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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네트워크 제어 기능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SDN 기술을 광범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다중 컨트

롤러가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적합한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 중 하나인 타부 서치 

알고리즘에 관해 설명하였다.

키워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 타부 서치(Tabu Search), 

메타휴리스틱(metaheuristic), 동기화(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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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술은 제어 기능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하나로 묶어 동작하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은 데이터 

전송 기능과 네트워크 제어 기능을 분리하는 네트워킹 방식을 추구한

다[1]. 하지만 중앙 집중적인 단일 컨트롤러를 이용할 경우 메시지 

과부하로 인해 응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스위치들이 기존의 컨트롤

러를 대신하여 새로운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트래픽을 처리하는 분산된 

다중 컨트롤러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2].

Tabu Search는 메타휴리스틱(metaheuristic) 알고리즘으로, 

simulated annealing, genetic algorithm 등과 같이 어떠한 문제의 

형태와 상관없이 주어진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SDN에서의 분산 컨트롤러와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

인 타부 서치(Tabu Search)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였다.

II. SDN 분산 컨트롤러

Fig. 1. SDN 다중 컨트롤러 구조

SDN에서 단일 컨트롤러(Single Controller)는 중앙 집중식 네트

워크로써 과도한 메시지를 처리해야 할 경우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응답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컨트롤러(Multi 

Controller)가 제시되었다. 다중 컨트롤러는 하나의 컨트롤러가 과부

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던 

스위치들이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새로운 컨트롤러와 연결되고 해당 트래픽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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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타부 서치 알고리즘(Tabu Search Algorithm)

1. 알고리즘 정의

Tabu Search[3]는 [그림 2]와 같이 빈번하게 지역 최적점에 

수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최적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이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최적점을 회피한다. 이 때 지역 최적점에 

대한 정보를 Tabu라고 한다.

Fig. 2. 지역최적해 수렴 문제

Tabu Search에 대해 서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용어를 정의한다.

‧ trial solution: feasible solution에 대한 neighbor search를 통해 

생성된 solution이다. Tabu Search는 시간이 인 시점에서 생성된 

trial solution들 중에서 시간   의 feasible solution을 선택한다.

‧ Tabu Queue: Tabu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저장되는 자료구조로써, 

일반적인 Queue와 같이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는 구조를 

갖는다.

2. Tabu Queue

기존의 simulated annealing, genetic algorithm과는 다르게 

Tabu Search에서는 알고리즘 수행 중에 tabu queue라는 별도의 

memory를 유지한다. Tabu Search에서 Tabu queue의 역할은 시간 

에서 선택된 trial solution의 특성을 저장하여 시간  의 trial 

solution들이 에서 선택된 trial solution의 특성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SDN의 분산된 다중컨트롤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

기 위해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 중 하나인 타부 서치 알고리즘에 

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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