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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기업, 연구소 등에서 데이터센터를 활발히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부하 분산을 위해 ECMP 데이터 포워딩 기법을 사용하여 트리 토폴로지 형태로 구축된다. 본 논문에서는 트
리 토폴로지와 팻트리 토폴로지를 살펴보고, 또한 MLAG와 ECMP 같은 부하 분산 기술을 알아본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내의 호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파일을 데이터센터 외부로 효율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팻트리 토폴로지와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수치해석을 통해 성능 분석을 
수행하며, ECMP의 성능과 비교한다. 이러한 성능 비교를 통해 평균처리율과 파일전송완료시간에 있어서 제안된 알
고리즘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ABSTRACT

Recently data centers are being constructed actively by many cloud service providers,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s, etc. Generally, they are built on tree topology using ECMP data forwarding scheme for load balancing. In 
this paper, we examine data center network topologies like tree topology and fat-tree topology, and load balancing 
technologies like MLAG and ECMP.  Then, we propose a scheduling algorithm to efficiently transmit particular files 
stored on the hosts in the data center to the destination node outside the data center, where fat-tree topology and 
OpenFlow protocol between infrastructure layer and control layer are used. We run performance analysis by numerical 
method, and compare the analysis results with those of ECMP. Through the performance comparison, we show the 
out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in terms of throughput and file transfer comple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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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로 클

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나 기업 등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조직 

내에서 운영하던 컴퓨팅 관련 시설을 클라우드 호스팅 

업체로 옮기고 있는 추세이다. 데이터센터는 규모의 경

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는 Google, Facebook 등과 

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센터(private center)와 

Amazon EC2, Microsoft Azure, Rackspace와 같은 공개 

센터(public center)로 나눌 수 있다. Dropbox, foursquare, 

Pinterest 등은 Amazon EC2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e-Science 응용을 위한 많은 

과학실험데이터센터들이 있다.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

(Conseil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 

CERN)[1]와 유럽VLBI공동연구소(Joint Institute for 

VLBI ERIC, JIVE)[2], 미국의 페르미연구소(Fermilab) 

[3], 일본의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KEK)[4] 등이 과

학실험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센터

들은 자체에서 생산된 실험 데이터를 원시 형태 또는 

후처리하여 분배하거나,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수집

한 데이터를 후처리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험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에서도 국내 응용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의 시간, 비용 및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

고자 슈퍼컴퓨터와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을 직접 운영 

중인 장점을 살려 연구자를 위해 글로벌 사이언스 실험 

데이터 허브 센터(Global Science Experimental Data 

Hub Center, GSDC)를 운영하고 있다. GSDC는 CERN

의 CMS(Compact Muon Solenoid) 및 ALICE(A Large 

Ion Collider Experiment) 실험 데이터, KEK의 Belle 

실험데이터, Fermilab의 입자물리 실험데이터, LIGO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Observatory)의 중

력파 관측 데이터, 국내 기상기후 데이터 등 많은 원시 

데이터 및 후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 연

구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GSDC로부터 

직접 가져가거나 GSDC의 컴퓨팅 시설을 활용하여 후

처리된 데이터를 가져가기도 한다. 

이렇게 상용 분야나 과학기술분야에서 데이터센터

의 이용이나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응용이나 데이터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내부 스위

치나 라우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용량도 커

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는 성능을 예측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갑자기 트래픽이 

집중되거나, 성능의 변화가 심하거나, 특히 내부 링크

의 단절과 호스트의 다운이 자주 발생하여 네트워크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성능이 열악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트래

픽의 부하를 손쉽게 분산할 수 있는 오픈플로우

(OpenFlow)[8] 스위치를 이용하여, 상용 데이터센터에 

비해 소규모인 과학실험데이터센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부하 분산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과 서비스 시나

리오를 제시하며, 최적화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

존의 데이터센터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ECMP(Equal 

Cost MultiPath)[9]와의 성능 비교를 통해 제안된 알고

리즘의 우수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토폴로지, 부하 분산 및 오픈플로우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위한 시스템 모델을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오픈플로

우 기반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위한 스케줄링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제 5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

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제 6장에서 결론을 맺으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배 경

2.1. 데이터센터 토폴로지

그림 1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트리 구조의 데이터센

터 토폴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구조는 단일 장애점

(single point of failure)을 갖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에지 

계층의 스위치에서 더 높은 계층의 스위치로 상승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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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용량초과(oversubscription) 문제가 발생하고, 이

에 따라 계층이 올라갈수록 스위치 포트의 집적도가 높

고 고성능의 값비싼 하이엔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문

제점이 있다.

