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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네트워킹 연구 동향
 자율 네트워킹 선행연구 조사

• 2001년 IBM에서 제안한 자율 컴퓨팅 개념에서 출발
• 자율 네트워킹 연구는 2000년대 초반 EU FP (Framework Program)
6/7 사업에서 대거 연구
• 2010년대 이후 ETSI GANA, IETF ANIMA 등과 같은 표준 참조모델 형
태로 정립

 AI 기반 자율 네트워킹 개념 등장

• 2010년 이후의 기술적 트랜드를 반영

– SDN/NFV 기술 발전으로 Global view 및 리소스 동적 제어 가능
– 딥러닝의 등장으로 인해 컴퓨터의 분석 및 예측 능력 신장

• CogNet(5G-PPP)

– AI/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SDN/NFV 인프라의 지능화 시도

• SELFNET(5G-PPP)

– CogNet과 유사함, 지능화 요소와 인프라의 통합 architecture 설계에 중점

• AT&T

– Edge-cloud에 머신러닝 기반 분석을 적용하여 예측 기반 제어를 지향

• EU의 KDN(Knowledge Defined Networking) 및 Huawei의
IDN(Intelligent Defined Networking)

– Big-data 분석 및 머신러닝 플랫폼을 SDN controller에 탑재하여 망의 자
동화 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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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CogNet
 CogNet

• Cognitive Networks
• 5G-PPP phase 1 project

– IBM, Telefonica, Orange, Interoute, Fraunhofer FOKUS 등 11개 기관 참여

• 유연한 SDN/NFV 인프라 + AI/머신러닝 기반 지능화

• CogNet Solution

– 기존의 NFV 구조에 지능화 개체들이 추가
– CogNet Data Collector

NFV 관리 프레임워크로부터 정보(망 상태 변화, 고객/사업자/트래픽 프로파일, QoS/SLA 설
정 등) 수집

– CogNet Smart Engine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 상황 예측 → 적절한 제어/관리 정책 (policy) 산출

– CogNet Policy Manager: 산출 결과를 NFV 로 전달

*출처: L. Xu 외, “CogNet: A Network Management Architecture Featuring Cognitive Capabilities,” EUCN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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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SELFNET
 SELFNET

• Self-organaized Network
• 5G-PPP phase 1 project

– Eurescom, InnoRoute, Nextworks
등 12개 기관 참여

• SDN/NFV infra와 기계학습 방법론
의 결합
• 인프라와 지능형 엔진을 결합하는
계층화 구조 강조

*출처: P. Neves 외, “The SELFNET Approach for Autonomic Management in an NFV/SDN
Networking Paradigm,” Int’l J. Dist. Sensor Netw., Feb. 2016.

4

참고 : 망 지능화 연구
 AT&T 망 지능화 연구

• 자사에서 수집한 edge-cloud에 기계학습 분석 적용
– 망, 사용자, IoT 기기 및 기타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집
– 분산시스템/심층기계학습을 통한 Predictive Analysis
– 향후 발생할 condition/event/threat 예측

• 예측을 바탕으로 망 설정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연구

– 관련기사
http://www.telcotransformation.com/author.asp?section_id
=401&doc_id=725283
– 장기적으로는 ECOMP에 지능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목표

 KDN

• 카탈루냐 대학, Brocade 사, Cisco 사, HP사, Intel R&D,
UC Berkeley 등 9개 기관 인력들이 참여
• SDN, Network Analytics 및 AI 기술의 융합, 이를 위한
knowledge plane 정의
• 연구현황

– IRTF Network Machine Learning Research Group (2015.
11 ~ 2016. 12)
– Overlay routing 시 각 link로 forward 할 때의 delay를 신
경망(3-Layer MLP)으로 추정
– VNF(IDS, Firewall, OVS)의 CPU 리소스 사용량을 신경망
(3-Layer MLP)으로 추정

 IDN

• MIND architecture

– reinforcement learning + data mining + optimization

• 연구현황

– Elephant Flow prediction
– Online Coflow Identification
– RL in SDNs for routing

ECOMP: Enhanced Control, Orchestration, Management, and Policy (AT&T의 자체 망 관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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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머신러닝 기반 인프라 분야 연구분류

자료조사
•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Telecommunications 분야

•

mrnIF > 60 이상 저널 50개, 주요 학술대회 23개

•

최근 8년간 관련 논문 전수 조사  약 500여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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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 1
 Green MapReduce for Heterogeneous Data Centers
• Derya Cavdar, Lydia Y. Chen, and Fatih Alagoz
• Globecom 2014

 Summary
• 개요
–
–
–
–

전통적으로 에너지 사용과 성능 간의 최적 tradeoff 를 찾는 분야
MapReduce는 버스트 워크로드에 대해서 컴퓨팅과 네트워킹이 집중 수행됨
Green MapReduce는 서버와 네트워크 자원을 동시에 제어
동일 기종 시스템(homogenous system)에서는 다양한 좋은 솔루션 존재

• 적용 환경 및 목표

– CPU, 메모리, 네트워크 용량이 서로 다른 heterogeneous 시스템 환경
– 응답시간을 작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

