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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 증가, 빅 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 등의 추세에 따라 기업, 정부 기관, 대학 등이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률에 관계없이 일정하여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많이 요구된다. 둘째, 정적인 경로 선정 방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네트워크 자원이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동시에 일부 특정 링크 자원에는 트래픽이
몰려 혼잡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통신
시장의 이슈로 급부상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
기술을 활용한 동적인 새로운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평균적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의
41%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최대 링크 사용률은 정적인 경로 선정 방식에 비해
60%까지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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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 증가, 빅 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
등의 추세에 따라 기업, 정부 기관, 대학 등이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수천
대에서 많게는 수만 대 이상의 서버를 수용하도록 그 규모가 거대해 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내부에 흐르는 트래픽 패턴도 데이터 센터 외부와의 통신이 주를 이루는 것에서 데이터
센터 내부 호스트들 간의 통신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축되어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따르고 있는 계층적 트리 구조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에는 비용 및 자원 사용 효율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Fat-Tree [1], VL2 [2], PortLand [3],
DCell [4], BCube [5], Jellyfish [6]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링크 및 스위치들의 사용률은 시간대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량은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률에
관계없이 일정하여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이 실제로 필요한 것 보다 많이 요구된다 [7]. 둘째,
정적인 경로 선정 방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네트워크 자원이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동시에 일부
특정 링크 자원에는 트래픽이 몰려 혼잡이 발생하는 것이다 [8].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통신 시장의 이슈로 급부상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 [9] 기술을 활용한 동적인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을 제안한다. SDN 은 유연하고 신속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네트워킹 패러다임으로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의 분리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기존 네트워킹 기술로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유연한 네트워크 설정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SDN 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은 채 하나의
논리적 관리 지점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SDN 은 또한 네트워크 장비도
단순화 시켜 고성능의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도 제공한다.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네트워크 혼잡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용량을 향상시키는 경로 최적화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10]. 이러한 트래픽 엔지니어링의
목표는 트래픽 로드 밸런싱, 전력 절감, 장애 복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적용하기 위한 기법으로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MPLS) 혹은 Internet Protocol
(IP) 기반의 방식들이 널리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SDN 을 활용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위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도 SDN 기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트래픽 엔지니어링에 SDN 기술을
활용했을 때의 추가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트래픽 엔지니어링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트래픽 관련 정보를 중앙화된(centralized)
SDN 컨트롤러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임의의 형태를 갖는 플로우들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 5tuple 플로우, 두 호스트 간의 플로우, 두 스위치 간의 플로우 등)
트래픽 엔지니어링 결과를 SDN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API 들을 활용하여 간단히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DN 기반의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절감하고 네트워크 혼잡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는 예상되는
트래픽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부분 토폴로지를 구성한 후
구성된 부분 토폴로지에 여분의 스위치와 링크를 추가하여 여유 링크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부분 토폴로지에 포함되지 않은 링크와 스위치들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구성된 전력 절감 최적 토폴로지
내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동적인 트래픽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최대 링크
사용률(Maximum Link Utilization, MLU)을 최소화하도록 트래픽을 분배하여 각 링크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 혼잡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추가적인 네트워크 자원
할당 없이도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원 이용 효율이 향상된다.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Mininet [11]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툴을 이용해 Open vSwitch
[12]로 구성된 가상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구축된 가상의 스위치들은 Floodlight
[13] SDN 컨트롤러를 통해 관리하도록 구성했다. 제안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트래픽

