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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IoT)는 일반적인 컴퓨터 기반 인터넷 

모델을 연결된 사물들의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이질

적이며 제한된 모델로 확장한 것이다. IoT에서 사물

들은 컴퓨터, 센서, 구동장치 그리고 프로세스일 수 

있다. IoT 응용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IoT 장치

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결합하여 사람

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광범위한 IoT로 인해 연결 

기술, 상호 운용성, 관리 및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문제들은 배터리를 교체하

지 않고 수년 동안 작동해야 하고, 손실 및 간헐적인 

네트워크 조건에서 빈번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해야 

하는 저전력 제약 장치의 존재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

다[1].

발행/구독(Pub/Sub, PS) 시스템은 대형 분산 시

스템 구축을 위한 강력한 통신 패러다임으로 사용되

고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 통신 개체들은 시간, 공간,

동기화 측면에서 느슨하게 결합된다. 이 패러다임은 

분산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익명성, 다대다, 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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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과 같은 유용하고 유연한 특성을 지원할 수 있다

[2]. 분산 PS 시스템에서, PS 브로커들은 응용 단계 

오버레이 망으로 상호연결되고, 데이터 소스로부터 

싱크까지 발행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송한다. PS

시스템의 오버레이는 시스템 성능과 메시지 라우팅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급 브로커 오버레

이를 구축하는 것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산 PS 시스

템을 위한 근본적인 핵심 문제이다[3].

본 논문에서는 분산 PS 시스템에서 IoT 응용을 위

한 하이퍼큐브 격자 쿼럼(Hypercube Grid Quorum,

HGQ)를 설계한다. HGQ의 설계에서 PS 모델에 적

합한 엣지 계층의 하이퍼큐브 망에 메시 구조의 오버

레이 망을 임베딩하여 HGQ가 설계된다. 그리고 IoT

환경에서 제안하는 HGQ의 응용으로 엣지 오버레이 

망에 구축된 HGQ 플랫폼에 기반한 센서 데이터 전

달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결함 포용성 및 고가용성 분산 컴퓨팅의 일관

성을 보장하기 위한 쿼럼 시스템, HGQ 구축을 위한 

하이퍼큐브 구조와 엣지 컴퓨팅, 그리고 메시지를 비

동기적으로 멀티캐스트할 수 있는 서버리스 마이크

로 통신 구조인 PS 메시징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

고, 3장에서는 분산 PS 시스템을 위한 HGQ의 설계

와 제안한 HGQ의 응용 예를 기술하고, 그리고 4장에

서는 제안한 HGQ의 성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

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장에서는 하이퍼큐브 쿼럼 구축에 필요한 쿼럼 

시스템, 엣지 컴퓨팅, 하이퍼큐브 구조, 그리고 PS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본다.

2.1 쿼럼 시스템

쿼럼 시스템은 분산 시스템에서 처리기들 간의 조

정을 달성하기 위한 균일하고 신뢰적인 방법을 제공

하는 기본 도구로 역할을 한다. 쿼럼들의 각 쌍은 비

공백 교집합을 가지는 속성을 갖는 쿼럼이라 부르는 

노드들의 부분집합들의 모임으로 정의된다.

쿼럼 시스템은 분산 시스템에서 프로세서들 간의 

조정을 쿼럼 시스템은 일관된 데이터 복제, 합의 문

제 해결 또는 정보 보급을 위한 분산 상호배제를 달

성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최근에 랑데부 문제나 단말 

또는 노드가 네트워크에 존재하지만 동일한 네트워

크의 다른 노드와 통신할 수 없는 숨겨진 인컴벤트 

문제(Hidden Incumbent Problem, HIP)를 해결하기 

위해 쿼럼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4, 5].

