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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는 네트워크상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Quality of Service (QoS)를 갖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서비스 선택과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방안은 사용자가 선호하
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택되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부하가 크거나,
간단한 등록 테스트를 거치는 것으로 대신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QoS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 신뢰성의 서비스 선택 기법을 제안하고, 부하
가 적은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서비스의 속도를 높인다. 제안된
서비스 선택 기법은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인 VIKOR 방법과
TOPSIS 방법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VIKOR
방법의 decision matrix는 Service Level Agreement (SLA)의 분
석을 통해 얻어지고, TOPSIS 방법의 것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조
합하여 얻어진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
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도록 구현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으로 인해 모니터링
의 부하가 적고, 처리량이 빠르고, 사용자가 원하는 QoS에 정확

히 부합하는 서비스를 높은 확률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서비스 지향 아키텍쳐, 서비스 품질, 서비스 선택, 서비
스 모니터링, 높은 신뢰성
학번 : 201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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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의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의 수가 증가하면서 생기
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비슷하거나 같은 기능의 서비스가 여러 제
공자로부터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인터
넷 뱅킹의 로그인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현재는 사용자가 인증
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서비스를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형태
를 띠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중복된 제공은 비용적인 측면에
서 좋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SOA)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는 네트워크상의 시스템 구축 방법론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사용하는 서
비스 사용자, 그리고 제공자와 사용자의 중계 역할을 하는 서비
스 브로커로 이루어져 있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사용자, 서비
스 브로커 사이의 연결을 위해 일반적으로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는 XML 형태의 메시지 통신을 담당
하는 프로토콜과 서비스를 기술하는 양식인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를 이용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는 네트워크상에서 구축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QoS (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실행 시간, 응답 시간, 가용성, 정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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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1].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발견된 서비스들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결정해야 하는 서비스 선택(Service Selection)은 현
재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
는 부분 중 하나이다. QoS와 같은 비기능적 필요조건은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
다. Qo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의 특성은 다기준
의사 결정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 이론과 다기준 의사 결정론(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의 해법인 TOPSIS 방법과
VIKOR 방법을 조합하여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의 신뢰성을 높이
는 방법과 서비스의 그룹화를 통해 모니터링의 부하를 감소시키
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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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배경
제 1절 관련 연구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서비스를 브로커에 등록하는 과
정에서의 서비스 테스트를 보다 견고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다[2].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를 위해 dependence-based
progressive group test가 제안되었다. 이 테스트를 위해 서비스
브로커는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4개 레벨의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test generator, 테스트를 실행하는 test master, 테스트 결과가
서비스의 Service Level Agreement (SLA)와 일치하는가의 여부
를 판단하는 test evaluator 모듈을 사용한다. 테스팅 방법의 이름
에서 알 수 있듯이 테스트 스크립트 사이의 의존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계층적 테스트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진
행된다. 첫 번째 레이어부터 각 레이어의 모든 테스트 스크립트
를 모든 살아있는 서비스에 적용한다. 여기서 살아있는 서비스가
의미하는 것은 전 단계의 테스트를 통과한 서비스이다.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감시하는 것이다[3].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의존
성을 높이기 위해 능동적 서비스 브로커를 제안한다. 기존의 서
비스 브로커는 수동적으로 제공자와 소비자의 요청을 기다리지만
서비스 브로커는 dependable computing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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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런 평가는 서비스 제공자와 독립적이므로 검사하는
QoS가 겹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능동적
인 서비스 브로커는 1) management service interface를 이용하
여 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고, 2) 끊임없이 제
공받은 서비스의 상태와 행동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3) 서비스
의 수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수정 사항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4) 소비자가 요청을 했을 때, 브로커는 비기능적
인 부분까지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5) 서비스가 소
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중에도 서비스의 상태와 행동을 추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브로커에 많은 오버헤드를 주기 때문에 처
리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 2절 퍼지 이론
본 논문에서 퍼지 이론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용자의 피드백
을 수용하여 서비스의 선호도를 계산하기 위해 쓰인다[4]. 현존하
는 서비스 컴포지션 기법들은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대,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좋고
나쁨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알아
내기 어렵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
려하여 적용하면, 처음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QoS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고, 가장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실패 했을 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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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안을 쉽게 찾아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느끼
는 서비스 품질의 상향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퍼지 이론을 다기준 의사 결정론의 해법으로 사용되는
TOPSIS 방법과 VIKOR 방법에 적용하여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가 위와 같은 장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선호도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위해 삼각 퍼지 수를 이용하여 언어 변수를 미리 정의
하여 사용한다[5]. 삼각 퍼지 수의 mean 값을 언어 변수의 값으
로 설정하고, 각 언어 변수에 적용되는 가중치 역시 삼각 퍼지
수의 mean값을 사용하여 정의한다.
위에서 언급한 삼각 퍼지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10].
순

