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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가상화 (Network virtualization)는 물리 네트워크상에서 각 사용자 별로 독립된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

을 생성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물리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자 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자가 요구사항에 따라 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동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여전히 직접

판단을 내리고 관리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네트워크 관리 기능 실행 전까지 관리자에 의해 네트워크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가상화로 얻을 수 있는 동

적 네트워크 관리라는 장점을 최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술을 도입

하여 사람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여 동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방법은 가상 네트워크 관리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문제인 자원관리 최적화 문제를 서비스 펑션 체인

(Service Function Chaining) 문제로 정의하고, VNF의 자원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한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해 서비

스 중단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면서 네트워크 운용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ey Words : Virtual Network, Machine-Learning, Service Function Chaining

ABSTRACT

Network virtualization refers to a technology creating independent virtual network environment on a physical

network. Network virtualization technology can share the physical network resources to reduce the cost of

establishing the network for each user and enables the network administrator to dynamically change the network

configur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Although the network management can be handled dynamically, the

management is manual, and it does not maximize the profit of network virtualiz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Machine-Learning technology to allow the network to learn by itself and manage its management dynamically.

The proposed approach is to dynamically allocate appropriate resources by predicting resource demand of VNF in

service function chaining, which is a core and essential problem in virtual network management. Our goal is to

predict the resource demand of the VNF and dynamically allocate the appropriate resources to reduce the cost of

network operation while preventing service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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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 가상화 (Network virtualization)는 물리

네트워크상에서 각 사용자 별 독립된 가상의 네트

워크 환경을 생성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물리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해 사용

자 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

감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자가 요구사항에 따

라 동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여 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동적 네트워크 관리라는 장점

에도 불구하고, 가상 네트워크 생성 및 관리에 여전

히 관리자가 개입함으로써 네트워크 가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 학습

(Machine-Learning) 기술을 네트워크 관리에 적

용하는 방법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기계 학습은 사

람의 개입 없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네트워크 상황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형태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

술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1][2].

가상 네트워크 운영에서 핵심 요구사항은 최적화

된 자원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특정 네트워크 기능들을

가상 네트워크 기능 (VNF: Virtual Network

Function) 형태로 제공하며, 여러 VNF를 순차적으

로 연결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 때, 네트

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VNF들을 순서대로 연결

하는 것을 서비스 펑션 체이닝 (SFC: Service

Function Chain)이라 부른다.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

서의 자원관리 최적화 문제는 SFC 수행 시 VNF들

의 자원 수요를 예측하여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효율적으로 서

비스 펑션 체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계 학습의 기술을 이용

하여 서비스 펑션 체인의 자원 정보 데이터로부터

각 VNF의 자원 수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CAT-LSTM

(Content & Aspect Embedding Attentive Target

Dependent LSTM)으로 명명한 모델이며, 기계학습

에서 많이 사용되는 순환 신경망 네트워크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일종인 LSTM (Long

Short Term Memory)의 구조를 Attention과

Embedding 기술을 활용해 변경한 모델이다.

CAT-LSTM 모델을 이용하면 VNF 자원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차례 2에서

는 연구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네트워크 관리에 기

계학습을 활용한 선행 연구내용을 소개한다. 차례 3

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에 필요한 기계학습 기술에 대

해 설명하고, 차례 4에서는 실제 VNF 자원 예측을

위해 개발한 최적화 된 모델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

막으로 차례 5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Ⅱ.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1. 연구 배경

오늘날 네트워크 관리는 일부 과정이 자동화되기

는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과정이 관리자의 판단

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리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네트워크 운용비용

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최근에는 기계학습 기술을 도입해 네트워

크 운용 및 관리를 자동화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

다.

네트워크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네트워

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가

상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다

양한 VNF들의 자원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할당하

는 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기계학습을 이용

한 VNF 자원 수요 예측 기술은 초기 단계에 있어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VNF 자

원 수요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은 원인은 아직까지

자원 수요 예측에 기계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전반

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

터와 학습 모델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

현재 VNF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해 제안된 방법들

은 개별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

로, 주변의 다른 VNF 자원 정보 데이터나 전체 네

트워크 상태 등의 환경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므

로 예측 정확도가 낮다. 반면에 전체 네트워크 상태

데이터까지 활용할 경우에는 학습에 긴 시간이 요

구되며, 부적합한 데이터를 활용해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기계학습 기반 VNF 자원 예측 모

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여러 VNF들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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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구성된 서비스 펑션 체인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습 문제를 해결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별 VNF의 자원 수요를

서비스 펑션 체인을 이루고 있는 다른 VNF들의 상

세한 자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

며, 타겟 VNF의 자원수요 예측 값은 ‘부족’, ‘적

정’, ‘과다’로 라벨링 (Labeling)된 값을 제공한다.

