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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급속도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의 IP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기존의 네트워크는 댜앙한 

트래픽 패턴에 대해 비 효율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N 기술이 도입되

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에서는 SDN 기술을 채택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패킷 스케줄링 같은 분

야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또한 SDN 환경에서 각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데이터와 관련된 스위치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큐잉이론을 적용한 패킷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패킷 스케줄링, 큐잉 이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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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SDN(Software Defined Network)은 컨트롤 평면(Control Plane)

과 데이터 포워딩 평면(Data Forwarding Plane)을 분할하여 전통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SDN에서 스위치의 

역할은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반면 컨트롤러는 전체 

네트워크를 컨트롤하기 위해 분리되어 설치되어있다. OpenFlow 

[1]는 SDN에서 컨트롤러와 스위치 간의 통신을 위해 개발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며, 유일한 열린 프로토콜(Open Protocol)

이기도 하다. 이러한 SDN 환경에서 각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데이터와 

관련된 스위치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 노드들은 다양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노드가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므로 SDN 스위치를 우선순

위 스케줄링하는 방식의 성능은 중요한다. 본 논문에서는 SDN 환경에

서 스위치를 다중으로 구성하고 packet-in 메시지를 이용하여 큐잉 

모델의 기본모델인 M/G/1 큐잉 모델 기반으로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Software-Defined Networking

최근에 기존의 네트워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SDN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의 경로를 설정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의 관리를 편리하게 

처리하는 기술이다. SDN 기술의 구조는 세 계층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Application 계층, Control 계층, Infrastructure 계층으로 구분된다. 

Application 계층에는 SDN 컨트롤러에서 관련 API를 이용해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Control 계층은 SDN 컨트롤러가 

있으며, SDN 환경에서의 핵심 계층이다. Infrastructure 계층은 네트

워크의 스위치, 노드들이 존재한다.

1.2 큐잉 이론

큐란,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되는 데이터의 저장 형태이며, 

큐잉 이론은 컴퓨터 내에서 프로세스나 객체들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3]. 예를 들어, 큐에 들어 있는 각 항목의 출처나 항목들이 큐에 

자주 도착 여부, 항목들이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기본적인 큐잉 모델은 M/M/1 모델, M/M/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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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1 모델 등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SDN을 사용하면 컨트롤 평면을 데이터 평면에서 분리하고 개방 

인터페이스(Open Interface)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새로운 구성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컨트롤러와 스위치는 

둘 사이의 통신을 위해 OpenFlow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패킷이 

OpenFlow 스위치에 도착하면 스위치는 플로우 테이블을 사용하여 

조회(Lookup)를 수행한다. 테이블 항목이 일치(Match)하면 스위치

는 패킷을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다음 패킷으로 진행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위치는 패킷 정보를 캡슐화(Encapsulate)하는 패킷인

(Packet-In) 메시지를 전송하여 컨트롤러에 명령(Instruction)을 요청

한다. 컨트롤러는 다른 스위치에 설치된 규칙을 결정 후, 플로우에 

속한 모든 패킷은 컨트롤러에게 다시 요청하지 않고 목적지로 포워딩

되며, 들어오는 패킷과 패킷인 메시지는 M/G/1 모델과 M/M/1 모델로 

처리된다.

Fig. 1. 다중 스위치 구조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SDN 환경에서 다중 스위치를 위한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더욱 발전 시켜 실제 SDN 환경에 패킷을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할 예정이며, 라즈베리파이 테스트베드를 구성

하고, OpenDaylight Controller를 이용하여 패킷 스케줄링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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