정의 1. 삼각 퍼지 수. 범위가 0부터 1사이인 퍼지 집합,
가 있다고 가정하면,  는 그림 1과 같이 사중항    으로
정의된다.
정의 2. The graded mean integration representation on
triangular fuzzy number. 삼각 퍼지 수,       가 있다
고 가정하자.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3. 삼각 퍼지 수의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 두 개의
         와         가 있다고 가
삼각 퍼지 수, 
정하자. 삼각 퍼지 수의 더하기와 곱하기는 다음과 같은 정규식
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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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연산

더

:
⊕   
×  


            


하기 연산 ⊗ :

곱

 
⊗
   
  



       ×       



이 두 연산은 다기준 의사 결정론의 해법을 결정하기 위해 사
용된다.
사용자의 선호도를 피드백으로 받는 아키텍처의 구현을 위해서
언어 변수를 미리 정의하여 사용한다.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언어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퍼지 집합으로 변수화
할 수 있다. 표 1과 표 2는 사용자가 생각하는 기준들의 중요도
와 각 대안의 평가에 대한 언어 변수를 퍼지 집합으로 정의한 예
를, 표 3과 표 4는 퍼지 집합을 이용하여 언어 변수의 the
graded mean을 구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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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if 

i f  ∈   
if  ≥ 

그림 1. 삼각 멤버십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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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삼각 퍼지 집합으로 나타낸
기준의 중요도를 위한 언어 변수
언어 변수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각 기준의 중요도
(0, 0.1, 0.3)
(0.1, 0.3, 0.5)
(0.3, 0.5, 0.7)
(0.5, 0.7, 0.9)
(0.7, 0.9, 1.0)

표 2. 삼각 퍼지 집합으로 나타낸
대안의 평가를 위한 언어 변수
언어 변수
매우 나쁨
나쁨
중간
좋음
매우 좋음

각 대안의 평가
(1, 1, 3)
(1, 3, 5)
(3, 5, 7)
(5, 7, 9)
(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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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준의 중요도를 위한 the graded mean value
언어 변수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각 기준의 중요도의 mean
0.1167
0.3
0.5
0.7
0.8833

표 4. 대안의 평가를 위한 the graded mean value
언어 변수
매우 나쁨
나쁨
중간
좋음
매우 좋음

각 대안의 평가의 mean
1.3333
3
5
7
8.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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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플랫폼의 구성
제 1절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하려는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림 2. 고 신뢰성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위와 같은 구조의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통신 모듈, 저장소, 동적 서비스 조합 모듈, 서비스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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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모듈, 모니터링 모듈 등과 같은 내부 컴포넌트들이 필요하
다[11].
실시간 통신 모듈은 XML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인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와 서비스를 기술하는 언어인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를 바탕으로 구현되
었다. 통신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서비스 브로커,
서비스 제공자 간의 메시지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큐를 이용
하여 관리한다.
저장소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XML 기반의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서버이다. 서비스 브로커는 저장소에
접근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검색하여 알려준다. 실시간
으로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장소는 미리 검증된 서비스의
정보와 서비스 명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 명세 처리 모듈은 자연 언어로 기술된 서비스 명세를
처리하기 위해 XML 기반의 WSLA (Web Service Level
Agreement)라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서비스 명세를 사용한다.
WSLA는 제공자와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른 서비스에게 보이는
인터페이스, 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설명, 지켜져야 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감시를 돕는다. 게다가
상호 운용성, 변화 가능성 등과 같은 비기능적인 부분까지 명시
해주기 때문에 QoS를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니터링 모듈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소에 등록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실시간으로 QoS를 비롯한 비기능적인 부
- 11 -

