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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FPC 알고리즘(Fast Paox-based controller algorithm)은 기존에 Paxos 프로토콜을 단순화하고 Paxos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복

잡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중 SDN 컨트롤러 간에 적용되는 합의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허가를 결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존재하여 연산 속도가 감소하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키워드: FPC 알고리즘(Fast Paxos-based controller algorithm),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SDN(Software 

Define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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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다중 SDN 컨트롤러 간에 일관된 네트워크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SDN의 FPC(Fast Paxos-based controller) 합의 알고리즘은 강력한 

일관성 모델인 Paxos를 기반으로 한다. Paxos는 Google Chubby와 

Microsoft Autopilot에서 사용되는 신뢰할 수 없는 프로세서 네트워

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프로토콜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강력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1] 하지만, 허가를 결정하는 투표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존재하여 연산 속도가 감소하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PC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 정의하

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이 보다 향상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II. Preliminaries

2.1 FPC 합의 알고리즘

FPC 합의 알고리즘은 Fast Paxos-based controller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강력한 일관성을 보장하는 Paxos 알고리즘의 개발 및 

구현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Fig. 1. FPC 알고리즘 구성도

FPC 합의 알고리즘은 그림1과 같이 청취자(Listener), 제안자

(Proposer), 의장(Chairman)이라는 3가지 역할이 있다. 컨트롤러가 

실행되면 초기 역할은 청취자로 새로운 요청을 수신한 경우 제안자로 

전환한다. 제안자는 모든 컨트롤러에 제안서를 보내 과반수이상 찬성

(Accept)하면 의장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과반수이상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Reject) 청취자로 다시 전환된다. 모든 컨트롤러가 업데이트

를 완료하면 의장은 청취자로 전환하고 합의 과정은 종료된다.[2]

하지만, FPC 알고리즘은 불필요한 절차를 사용하여 연산속도가 

감소하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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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Fig. 2. 제안된 FPC 알고리즘 개선도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2와 같이 과반수이상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Reject) 청취자로 되돌아가지 않고 과반수의 찬성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찬성(Accept)되면 의장으로 전환하여 과정을 

간소화하였다.

IV. Conclusions

FPC 합의 알고리즘은 Paxos 프로토콜을 단순화하고 Paxos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절차를 

사용하여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 본 논문에서는 과반수 찬성 미달시

(Reject) 청취자로 돌아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찬성(Accept)되도

록 함으로써 과정을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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