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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Defined

Networking

(KDN)

기술은

최근

Intel,

HP,

Brocade,

Cisco

등이

Universitat

Politecnica de Catalunya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인 Knowledge-Defined Networking 이라는
논문에서 그 용어가 처음 시작되었다 [1]. 기본적인 개념은 그 동안 사람들의 작업을 통해서 관리되던 네트워크
를 이제는 자동으로 (특히 Machine Learning 기법을 활용) 제어해 보자는 것으로, 전체적인 구조와 동작 원리
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KDN 작동 구조 [1]

그림 1을 보면 Knowledge 부분 (기존 네트워크 장비에서 Control Plane 부분의 일부)에서 네크워크 정보를
Analytics platform에서 받아서 이를 분석하여 관련한 네트워크 정책을 생성하고 이를 SDN Controller에 전송
하여 실제 네트워크 정책이 네트워크 장비에 전달되도록 한다. 이 때, SDN Controller를 활용하는 이유는 기존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Knowledge 부분에서 생성한 정책을 자유롭게 장비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로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SDN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대량의 정보를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수 존재하는 지금, 사람이 한정된 정보를 얻어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빨리 분석
하여 더 좋은 네트워크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라우팅을 동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
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동적으로 최적의 라우팅 (Bandwidth를 최적화) 경로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논문 [1]에서는 이에 대한 간단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Neural Network, Polynomial regression,
SVM 등의 잘 알려진 Machine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라우팅 경로를 찾는 것을 구현하였다. 실제 결과를
보면 Training error rate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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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DN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찾는 실험 결과 [1]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학계에서만 제안된 것은 아니다. 최근 SDN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회사들에서 비슷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OpenDaylight Summit 2016에서
Brocade 사가 SDN 기술과 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latency를 최소화 하는 라우팅을 찾는
기술을 소개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Open Networking Summit 2016에서도 Huawei 사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 장비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물론, 이러한 ML 기반의 네트워크 자동 제어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어느정도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된 결과로는 의미있는 값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운영중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대로 테스트된 적은 아직
없다, 게다가 복잡한 네트워크 요소 들에 대한 처리 문제 역시 아직 open problem으로 자리 잡고 있다.따라서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동안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생각해왔던 네트워크의 자동제어가
의미없는 소리가 아닌 실제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러한 기술은 최근 네트워크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DDoS 와 같은 보안 공격에 대한 대처로도 충
부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DDoS 공격의 양과 속도가 매우 크고 빠르게 변화된 지금 사람이 하나하
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동제어 기술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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