분을 감시한다. 비기능적인 부분의 감시를 위해 서비스 명세 문
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테스트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테스트한다.
동적 서비스 선택 모듈은 시스템 사용 효율을 계산하는 알고
리즘으로 수락 제어를 한다. 조합할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지
속적인 품질 테스트와 전에 사용했던 사용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위와 같은 모듈들을 바탕으로 아키텍처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기준 의사 결정 문제의 해법을 적용한 서비스 선택과 실
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서비스 브로커에 퍼지 이론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제 2절 퍼지 이론을 적용한 서비스 선택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는 등록된 서비스들의 기능적인 부분과
비기능적인 부분의 평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과 가
장 부합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서비스들의 기능적인 부분이 차
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의 서비스 선택은 주로 비기능적인
부분, 즉 QoS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럼 QoS를 기반으로
서비스 선택을 할 경우에는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의 수도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QoS 기반의 서비스 선택은 다기준 의사 결정론(MCDM) 문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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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준 의사 결정론 문제의 해법으로는 MAUT, ANP,
TOPSIS, VIKOR등이 있다. MAUT는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
인간의 의사결정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다는 단점이 있고, ANP는
대안의 수가 증가할수록 평가횟수가 급증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기 힘들다[7]. 반
면 TOPSIS와 VIKOR는 각 대안과 QoS의 기준을 행렬로 계산하
기 때문에 대안과 기준이 많아져도 계산 시간이 급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9].
VIKOR 방법은 이상적인 해법과 가장 근접한 대안을 찾는 방
법이고, TOPSIS 방법은 이상적인 해법과 가까우면서 최악의 해
법과 먼 대안을 찾는 방법이다[9].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VIKOR
방법이 사용자의 QoS 기준 선호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최악의
해법과 상관없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운영되는 초반에
더 효과적이다.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fuzzy theory를 이용하
여 처리한 결과를 서비스 선택에 적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의 피드백이 선택에
반영될 수 있을 만큼 모이기 전에는 VIKOR 방법을 이용하여 대
안을 선택하고, 그 후에는 계산 속도가 더 빠른 TOPSIS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3과 같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선택 방법사이의 전환은 QoS를 측정하는 기준이 처음부터 정해
져 있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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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 선택 과정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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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서비스 브로커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브로커를 이용한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1) 서비스가
등록될 때 check-in test를 통해 제공자가 제출한 서비스를 평가
할 수 있다 2)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상태와 행동을 추적
할 수 있다 3) 등록된 서비스의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다 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센서, 컴포넌트 센
서를 이용한다. 인터페이스 센서는 단일 서비스 사이의 상호작용
을 자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서비스가 등록되는 시점에서 서비
스와 랩핑(wrapping)되는 것으로 생성된다. 컴포넌트 센서는 서
비스의 내부에 생성되는 센서로 서비스의 상태와 관련된 모든 것
을 체크한다. 각 컴포넌트의 구조적인 부분(Struct_CSensor), 서
비스의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Data_CSensor), 서비스의 상태
(Status_CSensor)등을 측정한다.
위와 같은 센서들은 Service Level Agreement (SLA)를 분석
하고나 인터페이스 랩핑 함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생성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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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아키텍처의 구현
제 1절 퍼지 집합을 이용한 서비스 선택
Qo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은 QoS를 평가하는
기준들( )과 기능적으로 같은 대안 서비스들()의 행렬()
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행렬은 판단 행렬이라고 불리
며,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5, 6, 9].
 

   
      
    






  
   

이 행렬의 원소들은 서비스가 등록이 될 때 알게 되는 QoS의
가중치(중요도)를 나타내는 언어 변수로 되어 있다. 언어 변수를
계산이 용이하도록 수치화하기 위해 삼각 퍼지 집합을 사용하여
각 집합의 mean 값을 구해 행렬의 원소로 한다.
VIKOR 방법과 TOPSIS 방법에 사용되는 판단 행렬을 생성하
는 방법은 구성 원리가 서로 다르다. VIKOR 방법의 행렬은 서비
스가 등록될 때 제공되는 Service Level Agreement (SLA) 문서
를 분석하여 생성되고, TOPSIS 방법의 행렬은 사용자의 피드백
을 누적하여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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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OR 방법.
VIKOR방법의 판단 행렬의 구성 순서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Decision matrix 구성 순서도 (VIKOR 방법)
선 대안 서비스( )의 SLA에 포함되어 있는 Service Level
Object[그림 5]를 분석하여 QoS 평가 기준의 이름( ⋯  )과
조건 그리고 값(  ⋯  )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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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값들을 먼저 생성된 판단 행렬의 원소들과 비교하여 언어 변
수로 치환한다.
<Expression>
<Predicate xsi : type="Greater">
<SLAParameter>TransactionRate</SLAParameter>
<Value>1000</Value>
</Predicate>
</Expression>

