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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물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의 수가 늘

어나 네트워크 복잡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강

인하면서도 확장성있는 메시징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행-구

독 통신 모델은 소결합(loosely-coupled), 익명전달, 확장성, 시간/

공간 추상화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전달 모

델이다.

한편 사물인터넷은 자원제약적 노드로 구성되며 비신뢰적인 무

선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 네트워크에 비해 노드 및 네

트워크 실패로 인한 예외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의

발행-구독 시스템은 자원제약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

기 때문에 고장복구를 위해 복잡한 라우팅 알고리즘과 중복

(redundant)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는 IoT의 경량화 철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위

한 계층형 브로커 기반 발행-구독 시스템에서 브로커 토폴로지 자

가수정을 통한 고장감내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O(1)의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실제 구현 및 실험을 통

하여 제안 기법이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 iii -

주요어 : 발행-구독, 사물인터넷, 고장감내, 신뢰성

학 번 : 2014-21679



- iv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배 경 ···································································· 4

제 1 절 발행-구독 통신 모델 ················································ 4

제 2 절 계층형 발행-구독 브로커 구조 ··························· 10

1. 브로커의 오버레이 구조 ············································· 10

2. 발행/구독 수행 방법 ···················································· 11

제 3 절 관련 연구 ··································································· 13

제 3 장 문제 정의 ························································· 16

제 1 절 시스템 모델 ······························································· 16

제 2 절 발행-구독 시스템의 신뢰성 ································· 17

제 3 절 문제 정의 ··································································· 18

제 4 장 고장 감내 발행-구독 기법 ························· 20

제 1 절 브로커 네트워크 재구성 기법 ····························· 20

제 2 절 CurrTopo 토픽 ························································ 22

제 5 장 실험 및 검증 ··················································· 24

제 1 절 실험 환경 ··································································· 24

제 2 절 실험 결과 ··································································· 25

제 6 장 결 론 ································································· 26



- v -

참고문헌 ············································································ 27

Abstract ··········································································· 31



- vi -

표 목 차

[표 1] 발행-구독 시스템 분류 ························································· 6

[표 2] 현존 발행-구독 시스템 분류와 장단점 ····························· 9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발행-구독 통신 모델의 개념 ··········································· 5

[그림 2] 본 논문에서의 발행-구독 시스템 분류 ························· 7

[그림 3] 브로커 구조에 따른 분류 ················································· 8

[그림 4] 계층형 발행-구독 모델에서의 발행과 구독 ··············· 10

[그림 5] 고장감내 기법의 분류 ····················································· 13

[그림 6] Gryphon의 고장감내 메커니즘 ····································· 14

[그림 7] 시스템 모델 ·········································································17

[그림 8] 결함의 종류 ·········································································18

[그림 9] 각 브로커에 유지되는 자료구조 ·····································20

[그림 10] findParent() 함수의 동작 개념도 ·································21

[그림 11] union()함수의 동작 개념도 ············································22

[그림 12] 실험에 사용된 입력 ·························································25



- 1 -

제 1 장 서 론

최근 사물인터넷이 부상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사물인터넷이 네트워크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만큼 네트워킹과 메시징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발행-구독 통신 모델(Publish-subscribe

communication model)이 사물인터넷 환경 및 시나리오에 적합한 통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발행-구독 통신 모델은 구독자가 미리 정해진 범

주에 따라 특정 주제에 관심을 표현하면, 발행자로부터 발행된 메시지가

각 범주에 대한 구독을 신청한 구독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비동기 메시

징 패러다임이다 [1]. 발행-구독 통신 모델은 발행자가 구독자의 정보를

사전에 알 필요가 없으며, 구독자와 발행자가 시간/공간 면에서 분리

(decoupled)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유연성(flexibility)과 확장성

(scalability)을 제공한다. 따라서 많은 대규모 분산시스템에서 차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사물인터넷에서 발행-구독 통신모델이 유용하다 [2].