격자 쿼럼 방법은  노드들을  행과  열의 

행렬로 배열한다. 여기서 × 이고 쿼럼들은 

행과 열로 구성된다. ∈이라 가정하면, 격자에

서 의 측면 길이를 갖는 정방 행렬에 n 노드들을 

배열한다. Fig. 1의 기본 격자 쿼럼 시스템에서,

≤ ≤을 갖는 각 쿼럼 는 행 i와 열 j를 사용한

다. 각 쿼럼의 크기는 이고 2개의 쿼럼들은 

정확히 2개의 노드들에서 겹친다.

2.2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은 다양한 종단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

이터를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와 같은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한 기기 또는 근거리에 

있는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데이터 처리 시

간을 큰 폭으로 단축하고, 인터넷 대역폭 사용량 또

한 감소시키는 새로운 산업용 데이터 처리 패러다임

이다. 엣지 컴퓨팅 플랫폼은 Fig. 2와 같이 IoT 관리,

데이터 저장, 콘텐츠 캐시, 컴퓨팅 오프로드 및 서비

스 전달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6].

2.3 하이퍼큐브 구조

하이퍼큐브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위한 기본적인 

모델로 사용되어진다. k-차원 하이퍼큐브는 2k 노드

Fig. 1. Basic grid quor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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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k2k-1 간선들을 갖는 무향 그래프 Qk이다. Qk에

서 각 노드는 k-비트 이진 문자열 (ak-1ak-2...a1a0)으

로 표현될 수 있다. Qk내의 별개의 2개의 노드들 x와 

y에 대해, 만일 그 노드들의 이진 문자열 표현이 단지 

한 비트 위치에서만 다르다면 x는 y와 인접하다.

Fig. 3은 k∈{3, 4}에 대한 Qk를 보여준다. 하이퍼큐브

에서 두 노드간의 경로의 길이는 간단하게 경로의 이

음선의 개수이다. Qk에서 어떤 두 노드간의 기껏해야 

k 길이의 경로가 존재한다. 2개의 노드 k1과 k2가 i비

트들만 다르면, 그것들의 해밍 거리     이고,

경로의 길이는 i가 될 것이다. 그 하이퍼큐브에는 노

드 과  사이에 i 보다 더 짧은 경로는 없다[7,8].

2.4 발행/구독 시스템

IoT의 전망은 수십억 개의 장치들을 연결하는 것

이다. 그러한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엣지

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배터리로 작동되거

나 광역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이 느리고 불안정할 

수 있다. 장치를 직접 연결하기 보다 IoT에서 통신은 

PS 기반 브로커를 통한 비동기적으로 수행된다. 일

반적인 PS 시스템은 통신망 상에 분산된 노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 시스템의 클라이언트들은 그

것들의 역할에 따라 정보의 생산자 역할을 하는 발행

자와 정보의 소비자 역할을 하는 구독자로 나누어진

다. 클라이언트들은 그것들 간의 직접 통신할 필요는 

없지만 상호작용이 PS 시스템의 노드들을 통하여 일

어나므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분리는 통신 시스템

에 바람직한 특성이다. 그 이유는 응용 프로그램이 통

신 문제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동

기화 또는 발행자로부터 구독자의 직접 주소 지정과 

같은 측면을 처리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상, 클라이언트 노드들과 PS 시스템 간의 상

호작용은 PS 시스템 상의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실행

될 수 있는 기본 연산들의 집합을 통해 일어난다.

Fig. 4는 PS 시스템의 고급 상호작용 모델을 보여준

다. 여기서 p와 s는 발행자와 구독자를 각각 가리킨

다. PS 브로커는 발행 메시지를 수집하고 구독자에

게 전송한다. 발행자는 한 가지 정보 e를 publish(e)

연산을 실행하여 PS 시스템에 제출한다. 구독자는 

subscribe(s)와 unsubscribe(s) 연산을 각각 실행하

여 PS 시스템으로부터 구독 s를 생성하고 제거한다.

공지 e는 해당 속성에 대해 선언된 모든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독 s와 일치한다고 한다[11,12].

