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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다중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분산 SDN 환경에서 과도한 제어 메시지로 인한 과부하된 컨트롤러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이주할 스위치를 K-means 군집화와 Harmony Search(HS)를 기반으로 선정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HS를 이

용하여 이주할 스위치를 선택하는 기법이 제시되었으나, 시간 소모에 비하여 정확도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또한 Harmony 

Memory(HM) 구축을 위해 메모리 소모 또한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K-means 군집화를 이용하여 이주할 스위치를 골라내어 HM의 크기를 줄이고 이주 효율을 향상 시킨다.

키워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SDN(Software Defined Network), 스위치 이주(Switch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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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동적 트래픽 패턴, 다양한 디바이스 활용, 방대한 데이터 

처리로 인한 네트워크 구조 복잡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SD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되어 왔다. SDN 환경에

서 네트워크 상태는 제어 메시지를 컨트롤러와 주고  받으며 이루어진

다. 이 과정에서 컨트롤러가 제어 메시지를 과도하게 처리하면, 이로 

인하여 네트워크 성능이 심하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다른 컨트롤러로 

재연결하여 부하를 분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적절한 

스위치를 가까운 컨트롤러로 연결하지 못 하면 해당 연결로 인하여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적합한 이주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존에 Metaheuristic 기법인 HS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1], HS 기법은 HM을 구축하는데 메모리 소모가 크고, 반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모 또한 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화를 이용하여 

군집에서 제외되는 스위치를 대상으로만 이주를 고려하여 HM 크기를 

줄이고 이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Load Balancing with Harmony Search

HS를 이용한 스위치 이주 기법에서 HS의 목적은 유클리드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스위치와 컨트롤러 사이의 거리를 최적과 가깝게 

줄이는 것에 있다. HS의 목적 함수는 아래와 같다.

  


∈


∈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과부화된 컨트롤러의 스위치

에 대한 무작위 이주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목적 함수의 결과와 

함께 HM을 구성한다. Harmony Memory Considering Rate 

(HMCR)은 이 HM 내에서 최적해를 찾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확률값

을 나타낸다. HMCR을 통하여 HM 내부에서 최적해를 찾게 되면, 

다음으로는 Pitch Adjusting Rate(PAR)에 의하여 검색 벡터의 원소, 

즉 각 이주를 조금씩 변경하여 최적해를 찾는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

여 이주에 따르는 네트워크 상태 저하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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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Fig. 1. 제안하는 이주 기법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HS를 이용한 이주 기법에서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tryCount는 HS의 반복 과정에서 

이전 벡터 검색보다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면 1씩 증가하게 

된다. HS의 반복 도중 만약 tryCount가 tryThreshold를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HM을 무작위로 구성하게 된다. HS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HM이 적절히 구성되지 못 하면 최적해를 찾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tryThreshold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HM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구성함으로써 최적해를 발견할 확률을 증가시킨

다.

Fig. 2. K-means 군집화를 통한 스위치 선택

이에 더하여, 본 논문에서는 K-means 군집화를 통한 검색 공간 

감소 및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적 함수가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K-means 군집화를 통하여 떨어져

있는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스위치는 기존의 컨트롤러와 

멀기 때문에 이주했을 때 정확도가 증가할 확률이 증가하고, 목적 

스위치가 적기 때문에 HM 크기도 줄어들게 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HS를 이용한 스위치 이주 기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고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Threshold 및 K-means 군집화

를 이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시공간적 오버헤드

를 줄이고 이주 정확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기법은 SDN 환경에서 구현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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