l 발행-구독 모델에서는 메시지들이 목적지 주소에 기반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주제(topic)나 내용(content)에 기반하여 전달

된다.

l WSAN과 같은 이벤트기반 응용에서는 이벤트와 데이터 갱신이 간헐

적으로, 비빈발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요청-응답 패턴을 사용하면 많

은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l IoT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다수의 노드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여러개의 센서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공

통의 싱크 노드에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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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발행-구독 패턴을 이용하면 사용자에 의한 유지보수와 관리가 최소

화될 수 있다.

l 발행-구독 패턴을 이용하면 발행자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가 구독자

의 요청이나 폴링 없이 구독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발행

자는 구독자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가지지 않아도 브로커를 통해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한편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디바이스는 제한적인 자원

을 보유하며 비신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측

되지 못한 네트워크 단절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능

력과 요구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과 고장감

내기법이 중요하다. 많은 기존의 발행-구독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들은 사물인터넷과 같이 제약

적인 노드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 웹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대규모분산시스템 환경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중복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제

공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과 같은 제약적 노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무

리가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발행-구독 시스템의 고장감내 메커니즘을 개선

하여 O(1)의 복잡도를 보이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도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계층형 브로커 구조에서

union-fin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브로커들의 천이(churn)에 적응적으로

브로커 구조를 재구성한다. 이로써 링크 혹은 브로커의 고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논문의 배경이 되는 발행-

구독 시스템에 대한 개관과 분류, 기존 시스템의 종류, 그리고 기존 시스

템의 고장감내 메커니즘에 대해 서술한다. 3장에서는 대상 시스템 모델

과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한 후, 해결하려는 문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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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기존 메커니즘과 비교한다.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검증 결과를 보이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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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 경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발행-구독 통신 모델에 대한 개

관과 기존 발행-구독 고장감내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제1절에

서는 발행-구독 통신모델의 개요와 분류, 각 분류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

보고 IoT에 적합한 구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제2절에서는 IoT에 가

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델인 계층형 브로커 오버레이 구조를 설명하

고,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계층형 오버레이 구조에서의 기존 고장감내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한다.

제 1 절 발행-구독 통신 모델

발행-구독 통신 모델이란 발행자(publisher)로부터 발행된 이벤트를

중간 브로커를 통해 해당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

(subscriber)들에게 전달하는 통신 모델로, 대규모 분산시스템에서 유용

한 통신 모델이다. 발행-구독 모델의 시초는 Isis 툴킷에 포함된 “뉴스”

서브시스템 [3] 으로,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효율적이고 확

장가능한 발행-구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행해져 왔다.

발행-구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1) 구독자는 자신이 구독

하기를 원하는 바를 구독언어(subscription language)를 통해 특정한다.

(2) 발행자는 발행-구독 미들웨어를 통해 메시지를 발행한다. (3) 발행-

구독 미들웨어는 발행된 메시지를 구독자의 구독정보와 비교하는 매칭알

고리즘(matching algorithm)을 수행하여 발행메시지들을 해당하는 구독

자들에게 전달한다. 발행-구독 통신모델의 추상적인 개념은 그림 1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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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행-구독 통신 모델의 개념

타나 있다.

발행-구독 시스템은 표 1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4][5]. 먼저, 구

독모델은 토픽 기반, 컨텐츠 기반, 타입 기반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토픽 기반 시스템에서는 모든 이벤트가 특정 토픽에 대응되며,

구독자가 구독을 원하는 토픽을 지정함으로써 구독이 이루어진다. 이에

해당하는 시스템으로는 CORBA, Scribe, Bayex 등이 있다. 컨텐츠 기반

시스템은 구독자가 구독을 원하는 내용을 논리식 등의 형태로 명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토픽 기반 시스템에 비해 표현력이 높지만 복잡도가

높다. 이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Gryphon, SIENA, JEDI, Elvin,