PS 시스템은 주로 2가지 방법: 토픽-기반과 콘텐

츠-기반으로 설계된다. 보통 이벤트는 속성-값 쌍들

의 집합으로 구조화된다. 토픽-기반 PS에서, 구독은 

통신 채널의 세션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토픽을 표현

한다. 토픽은 토픽 이름으로 지정되며, 구독자들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관심 토픽 이름에 대한 구독을 

선언하고, 그리고 발행자들은 토픽 이름이 포함된 메

Fig. 2. Edge computing platform.

Fig. 3. n-dimensional hypercube structures for n∈{3, 4}.

Fig. 4. High-level interaction model of a P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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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태그한다. 콘텐츠-기반 PS에서, 구독 s는 구

독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일련의 제약 조건을 통해 

표현되는 이벤트 콘텐츠의 일부에 대한 필터이다. 따

라서 콘텐츠 기반 PS에서 이벤트들은 다소의 미리정

의된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고 이벤트 자체의 속성

에 따라 분류된다.

IoT 응용을 위한 하이퍼큐브 또는 쿼럼 기반 PS

시스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raujo 등[13]은 회원정보와 발행된 메시지들은 발

행자에 루트를 둔 동적으로 구축된 스패닝 트리 상의 

토픽 그룹의 구독자에게 방송하기 위하여 가상 하이

퍼큐브 유사 위상의 상단에 구축되는 토픽 기반 PS

시스템인 VCube-PS를 제안하였다. VCube에서 노

드 i는 다른 N-1 노드들을 d-VCube를 형성하는 

 log 클러스터들로 그룹하고, 각 클러스터 s(s=1,

..., d)는    노드들을 가지고 있다. 각 클러스터 s내

의 노드들의 순서화된 리스트는 식 (1)의 함수 에 

의해 정의되어진다. 초기에 클러스터 s내의 노드 i의 

첫번째 이웃이 계산되고, 그리고 그 클러스터내의 나

머지 노드들은 하이퍼큐브 이웃의 클러스터들 1,...,

s-1의 노드들이다.

  ⊕
  ║

⊕

    (1)

Fig. 5의 예를 고려해 보면, 여기서 가 토픽 와 

관련된 메시지 를 발행하고, 단지     그리

고 이 구독자들이다. 이 경우에, 는 이 의 

첫 번째 노드이지만 t2를 구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 구독자들 CHILDREN(2, t2, 3)={3, 0, 7}인 그것의 

log   클러스터들의 각 자식에게 를 전송한다.

를 수신한 은 클러스터    에서 가 

의 구독자인지 CHILDREN(7, t2, 2)={5}를 확인하고,

를 로 전송한다. 여기서 CHILDREN(i, t, h)는 

노드 i에 가상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들의 집합을 

반환한다.

Sun 등 [14]는 응용 레벨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

축하기 위하여 격자 쿼럼을 사용하고, 그리고 PS 응

용과 통합하는 격자 쿼럼 기반 PS 시스템(GQPS)을 

제안하였다. GQPS에서, 각 노드는   길이 이

웃 리스트를 관리하므로 어떤 두 노드간의 경로는 

2 홉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Bae [15]는 링크 및 

노드 장애가 있을 경우 메시지/이벤트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쿼럼 기반 계층적 결함 포용 PS

시스템인 QHFPS를 제안하였다.

3. 하이퍼큐브 쿼럼의 설계 및 응용

3장에서는 엣지 계층의 하이퍼큐브 망에 메시 구

조의 오버레이 망을 임베딩하여 HGQ를 설계하고,

설계된 HGQ의 응용 예로 IoT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 

전달 방법을 제안한다.

