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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SDN(Software Defined Network)는 데이터 부분과 컨트롤 부분을 분리하여 하나의 컨트롤러가 모든 데이터를 담당하는 기술

이다. SDN에서 표준 프로토콜 역할을 하는 OpenFlow가 있으며 컨트롤러가 이 OpenFlow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Flow 테이블

의 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도록 OpenFlow 스위치를 제어한다. OpneFlow 스위치는 하나 이상의 Flow table을 사용하여 조회

하고 채널을 톨해 컨트롤러에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Flow Entry 구성도와 Flow가 Flow table에 도달하는 확률, Flow 

Entry를 분류하는 Vacancy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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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SDN(Software Defined Network)는 데이터 부분과 제어 부분을 

분리하는 획기적인 네트워킹 기술 중 하나이다. <그림 1>은 기존의 

네트워크와 SDN의 구조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1]

Fig. 1. 기존 네트워크와 SDN 비교

SDN은 직접 프로그래밍, 중앙 집중형 관리, 빠른 전달 및 유연성 

등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 SDN에서 OpenFlow는 데이터부분과 

컨트롤 부분 사이에 표준 프로토콜 역할을 한다. 컨트롤러는 

OpenFlow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Flow 테이블의 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하도록 OpenFlow 스위치를 제어한다. OpenFlow 스위치는 

하나 이상의 Flow table을 사용하여 조회하고 채널을 통해 컨트롤러에 

전달한다.[2] 본 논문에서는 Flow Entry 구성도와 Flow가 Flow 

table에 도달하는 확률, Flow Entry를 분류하는 Vacancy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Flow Entry & Flow 도착확률

2.1 Flow Entry

Match 

Field
Priority Counter

Instruc

tion
Timeout Cookie

Fig. 2. Flow Entry 구성도

<그림2>는 Flow Table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Flow Entry의 

수는 스위치에 따라 다르다. 각 Flow Entry는 Match Field, 

Instructions, Counter(일치하는 패킷 수), Timeout(Flow가 끝나기 

전 만료시간)으로 구성된다.

2.2 Flow 도착확률

Flow table에 도달하는 각 Flow는 ‘포인트’로 모델링된다. Flo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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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시간은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도착 수는 Poisson 분포로 

모델링된다. 주어진 시간에서 Flow와 일치하는 Flow Entry의 확률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는 Flow의 도착 간격이고 는 평균 도착 확률이다. 의 

도착 확률은 다음 식과 같다.

            



          (1)

III. Flow Entry와 vacancy

Fig. 3. Flow Vacancy와 관련된 개념도

Vacancy는 Flow table안에서 Flow entry를 분류하고 Flow를 

진입, 퇴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3>을 보면 사용률

(Utilization)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Flow table의 비율이며 U_high는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노선으로 Flow table 사용률이 U_high에 

미치게 되면 vacancy는 해당 Flow table을 삭제하고 새로운 Flow 

table을 배정하게 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SDN에서 Flow table의 흐름을 알기 위해 Flow 

Entry의 구성도와 Flow가 Flow table에 도달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Flow table에서 Flow Entry를 분류하는 Vacancy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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