REBECA 등이 있다. 컨텐츠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면 구독자가 사전에

토픽목록 등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으며 토픽목록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

에 확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라우팅 측면에서는 필터 기반, 멀티캐스트 기반의 두 카테고

리로 나눌 수 있다. 필터 기반 시스템에서는 이벤트가 발행자로부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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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카테고리

구독 모델

토픽 기반

컨텐츠 기반

타입 기반

라우팅
필터 기반

멀티캐스트 기반

토폴로지

중앙 집중형

분산형
브로커 기반

DHT 기반

전달 방식
직접 전달

간접 전달

표 1 발행-구독 시스템 분류

독자에게 전달되는 경로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에서 컨텐트 기반 필터링

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노드의 프로세싱 부담이 증가하고 전송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멀티캐스트 기반 시스템에서는 멀티캐스팅

그룹들이 사전에 구성되어, 만일 이벤트가 발생하면 특정 멀티캐스트 그

룹으로 멀티캐스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어

떤 노드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벤트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러한 경우에는 프루닝(pruning)을 수행하여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폐기

하여 자신의 서브네트워크에도 원치 않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한

다. 필터 기반 시스템으로는 SIENA, Gryphon, JEDI, REBECA, Elvin

등이 있으며, 멀티캐스트 기반 시스템으로는 Bayeux, Scribe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폴로지 측면에서는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의 두 가지 카

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는 모든 구독 정보를 중

앙 서버에 저장하고, 매칭 알고리즘 또한 중앙 서버에서 수행하여 메시

지를 전달한다. 이벤트가 발행자로부터 발행되면 중앙 서버는 매칭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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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논문에서의 발행-구독 시스템 분류

리즘을 수행하여 구독자들을 특정하고, 해당하는 구독자들에게 이벤트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장애에 취약하며 네트워크

병목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이벤트전달이 필요없으며

유지관리와 매칭 알고리즘이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집중형 시

스템을 분산형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있다. 먼

저, 서버를 여러개 두어 모든 서버에 같은 구독정보를 저장해 두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장애에 강인하고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해 쉽게 구현이

가능하지만 확장성이 약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

다. 두 번째 방법은 각 컨텐트/토픽 별로 여러 서버들에 분산하여 저장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하고 계산이 줄어든다

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확장성이 약하다. 세 번째 방법은 완전히 분산된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라우팅과 메시지 전달을 수행하게 된

다.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따라 메시지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고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지만, 프로토콜과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진다

는 단점이 있다.

분산형 시스템은 다시 브로커 기반과 DHT 기반 시스템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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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브로커 구조에 따른 분류

있다. 브로커 기반 시스템은 중간 브로커에 의해 발행과 구독이 이루어

지는 시스템이고, DHT 기반 시스템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DHT를 이

루어 구독정보를 분산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single point of failure를 막을 수 있으며 self-organizing이 가능하다. 브

로커 기반 시스템으로는 SIENA 등이 있다.

전달 방식으로는 직접전달과 간접전달의 방식이 있는데, 직접전달은

P2P방식 혹은 DHT방식과 같이 노드가 직접 다른 노드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간접전달은 중간 브로커를 통해 메시지를 간접적으

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분류를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이 발행-구독 시스템

을 분류한다. 먼저 전달 방식에 따라 직접/간접전달로 나눈 후, 직접전달

방식은 중앙서버를 가지는 P2P방식과 DHT방식으로 나눈다. 간접전달

방식은 브로커의 토폴로지에 따라 중앙집중형 브로커 구조, 계층형 브로

커 구조, 메쉬 브로커 구조로 나눈다. 여기에 추가하여 메쉬 브로커 구조

는 라우팅 방식에 따라 트리 기반 라우팅 방식과 네트워크 기반 라우팅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라 현존하는 시스템을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각 분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 시나리오와 요구사항에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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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존 발행-구독 시스템 분류와 장단점

합한 분류는 (1) 토픽기반 (2) 계층형 브로커 기반 시스템으로 분석됐다.