Fig. 1 General topology of hierarchical multi-rooted tree

1950년대에 Charles Clos는 전화망에서 많은 단말

들에게 높은 수준의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 저가의 

일반적인 상용 스위치를 어떻게 상호 연결하면 좋을

지를 고민하여 ‘Clos 토폴로지’라고 불리는 하나의 네

트워크 토폴로지를 제안하였다[10]. 이 Clos 토폴로지

의 특별한 경우인 팻트리 토폴로지(fat-tree topology)

는 상호연동 대역폭이 확장가능하고, 일반적인 저렴

한 기성품(off-the-shelf) 이더넷 스위치로 대규모의 데

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

고, 이더넷과 IP 상에서 운영되는 이전 기종의 호스트

들과 호환성이라는 측면에서 트리 구조의 토폴로지보

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기존 상용 제품을 사용하기 때

문에 응용의 변경도 불필요하다. 또한 구조적으로 

NIC(Network Interface Card)의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2 3-layer topology of 4-ary fat-tree

팻트리 토폴로지는 일반적인 상용 이더넷 스위치를 

상호 연결하며, 그림 2와 같은 토폴로지를 갖는다[11]. 

전형적인 -ary  팻트리 토폴로지는 개의 코어스

위치(core switch)와 개의 포드(pod)로 구성된다. 각 포

드는 개의 집적스위치(aggregation switch), 개의 

ToR(Top-of-Rack) 스위치 및 개의 호스트들로 구성된

다. 각 스위치는 계층에 상관없이 개의 포트를 동일하

게 가진다. 각 ToR 스위치는 개의 호스트와 연결된

다. 각각의 집적스위치는 개의 ToR 스위치와 개

의 코어스위치와 연결된다. 각각의 코어스위치는 각 포

드를 연결하는 개의 포트를 갖는다. 코어스위치의 번

째 포트는 포드 와 연결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의 

포트를 갖는 스위치로 구성된 팻트리 토폴로지는 

개의 호스트를 지원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Table. 1 Numbers of systems in k-ary fat-tree topology

System Number

pod 

core switch 

aggregation switch/pod 

ToR switch/pod 

host 

이러한 팻트리 토폴로지는 트리 구조보다 계층 간 상

호연결이 더 많은 단점이 있지만 몇 가지 장점을 갖는

다. 상호연결이 많다 보니 데이터 전송을 위한 대체 경

로를 제공할 수 있다. 대체 경로는 데이터 전송 경로 상

의 링크가 단절되었을 때 유용하다. 그리고 플로우렛 

스위칭(flowlet switching)[12]과 같은 다중 경로를 통한 

플로우 전송도 가능하다. 데이터센터내의 모든 스위치

를 저렴한 일반적인 상용제품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

다. 그리고 모든 스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가 수월하다. Myrinet[13]이나 Infiniband[14]와 같은 전

문화된 하드웨어와 특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는 고

가의 하이엔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구축비용을 절감

할 수도 있다.

2.2. 부하 분산과 오픈플로우

트래픽을 포워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링크를 사

용하는 것은 데이터센터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모든 링크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

제적으로도 유리하다. 10GbE과 40GbE 링크는 고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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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이다. 신장 트리(spanning 

tree)는 다중 경로(multi-path)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기술들 중에 MLAG 

(Multichassis Link Aggregation)[15]와 ECMP가 있다. 