3.1 HGQ의 설계

제안하는 HGQ를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는 Fig. 6과 같이 3 가지 계층들: 클라우드, 엣지,

IoT 장치로 구성된다. 여기서 엣지 계층에 하이퍼큐

브 망이 구축되어진다. IoT 장치 계층의 스마트 장치

들은 발행자 또는 구독자가 될 수 있고, PS 브로커는 

엣지 계층의 모든 노드들에 배치되어지고, 어떤 IoT

장치의 발행자 브로커나 구독자 브로커가 제출한 정

보를 엣지 계층의 PS 브로커들에게 멀티캐스트 하기 

위하여 엣지 계층의 상단에 엣지 노드들로 하이퍼큐

s c2,s c7,s

1 3 6

2 0 1 5 4

3 6 7 4 5 3 2 1 0

(a) (b) (c)

Fig. 5. VCube hierarchical organization and broadcast tree for node 2 [12]. (a) ci,s table for i∈{2, 7} and N=8 nodes, 

(b) 3-VCube for node 2, and (c) Broadcast tree for source node 2 and topic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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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구조의 네트워크를 설립한다.

발행자 브로커나 구독자 브로커는 하이퍼큐브 구

조의 네트워크의 발행자 브로커 쿼럼과 구독자 브로

커 쿼럼을 각각 사용하여 발행 또는 구독 메시지/이

벤트를 효율적으로 멀티캐스트한다.

분산 PS에서 발행자 브로커 p부터 구독자 브로커 

s로의 발행 메시지 전달을 고려하면, 발행자 브로커 

p는 자신을 포함한 이웃 PS 브로커 노드들의 집합인 

발행자 브로커 쿼럼  로 발행 메시지를 멀티캐

스트하고, 또한 수신자 브로커 s는 자신을 포함한 이

웃 PS 브로커 노드들의 집합인 구독자 브로커 쿼럼 

 로 구독 메시지를 멀티캐스트한다. 쿼럼이 갖

는 성질에 의해  ∩ ≠∅이기 때문에 교집

합에 속하는 PS 브로커가 랑데부 포인트 역할을 수

행하여 발행 메시지가 s에서 t로 전달된다. 따라서 

분산 PS 시스템에서 발행자와 구독자간의 메시지 전

달을 위하여 각 PS 브로커 의 발행자 하이퍼큐브 

쿼럼  와 구독자 하이퍼큐브 쿼럼  를 

구축해야 한다.

HGQ의  와  를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엣지 계층의 하이퍼큐브 망에 2-차원 메쉬 구조를 임

베딩한다. 하이퍼큐브에 메쉬를 임베딩하는 것은 하이

퍼큐브에 링을 임베딩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메쉬의 노드 (i, j)를 하이퍼큐브의    

에 매핑하여  × 메쉬는    노드 하이퍼큐브에 

삽입할 수 있다. 여기서 ∥는 2개의 그레이 코드들의 

연결을 나타낸다. 메쉬에서 인접한 이웃들은 레이블

이 정확히 한 비트 위치에서 다른 하이퍼큐브 노드로 

매핑된다[16].

Fig. 7은 4-차원 하이퍼큐브에 × 메쉬 임베딩

을 보여준다. 메쉬를 하이퍼큐브로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유용한 성질을 갖는다. 메쉬의 동일한 행은 레

이블에 r, 즉 2개의 동일한 최상위 비트가 있는 하이

퍼큐브 노드에 사상되고, 메쉬의 각 행은 2s, 즉 2×2=

4 노드들을 가지고, 그리고 메쉬의 각 행은 하이퍼큐

브의 별개의 서비큐브로 사상된다. 유사하게 메쉬에

서 각 열은 하이퍼큐브에서 별개의 서브큐브로 사상

된다.

Fig. 7(b)의 Q4에서 노드 0111이 분산 PS의 발행자 

브로커 노드이면, Fig. 7(a)와 같이 하이퍼큐브에 임

베딩된 메쉬 구조의 발행자 브로커 노드 0111의 행 

쿼럼으로 발행자 브로커 쿼럼  ={0100,

Fig. 6. Overall system structure for executing HGQ.