중앙집중형 브로커 시스템은 간단한 구조이지만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고

single point of failure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메쉬 브로커 시스템은 다

중 경로가 가능하여 링크/노드 고장에 강인하지만 브로커마다 라우팅 알

고리즘을 구동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계층형 브로커 구조는 고장에

취약하지만 중복메시지가 없고 토폴로지가 단순하여 사물인터넷 시나리

오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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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층형 발행-구독 모델에서의 발행과 구독

제 2 절 계층형 발행-구독 브로커 구조

이 절에서는 이전 절에서 사물인터넷 시나리오에 계층형 브로커 구조

가 적합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계층형 브로커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먼

저 브로커의 오버레이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발행과 구독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 브로커 오버레이 구조

계층형 발행-구독 시스템에서 브로커들은 그림 4와 같이 계층적인 형

태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하나의 루트 브로커(root broker)가

지정된다 [6]. 각 브로커는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브로커의 구독자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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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작하여, 루트에 위치한 브로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브로커들은

자신의 부모 브로커를 구독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구독자, 즉 클라이언트

들은 브로커 트리의 어느 노드에나 연결될 수 있으며 이 또한 해당 서버

(브로커)를 subscribe함으로써 연결된다. 각 브로커들은 자신에게 연결된

로컬 클라이언트들의 구독 토픽들을 관리하고 발행/구독 메시지들을 부

모 혹은 자식 노드들에게 전달할 책임을 가진다 [6].

2. 발행/구독 수행 방법

메시지의 발행과 구독은 브로커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라우팅 알고

리즘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우팅 알고리즘은 크게 오버레이네트워크에서

행해지는 라우팅과 물리네트워크에서 행해지는 라우팅의 두 가지로 구성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자만을 고려한다. 계층형 발행-구독 브로커 구

조에서는 각 구독자가 자신의 부모를 구독하는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독은 오로지 상위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부모 브로커 A는 자식 브로

커 B로부터 특정 주제 S1에 대한 구독이 도착하면, S1->B와 같은 형식

으로 구독정보를 저장한다 [6]. 만약 부모 브로커 A에 S1 토픽의 발행메

시지가 도착하면, S1->B라는 규칙에 따라 A는 S1을 B에게 연쇄적으로

발행한다. 하지만 만약 이전에 전송된 구독정보와 같은 구독이 부모 브

로커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전에 브로커 네트워크에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위로 진행하지 않는다.

발행은 구독이 이루어진 path의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메시지가 발행

되면 이 메시지는 항상 루트 브로커에게까지 상위로 전달된다 [6]. 루트

브로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만약 발행메시지가 구독정보와 매칭이

이루어지는 브로커에 도착한다면 그 하위 브로커에게로 다시 전파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구독자들에게 발행 메시지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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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과 구독의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진행된다. 먼저 구독자 C1이 주

제 n에 대한 구독메시지를 B2에게 보내면, B2는 라우팅정보를 수정하고

(그림 4에서는 브로커에서 나가는 화살표로 표시됨) 상위 브로커인 B1에

게 보낸다. B1 역시 라우팅정보를 수정하고 루트브로커에게 보내고, 루

트 브로커도 라우팅정보를 수정한다. 다음으로 구독자 C2가 주제 n에 대

한 구독메시지를 B3에게 보내면, B3는 라우팅정보를 수정하고 B1에게

보낸다. B1도 라우팅정보를 수정하고, 이미 같은 주제에 대한 메시지가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위브로커에게 구독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다. 그 후 발행자 C3가 주제 n에 대해 발행메시지를 보내면, 발행메시지

는 루트브로커에게까지 전달된다. 전달되는 경로 상에서 만약 주제 n에

대한 구독정보를 가지는 하위 브로커가 있다면, 그 브로커들에게 메시지

를 발행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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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장감내 기법의 분류