MLAG는 멀티섀시 번들(multi-chassis bundle)에 있

는 모든 링크를 통해서 트래픽을 포워딩할 수 있다. 서

로 다른 스위치에 있는 링크들로 번들을 형성하여 하나

의 링크처럼 동작하게 하는 기술이다. 또한 2개의 스위

치가 다른 2개의 스위치와 MLAG를 사용하여 연결될 

수 있다.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가 

노스바운드와 사우스바운드 사이의 협상을 위해 보통 

사용된다. 그림 3에서 호스트와 MLAG 가상 스위치 사

이 또는 MLAG 가상 스위치 사이에서 LACP가 사용된

다. 같은 MLAG 가상 스위치의 구성원들인 스위치들 

사이의 이스트와 웨스트는 벤더 고유의 프로토콜이 사

용된다. 즉 MLAG 가상 스위치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

은 표준이 아니다. 즉 이스트-웨스트 간은 표준이 아니

고 노스-사우스 간은 LACP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 벤더

와 서로 연동할 수 있다.

Fig. 3 MLAG virtual switch[9]

ECMP는 지난 수년 동안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서 

사용 추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

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하는데 ECMP

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CMP는 2계층과 3계

층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내에서 3계층 

ECM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우팅 프로토콜로

써 OSPF(Open Shortest Path First)를 보통 선택한다. 3

계층 다중경로 프로토콜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매 패

킷마다 라우팅 경로를 바꾸어 트래픽을 분산하는 측면

에서는 플로우 기반의 2계층 프로토콜에 비해 유리하나 

많은 TCP 구현물들과 응용들에서 패킷의 순서 역전

(out-of-order)에 매우 민감하고 그 결과 패킷 순서 재계

산(re-ordering)을 발생시키는 어떤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3계층 ECMP보다 2계층 ECMP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편이다[16].

ECMP는 같은 네트워크 비용(network cost)을 갖는 

다중 경로들 사이로 트래픽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이다. 

현재 데이터센터에서 부하 분산(load balancing)을 위

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ECMP 포워딩은 망의 부

하를 적절히 분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ECMP는 플로우의 해시(hash) 값에 따라 랜덤하게 데

이터 전송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에 해시 값의 충돌로 

인한 부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ECMP는 가

능한 각 전송 경로의 혼잡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네트워크 비용(equal-cost)을 갖는 경로들 중에서 하나

를 임의로 선택하는 지역적인 의사결정(local decision)

을 내린다.

컨트롤러를 통하여 중앙집중식 제어가 가능한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데이터 평면과 제어 평면

을 분리하여 컨트롤러가 중앙집중식으로 스위치를 제

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CMP  스위치의 수가 많은 

상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달리, GSDC와 같은 소규

모 데이터센터는 제어해야할 스위치의 수가 작으므로 

오픈플로우 기반의 중앙집중식 제어를 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성능 저하의 문제가 크지 않다. 또한 많은 상

용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오픈플로우 스위치 규격에 있는 오픈플로우 스위치

의 포트별 카운터 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네트워

크의 글로벌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변화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오픈플

로우의 특성을 이용하면 트래픽의 변화에 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스케줄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오픈플로

우 기반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스케줄링 논문

은 다수 있으나[11, 18-20], 데이터센터 간 부하 분산에 

초점을 두거나[19, 20], 데이터 센터 내부의 부하 분산

에 초점을 두고 있다[11, 18]. 

Ⅲ.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센터 구축비용과 응용의 호환

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용 이더넷 스위치와 라우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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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팻트리 토폴로지를 이용한다. 그리고 오픈플로

우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응용 연구자가 실

험데이터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성능에 초점을 

맞춘 중앙집중식 동적 스케줄링 접근을 시도한다.

3.1. 네트워크 토폴로지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은 -ary 팻트리 구조의 

데이터센터 토폴로지를 사용한다. 여기서 각 스위치는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컨트롤러가 중앙집

중식으로 데이터센터내의 모든 스위치를 제어한다. 컨

트롤러는 스위치의 데이터 포워딩 경로를 추가, 삭제,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받으면 각 

스위치는 자신이 보유한 플로우 테이블을 갱신한다. 

컨트롤러는 스위치의 각종 통계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Fig. 4 OpenFlow based fat-tree topology

오픈플로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는 그림 5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인프라스트럭처 계층

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이며, 컨트롤러

에 해당하는 것이 제어 계층이다. 두 계층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이 오픈플로우이다. 제안된 시스템 모델에서

는  API를 통해 제어 계층과 통신하는 응용 계층에 스케

줄러 응용과 로케이터(locator) 응용을 둔다. 스케줄러 

응용은 표 2에서 보여주는 오픈플로우 스위치의 포트 

통계 자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링크의 잔여 용

량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트래픽이 경미한 경로로 데이터를 포워딩하도록 스위

치에게 지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로케이터 응용은 연구

자가 전송을 요구하는 파일의 위치를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한다.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가진 각 호스트에게 파일

을 전송하라고 지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트래픽을 전송할 적정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

픈플로우 스위치와 연결된 링크의 잔여대역폭을 계산

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념적으로 그 과정을 기술한다. 

