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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Hopfield Networ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DN 환경에서 분산된 컨트롤러를 선택

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Hopfield Network 알고리즘은 신경망의 물리적 모델로써 최적화, 연상기억 등에 사용되는데 이를 통

해 효율적인 컨트롤러 동기화를 기대한다.

키워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홉필드 네트워크(Hopfield Network), 신경망(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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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SDN(Software Defined Network)는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로써 데이터 전송 기능과 제어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네트워크의 기능을 사용자의 뜻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1]. 

SDN에서 분산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

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홉필드 네트워크(Hopfield Network)를 이용하

여 컨트롤러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컨트롤러의 효율적인 동기화를 

기대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1 Hopfield Network 알고리즘

상호결합형 신경망 모델로써 연상기억이나 최적화 문제를 병렬적으

로 푸는 데 많이 사용된다[2]. 특히 연상기억에 있어서 일정한 범용 

패턴들을 연결강도로 저장하였다가 미지의 입력패턴이 주어질 때 

가장 유사한 패턴을 찾아낸다. 연산이나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중지가 변경되는 자기조직화지도(SOM)이나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퍼셉트론(perceptron) 알고리즘과 다르게 홉필드 네트

워크는 고정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완전한 정보를 연상시킨다. 홉필드 

네트워크는 아래의 순서를 가진다.

1) 학습 패턴에 양극화 연산을 적용

2) 학습 패턴에 대한 홉필드 네트워크의 가중치 행렬을 계산

3) 계산된 가중치 행렬을 저장

4) 입력 패턴이 들어오면 저장된 가중치 행렬을 이용하여 입력 

패턴에 대한 학습 패턴을 연상

학습 패턴의 번째 입력 값인 에 대해 양극화된 값 는 다음 

식과 같다.

     

위 식을 통해 학습 패턴의 입력 값이 1이면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0이면 값이 –1로 변경된다.

양극화된 학습 패턴이 라고 할 때, 학습 패턴에 대한 가중치 

행렬 계산은 다음 식과 같다.

  
  




 

는 학습 패턴에 대한 홉필드 네트워크의 가중치 행렬을 나타내고 

는 단위행렬을 의미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SDN 환경에서 분산된 컨트롤러를 

신경망 알고리즘인 홉필드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컨트롤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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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다. 먼저 모든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 

한 다음, 홉필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습 패턴을 기억한다. 학습 

패턴을 토대로 가중치 행렬을 계산하여 입력 패턴에 대한 학습 패턴을 

연상한다. [그림 1]은 홉필드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이용한 컨트롤러 

순서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Fig. 1. 홉필드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이용한 컨트롤러 선택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SDN 환경에서 분산된 컨트롤러를 신경망 알고리즘

인 홉필드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컨트롤러 순서를 선택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홉필드 네트워크 알고리즘의 가중치 

행렬을 계산하여 컨트롤러의 순서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컨트롤러 선택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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