제 3 절 관련 연구

신뢰적인 발행-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은 그림 5와 같이 분류된

다 [4]. 발행-구독 시스템에서의 고장감내 기법은 크게 라우팅기술을 이

용하는 방법과 중복 방기법이 있다. 라우팅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은

Planning과 Reconfiguring이 있으며, 중복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은 FEC,

Path redundancy, Broker redundancy, ARQ, Gossiping 등이 있다. 현존

하는 계층형 브로커 기반 발행-구독 시스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IENA [7], TIB/RV [8], Gryphon [9], PADRES [10] 등이 있다.

앞서 나열한 기존연구들의 고장감내 메커니즘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SIENA [7] 는 고장감내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 연구자들에 의해 SIENA에 고장감내 메커니즘을 추가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Roberto [17] 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의 subscribe

information space를 overlap함으로써 구독정보들이 여러 브로커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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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ryphon의 고장감내 메커니즘

되어 저장하여, 브로커의 failure가 일어나도 해당 구독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TIB/RV [8] 는 브로커마다 백업서버를 두어 클라이언트/브로커 연결

정보와 구독 정보를 백업해놓고, 브로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백업서버

가 대신 처리하도록 한다. IBM에서 개발한 Gryphon [9] 은 그림 6과 같

이 브로커 중복을 통해 고장감내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11]. Gryphon에

서는 물리적 브로커 2개를 하나의 가상 브로커로 추상화하여, 만일 브로

커에 failure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브로커가 동작하게 함으로써 고장감

내성을 제공할 수 있다. Elvin [18] 은 클라이언트 노드들이 반드시 프록

시 서버를 통해 연결되도록 하고, 프록시 서버로 하여금 브로커네트워크

의 토폴로지와 주소 정보를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브로커가 실패할 경우

에도 해당 브로커를 대신할 다른 브로커를 프록시 서버가 선택하여 클라

이언트 노드와 재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기존의 계층형 구조 발행-구독 시스템들은 대부분

redundancy를 이용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발행-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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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메커니즘이 대용량 서버에서의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용

되는 목적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물인터넷 시나리오에서는 이와

같이 중복 브로커를 사용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많은 중복 메시지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낭비가 된다. 또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브로커를

위한 안정적인 백업 서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계층형 발행-

구독 시스템들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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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정의

이 장에서는 먼저 제1절에서 본 논문에서 모델링한 타겟 시스템을 설

명하고, 제2절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할 신뢰성의 개념을 정의한다. 또한

제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설정한 시스템 모델을 이

용해 정의한다.

제 1 절 시스템 모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겟 시스템 모델로 계층형 브로커 기반 발행

-구독 모델을 설정한다. P2P기반 모델은 네임서비스를 담당할 중앙 서

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분산형 환경을 구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발행-구독의 대표적인 장점인 익명전달의 이점이 상실된다.

DHT기반 모델은 분산 해시 테이블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단점이 존

재한다. 따라서 브로커 기반 모델이 적합하다.

브로커 기반 중에서도, 단일브로커 방식은 확장성이 매우 낮고 single

point of failure에 취약하다. 메쉬 브로커 방식은 복잡한 라우팅 알고리

즘을 각 브로커에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저전력 디바이스로

구동될 수 있는 IoT 환경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구독 모델로는 토픽 기반 구독 모델을 사용한다. 컨텐트 기반 구독모

델은 매칭알고리즘의 오버헤드가 클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시나리오

에서 노드들은 센서, 액추에이터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큰 표현력을

요하지 않고 단일 혹은 소수의 토픽 만으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토픽 기반 구독모델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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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스템 모델