엔지니어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Floodlight 의 API 를 통해 스위치들의 플로우 테이블을
수정하도록 구성했다.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제안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의 41%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최대 링크
사용률은 정적인 경로 선정 방식에 비해 60%까지 낮출 수 있었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계층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조는 제한된 링크 용량과 높은 구축 및 운영 비용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새로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Fat-Tree [1], VL2 [2], PortLand [3] 등은 Clos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기반하고 있으며
두 호스트 간에 다수의 최소 비용 대안 경로를 제공하고, 공용 스위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DCell [4]과 BCube [5]는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서버들도 담당하게 하여 스위치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에 강인한 장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버 중심적 방법들은 서버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설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여 비현실적이다. 마지막으로
Jellyfish [6]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랜덤 그래프를 따르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매우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반면, 네트워크 관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렴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축 비용, 다수의 최소 비용 대안 경로 제공, SDN 을 활용한 쉬운 구현,
높은 확장성 등의 장점을 제공하는 Fat-Tree [1]를 활용하여 제안하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을
구현하고 검증하였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위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들로는 ElasticTree [7], Hedera [14],
MicroTE [15], PEFT [16] 등이 제안되었다. ElasticTree [7]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트래픽 량에 따라 적응적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변화시키는 기법이다. 즉, 주어진 트래픽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만을
활용하여 트래픽을 수용하고, 구성된 부분 토폴로지에 포함되지 않은 링크와 스위치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절감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은 ElasticTree 를 기반으로 하여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과 ElasticTree 와의 차이점은 제안하는 방법은 최소 부분 토폴로지를 구성한 후
여분의 스위치와 링크를 추가하여 여유 용량을 제공하고, 그 후 구성된 부분 토폴로지만을
활용하여 트래픽을 다시 분배하여 최대 링크 사용률을 낮추는 데 있다. Hedera [14]는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하는 지속시간이 짧고 트래픽량이 적은 mice 플로우들은 기본적인 Equal Cost Multi Path
(ECMP) [17]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 지속시간이 길고 트래픽량이 많은 elephant 플로우들에
대해서만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적용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mice 플로우들에 대해서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MicroTE [15]는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수 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정확도가 높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매우
짧은 주기로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PEFT [16] 개별 스위치가 분산적으로 hop-by-hop 방식을 통해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 따라서, PEFT 에 의해 얻어진 트래픽 엔지니어링 결과는 지역적 해법이며,
스위치 소프트웨어의 변경과 개별 스위치의 높은 계산 성능을 필요로 한다.

3.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트래픽 엔지니어링
그림 1 은 제안하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시스템 아키텍처와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인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도시하고 있다. 제안하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SDN 컨트롤러,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a
참조).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이 적용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복수의 서버 및 복수의
스위치들로 구성된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위치들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트래픽
및 장애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의 SDN 컨트롤러에게 전달한다. 이때, 수집되는 트래픽 및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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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트래픽 엔지니어링 시스템

정보는 각 링크의 사용량, 송출지(source)와 수신지(destination) 간의 플로우 정보, 각 스위치의
플로우 테이블, 장애가 발생한 링크 및 스위치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위치들은 SDN 컨트롤러의 명령에 따라 스위치 혹은 링크를 켜고 끄며,
스위치의 플로우 테이블을 수정하여 트래픽 엔지니어링 결과에 따라 플로우가 흐르는 경로를
동적으로 변경하게 된다.
SDN 컨트롤러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스위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에 활용되는 SDN 컨트롤러는 특정 기술
혹은 표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범용적인 개념이지만, 현재 사실상의 표준(de facto)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penFlow 프로토콜 [18]을 이용하고 있다. SDN 컨트롤러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위치들로부터 수집된 트래픽 및 장애 정보를 종합하고 가공하여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에게 제공한다. 이때, 수집되는 트래픽 및 장애 정보는 각 링크의 사용량,
송출지와 수신지 간의 플로우 정보, 각 스위치의 플로우 테이블, 장애가 발생한 링크 혹은
스위치의 정보 등이다. SDN 컨트롤러는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향후의 트래픽 변화를 트래픽
매트릭스 형태로 예측하여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에게 전달한다. 트래픽 매트릭스는 각
플로우에 대한 송출지 주소, 수신지 주소, 트래픽 요구량의 세 쌍으로 구성되는 집합 행렬이다.
예를 들어, 트래픽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플로우는 (10.1.2.2, 10.3.2.1, 10 Mbps)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SDN 컨트롤러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트래픽 엔지니어링 알고리즘
수행 결과에 따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스위치들 및 관련
링크들을 켜고 끄며, 네트워크 혼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스위치들의 플로우 테이블을 수정하게
된다.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위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트래픽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부분 토폴로지를 산출하여 찾아내고, 찾아진
부분 토폴로지 내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트래픽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최대 링크
사용률을 최소화하도록 플로우들의 경로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1b 참조).