그림 6은 잔여대역폭을 계산하기 위한 링크의 예시이

다. 스위치 A의 포트 의 tx_bytes(표 2 참고)를 기준으

로 계산한다. 물론, 스위치 B의 포트 의 rx_bytes를 기

준으로 계산하여도 된다. 링크  의 용량은 
, 포

트 통계를 호출하는 주기를  , 오픈플로우 스위치 A의 

포트 에서     일 때 tx_bytes=
 ,   일 때 

tx_bytes=
, 링크  에서   일 때 점유대역폭

을 
, 잔여대역폭을 

이라고 하면, 링크  에

서   일 때, 점유대역폭과 잔여대역폭은 각각 식 (1)

과 (2)와 같다.

 
    













                (1)





                         (2)

Fig. 5 OpenFlow based scheduler application and locat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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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Parameter 
size (bits)

rx_packets
Number of received 
packets

64

tx_packets
Number of transmitted 
packets

64

rx_bytes Number of received bytes 64

tx_bytes
Number of transmitted 
bytes

64

rx_dropped
Number of packets 
dropped by Rx

64

tx_dropped
Number of packets 
dropped by Tx

64

rx_errors Number of receive errors 64

tx_errors Number of transmit errors 64

rx_frame_err
Number of frame 
alignment errors

64

rx_over_err
Number of packets with 
RX overrun

64

rx_crc_err Number of CRC errors 64

collisions Number of collisions 64

Table. 2 Port statistics[8]

Fig. 6 Illustration of calculation of residual bandwidth

3.2. 서비스 시나리오

KISTI의 GSDC는 고에너지물리, 천문학, 대기,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과학실험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는 수 기가바이트(gigabyte)

에서 수 테라바이트(terabyte)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인 

상용 데이터센터와 비교할 때 보유한 파일의 크기는 크

지만, 클러스터 형태로 연결된 호스트의 수는 작은 편

이다. 대규모의 원시 과학실험데이터를 요구하는 연구

자와 데이터의 특성상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로케이터 서버를 두어 

저장한 데이터가 어느 호스트에 있는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색인화 하여 요구 파일을 가진 서버를 

찾아 그 경로를 계산하여 설정하고 데이터를 응용연구

자에게 전송하는 시간지연의 상황은 감내할 만한 수준

이다.

Fig. 7 Service scenario of data transfer

그림 7은 과학실험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 시나리

오를 보여준다. 여기서 데이터 파일은 여러 서버에 분

산되어 저장되어 있고 응용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전송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한 여러 서버가 동시에 응용연구자

에게 전송하는 것을 가정한다(예, GSDC의 CMS 및 

ALICE 데이터). 이것은 하나의 플로우를 서브플로우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다중경로 TCP[21, 22]와 개념적으

로 유사하다. 한편,  로케이터 서버는 자신과 관련 있는 

도메인의 데이터가 데이터센터 내 어느 서버에 있는지

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스케줄러에게 넘겨주고 또한 컨

트롤러는 자신이 관장하는 오픈플로우 스위치들에게 

포트 통계 정보를 요구하여 받은 후 그것을 스케줄러에

게 API를 통해 넘겨준 상태이다. 

데이터센터에서 응용연구자가 요구한 파일을 전송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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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용연구자는 자신이 필요한 특정 데이터를 로케이

터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한다.

② 로케이터는 데이터가 어느 서버들에 분산되어 있는

지 정보를 찾아내 스케줄러에게 넘긴다.

③ 스케줄러는 로케이터가 보내준 정보와 사전에 주기

적으로 계산해놓은 가용대역폭을 기준으로 경로를 

계산하여, 경로상의 스위치들이 갱신해야할 정보를 

컨트롤러에게 넘겨준다.

④ 컨트롤러는 스케줄러에게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경

로상의 스위치들에게 플로우 테이블을 갱신하라고 

지시한다.

