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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첨단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들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치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종류 및 개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매우 한정된 자원량을 가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장치들 상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를 동적으로 활성화 및 비활성화 가능한 OSGi 개방형 프레임워크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SGi 개방형 프레임워크에 서비스 관리자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서비스 관리자에 적용 가능한 자원 유틸리티 함수를 설계하여 임의의 자원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전기기, 센서 등
대부분의 장치들은 제한된 양의 컴퓨팅 파워, 메모리
공간, 스토리지 공간,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1]. 현재,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당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치들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가
급증하는데 반해, 해당 서비스들을 한정된 자원에 모두
적재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프레임워크들이 제안되고 있다.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개방형
프레임워크는 자바의 플랫폼 독립성과 실행코드의
네트워크 이동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표준이다 [2].
따라서 OSGi 프레임워크는 소용량의 메모리 장치를
위한 동적으로 서비스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지원한다.
동적인 서비스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위해 제안되는
방식으로는 ERA (Eager Resource Allocation)가 있다
[3]. ERA 는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장치 내 자원을
최대한 소모하도록 가능한 많은 서비스들을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스템을 초기화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서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 또한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 유틸리티 함수 기반의 지연된
로딩(lazy-loading) 방식으로 OSGi 서비스 관리자를
확장 및 구현하여 가능한 적은 숫자의 서비스들을
메모리상에 로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자원 유틸리티
함수는 메모리 사용량과 지역성(Locality)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구현할
서비스 관리자를 위해 확장된 OSGi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와 함께 서비스 관리자에 적용할 자원 유틸리티
함수를 살펴본다. 3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Ⅱ. 본 론
이번 장에서는 구현되는 서비스 관리자에 따른 OSGi
프레임워크 구조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원
유틸리티 함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확장된 OSGi 프레임워크 구조

OSGi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관리자 내에 실행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대한 번들, 그리고 번들 컨텍스트로
구성된다 [4].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행되며, 런타임 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 요청 가능하다.
지연된 로딩을 적용하기 위해 OSGi 상의 번들을 크게
서비스를 Export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번들, Export 된
서비스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번들,
Export 된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서비스 관리자로
구분하였다. 인프라스트럭처 번들은 서비스를 등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비스 관리자는 등록된 번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Export 된 서비스들의 활성화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RSM (Resource & Service
Monitor)과 자원 유틸리티 함수를 기반으로 활성화된
서비스 중 제거할 서비스를 결정하는 ISR (Intelligent
Service Remover)로 구분된다. 그림 1 은 각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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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과 서비스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한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자바 빈
Exported 서비스

Imported 서비스

유틸리티 값을 계산한다. 따라서 계산된 총 자원
유틸리티를 통해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동시에
지역성을 높이는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 는
총 자원 유틸리티 함수 식을 적용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UTotal  NC (wA ( N A (U A ))  wB ( N B (U B )))

그림 1 시스템 구조

그림 3 은 임의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총 자원
유틸리티 함수를 적용한 구현과 교체할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적용 가능한 Random 및 Greedy 알고리즘과 비교한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낸다. 총 자원 유틸리티 함수를
적용했을 때, 다른 알고리즘보다 많은 메모리 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메모리 사용 효율을 증가시켜
OSGi 서비스 활성화 및 비활성화의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관리자는 RSM 을
통하여 모든 서비스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한다. 이 때,
활성화 되려는 서비스가 메모리에 로드되는 경우,
메모리에 로드된 전체 서비스들이 차지하는 메모리 량이
우리가 미리 설정한 threshold 값 보다 크면 ISR 을
통하여
제거할
서비스들을
선정하여
메모리에서
제거한다. ISR 은 다음 4 가지 단계를 거쳐 제거할
서비스를 결정한다. 1) 새로운 서비스를 메모리에
로드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량을 계산한다. 2) 자원
해제가 필요한 메모리 량을 기반으로 제거할 서비스
후보 목록을 만든다. 3) 각 목록에 대해 자원 유틸리티
함수로 유틸리티 값을 계산한다. 4) 계산된 유틸리티
값을 비교하여 제거할 서비스를 결정한다.

그림 3 유틸리티 함수와 기타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을 때 메모리 사용 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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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유틸리티 함수

제안하는 자원 유틸리티 함수는 각 서비스들이
소비하는
메모리
사용량
및
지역성(Locality)을
고려하였다. 각 서비스들이 소모하는 메모리 사용량이
많을수록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아져 한정된 자원을 가진
장치에 오래 적재시킬 수 없다. 또한, 각 서비스의
지역성 값에 따라 서비스들이 빈번하게 교체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빈번한 교체가 발생하는
서비스들은 시스템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당 두 요소를 유틸리티 함수에 고려하여, 이를
기반으로 총 자원 유틸리티 함수를 설계하였다 [5].

Ⅲ. 결론
본 연구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는
장치들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과정을 자동화 시켜주는 서비스 관리자를
소개하고, 서비스 관리자에 적용 가능한 자원 유틸리티
함수를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자원 유틸리티 함수에서 몇몇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수들에 대한 튜닝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고
서비스 관리자에 적용하여 제안한 함수가 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함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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