제안 모델의 최종 목표는 VNF의 자원 수요를 정확

히 예측하여 VNF 자원 자동관리 (Auto Scaling),

VNF 배포 (VNF Deployment), VNF 이전 (VNF

Migration), VNF 서비스 펑션 체이닝 (VNF SFC)

등의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기능에 활용하는 것이

다.

2. 관련 연구

최근에 기계학습을 적용한 네트워크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문 [4]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SFC를

고려한 VNF의 자원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VNF의 기능적 부분셋인 VNFC에서 자원 관리를

수행했으며, Graph Neural Network (GNN)을 사용

해 각 VNF에 직접 연결된 VNF의 자원 정보 데이

터로 미래의 자원 수요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GNN

에서는 Sequential한 정보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논문 [5]의 저자는 가상 네트워크 임베딩 (Virtual

Network Embedd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

습을 적용하였다. 저자는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를 사용해 각 물리 네트워크의 노드 (Node)와 링크

(Link)가 에이전트로 작동하여 강화학습을 진행하며,

정책 (Policy) 선택에서 Greedy 선택 방법과

Softmax 선택 방법을 비교하며 초기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논문 [6]의 저자는 NFV 환경에서 동적 자원할당

을 위해 기계학습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는

NFV 구성요소들 간의 의존성을 이용하여 작업 진

행 차트 (Work Flow Chart)를 구성해 MDP

(Markov Decision Process)를 생성한다. MDP를 생

성한 후에는 Transition Proportion을 가용 자원 신

뢰성 (Reliability)으로 정의하고 이를 Bayesian

learning을 통해 학습한다.

본논문에서는선행연구에서활용한 강화학습이나

MDP를 정의하지 않고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SFC의 자원 데이터를 최대

한 이용하면서도 지나친 자원 사용으로 인한 학습

저하를 방지하며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들을 적용해

선행 연구들과 달리 구체적이고 네트워크 모델에

적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Ⅲ. 기계 학습을 적용한 VNF 자원 수요 예측

본 논문에서는 VNF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해

기계학습을 적용한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바

탕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

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등이 존재한

다. 본 논문에서는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하며,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피쳐 (Feature) 데이

터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준 (정답)으로

라벨링 (Labeling) 데이터를 사용한다. 지도학습

은 입력으로 피쳐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를

받은 후에 입력 데이터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피쳐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받았을 때

대응하는 라벨링을 결과 값으로 생성하여 반환

한다. 피쳐 데이터로는 SFC 종류, SFC 내 각

VNF 간 네트워크 데이터, VNF가 사용하는 자

원상태 데이터가 있으며 표 1은 이러한 피쳐

데이터를 Target, VNF, Content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정의한다.

표 1. 입력데이터의 상세 내용
Table 1. Detail of input data

타겟(Target) 데이터는 목표가 되는 VNF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VNF 데이터는 각 VNF의

CPU, 메모리, 디스크, 기타 자원 상태 데이터를 가

지고 있다. Content에서는 SFC 종류 (서비스 종류)

와 같은 SFC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제

안하는 방법은 시간별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지 않

으면서 네트워크의 관계 정보 데이터만을 사용해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Content에 이전시간의 SFC나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벨링 데이터는 자원의 상태에 대한 ‘부족’, ‘적



NOM Review '18-02 Vol.21 No.02

4

정’, ‘과다’에 대한 판단 정보가 사용되는데, 이는

기계학습의 결과 값으로 VNF의 구체적인 자원 상

태 정보를 반환하기보다는 자원의 상태를 ‘부족’,

‘적정’, ‘과다’로 분류하여 반환하는 것이 VNF 이

전, VNF 배포 등의 네트워크 관리 기능에 적용하

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1. LSTM (Long Short Term Memory)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계학습 모델은 신경망 네