⑤ 스위치들은 컨트롤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플로우 테이블을 갱신한다.

⑥ 경로가 설정된 후, 로케이터는 각 서버에게 어떤 파

일을 누구에게 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⑦ 각 데이터 서버는 로케이터의 지시대로 해당 데이터

를 응용연구자에게 보낸다.

Ⅳ.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제안

무지향성의 링크(Undirected Arc)를 갖는 데이터센

터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그래프를 노드들의 집합 

과 링크들의 집합 로 구성하고 스위치 간 양방향 

링크를 고려하여 지향성 그래프(Directed Graph) 

 로 나타낸다. 풀고자 하는 문제는 다수 개

의 데이터센터 내 근원지(source) 호스트로부터 데이

터센터 외부의 한 목적지(destination) 호스트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각 근원지 호스트의 플로우별로 

어떻게 트래픽 경로를 설정해야 전송률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다중 근원지에서 출발하여 단일 목적지로 가고 근원

지 호스트별로 단 하나의 플로우만 있는 상황을 가정한

다(그림 8 참고). 이때 각 근원지 호스트에는 여러 개의 

플로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정 데이터를 보

낼 때 근원지 호스트당 한 개의 플로우가 있다고 가정

한다. 물론 같은 근원지 호스트 내의 다른 세션에서 플

로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 트래픽은 배경 트

래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그래프에서, 은 개의 노드들

로 구성된 집합이며, 는 개의 지향성 링크(Directed 

Arc)들로 구성된 집합이다. 송신 노드 ∈이고, 수신 

노드 ∈일 때, 인접 노드간의  링크 ∈이다. 

번째 근원지 호스트를 , 목적지 호스트는 하나이므로 

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자가 요청한 데

이터 파일을 가진 근원지 호스트의 총 수는 개이며, 

이 호스트들의 집합을 …라고 정의한다. 

의 플로우를  , 각 근원지 호스트들의 플로우의 집합

을  …, 가 보내는 플로우의 데이터 전

송률  , 전송률의 집합을  ⋯K라고 각각 

정의한다. 


는 링크 에서 각 플로우 의 존재 여부를 

나타낸다. 즉  링크 에서 
의 값이 ̀ 1'이면 가 

존재하고 ̀ 0'이면 플로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하

여 링크 에서 각 플로우별 존재 유무를 파악하면 

각 플로우별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는 링크 

에서 배경 트래픽을 제외한 최대 가용전송률이다.

여러 근원지로부터 하나의 목적지로 데이터를 동시

에 전송하는 것은 multi-commodity flow problem[23]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전송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문제를 다음과 같

이 정수 선형계획법(integer linear programming)을 이용

한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식 (3)과 같이 각 근원지 

호스트의 전송률을 최대화하는 것은 외부의 목적지 

호스트가 데이터센터에서 최대의 전송률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과 동일하다. 

Maximize 
 



                             (3)

subject to

Fig. 8 With one flow per source host, multiple source 
hosts send flows to single destination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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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정수 선형계획법은 식 (3)과 같이 데이터센

터내에서 플로우들의 최대전송률을 얻기 위한 목적

함수와 식 (4) - (13)과 같이 목적함수에 대한  조건식

으로 구성된다. 식 (4) - (6)은 각각 근원지 노드, 목적

지 노드, 이외의 나머지 노드에서 플로우 보존(flow 

conservation)을 나타낸다. 식 (4)와 식 (5)는 근원지 노

드에서 출발한 하나의 플로우가 중간 노드에서 손실 없

이 목적지 노드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식 (6)은 중

간 노드에서 수신한 플로우가 손실 없이 그대로 송신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7) - (10)은 각 플로우가 나뉘어져 여러 경로로 전

송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여 전송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식 (7)은 근원지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의 경로가 1개라는 것을 나타내고, 식 (8)은 목적지 직

전의 노드들에서 목적지 노드로의 경로가 1개라는 것을 

나타낸다. 식 (9)와 (10)은 중간 노드의 직전 노드와 다

음 노드로의 경로가 각각 1개임을 나타낸다.