(a) (b)

Fig. 7. Embedding 4×4 mesh in Q4. (a) 4 × 4 mesh and (b) Q4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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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0111, 0110}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을 Qk로 일반

화하여 발행자 브로커 노드를 

    ⋯⌈⌉⌈⌉  ⋯라 하면, Qk로부터 발

행자 브로커 노드 p의  는 식 (2)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  (2)

여기서 는 와일드 카드 매치를 위한 무관 비트

(don’t care bit)를 나타낸다. 따라서  는 발행

자 브로커 노드의 비트열 레이블의 하위 비트열 

⌈⌉ 에서 해밍 거리(H)가 ⌈⌉보다 작거

나 같은 PS 브로커 노드들의 집합이다.

Q4에서 노드 1001이 분산 PS의 구독자 브로커 노

드이면, Fig. 7(a)와 같이 하이퍼큐브에 임베딩된 메

쉬 구조의 구독자 브로커 노드 1010의 열 쿼럼으로 

구독자 브로커 쿼럼  ={0001, 0101, 1101,

1001}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을 Qk로 일반화하여 구독

자 브로커 노드를   ⌈⌉⌈⌉라 하

면, Qk로부터 발행자 브로커 노드 s의  를  

식 (3)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  (3)

따라서  는 구독자 브로커 노드의 비트열 

레이블의 상위 비트열  ⌈⌉에서 H가 ⌊⌋
보다 작거나 같은 PS 브로커 노드들의 집합이다.

Q4의 예에서,  ∩   이

므로, Fig. 7(a)와 같이 노드 0101는 발행자 노드 0111

과 구독자 노드 1001 사이의 랑데부 포인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행자 노드 0111가 발행한 모바일 장

치들의 메시지나 이벤트가 랑데부 포인트인 노드 

0101을 거쳐 구독자 노드 1001에게 전달되어진다.

정리 1. n 노드들로 구성된 Qk에서 어떤 발행자 

노드에서 HGQ의 랑데부 노드를 거쳐 어떤 구독자 

노드 까지의 가장 긴 경로의 길이는  이다.

증명: 발행자 노드 p에서  의 노드들까지 

가장 긴 경로의 길이는 ⌈⌉ ⌈⌉이고,

또한 구독자 노드 s에서  의 노드들까지 가장 

긴 경로의 길이는 ⌈⌉⌊⌋이다.

따라서 p에서 HGQ의 랑데붜 노드를 거치는 q까지의 

가장 긴 경로의 길이는 ⌈⌉⌊⌋ 이고, Qk에

서  이므로  이다.

3.2 HGQ의 응용

최근에 헬스케어, 보안, 에너지 그리고 산업 자동

화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IoT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그것들을 핵심 업무 IoT 응용이라 하고,

그리고 지연, 처리력 또는 신뢰성 측면에서 특정 

QoS 보장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IoT 응용들의 성공적인 작업은 센서들과 서버들 사

이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에 의존한다. 따라서 

근원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최소지연으로 데이터의 

성공적인 전송은 대형 IoT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필

수적이다. 만일 데이터가 요구되는 지연 안에 공유되

지 않으면 IoT 응용들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17,18].

본 논문에서는 엣지 계층에 구축된 HGQ에 기반

한 분산 발행/구독 모델(HGQ-DPS)을 위한 데이터 

전달 방법을 제안한다. Fig. 8는 제안하는 HGQ-

DPS 기반 데이터 전달 방법에서 발행 메시지/이벤

트와 구독 메시지/이벤트를 분산하고 공지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Fig. 8에서 IoT 장치 계층의 센서나 모바일 장치의 

데이터/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발행자 모바일 장치 p

는 그 장치의 엣지 계층의 지역 PS 브로커에게 

‘publish(tp, m, ts)’를 전송하여 데이터/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발행하고, 그 지역 PS 브로커는 