트워크 (Neural Network) 모델이며 기계학습 도구

(예: Keras, Tensorflow, Pytorch 등)를 이용해 구현

할 수 있다. 신경망 네트워크는 사람의 신경이 신호

를 전달하듯이 입력 데이터가 신경망 층 (Neural

Layer)을 지나가면서 학습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

서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일종인

LSTM (Long Short Term Memory)을 개선한 방법

을 사용한다. RNN은 신경망 네트워크중의 하나의

모델로서 FNN(Feed Forward Neural Network)처럼

데이터가 각 층간 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

라 층 내부 안에서 순환을 거치면서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의 구조는 각 층이 메모리를

가진 효과를 주게 되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활용하

는데 도움이 된다. 즉, 일반적인 신경망 네트워크에

서는 입력 데이터들이 모두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RNN에서는 이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후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줌으로써 관계성

을 가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확한 학습 결과를

만든다. LSTM (Long Short Term Memory)는

RNN의 일종으로 RN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

선한 모델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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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별곱셈을위한  

수식 1 : LSTM 수식

Equation 1 : LSTM Equation

LSTM은 RNN의 Hidden State에 Cell-State를 추

가한 것으로 수식 1과 같이 표현한다. 수식 1에 보

인 


와 


는 각각 Weight matrix와

bias이며 LSTM의 forget, input, output 게이트의

파라미터 값이다. 이러한 수식은 RNN이 학습을 할

때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와 이전에 사용된 데이터

를 사용하는 지점 간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역전파

그라디언트가 줄어드는 문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해결한다. 하지만 LSTM을 제안하는

VNF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한 학습모델로 사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다. 제안하는 모델은 Target Dependent LSTM [8]

모델, Attention [9][10] 과 Aspect 및 Content

Embedding 기술을 활용한다.

2. Target-Dependent LSTM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학습모델은 입력 데이터로

개별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SFC를 고려하여 SFC를 구성하는 모든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

한 경우에 라벨링 값이 SFC의 전체 피쳐 데이터에

대응하게 되어 목표로 하고 있는 개별 VNF 관계에

대한 학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성능 저하가 발생

한다.

표 2. SFC에 대한 학습

Table 2. Learning for SFC

표 2를 보면 VNF 6개로 구성된 서로 다른 SFC

2개가 LSTM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

예시는 SFC 전체에 대한 자원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문제없이 라벨링 값과 피쳐 데이터 (입력데

이터 특징) 사이의 관계성을 찾아가며 학습한다.

표 3. LSTM을 사용한 VNF 학습

Table 3. Learning for VNF using LSTM

표 3은 이번 제안에서 목표로 하는 SFC 내 개별

VNF의 자원 예측에 대한 문제를 일반적인 LSTM

로 해결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 2와 달리 이번

문제는 SFC 전체에 대한 자원 예측이 아닌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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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 하나의 자원 예측을 실시해야 하는데, 타겟

VNF 자체는 다르지만 LSTM에 사용되는 입력 데

이터는 동일하기 때문에 라벨링 값과 피쳐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찾을 수 없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표 4는 일반적인 LSTM이 아닌

Target-Dependent LSTM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한 예시이다. 이 경우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지만 타겟 VNF에 따라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LSTM에 입력되며, 입력 데이터는 타겟

VNF를 기준으로 두 개로 분리된다. 분리된 각 데

이터는 타겟 VNF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타겟

VNF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분리된 데이터는 표

4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데이터 순서가 좌우 반전

되어 입력된다. 즉 오른쪽 LSTM에 입력되는 데이

터는 VNF3-VNF4-VNF5-VNF6가 아닌, 좌우가 반

전 된 VNF6-VNF5-VNF4-VNF3가 된다. LSTM

에 VNF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상단 부분은 표 3을 표현한 것이며 하

단 부분은 표 4를 표현한 것으로 Target-Dependent

LSTM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모습을 보인다.

3. Attention

Attention은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기술 중의 하나

로 전체 피쳐 데이터 셋을 학습하는 동안 중요한

피쳐에 대해서 주의 (Attention)를 주며 학습하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식당의 맛을 평가하는 학습이 있

다면 식당의 주방장의 성별이나 종업원들의 나이와

같이 필요 없는 데이터는 주의를 주지 않고, 재료나

손님 수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에 대해서만 집중해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VNF의 자원 요구량을 예측

하는 것이므로 SFC 내 여러 VNF 자원 정보 데이

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Attention을 이용하면

자원 예측에 대한 결과 값이 어떤 VNF와 연관이

있는지 학습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관성이 많은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에 집중함으로써 예측 정

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ttention 학습 중에 Aspect

Embedding 기법을 활용한다. 이는 자원 예측 결과

값과 각 VNF의 연관성을 학습하는 것 뿐 아니라

타겟이 되는 VNF와 다른 VNF들과 연관성을 학습

하는 효과를 주게 되어 보다 높은 예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Aspect Embedding을 Attention에 추

가하여 사용하는 목적은 앞선 단락에서 서술한

LSTM 대신 Target-Dependent LSTM을 사용한 경

위와 동일하다.

