여 전송경로를 설정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이는 Controller의 전송경로 설정 기능을 보조
하는 역할을 하며,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Switch의 상태에
따른 효율적인 Action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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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inforcement Lea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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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은 기계학습의 범주에 속하는 방법 중 하나로,
어떠한 환경 안에서 Agent가 현재의 State를 관측하여 수
행 가능한 행동들 중 Reward를 최대화하거나 Penalty를
최소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순서를 선택하여 학습해 나가
는 방식이다. 즉, Markov Decision Process(MDP) 모델을 기
반으로 Agent는 Environment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
인 학습절차를 거치게 된다[5]. 경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
지는 Reinforcement Learning은 특정 데이터 및 상황들을
예측하고 결정하기 힘든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Action을 수행했을 때 측정되는 Transmission Delay값을 기
반으로 계산된다. Transmission Delay값이 클 경우, Reward
값은 줄어들기 때문에, State에서의 Action을 선택할 때,
Transmission Delay값이 작은, 즉 Reward 값이 큰 Action을
선택하게 된다.
3.2 RL Application

3. 제안 사항

그림 3 Structure of Proposal
그림 2 Network Structure
그림 2는 제안하는 Network 환경의 전체적인 구조도이
다. 기본적으로 SDN Controller는 유입되는 패킷을 전송하
기 위해 정책에 부합하는 전송 경로상의 Switch에게 Flow
Table을 배치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환경에서는 Src-Dst
간의 홉 수 기반의 다중 경로에 해당하는 Flow Table을
배치하여 Data Plane상의 Application이 강화학습 과정을
통해 각 State에 따른 효율적인 전송포트를 찾게된다.

그림 3은 Data Plane상의 OpenVSwitch와 Application의
구조로써, 그림 1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Python으로
구현된 Reinforcement Learning Application은 Agent로써
OpenVSwitch의 Port를 모니터링하여 Environment의 State를
파악한다. 또한 Action의 경우 Flow Entry상의 정보를 토대로
각 Output Port의 Reward 값을 얻음으로써 전송포트를 결정하
게 된다.

Path Decision on OpenFlow Switch
1: Initialize Q(s, a) arbitratily
2: if Packet inflow is detected
3: Choose a from s Randomly

Algorithm

3.1 State & Reward Monitor

(1)
(2)
(3)

4: loop per P acket
5:
Take action a
6:
Observe reward r and Choose a’ from s
7:
Update R(s, a) in Table
8:
a <- a’
9: until Reward table complete
10: Choose a which has high Reward value

수식 (1), (2)와 (3)은 OpenVSwitch의 State를 정의한 것
으로, 각 Port에서 전송 또는 수신되는 패킷의 유무를 확
인하여 RL Application이 State를 요청할 때 정보를 전송
한다. 또한 각 State에서 Action을 통한 패킷 전송 시, 그
에 따른 해당 포트의 Transmission Delay 값을 계산함으로써
Reward 값을 측정하고 이를 RL Application으로 전송한다.

(4)
수식 (4)은 Reward 값을 정의한 수식으로써 State에 따른

기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경우, 에피소드가 끝나는 시
점에서 Learning한 후 그때의 Q Table을 Policy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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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포트의 사용유무를 확인
함과 동시에 해당 포트에 대한 Reward 값을 계산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전송포트를 찾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적
용하였다.
4. 성능 평가

메시지와 Packet_OUT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각 링크의 상태
를 고려한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Packet
Rate가 3500bytes 정도의 패킷이 송수신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 Data Plane상의 Application을
통해 경로설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Packet
Rate는 약 2500bytes 정도로 비교적 낮은 양이 송수신되었
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SDN에서 Data Plane Application을 통한
경로설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Controller에 의존
했던 경로설정을 Data Plane에서 보조함으로써 Flow
Table 요청에 의해 Controller로 집중되는 트래픽과 부하
를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향후 노드의 개수에
따른 부하율을 토대로 추가적인 성능평가를 진행할 계획
이며 Application을 경량화 하여 SDN 기반 무선 네트워크
환경 및 IoT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
획이다.

그림 4 Evaluation Environment
표 1 성능평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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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네트워
크 구성도로, Floodlight Controller와 Mininet을 활용하였
다. 아울러 표 1은 성능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로써, Floodlight
Controller가 설치된 Server 1과 Data Plane이 구성된 Server
2 사이의 Flow Table 요청에 따른 Server 1 eth3번 포트의
Packet 송수신량을 Wireshark 툴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결과
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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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low Table 업데이트에 따른 Packet 송수신량
그림 5는 표1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경로설정 과정에
서 Server1의 eth3포트의 Pacet Rate에 대하여 Multipath를
지원하는 Controller기반 설정방식과 Data Plane기반 설정
방식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Host1과 Host2가 Server로 패
킷을 보낼 때, Multipath를 지원하는 Controller는 Packet_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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