그림 5. Service Level Object 의 예시
이미 생성된 대안 서비스( ⋯  )의 평가 기준( )의 모
든 값들(  ⋯  )을 정렬하여 새로운 값( ) 이 위치할 곳
을 찾는다. 즉,  의 바로 앞과 뒤에 위치하는 값을 찾는다.
(⋯       ⋯)
앞의 값( )에 매치되는 언어 변수의 값( )과 뒤의 값
( )에 매치되는 값( )이 같으면,  의 언어 변수
값(  )은  와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와
 중 더 큰 값의 언어 변수와 같다.
 

 

































 


i f   
max     

구해진  를 앞의 2장 2절에서 정의한 표를 이용하여 삼각
퍼지 집합으로 다시 치환하고, 이를 판단 행렬의 원소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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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성된 판단 행렬을 이용하여 대안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6].
1) 판단 행렬 상의 각 QoS 평가 기준의 평준화를 위해
 )를 구한다. 
max
 와   min
 (
와  를 이용하여 평준화된 값인  와  를 아래의 식을 이용
하여 계산한다.  는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가 실행될 때 미리
주어진 가중치이다.









∈

















 





   


 


    


   
  max∈  


     



2) 1)에서 구한  와  를 이용하여 대안의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값을 아래와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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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w

   min     ma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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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max 

)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
족하는 서비스 대안 를 찾는다.
3

    ≥





 



    ≺ 


TOPSIS 방법.
TOPSIS 방법에서 사용되는 판단 행렬은 그림 6과 같은 순서
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그림 6. Decision matrix 구성 순서도 (TOPSIS 방법)
VIKOR 방법과는 다르게 TOPSIS 방법은 피드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행렬에 적용하여 대안 서비스 선택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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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킨다. 우선 대안 서비스( ) 에 대한 피드백( )을 사
용자로부터 수집한다.  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 

수집된 피드백과 판단 행렬(    )의 k 번째 행을 조합하여
새로운 k 번째 행(  )을 생성한다. 새로운 행은 다음과 같이 정
의 된다.
 ×

′



 ′ 

  


 ⋯

  


위의 과정을 통해 판단 행렬의 행이 일부분
평준화를 새롭게 해준다.
 



되었기 때문에

변경









평준화된 행렬은 사용자의 선호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된 후
TOPSIS 방법의 해법을 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선호도가 반
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Positive Ideal Solution (  )이 사용
자의 피드백,  보다 크거나 같은지 검사한다.





   max      ⋯    ⋯  
   

통과된 행렬은 대안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피드백을 더 모으기 위해 TOPSIS 방법 대신
VIKOR 방법을 이용한다. 다수의 실행을 거쳐 완성된 판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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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안 서비스를 선택한다.[5]
1) 판단 행렬의 QoS 평가 기준의 값을 평준화 한 뒤, 가중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행렬, 를 만든다.  의 원소 는 다음의
평준화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2) 1)에서 구한 평준화된 행렬을 이용하여 Positive Ideal
Solution(PIS,  )과 Negative Ideal Solution(NIS,  )을 구한
다.






   
 ′  min    ∈ ′′ 
       max   

          min    ∈ ′  max   ∈ ′′ 

) 각 대안 서비스들의 PIS와 NIS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두 위
치 사이의 거리를 보통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한다. 하지만,
TOPSIS 방법에서는 행렬을 평준화할 때,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
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하게 되면 가중치가 제곱이 되어 제
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Minkovski가 제안한 두 위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 가중치가 적용된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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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들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relative closeness coefficient
(  )를 구한다.



