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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논문에서는 KNN 체와 LOF 알고리즘의 결합 모델을 확장하여 실시간 비즈니스 

로세스 모니터링을 한 비정상 종료 측 방법론을 제안하 다. 기존의 룰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은 실시간 로세스 진행 정도에 따른 비 측 정보에 기인하여 조기 경보  실시간 

응이 힘들다는 한계 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비 측 정보에 한 가정  진

행 인 로세스의 향후 경로 측을 통해 종료 시 에서 상되는 LOF를 추정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 알고리즘을 용하여 실시간 비즈니스 로세스 모니터링 과정

에서 각 측 시 마다 종료 시 에서의 결과를 측함으로써,  시 에 걸친 추세를 살펴 

종료 패턴을 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로세스의 실시간 진척에 한 정보를 가

시화함으로써 기회  에 사 에 응할 수 있게 하여 로세스 리 수 의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pproach to fault prediction for real-time business 

process monitoring method using extended KNN imputation based LOF prediction. 

Existing rule-based approaches to process monitoring has some limitations like late alarm 

for fault occurrence or no indicators about real-time progress, since there exist unobserved 

attributes according to the monitoring phase during process executions. To improve these 

limitations, we propose an algorithm for LOF prediction by adopting the imputation method 

to assume unobserved attributes. LOF of ongoing instance is calculated by assuming next 

probable progresses after the monitoring phase, which is conducted during entire 

monitoring phases so that we can predict the abnormal termination of the ongoing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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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ce. By visualizing the real-time progress in terms of the probability on abnormal 

termination, we can provide more proactive operations to opportunities or risks during the 

real-time monitoring.

키워드：LOF(Local Outlier Factor), 체 기법,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이상치 감지  측

LOF, Imputation, Real-time, Process Monitoring, Outlier Detection and Prediction

1. 서  론

비즈니스 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

업의 목  달성을 해 비즈니스 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안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event)이나 련 속성 지표(attribute)와 

같은 정보들에 한 실시간 근성을 제공하

기 한 정보 시스템이다[2]. 비즈니스 로

세스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한 태스

크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로세스

를 실행하면 인스턴스가 발생하고, 이 인스턴

스는 로세스  태스크의 수행 과정에서 

기록된 련 속성들로 측된다. 이러한 속성

들은 각 태스크의 수행과 련된 시간, 입력 

 출력 자료, 리소스, 각종 오류 상황 등의 

정보를 통칭한다[7]. 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

에 수행된 로세스 로그의 분석을 통해, 속

성들의 패턴과 로세스의 상태 간의 계를 

도출하여 룰로 정의하고, 이는 추후에 실행되

는 로세스 인스턴스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측을 통해 인스턴스의 상태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21].

이러한 목 을 하여 데이터마이닝을 

용한 룰 기반 로세스 모니터링 방법론에 

한 연구들이 리 활용된다. 과거에 수행된 

로세스 로그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

하여 분석함으로써, 인스턴스의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하는 로세스 련 데이터와 종료 

결과 간의 상 계를 “If(조건부)-Then(결

과  그에 따른 응 방안의 수행)” 형태의 

룰로 추출한다[7, 8]. 룰 기반 모니터링의 과

정은 룰의 조건부에 한 감지(detecting)와 

그에 해당하는 상태의 규명  그에 따른 

응(predefined operation)의 제공으로 이루어

진다.

본 연구에서의 로세스 모니터링의 주요 

목 은 빈번하게 수행된 정상 인 로세스

의 수행상태와 상이한 희귀 패턴(infrequent 

pattern)을 감지하는 것, 즉 이상치 감지(ano-

maly detection)로 한정한다. 체 과거 사례

들을 구성하는 빈번하고 요한 데이터의 패

턴과 다른 상태로 수행된 소수의 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찾아내어 비정상 인 로세스의 

종료를 감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에 한 

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치 탐

지는 여러 분야에서 요성이 인식되고 있으

며, 특히, 공정의 진행 상태 모니터링[4], 신용

카드 부정사용 등의 융사기 탐지[22], 보험

사기 방지[20], 응  진료에서의 이상 상태 진

단[16], 상 측을 통한 희귀 패턴 감지[15]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이상치 감지를 한 알고리즘으로 높

은 성능을 보이는 Local outlier factor(LOF) 

algorithm[1]을 용한 연구가 활발히 제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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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LOF 알고리즘은 도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식으로 다차원 공간상에서의 이상치는 

그 지 않은 개체들이 갖는 주변 도에 비해 

주변 도가 극히 낮다는 성질을 이용해 이상

치를 탐지한다. LOF 알고리즘은 이러한 주변 

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반 인 거리 기반

의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체 데이터 개체에 

해 이상 정도를 말해주는 하나의 단일 지표

값인 LOF를 계산할 수 있고, 체 이상치가 

아니라 부분 이상치에 해서도 탐지가 가능

하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보다 일반 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다[13].