종합하면, 본 논문에서 설정하는 타겟 시스템 모델은 토픽 기반의 계

층형 브로커 기반 발행-구독 모델로, 각 노드들과 브로커들은 모두 IoT

에서 사용되는 자원 제약적 노드(resource-constrained node)로 구성된

다. 또한 각 노드들은 모두 비신뢰적인 무선 네트워크(unreliable

wireless network)로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제 2 절 발행-구독 시스템의 신뢰성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발행-구독 시스템의 신뢰성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신뢰성의 정의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메시징 시스템의

신뢰성이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드나 링크 실패 등의 결함이 발생하

였을 때 (i) 결함 탐지 (ii) 결함 분석 및 복구 (iii) 메시지 복구 의 프로

세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iii)의 경우 응용 레벨에서 메시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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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결함의 종류 [12]

싱이 이루어진다면 응용 레벨에서 구현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본 논문에

서는 (i)과 (ii)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행-구독 시스템의 신뢰성(reliability)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신뢰성이란, 링크/브로커의 고장을 감지(detecting

failure)하고 브로커 오버레이 구조를 자가구성(self-organizing the

broker overlay structure)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이다. 링크 고장은

(1) 노드-브로커 링크 고장 (2) 브로커-브로커 링크 고장으로 나눌 수

있고, 브로커 고장은 (1) 루트 브로커 고장 (2) 비루트 브로커 고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 3 절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목표는 IoT 환경에서 발행-구독 시스템

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드와 링크 고장을 감내하기

위하여 계층형 브로커 기반 발행-구독 시스템에서 브로커 토폴로지를

자가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의한다. 그림 7에서, (1) 노드-브로

커 링크의 고장으로 B3과 클라이언트 노드 간 링크의 고장, (2)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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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링크의 고장으로 B1과 B2 사이의 링크의 고장, (3) 비루트 브로

커의 고장으로 B2의 고장, (4) 루트 브로커의 고장으로 B1의 고장, 총

네 가지 경우에서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장감내 메커니즘을 다음

장에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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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각 브로커에 유지되는 자료구조

제 4 장 고장 감내 발행-구독 기법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지적한 기존 발행-구독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고장 감내 발행-구독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1절에서는 브로커 네트워크를 재구성

(reconfigure)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제2절에서는 이를 위한 자료구

조인 currentTopology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브로커 네트워크 재구성 기법

브로커 네트워크 재구성을 위하여 본 제안기법에서는 union-find 연산

을 이용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브로커의 부모 브로커를 추적하기 위

하여, (브로커ID, 부모브로커ID) 쌍을 저장하는 새로운 데이터구조를 추

가한다. 이때, 루트의 부모 브로커 ID는 –1로 설정한다. 그림 7의 시스

템 모델을 위에서 설명한 자료구조로 표현하면 그림 9와 같다.

각 브로커는 브로커 네트워크에 조인할 때 자신의 ID와 URI, 부모의

ID를 네트워크에 발행한다. 발행한 메시지는 앞서 설명한 발행 방식에

따라 전체 네트워크에 notify된다. 만약 브로커 i가 자신의 부모 브로커

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감지하면, 즉 부모 브로커의 고장을 감지하면,

본 제안기법에서 새로 정의한 findParent(i) 함수를 돌려 연결 가능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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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indParent() 함수의 동작 개념도

상 브로커를 찾는다. findParent()함수는 그림 9의 자료구조에서

parent[i]의 값에 해당하는 브로커에 subscribe()시도를 한 후 정상 연결

리턴값이 돌아오면 exit하는 함수이다. 브로커의 subscribe는 브로커의

ID와 호스트네임을 변환해주는 getHostById()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가능

하다. 만약 루트까지 올라가도 정상 연결 가능한 브로커를 찾지 못할 경

우에는 exit한 후, 본 기법에서 정의한 또다른 함수인 weightedUnion(i,

j)함수를 실행하여 현재 위치의 브로커와 루트의 다른 자식 브로커 중에

서 트리의 높이가 더 작은 쪽을 높은 쪽의 자식으로 subscribe()한다. 이

렇게 하는 이유는 연쇄적으로 반대로 할 경우에는 트리의 높이가 한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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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nion()함수의 동작 개념도