  

피드백 컨트롤.
사용자가 대안 서비스를 사용하고 난 후 제공하는 피드백은
‘매우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등과 같이 사람의 언어로 입
력된다. 이렇게 입력된 언어 변수는 미리 정의된 삼각 퍼지 집합
으로 변환되어 새로운 판단 행렬를 구성하여, 서비스 선택을 하
는 계산에 이용되고, 다음 절에 나오는 실시간 모니터링시의 부
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이 절의 처음에서 설명했듯이 시스템 실행 초기에 VIKOR 방
법으로 대안 서비스를 선택하다가 TOPSIS 방법으로 선택 방법
을 교체하는 기준 역시 피드백 컨트롤 부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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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 Old decision matrix for VIKOR (VDM_(k-1))
Information of new alternative (A_k)
Fuzzy set matching table
Output : New decision matrix for VIKOR (VDM_k)

Algorithm :

/*A_k={x_k1, x_k2, ... , x_kn}
*VDM_(k-1)=matrix[m][n]=[r_ij]_(k-1)n */
Sort C_l={r_1l, ... , r_(k-1)l} of VDM_(k-1);

//Find previous (PRE_x) and next (POST_x) value of x_kl
which is element of A_k in sorted C_l
for(int j = 1; j < ; j++){
for(int i = 1; i < (k-1); i++){
if x_kj<r_ij

POST_x = r_ij, PRE_x = r-(i-1)j;

}
//compare linguistic variable of POST_x and PRE_x
if LV of PRE_x == LV of POST_x
LV of x_kl = LV of PRE_x;
else
LV of x_kl = max(LV of PRE_X, LV of POST_x);

Convert LV of x_kl with fuzzy set matching table
}

그림 7. VIKOR 방법 판단 행렬을 구하는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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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 Old decision matrix of TOPSIS method (TDM)
Feadback of alternative A_k (FB_A_k)
Output : New decision matrix of TOPSIS method (nTDM)

Algorithm :

/*FB_A_k = {fb_k1, fb_k2, ... , fb_kn}
*TDM = matrix[m][n] = [x_ij]_mn
do{
//X_k is elements of A_k of TDM
X_k={x_k1, x_k2, ... , x_kn};
//make new elements
for(int i = 1; i < n; i++)
x_ki = (x_ki+fb_ki)/2;

nTDM[m][n] = r_mn;
for(int i = 1; i < m; i++){
for(int j = 1; j < n; j++){
//normalize changed matrix
r_ij =





;

 

}
}
}while(PIS > FB_A_k);

그림 8. TOPSIS 방법 판단 행렬을 구하는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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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그룹 기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실행된다. 서비스
의 상태를 파악하는 센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의 센서 컨트
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브로커에 생기는 부하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컨트롤, 서비스 저장소에서 얻어진 센싱 데이터를 분석
하는 부분이다.
센서 컨트롤은 컴포넌트 센서와 인터페이스 센서를 생성하고
만들어진 센서들 등록되는 서비스에 이식한다. 컴포넌트 센서의
경우, 센서를 생성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WSDL 파일과 SLA
파일을 분석한다[3]. 인터페이스 센서는 저장소에 서비스를 저장
할 때 자동적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 함수를 랩핑하는 과정을 통
해 생성된다. 인터페이스 센서는 아래의 예제 코드의 굵은 글씨
와 같이 서비스 엔트리, 프로세스, 종료와 같은 이벤트들의 변화
를 추적하여 기록한다.
모니터링 컨트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때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등록된 대안 서비스들을 등급을 매겨 그룹으로 나누
어 감시하도록 한다.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사용자가 제출한 피
드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사용자
의 피드백이 많이 모이면 대안 서비스의 각 QoS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새로운 행렬을 생성할 수 있다. 이 행렬을 바탕으로 서
비스를 상위 그룹, 하위 그룹, 그리고 중간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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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 subscribe(String token, String topic, String
message, int delayCount, int groupNum)
……
serviceEntry(token,service);
tryLogging("::serviceEntry... " + token);
……
for (int i = 0; i < delayCount i++) { ……
tryLogging(service+ "::serviceProcess... " + token);
}
……
serviceExit(token, service); //<-tryLogging(service + "::serviceExit ... " + token);

그림 9. 인터페이스 센서 생성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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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험 및 결과
제 1절 실험 환경 구성
각 퍼지 숫자를 사용하는 서비스 선택 기법과 그룹 기반 서
비스 모니터링 기법을 이용한 높은 신뢰성의 서비스 기반 아키텍
처의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은 표 5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한다.
삼