4. Content Embedding

Content Embedding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정

보나 배경적인 정보와 같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Embedding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성

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번 제안에서는 SFC 내

VNF들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이 되

는 VNF의 자원 수요를 예측한다. 이 때 주 데이터

로 사용되는 VNF의 자원 정보 데이터 외에 보조적

으로 전체 SFC의 종류, 서비스 펑션 체인 길이, 그

그림 1. LSTM 과 Target Dependence LSTM

Fig. 1. LSTM and Target Dependence LSTM

표 4. TD-LSTM 사용한 VNF 학습

Table 4. Learning for VNF using TD-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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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Content Embedding을 통해

추가적으로 활용해 성능을 향상시킨다. 전체적인 과

정은 그림 2와 같다. 하나의 SFC의 VNF들은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Content Embedding으로 얻게 된

다. 만약 VNF의 시계열 데이터를 Content

Embedding으로 활용한다면 모든 VNF에 대한 시계

열 데이터가 똑같이 각 VNF 데이터에 Embedding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데이터만 하나씩 서로 다르게

Embedding 될 수도 있다. 또한 Content Embedding

에서 Attention 학습 성능을 위해서 Aspect

Embedding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Ⅳ. 예측 모델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계학습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동작하며, 수식 2로 표현된다. 기계학습 모델

은 Python 언어로 Tensorflow, Keras, Pytorch 등

의 프레임워크로 구현한다. 학습용 데이터는 표 1에

서 제시된 것과 같으며, 타겟 VNF가 속한 SFC의

전체 VNF 자원 정보 데이터, 추가적인 정보로 활

용할 Content 데이터, Target VNF의 고유 번호, 라

벨링 값이 있다. 입력 데이터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CollectD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 수집되며 기계

학습에 사용되기 전에 손실된 값이나 오류 값 조정

을 위해 전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사용

자는 학습할 서비스 펑션 체인의 길이나 고유 정보

에 대해서 임의의 제한을 두어 세부적인 조건을 추

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기계학습은 모

든 SFC를 학습하거나 일부의 SFC만 학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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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CAT-LSTM 수식

Equation 2. CAT-LSTM Equation

전체 학습에서는 트레이닝 셋(Training Set)과 테

스트 셋(Test Set)의 두 종류의 데이터 집합이 필요

하며, 트레이닝 셋은 모델이 학습을 하는데 사용되

며 테스트 셋은 모델에 실제 적용해서 정확도를 계

산하는데 사용된다. 트레이닝 셋은 앞서 언급한 모

든 데이터가 셋을 이룬 것이며 테스트 셋은 라벨링

값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들이 사용되며 결과 값으

로 라벨링 값을 생성한다. 각각의 셋에 대해 과적합

(Overfitting)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 값을

버리게 하는 Dropout을 사용하였으며 수치는 동등

하게 0.9를 주어 10%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지 않

는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데이터 셋에 대해 한 번

의 학습에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Full-batch 방법

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Mini-batch을 활용하였으며, 64개의 데이

터 셋 단위로 그라디언트(Gradient) 학습을 진행한

다.

그림 2. CAT-LSTM

Fig. 2. CAT-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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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입력 값으로 주어지는 VNF

들의 자원 정보 데이터에 대해 100의 차원

(Dimension) 값을 할당하며, LSTM에 100개의

hidden layer 수를 할당하여 결과 값 역시 100의

차원 값을 가지도록 사용한다. Aspect Embedding

차원에 대해서도 100의 차원 값을 사용하는데, 이

는 LSTM의 결과 값이 100개의 hidden layer를 통

해서 100의 크기를 가지는 파라미터 벡터를 가진

것처럼 Aspect 값도 동일한 크기의 파라미터 벡터

를 준 것이다. 해당 값들은 여러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 Content

Embedding 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기본적인 설정으로 100의 차원 크기를 가지고

하나의 추가 정보를 Embedding 하는 것으로 정한

다. 이때 여러 추가 정보를 Embedding 할 수도 있

으며 각각의 차원 크기 역시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VNF 자원 정보 데이터

와 같이 직접적으로 LSTM에 데이터를 바로 입력

하지 않고 Content Embedding으로 추가적인 데이

터를 붙여주는 이유는 데이터의 방향성과 크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 주변의 VNF

들의 자원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자원 정보

를 예측할 때, SFC 종류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의

방향성이 조금 다를 경우 Content Embedding 사용

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제

공할 수 있다.