3.1. 최적 토폴로지 구성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최적 토폴로지 구성 단계는 SDN 컨트롤러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링크 용량 정보와 트래픽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주어진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모든 플로우를 만족시키는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를 산출하고, 산출된 최소
부분 토폴로지에 여유 용량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분의 스위치와 링크를 추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는 다수의 최소 비용 경로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
일부만을 사용하여 트래픽 매트릭스에 명세된 트래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은 스위치 및 링크의 전원을 끔으로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적 부분 토폴로지 구성이 가능한 것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사용률이 낮
시간에는 높고 밤 시간에는 낮은 주행성(diurnal pattern)을 보이기 때문이다[7][8]. 이와 같이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하는 트래픽의 총량이 시간 대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적 토폴로지 구성 단계는 수시간 주기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이러한 부분 토폴로지 산출
주기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운영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2 는 주어진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플로우들의 트래픽 요구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각각의 플로우에 대해서, 해당 플로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용 경로들 중
충분한 여유 용량을 가진 가장 왼쪽 경로에 플로우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
부분 토폴로지 산출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트래픽 매트릭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 링크
용량을 받는다. 이 알고리즘은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플로우들을 가장 왼쪽의 가용 경로에
할당하는 제 1 단계(줄 1~13)와, 1 단계의 플로우 할당 결과를 이용해 어떤 스위치와 링크를 켤
것인지 결정하는 제 2 단계(줄 14~18)로 구성된다.
우선, 제 1 단계에서는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 플로우에 대해서(줄 1) 각각
송출지(fsrc)와 목적지(fdst)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경로를 찾아 listp 에 저장한다(줄 2). 다음으로, listp 에
저장된 모든 경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정렬한다(줄 3). 이것은 가장 왼쪽의 가용한
경로에 플로우를 우선적으로 할당하여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모든 플로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부분 토폴로지를 찾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정렬된 listp 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들 중에서, 현재 플로우의 트래픽 요구량(fdmd)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링크
용량(capavail)을 가지고 있는 가장 왼쪽 경로에 해당 플로우를 할당한다(줄 5~6). 그 후, 플로우가
할당된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들의 여유 용량을 해당 플로우의 트래픽 요구량만큼 감소시켜 다음
플로우 할당시에 고려되도록 한다(줄 7~9).
다음으로, 제 2 단계에서는 제 1 단계의 플로우 할당 결과를 활용하여 어떤 스위치와 링크를
켤 것인지 결정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링크(l)에 대해서(줄 14),
만약 해당 링크의 여유 용량(capavail[l])이 최대 링크 용량(capmax[l]) 보다 작으면, 해당 링크는
1 단계의 플로우 할당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링크 및 해당 링크와 연결된
스위치를 켜도록 설정한다(줄 15~16).
그림 2 에 나타낸 최소 부분 토폴로지 알고리즘의 결과는 전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주어진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모든 플로우들의 트래픽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 토폴로지를 나타내는 링크 및 스위치의 상태가 된다. 따라서 구성된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만을 활용하여 트래픽을 수용할 경우 링크들의(특히 왼쪽) 사용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높은 링크 혼잡 발생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링크 혼잡 발생 가능성은
산출된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에 여분의 스위치 및 링크를 추가하여 여유 용량을 제공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여분의 스위치와 링크를 추가하는 것은 링크 혼잡 발생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은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분의 스위치와 링크를 추가할 것인지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운영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2. 최소 부분 토폴로지 산출 알고리즘

그림 3. 트래픽 균등 분배 알고리즘

최소 부분 토폴로지에 여분의 스위치와 링크를 추가하여 구성된 최적의 부분 토폴로지 구성
정보는 SDN 컨트롤러에 전달되어 실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위치 및 링크들에
적용된다. 즉, 최적 부분 토폴로지에 포함된 링크 및 스위치들만 켜고, 포함되지 않은 링크 및

스위치들에 공급되는 전원은 차단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트래픽
요구량에 따라 적응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구성된 부분 토폴로지 정보는 트래픽 균등 분배
단계에도 전달되어 플로우의 동적 경로 설정을 위한 기본 토폴로지로 활용된다.