표 5. 실험 파라미터
파라미터

값

사용자의 수

50

서비스의 수

100

서비스 브로커의 수

1

기타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

0~1초

실험 시간

60초

제 2절 실험 결과
첫 번째로 진행한 실험은 제 4장에서 설명한 서비스 모니터링
의 부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실험이다. 서비스들은 QoS 피드
백에 의해 세 그룹으로 나눠지고, 각 그룹은 랭킹에 따라 다른
주기를 갖는다. 그림 10은 그룹 랭킹의 경우에 따른 모니터링 횟
수의 감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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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그룹 랭크에 따른 모니터링 감소율
상위, 중간, 하위 그룹에 따른 랭킹은 각각 g_h, g_m, g_l 로
표시한다. 상위 그룹의 모니터링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간
과 하위 그룹의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모니터링의 부하
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두 그룹의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에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다음 실험은 각 서비스 선택 기법에 따른 처리량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실험에 사용된 서비스 선택 기법은 이 논문에서 제시
한 기법과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7], 그리고
Similarity Aggregation Method (SAM)[8]이다. 우리가 제시한
기법은 서비스 선택을 기본으로 주기를 조절하지 않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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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했을 때와 주기를 조절한 모니터링을 적용했을 때를 나누
어 실험하였다. 조절된 주기는 그림 10에서 실험된 g_h=3,
g_m=2, g_l=1 을 적용하였다.
그림 11은 처리량 비교에 대한 실험의 결과이다. 이 실험에서
의 처리량은 단위 시간 동안 선택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용자가 보내는 서비스 선택 요구
의 양이 적을 때(< 10)는 처리량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요구의 수가 많아질수록 제일 적은 처리량의 기법과 세 배정도의
처리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기를 조절한 모
니터링을 적용한 방법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처리량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처리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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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실험은 사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사용자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비율을 측정한다. 그 결과인 그림 12에 의하면 QoS에
대한 피드백을 판단 행렬에 적용하는 우리의 기법이 기존의 서비
스 선택 기법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5~30% 이상의 높은 정확성
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룹 기반 모니터링을 적용
한 것이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정확성이 높은 것을 볼 때, 모니
터링에 대한 결과가 서비스 선택에 피드백으로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막

그림 12. 사용자 선호도에 근거한 제공된 서비스의 정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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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논문을 통하여 높은 신뢰도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 기반 아키텍쳐를 구현하였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뢰
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피드백과 삼각 퍼지 집합으로
정의된 언어 변수를 사용하는 서비스 선택 기법을 고안하였고,
이 기법은 기존의 다른 기법에 비해 정확한 서비스를 빠르게 제
공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의 부하로 인해 서비스의 선택
및 제공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기
반의 서비스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다.
위처럼 구현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의 평가는 기존의 시스템과
의 처리량과 정확성의 차이를 측정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처
리량에서는 제일 적은 처리량의 약 3배 정도의 처리량을 보였고,
정확성에서는 기존의 두 기법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30%정
도의 정확성 향상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처리량을 증가시키려면 모니터링의
주기를 감소시켜야 하고, 정확성을 증가시키려면 모니터링의 주
기를 증가시켜야 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다음의 연구에서 개
선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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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Confidence Service Selection and
Monitoring Process for
QoS-Based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hin Seunguk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 is a system architecture
that is composed of service providers, service brokers, and
service consumers in the network. Due to the nature that is
implemented in the network, Quality of Service (QoS) that can
satisfy the user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 However,
proposed systems do not consider preference of users to select
service. Monitoring about services is registration check-in test or
real-time monitoring. Testing does not guarantee QoS during the
process and real-time monitoring gives the load to brokers.
In this paper, fuzzy-based service selection method and
group-based service monitoring is proposed to provide services

that match the user demand. To implement proposed service
selection, VIKOR method and TOPSIS method are used
interchangeably. To decrease load in service monitoring process,
all service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using QoS feedback of
users.
Key words: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Quality of Service,
Service selection, Service monitoring, High-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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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시골에서도 손자
걱정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매일 아침 잠 많은 아들 깨우느라 고생하
신 엄마, 먼 타국에서도 매일매일 ‘잘 되가냐?’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표현
한 아빠, 형 공부하라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동생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페르마처럼 종이의 여백만 허락한다면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을 언급했을
텐데, 그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던 부끄럽지 않은 CSLab의 졸업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쌩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