식 (13)은 특정 링크 를 지나는 모든 플로우의 합

은 해당 링크 의 가용량인 를 초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주어진 정수 선형계획법은 에 따라 플로우들의 최

대 전송률을 위한 경로를 탐색한다. 게다가, 경로 탐색 

이후 각 링크 의 자원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플로우들의 최대 전송을 위한 경로 탐색을 수행

한 후 모든 링크 의 자원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가

용대역폭이 높은 순서대로 스케줄링을 하면 전송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Ⅴ.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제 4장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제안된 스케

줄링 알고리즘의 수학적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이번 절

에서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적화 분석 툴을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한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그림 4와 같은  4-ary 팻트리 토

폴로지를 사용하였다. 표 1의  에 해당하는 시스템

의 개수로 전체 시스템은 구성된다. 데이터센터 네트워

크의 각 스위치는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표 

2와 같은 오픈플로우 스위치의 포트 통계 자료 기반으

로 플로우 전송 경로 상의 각 링크에 대한 점유대역폭

을 식 (1)과 같이 계산하여 스케줄러는 가용 대역폭 

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각 호스트는 임의의 배경 트래픽을 가지고 있으며, 

응용연구자가 요구한 특정 데이터를 가진 호스트 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가변적이다. 특정 데이터를 전송

하도록 로케이터로부터 지시받은 호스트는 동시에 데

이터 플로우를 보낸다. 여기서 각 호스트는 요구받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단 하나의 플로우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4개의 호스트가 특정 데이터를 분할

해서 가지고 있다면 4개의 호스트가 동시에 데이터 플

로우를 보내게 되고,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흘러가는 

총 플로우의 수는 4개가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워딩 방식인 

ECMP를 사용하였다. ECMP는 패킷별로 포워딩을 하

지 않고 플로우별로 포워딩을 하고, 특정 데이터를 전

송하는 각 호스트는 하나의 플로우만을 이용해서 특정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한다. ECMP는 데이터센터 

토폴로지에 따라 전송할 수 있는 경로의 수가 팻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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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따라 가변적이다. 4-ary 팻트리 구조에서는 동일 

비용을 갖는 다중 경로는 호스트별로 4개씩 존재한다. 

토폴로지 상에서 각 링크의 용량은 10Mbps이며, 각 데

이터 호스트는 랜덤 백그라운드 플로우가 존재한다. 이

때 목적지 노드로 파일을 전송할 때, 패킷 사이즈는 

1,000 바이트, TCP의 윈도우 크기는 8,000 바이트이다. 

전송하고자하는 파일의 크기는 100MB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사용자가 요구한 데이터를 가

지고 있는 호스트의 수를 1부터 8까지 늘려가면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때 요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호스트는 백그라운드 트래픽만 흘린다. ECMP의 

경우는 ns-2를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은 최적

화 분석 툴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9는 목적지 노드에서 수신한 데이터의 평균

처리율(throughput)을 나타낸다. 제안된 스케줄링 알

고리즘의 처리율이 ECMP 처리율의 평균보다 2배 가

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ECMP(worst case)는 

하나의 경로로 트래픽이 집중할 때의 처리율을 나타

낸다.

Fig. 9 Average throughputs of proposed algorithm and 
ECMP

그림 10은 100MB 파일을 전송할 때 걸리는 총 시간

을 나타낸다. 전송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전송

해야할 데이터양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파일 전송 시

간은 ECMP보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상대적으로 기

울기가 낮고, 전송시간이 작음을 알 수 있다.

Fig. 10 File transfer completion time of proposed 
algorithm and ECMP

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 ECMP보다 데이터 전송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링크 용량을 효

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나 기

업 등에서 활발히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토폴로

지와 내부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았다. 일반적

인 트리 구조의 문제점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팻트리 

토폴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의 데이터센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하 분산 기법인 ECMP의 문제점

과 오픈플로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 관

한 연구 동향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팻트리 구조를 

갖는 오픈플로우 기반의 토폴로지를 사용한 시스템 모

델을 설정하고 데이터센터, 특히 과학실험데이터센터

의 데이터 전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시나

리오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

리즘은 정수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으

며, 플로우들의 최대 전송을 위한 경로 탐색을 수행한 

후 모든 링크의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플로우 사이의 

간섭을 고려하여, 최적 스케줄링을 수행함으로써 전송

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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