3.2. 트래픽 균등 분배
트래픽 균등 분배 단계는 최적 토폴로지 구성 단계에 의해 산출된 부분 토폴로지 내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트래픽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최대 링크 사용률을 최소화하도록
동적으로 플로우들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의 가능성을 낮추며, 동일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자원을 가지고도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 자원 사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선 단계인 최적 토폴로지 구성은
거시적 관점에서 총 트래픽 요구 사항의 주행성에 따라 수 시간 주기로 수행되지만, 트래픽 균등
분배는 미시적 관점에서 짧은 시간 단위의 트래픽 요구 사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 분
주기로 수행된다.
그림 3 은 주어진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플로우들의 트래픽 요구량을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최대 링크 사용률은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각각의 플로우에 대해서, 해당 플로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용 경로들 중
가장 링크 사용률이 낮은 경로에 플로우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트래픽 균등
분배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트래픽 매트릭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 링크 용량을 받는다.
여기에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전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전력 절감을 위해 최적 토폴로지 구성 단계를 통해 산출된 부분
토폴로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우선, 입력으로 들어온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모든 플로우들을 트래픽 요구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줄 1). 이렇게 트래픽 매트릭스를 정렬하는 이유는 트래픽 요구량이 높은
플로우부터 우선적으로 경로를 할당해 주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정렬된 트래픽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 플로우에 대해서(줄 2) 각각 송출지(fsrc)와 수신지(fdst)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경로를 찾아 listp 에 저장한다(줄 3). 그 후, listp 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들의 최대 링크
사용률(Maximum Link Utilization, MLU)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listMLU)를 초기화하고(줄 4) 각
경로의 최대 링크 사용률을 산출하여 저장한다(줄 5~7). 다음으로, listp 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들
중에서 최대 링크 사용률이 가장 작은 경로를 선택(psel)한다(줄 8). 그 후, 해당 플로우를 선택된
경로(psel)에 할당하고(줄 9), 플로우가 할당된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들의 여유 용량(capavail)을 해당
플로우의 트래픽 요구량만큼 차감하여 다음 플로우 할당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줄 10~11).

(a) 최적 토폴로지 구성 적용

(b) 트래픽 균등 분배 적용

그림 4. 프로토타입 Floodlight Web UI 스크린샷

4. 프로토타입 구현 및 시뮬레이션 성능 평가
제안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위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Mininet [11]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툴과 Floodlight [13] SDN 컨트롤러를 이용해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Mininet 은 하나의 PC 에 가상의 네트워크 스위치 및 호스트들을 생성하여 임의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에뮬레이션 툴로, Mininet 을 통해 생성된 스위치들은
OpenFlow [18] 프로토콜 표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스위치인 Open vSwitch [12]를 이용해
가상화되며, 호스트들은 프로세스 형태로 가상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들 중에서 저렴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축 비용, 다수의 최소 비용 대안 경로 제공,
SDN 을 활용한 쉬운 구현, 높은 확장성 등의 장점을 제공하는 Fat-Tree [1]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Mininet 을 활용하여 구축하였고 검증하는데 활용하였다. Mininet [11]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토콜 표준과 완벽히 호환되는 실제 실행 가능한 소스 코드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Floodlight [13]는 Java 기반의 SDN 컨트롤러로 OpenFlow 1.0 을 지원하며, 손쉽고 모듈화된
개발 환경 제공을 통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DN 컨트롤러 중 하나이다. Floodlight 는
또한 Web UI 제공을 통해 시각화된 네트워크 관리 환경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Floodlight 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Web UI 의 수정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Python 으로 구현되었으며, Floodlight 가
제공하는 API 들을 활용하여 Open vSwitch 들의 플로우 테이블을 수정하도록 구성했다.
그림 4 는 56 개의 호스트를 수용하는 Fat-Tree 토폴로지에 제안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Floodlight 가 제공하는 Web UI 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업링크 트래픽을 표시하며 빨간색 선은 다운링크 트래픽을 표시하고 각 선의 진한 정도는
링크 사용률을 나타낸다. 즉, 선의 색이 진할수록 링크의 사용률이 높은 것이다. 우선 그림 4a 는
최적 토폴로지 구성 단계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적
토폴로지 구성을 적용하면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하는 트래픽을 전체 토폴로지를 활용하지 않고
일부 토폴로지만을 활용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때, 활용되지 않은 스위치와 링크들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하는 트래픽량에
따라 적응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림 4b 는 구성된 최적 토폴로지에 트래픽 균등 분배를 적용한
것이다. 그림 4a 의 경우 특정 링크들의 색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어 링크들의 사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트래픽 균등 분배가 적용된 그림 4b 는 트래픽을 수용하는 데 있어 구성된 최적
토폴로지 전체를 균등하게 활용함으로써 링크의 색이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트래픽
균등 분배를 적용하면 링크의 사용률을 낮출 수 있고, 이것은 혼잡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트래픽 매트릭스 데이터 세트
구

