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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의 일종인 자기조직화지도(Self Organizing Map)을 이용하여 컨트롤러의 순서를 정하는 모델을 제안하였

다. 자기조직화지도는 자율 학습에 의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써 컨트롤러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컨트롤러 간 거

리를 계산하여 효율적인 컨트롤러 선택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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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신경망(Neural Network), 동기화(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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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SDN에서 분산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네트워

크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1]. 분산 컨트롤러에

서 동일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동기화(Synchronization)가 

필요하다.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은 신경회로망의 일종으로 

자율 학습에 의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 차원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와 군집화(clustering)를 동시에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SDN 환경에서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하여 컨트롤

러 순서를 정하는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인 컨트롤러 선택을 

기대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1 Self-Organizing Map

신경회로망의 일종인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는 

대뇌피질의 시각피질의 학습 과정을 모델화한 인공신경망으로써 자율 

학습에 의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2]. 자기조직화지

도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하거나 종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력 벡터와 

현재 반복 횟수, 두 개의 값을 유지해야 한다. 자기조직화 지도 알고리즘

은 다음과 같다.

1) 가중치 행렬 각 원소의 값을 임의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으로 초기화

2) 입력 벡터와 경쟁 층에 존재하는 j개의 노드에 대해 입력 벡터와 

노드 간의 거리 를 계산

3) 현재 입력 벡터와 값이 가장 작은 경쟁 층의 노드를 선택

4) 해당 노드의 가중치와 이웃 노드의 가중치를 수정

5) 현재 입력 벡터가 마지막 입력 벡터라면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다면 2번으로 리턴

6) 현재 반복 횟수가 최대 반복 횟수라면 알고리즘 종료

7) 현재 반복 횟수가 최대 반복 횟수가 아니라면 현재 입력 벡터를 

처음 입력 벡터로 설정하고 2번으로 리턴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자율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훈련데이터

로부터 군집을 분류하는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하여 컨트롤러를 선택

한다. 먼저, 가중치 행렬로 컨트롤러를 초기화 한 다음, 컨트롤러 

노드 간 거리를 계산한다. 계산한 값 중에서 거리 값이 가장 작은 

컨트롤러를 선택하여 선택한 컨트롤러와 이웃 컨트롤러를 비교한 

다음 가중치를 수정한다. 가중치가 가장 큰 컨트롤러부터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효율적인 컨트롤러 동기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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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직화지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컨트롤러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Fig. 1. 자기조직화지도 알고리즘 기반을 이용한 컨트롤러 우선순위 선택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의 일종인 자기조직화지도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순차적으로 컨트롤러를 선택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가중치 행렬로 컨트롤러를 초기화 한 다음 컨트롤러 간에 거리를 

계산하여 가중치가 가장 큰 컨트롤러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컨트롤러 선택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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