• GEMS(GrEen MapReduce Scheduler)
– 에너지 최소화 경로 알고리즘
– 서버와 스위치의 “sleep policy” 이용

• 결과

– 에너지 사용량을 35 % 줄이면서 동시에 성능도 35% 향상
– 평균 사용되는 서버 수는 증가하지만 전력사용량 응답시간 감소

응답시간 감소 : Bursty workload 때문에 새로운 서버가 추가로 사용되어 오히려 응답
서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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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 2
 Pushing Analytics to the Edge

• Goutham Kamath, Pavan Agnihotri, Maria Valero,
Krishanu Sarker, Wen-Zhan Song
• Globecom 2016

 Summary
• 개요

– IoT 를 위한 Edge computing 환경
– EdgeSGD : decentraliz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제안
 decentraliz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method to large
linear regression problem

– 지진영상 분석에 적용

• 알고리즘 특징 및 접근 방법

– Cloud 에 raw 데이터 전송 감소시키고 빠르고 균형있는 컴퓨
팅 추구
– node 및 링크 장애에 robust
– MapReduce, DGD, EXTRA와 비교
– Parkfield, CA 지진 데이터에 시험 적용 (SAN-Andreas)

• Key contribution

– decentraliz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algorithm for
solving linear regression problem on the edge node.
– learning/predicting seismic anomalies via real-time
imaging
– we evaluate the algorithm on edge computing testbed,
using both synthetic and real seismic dataset.
– compare the proposed solution with other existing
decentralized methods such as MapReduce, DGD and
EXTRA, and examine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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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 3
 Effective packet number for early stage
internet traffic identification
• Lizhi Peng, Bo Yang, Yuehui Chen
• Neurocomputing

Classifiers

 Summary
• 개요

– 최소 패킷 정보를 이용하여 flow를 식별

• 방법

– 3개의 트래픽 데이터 셋(Auckland II, UNIBS,
UJN) 이용
– flow 별 초기 10개 패킷 크기를 추출

• 접근방법

– Mutual information
–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pair of adjacent
packets
– 11 Well-known supervised learning
algorithms
– 2 Statistical Tests

• 결론

– 5-7 패킷이 최적의 패킷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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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 4
 A Close Look at Thin-Client Connections: Statistical Application Identification for QoE
Detection
• Maurizio Dusi, Stefano Napolitano, Saverio Niccolini, Salvatore Longo
•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Summery
• 배경

– 암호화된 프로토콜내에서 실행되는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QoE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

• 목표 및 방법

– IP 패킷 레벨의 정보를 머신러닝/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응용을 식별
– 상기 정보를 연결의 RTT 정보와 결합하여 QoE를 추정

• 결론 및 한계

– 단일 응용만 동작하는 경우 한정하여 90% 넘는 정확도 달성, 단 비디오의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짐
– DaaS 서버 위치를 BRAS 바로 뒷 단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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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머신러닝 데이터 셋 -1
제목

URL

종류

시기

CAIDA data

https://www.caida.org/
data/overview/

Topology
Performance
Traffic
Traffic summary statistics
Security

2001,…, 2016
2006
2008,…, 2015
2008
2005, 2010, 2012

Wand - Waikato Trace
data

https://wand.net.nz/wits
/

Packet trace

Auckland (1999-2001, 2003, 2008, 2009)
IPLS (2002, 2004)
ISPDSL (2009, 2010)
Leipzig(2002, 2003)
Local ISP (1999, 2000, 2005, 2007, 2009)
NZIX (1999, 2000)
Waikato (2003, 2005, 2007, 2008, 2011)

Traces available in the
Internet Traffic Archive

http://ita.ee.lbl.gov/ht
ml/traces.html

Packet Trace
TCP connection
Web Request
Web log
Web Client Trace
Topology/route

1989, 1994, 1995
1993
1998 world cup
1995(NANA, university, …)
1994, 1995, 1996
1995, 2007

KDD cup
(the annual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competition)

http://www.kdd.org/kddcup

Intrusion detection (1999)

1997-2016

UNIBS traffic traces

http://netweb.ing.unibs.i
t/~ntw/tools/traces/

Packet trace

2009

UJN traffic traces

http://cilab.ujn.edu.cn/d
atasets.htm

Internet traffic classific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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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머신러닝 데이터 셋 -2
제목

URL

종류

시기

Google cluster
workload

https://github.com/go
ogle/cluster-data

Data center workload

2011.5 (1개월)

Facebook Hadoop
workload

https://github.com/SWI
MProjectUCB/SWIM/wi
ki/Workloads-repository

Data center workload

2009, 2010

OpenCloud Hadoop
workload (CMU Parallel
Data Lab)

http://ftp.pdl.cmu.edu/p
ub/datasets/hla

Hadoop cluster log

2010.04~2012.10

Eucalyptus IaaS cloud
workload(small size)

https://www.cs.ucsb.ed
u/~rich/workload/

Workload

2012~2013

Yahoo cluster traces

https://webscope.sandb
ox.yahoo.com/catalog.
php?datatype=s

HW resource usage of DB
File access pattern
Grid log
Anomaly detection

Stanford Large
Network Dataset
Collection

http://snap.stanford.ed
u/data/#amazon

SNS, email, P2P network, AS
graphs, Wikipedia network, …

SNIA Trace Data
(Storage Data)

http://iotta.snia.org/tra
ces

Block IO trace
NFS tr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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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Q&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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