분

세트 1

세트 2

세트 3

세트 4

호스트 수

16~11,664

16~11,664

8,192

8,192

호스트당 생성 플로우 수

2

4

1~5

2

랙 내부 트래픽 비율 [%]

50

50

50

10~90

트래픽 요구량

최대 링크 용량의 10~20% 임의 선정

제안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방법의 성능을 대규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실험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험에 사용된 트래픽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소스 코드는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해 사용된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트래픽 매트릭스 데이터 세트들은 표 1 에
나타내었다. 사용된 데이터 세트들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경우의 트래픽 패턴을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세트 1 과 2 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규모를

50

50

40

40

전력 절감 비율 [%]

전력 절감 비율 [%]

16 개의 호스트를 수용하는 아주 작은 것에서 11,664 개의 호스트를 수용하는 큰 것으로 증가시켜
가면서 생성하였다. 세트 1 과 세트 2 의 차이점은 각 호스트가 생성하는 플로우의 수를 세트 1 은
2 로 설정하고 세트 2 는 4 로 설정한 것이다. 세트 3 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규모는 8,192 의
호스트를 수용하는 것으로 고정하고, 각 호스트가 생성하는 플로우의 수를 1 에서 5 로 증가시켜
가면서 생성하였다. 세트 1, 2, 3 은 공통적으로 랙 내부 트래픽 비율을 50%로 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트 4 는 나머지 인자들은 고정하고 랙 내부 트래픽 비율을 10 에서 90%로 증가시켜
가면서 생성하였다. 모든 데이터 세트들이 포함하고 있는 플로우들은 공통적으로 최대 링크
용량의 10~20% 사이에서 임의로 선정된 트래픽 요구량을 갖도록 생성되었다.
그림 5 는 최적 토폴로지 구성 단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력 절감 비율을 나타낸다. 전력
절감 비율은 링크의 전력 비용은 1 이고 스위치의 전력 비용은 150 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했다 [7].
그림 5 에서 “최소”가 나타내는 것은 그림 2 를 통해 기술한 최소 부분 토폴로지 산출
알고리즘만을 적용하여 얻어진 부분 토폴로지를 그대로 활용했을 때의 전력 절감 비율이고, “A(i,
j)”가 나타내는 것은 산출된 최소 부분 토폴로지에 여유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팟(pod)당 i 개의
집선(aggregate) 스위치와 j 개의 코어(core) 스위치를 추가했을 때의 전력 절감 비율이다. 여기에서
k 값은 Fat-Tree 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인자로, Fat-Tree 는 k 개의 포트를 갖는 동일한
스위치들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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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적 토폴로지 구성 전력 절감 비율