제 2 절 CurrTopo 토픽

제1절에 명세한 알고리즘을 위해, 새로운 토픽을 추가적으로 정의한

다. 토픽 currTopo는 “current topology”를 의미하며, 각 브로커는 상위

브로커에 연결될 때, 그리고 하위 브로커가 연결될 때 서로간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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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시스템의 {URI, BrokerID, parent’s broker ID} 쌍들을 교환한

다. 이 쌍은 제1절에서 정의한 자료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다. 이

값들을 교환함으로써 전체 브로커 네트워크는 토폴로지와 구독정보를 공

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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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및 검증

이 장에서는 4장에서 제안한 두가지 기법들이 앞서 정의한 요구사

항들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검증한 결

과를 보인다.

제 1 절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실험하기 위하여, 제안 기법을 Linux

14.04 LTS 32-bit 운영체제 상에서 SIENA v2.0.4를 수정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에서는 편의상 모든 브로커, 발행자, 구독자는 같은 머신 위에서

각각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하도록 하여 실험하였다. 시스템 모델에서

정의했던대로, 그림 7과 같이 토폴로지를 구성하여 프로세스를 각각 생

성하였다.

실험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2번 브로커를 종료시킴 (2) 1번 브

로커를 종료시킴 (3) 2번 브로커가 실행되고 일정시간 후에 3번 브로커

와의 TCP연결을 닫도록 설정. (1)와 (2)는 각각 비루트브로커, 루트브로

커에 고장이 생겼을 때 고장감내성을 검증하는 실험이고, (3)은 브로커

사이의 링크에 고장이 생겼을 때 고장감내성을 검증하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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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험에 사용된 입력

제 2 절 실험 결과

실험 결과, (1) 비루트 브로커인 2번 브로커가 종료될 경우 (2) 루트

브로커인 1번 브로커가 종료될 경우 (3) 2번과 3번 브로커 사이의 링크

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 모두 토폴로지를 재구성하여 연결 트리로 유지하

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제안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함을 입증 가

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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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사물인터넷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키텍처와 플

랫폼,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물인

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엄밀하고 체계적인 아키텍처 표준이나 프로토콜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모델인 계층형 브로커

기반 발행-구독 모델의 동적인 브로커 토폴로지 재구성을 통한 고장감

내기법을 제안하여 사물인터넷에서의 중요한 이슈인 신뢰성과 회복성 요

구사항을 일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발행-구독 고장감내 메커

니즘을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다룬 신뢰성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보안, QoS 등의 비기능적 요구사항, 나아가 기능적 요구사항들을

상황과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인 요구사항으로 변환하는 연구와, 분산

발행-구독 미들웨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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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ult-Tolerant Publish-Subscribe

Mechanism for Improving

Data Delivery Reliability

Wonjung Park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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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rise of Internet of Things, the complexity of network as well

as the number of objects connected to Internet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essaging model

that is robust and highly scalable. Publish-subscribe communication

model is a suitable model for IoT environment which provides

loosely-coupled architecture, anonymous and asynchronous

communication, scalability and time/space abstraction.

Meanwhile, IoT network is consisted of resource-constrained

nodes and connected via unreliable wireless network. Thus, system

failure such as node and network failure may occur more occationally

than in wired networks. However, existing publish-subscribe systems

were not designed considering such unreliable network environment,

so existing systems provide fault-tolerance mechanisms using

complex routing algorithms and redundant hardwares.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fault-toeranc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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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ierarchical broker-based publish-subscribe systems which covers

IoT resilience requirements. Proposed method showed O(1) complexity

and we evaluated our mechanism through actual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s.

Keywords : Publish-subscribe, Internet of Things, Fault-

toleranc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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