발행자 브로커 쿼럼  내의 모든 브로커들에

게 ‘publish(tp, m, ts)’를 멀티캐스트하여 발행 메시

지를 분산한다. 여기서 매개변수 tp, m, ts는 발행 메

시지의 토픽, 메시지 그리고 타임스템프를 각각 나타

낸다. 그리고 어떤 토픽에 대한 정보의 구독을 원하

는 장치 s는 ‘subscribe(tp)’를 전송하여 메시지 구독

을 신청한다. 만일 그 장치 s의 엣지 계층의 지역 PS

브로커가 구독을 원하는 장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

으면 공지하고, 아니면 그 지역 PS 브로커의 구독자 

브로커 쿼럼  내의 모든 브로커들에게 그 구독

메시지를 멀티캐스트하여 관심 메시지를 공지한다.

4. 성능 평가

4장에서는 HGQ의 응용로 제안하는 HGQ-DPS

기반 데이터 전달 방법의 성능을 분석적 모델로 평가

한다. 여기서는 분산 발행/구독 방식의 시스템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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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HGQ-DPS, VCube-PS, 그리고 GQPS의 성

능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우리는 성능 평가 척도로 

DPS의 PS 브로커의 개수에 따른 어떤 메시지의 발

행에서부터 그 메시지의 구독까지의 구독 지연, 구독

자의 수에 따른 전송되는 메시지 발행 비용과 구독 

메시지 구독 비용을 합한 전체 관리 비용으로 성능을 

각각 평가한다. 여기서 각 평가 항목은 최악 경우의 

성능으로 평가한다.

구독 지연은 발행 메시지가 발행자로부터 구독자

에게 전달될 때 까지의 경로 상의 홉 개수로 평가한

다. n개의 PS 브로커들로 구성된 DPS에서 HGQ의 

최악 경우의 구독 지연()을 식 (4)로 구할 수 있

다.

   (4)

여기서 정리 1로부터 발행자 노드에서 HGQ의 랑

데부 노드를 거쳐 구독자 노드까지의 가장 긴 경로의 

길이는 이고, 상수 2는 발행자의 IoT 모바일 장치

와 지역 PS 브로커를 연결하고 구독자의 IoT 모바일 

장치와 지역 PS 브로커를 연결하는 홉스이다.

Fig. 9는 DPS의 PS 브로커의 개수에 따른 구독 

지연의 성능을 보여준다. 제안하는 HGQ-DPS의 구

독 지연이 VCube-PS와 GQPS 보다 짧아 성능이 우

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HGQ-DPS는 단 하나의 발

행자 PS 브로커를 갖는 VCube에 비해 구독자들은 

발행 메시지 사본을 갖는 인접한 이웃 PS 브로커로

부터 메시지를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지연은 

더 짧아 질 것이다. 그러나 VCube와 GQPS는 HGQ

보다 긴 직경을 가지기 때문에 긴 구독 지연이 발생

한다. 따라서 HGQ-DPS는 실시간 또는 시간에 민감

한 IoT 응용과 같은 핵심 업무 IoT 응용에 적합한 

발행/구독 모델이다.

Fig. 8. Message sequence diagram for the HGQ-DPS based data dissemination method.

Fig. 9. Subscription delay according to number of PS 

brokers in the wor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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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의 메시지 발행 비용과 메시지 구독 비용을 

합한 식 (5)로 동적 처리 비용인 전체 관리 비용을 

평가한다.

   (5)

여기서 와 는 메시지 발행 당 PS 브로커들에

게 전송되는 발행 메시지 개수와 메시지 구독 당 PS

브로커들에게 전송되는 구독 메시지 개수를 각각 나

타내고, 와 는 각 메시지의 가장 긴 전송 경로

로 최악 경우의 발행 비용과 구독 비용을 각각 나타

낸다. 그리고 는 발행 메시지 당 구독자의 수를 

나타낸다.