그림 5a 와 b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절감할 수
있는 전력의 비율이 높아지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트래픽 량에 따라서 전력 절감 비율이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 때, 호스트당 생성 플로우 수가 2 인 세트 1 보다 호스트당 생성
플로우 수가 4 인 세트 2 의 전력 절감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림 5c 를
통해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c 는 8,192 개의 호스트를 수용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호스트당 생성 플로우의 수를 1 에서 5 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실험한 것으로,
호스트당 생성 플로우의 수가 증가할수록 절감할 수 있는 전력 비율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트래픽 량에 따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적응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5d 는 랙 내부 트래픽 비율을 10 에서
90%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실험한 것으로, 랙 내부 트래픽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력 절감 비율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랙
내부 트래픽 비율을 높이도록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배치해야 한다.
네 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을 계산했을 때, 최소 부분 토폴로지를
활용하는 경우 전체 토폴로지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41% 정도 전력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A(1, k/8)은 35%, A(2, 2k/8)은 31%, A(3, 3k/8)은 27%의 전력을 각각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림 6 은 제안한 트래픽 균등 분배 알고리즘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전체 토폴로지에
적용했을 때의 최대 링크 사용률(MLU)을 정적인 경로 선정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최대 링크
사용률과 비교하고 있다. 실험 결과 네 개의 데이터 세트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정적인 경로 선정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최대 링크 사용률이 매우 높았으며 평균 링크 사용률과
매우 큰 편차를 보인 반면, 제안한 트래픽 균등 분배 방식을 적용한 경우, 최대 링크 사용률이
평균 링크 사용률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편차를 보이며 낮게 유지되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정적인 경로 선정 방식을 적용한 경우 최대 링크 사용률이 111%였고, 트래픽 균등 분배를 적용한
경우 44%로, 제안한 트래픽 균등 분배 방법을 적용하면 정적인 방식에 비하여 최대 링크
사용률을 60%까지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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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토폴로지에 트래픽 균등 분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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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적 토폴로지에 트래픽 균등 분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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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은 제안한 트래픽 균등 분배 방식을 최적 토폴로지 단계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부분 토폴로지에 적용했을 때의 최대 링크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최소 부분
토폴로지 산출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에 트래픽 균등 분배를 적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최대 링크 사용률이 100%를 넘는 반면, 여분의 스위치와 링크를 추가한
경우 이러한 최대 링크 사용률을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에 트래픽 균등 분배를 적용했을 때 최대 링크 사용률이 100%를 넘는 것은 최소
토폴로지 산출(그림 2)과 트래픽 균등 분배(그림 3) 알고리즘의 플로우 할당 순서 및 할당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최소의 부분 토폴로지를 활용하는 경우 전력 절감
비율은 41%였고, 최대 링크 사용률은 102%였다. 여기에 여분의 스위치를 추가한 A(1, k/8)의 전력
절감 비율은 35%, 최대 링크 사용률은 78%으며, A(2, 2k/8)의 전력 절감 비율은 31%, 최대 링크
사용률은 68%, A(3, 3k/8)의 전력 절감 비율은 27%, 최대 링크 사용률은 61%였다. 즉, 여분의
스위치를 추가할수록 전력 절감 비율과 최대 링크 사용률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분의 스위치와 링크를 추가할 것인지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운영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현재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비효율적인 전력 소모에 따른 높은 운영 비용과 정적인 경로
선정 방식에 의한 혼잡 발생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DN 기술을 활용한 동적인 트래픽 엔지니어링
방법을 제안했다. 제안한 방법은 최적 토폴로지 구성과 트래픽 균등 분배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적 토폴로지 구성 단계를 통해서 주어진 트래픽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부분
토폴로지를 찾아내고, 트래픽 균등 분배 단계를 통해서 찾아진 부분 토폴로지 내에서 트래픽을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소모하는 전력을 절감하는 동시에 최대 링크
사용률도 낮추어 혼잡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다. 제안한 방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고,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들은 입력으로 예측된 트래픽 매트릭스를 요구한다. 이러한
트래픽 매트릭스를 예측하는 연구들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백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트래픽 매트릭스를 예측하는 것은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트래픽 매트릭스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향후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제안한 방식은 플로우들의 경로를 동적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적인 경로 변경이 플로우들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한 향후
연구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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