Target Dependent LSTM은 기존의 LSTM에서

타겟 VNF를 기준으로 입력 데이터를 나누어 두 개

의 LSTM에 각자 학습하여 Concatenate를 하는 방

법이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입력 데이터에는 타겟

VNF가 속해있는 SFC 내 전체 VNF 자원 정보 데

이터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VNF들의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다. 이 데이터들은 라벨링을

원하는 VNF의 위치를 기준으로 두개의 입력 데이

터로 나누어지며, 기준 데이터에서 오른쪽으로 잘려

진 데이터들은 좌우 반전을 진행 한 후 입력 값으

로 LSTM에 사용된다. 수식에서 이러한 입력데이터

는  로 그림 2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수식 2

의 (2)번 수식에서 좌우 반전을 Reverse 로 표현하

고 있다 ( ∈
×  × 

이며,


∈ ∈) . 이러한 Target Dependence

LSTM은 기본적인 LSTM 과 달리 타겟 VNF에 의

존적인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이용하는 효과를 줌으

로써 보다 높은 성능을 얻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림 2에서 보듯이 LSTM의 입력 값으로 각 NFV

의 정보에 의 값이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는 SFC의 정보가 되어 추가

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타겟이 되는 VNF의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

LSTM의 각 Cell들의 Output 값은 각각 와 

로 정의되며 이 값은 Aspect Embedding이 추가 되

어 총 200의 Dimension 크기를 가지게 된다. 수식

2에서 (1)과 (2)의 수식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식

으로  은 Aspect 차원 크기를 가진 단위 벡터이

며 ([1,1,1,…1]) ⊗ 는 



를 의미한다.

와 는 이렇게 구한 값에 Attention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3), (4)에

서는 Softmax 연산을 통해 최종 Attention을 구하

며 (5) 에서 수식의 ρ 은 구한 Attention을 원래

Hidden Layer에 각각 적용을 하고 Concatenate를

하고 있다. Attention을 통해서 모델은 학습에 도움

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 높은 평가를 주며 재차 학

습을 진행하게 되며, Aspect Embedding을 통해서

타겟이 되는 VNF 위주로 어떠한 VNF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학습을 하게 된다. 결과 값은 바

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의 수식 값을 거치

게 되는 데, 이 과정은 Attention으로 얻은 결과 값

과 마지막 LSTM Cell에서 얻는 결과 값을

Concatenate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Attention이나

LSTM만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높은 결과 값을 보

여주게 된다. 이는 Attention이 LSTM과 달리 시계

열적인 정보 즉, VNF간의 거리에 관한 정보 값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두 학습

결과를 합쳐 상호보완적인 결과 값을 가지게 되어

높은 결과 값을 주게 되는 것이다. (8)의 수식은 (7)

에서 얻은 값을 Softmax를 통하여 레이블링 하는

것이며 Softmax 파라미터가 사용된다.

  






log




∥∥ 

이후에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식 (9)으로 지

금까지 학습 데이터에 여러 파라미터들을 통해 얻

은 스코어함수(score function, y값)가 실제로 적용

되었을 때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지 파라미

터들의 질을 측정하는 함수로 Cross-Entroy 식이 사

용되며 L2 정형화(Regularization)가 사용되어 값을

보정하여 주었다.

손실함수의 그라디언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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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Optimization은 AdamOptimizer를 사용하고

학습률은 0.01을 가진다. 모델의 평가는 5 Fold

Cross Validation 을 사용하여 각 스텝당 20번의 반

복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림 3. 전체 시스템 구조

Fig. 3. System structur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VNF 자원 수요 예측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SFC를 구성하는 VNF들의

자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효율적인 SFC 생성을

돕는다. 제안하는 모델인 CAT-LSTM은 Content

Embedding, Target Dependent LSTM,

Aspect Embedding 과 Attention을 결합해 생성하였

다.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3과 같으며 향후 연

구로는 SFC 시나리오를 구현한 실험 환경을 구축

한 후 데이터를 수집해 CAT-LSTM 모델 검증 및

성능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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