  개의 PS 브로커들로 구성된 DPS에서 구독

자의 수에 따른 DPS의 전체 관리 비용을 Fig. 10에서 

보여준다. 여기서 쿼럼에 기반하는 HGQ-DPS와 

GQPS는 쿼럼내의 PS 브로커 노드들에 발행/구독 

메시지의 사본을 저장하기 때문에 VCube-PS 보다 

전체 관리 비용의 성능이 나쁘다. 그러나 제안하는 

HGQ-DPS는 GQPS 보다 쿼럼 크기가 작은 쿼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직경이 작은 하이퍼큐브를 사용

하기 때문에 GQPS 보다 성능이 우수하나 VCube-

PS와 거의 유사하지만 관리 비용이 조금 더 든다.

제안하는 HGQ-DPS는 발행/구독 메시지를 쿼럼

내의 PS 브로커 노드들에게 전송하여 메시지 사본을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전체 관리 비용은 약간 높지만 

메시지 사본을 분산 저장하지 않은 VCube-PS에 비

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 HGQ-DPS는 발행자 브로커 쿼럼  내

의 모든 브로커들에 발행 메시지의 사본이 저장되기 

때문에 결함 포용성을 제공한다. 반면에 VCube-PS

는 발행 메시지를 단지 지역 PS 브로커에만 저장하

기 때문에 그 지역 PS 브로커가 고장이면, 그 발행 

메시지는 구독할 수 없는 단일 고장점을 갖는다.

∙ HGQ-DPS는  ∩ ≠∅이기 때문

에 랑데부 포인트 역할을 하는 PS 브로커가 존재한

다. 따라서 구독자 s는 발행자 p의 위치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 반면에 VCube는 랑데부 역할을 하는 

PS 브로커 노드가 없기 때문에 구독자 s는 관심 메시

지를 발행하는 지역 PS 브로커의 식별자와 같은 위

치 정보를 알아야 한다.

∙ HGQ-DPS는 브로커 쿼럼  내의 모든 

브로커들에 발행 메시지의 사본이 저장되기 때문에 

구독자들은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지역 PS 브로커

의 인접 PS 브로커들로부터 메시지를 구독할 수 있

다. 따라서 구독 요청들이  내의 노드들에 분

산되어진다. 반면에 VCube-PS는 발행 메시지를 단

지 지역 PS 브로커에만 저장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구독자는 메시지를 발행한 지역 

PS 브로커에게만 구독 메시지를 전송해야한다. 따라

서 모든 구독 메시지가 발행자 지역 PS 브로커에 집

중되어 발행자 지역 PS 브로커에 병목 현상이 발생

한다.

5. 결  론 

5G의 과제, 특히 핵심 업무 IoT 통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은 분명한 사실이다. Pub/Sub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대용량 데이

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에 적합하고, 다양한 사용 영역

에 대한 적응성을 갖는 패러다임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PS 시스템에서 IoT 응용을 

위한 하이퍼큐브 격자 쿼럼인 HGQ를 설계하고,

HGQ의 응용으로 엣지 오버레이 망에 구축된 HGQ

플랫폼에 기반한 센서 데이터 전달 메커니즘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HGQ의 성능을 분석적 모델로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HGQ가 기존의 DPS들에 비

해 구독 지연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결함 포용성, 병

목 현상 없음(bottleneck free), 발행자 지역 PS의 위

치 인식 필요 없음(no location-aware)을 제공한다

는 우수한 DPS 플랫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0. Total cost according to number subscribers in 

the wor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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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하는 HGQ의 구현과 구

현된 시스템의 성능평가, 망 성능과 통신 비용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하이퍼큐브의 다소의 변종들:

뫼비우스 큐브, 꼬임 큐브, 회전 큐브 등에 기반한 

쿼럼 구조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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