하지만, LOF를 포함한 룰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들은 실시간 비즈니스 로세스 모니

터링에 용될 경우 한계 이 발생한다. 기존

의 제안 방법론들은 모든 속성 정보가 확보

되어야만 룰 기반의 상태 규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인스턴스의 모든 정보가 로세스의 

종단에서 순간 으로 는 빠르게 수집되는 

경우, 인스턴스 단 의 룰 기반 상태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로세스

의 형화  복잡화에 의해 단일 인스턴스

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

며, 이때는 데이터의 수집이 로세스의 진행 

과정에 걸쳐 단계 으로 수집된다[10]. 따라

서, 단일 인스턴스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경우, 인스턴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7, 8]. 그러

므로 인스턴스가 비정상 인 종료가 정된 

상태로 진행되더라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

미 비정상  종료가 발행한 뒤, 그에 한 보

상을 한 응  조정(reactive correction)

만을 수행할 수 있다[12]. 이러한 한계 으로

부터, 실시간으로 진행 인 인스턴스의 추후

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결과들을 측함으로

써 주도 인 방(proactive prevention)이 가

능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에 필요함

을 알 수 있다[14].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LOF를 

이용하여 비정상 인 로세스의 종료를 주

도 으로 측하기 한 실시간 로세스 모

니터링 방법론을 제안하 다. 진행 인 인스

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동안, 각 

모니터링 시 에는 해당 시 까지 수집된 속

성 정보만을 알고 있어, LOF 값의 계산이 불

가능하고 인스턴스의 상태 규명 한 이루어

질 수 없다. 우리는 체(Imputation) 기법을 

도입하여 측 시  이후의 비획득 정보(un-

known attributes), 즉 진행 인 인스턴스의 

추후 수행 과정에서 측될 것이라 상되는 

속성정보를 가정하 다. 이로써, 재 상태 

 그에 기반한 향후 경로의 측을 통해 LOF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를 이용하여 매 

측 시 마다 인스턴스의 종료 시 에서 

상되는 LOF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는 인스턴스가 진행 되는 동안  측 시

에 걸쳐 수행된다. 따라서, 경과 과정에 따른 

추세를 살펴 비정상 인 종료를 미리 측함

으로써 보다 주도 인 실시간 로세스 모니

터링이 가능하다.

2. 배경 연구

본 연구에서는 룰 기반 모니터링을 해 

활용되는 이상치 감지 알고리즘들 가운데, 비

주도학습(unsupervised) 기법들  일반 으

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LOF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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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고 있다. LOF 알고리즘의 기본 아

이디어는 각각의 체 데이터 개체에 해 

개별 인 개체 마다 이상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치를 

LOF라 한다. 다른 개체들에 비해 가장 가까

운 주변 개체들과의 도가 낮게 측정되는 

개체는 높은 LOF 값을 가지며 강한 이상치

임을 암시하게 되고, 다른 개체들에 비해 가

장 가까운 주변 개체들과의 도에 큰 차이

가 없으면 정상 개체로 단한다. LOF 알고

리즘은 다음의 차로 이루어진다[1].

1. 모든 데이터 개체 q에 해 k-distance(q)

를 q와 q의 k-th nearest neighbor 사이의 

거리로 정의 하고 계산한다.

2. 모든 데이터 개체 p와 q사이의 reach- 

distk(q, p)를 아래의 식으로 구한다. 단, 

d(q, p)는 p와 q사이의 유클리드 거리, k

는 이상치로 단시키지 않게 하고 싶

은 최소 군집의 크기를 의미한다.

   reach-distk(q, p)=max{d(q, p)k-distance 

(p)}

3. 데이터 개체 q의 local reachability den-

sity(lrd) 계산한다. 단, Nk(q)는 q의 k 

nearest neighbor 집합이다. 개체 q의 lrd

는  식에서와 같이 개체 q의 k nearest 

neighbor 집합에 속하는 개체들의 평균

인 reachability distance의 역수이다.

  






∈

  



4. 데이터 개체 q의 Local Outlier Factor 

(LOF)의 계산한다.

  


∈



(1)

데이터 개체의 LOF 값은 자기 자신의 

도와 주변 개체들의 도와 비교되어 주변 

개체들과의 도가 비슷한, 다시 말해 군집 

밖에 치한 개체에 해서는 그 값이 식 (3)

에 따라 1로 근 하게 되고, 주변 개체들과의 

도가 자신의 이웃 개체들의 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비례하여 1을 

상회하는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스턴스

의 수행 과정에서 측된 각 속성 값들로 이

루어진 벡터로부터 LOF를 계산함으로써, 해

당 인스턴스가 얼마나 비정상 인지의 정도

를 수치화할 수 있다.

LOF를 비롯한 이상치 감지 알고리즘들을 

이용한 룰 기반 모니터링 근법들은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에 활용될 경우, 다음과 같

은 한계 이 발생한다. 기존의 근법에서는 

모든 로세스 련 속성 정보가 완 히 확

보된 상황에서 If-Then 룰에 근거한 상태의 

규명 는 분류(identification or classifica-

tion)가 이루어진다. LOF 한 모든 각 샘

의 모든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알고리즘 수

행이 가능하다[17]. 하지만,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에서는 로세스 인스턴스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로세스를 구성하는 태스크들

의 수행 과정에 따라 각 태스크로부터 련 

속성 정보가 순차 으로 발생하고 이 값들이 

정보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다[10]. 기존의 기

법들은 각 인스턴스의 수행 종단에서 순간

으로 정보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용되어 왔

으므로, 정보 발생의 환경이 바  실시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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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에 용될 때 그 효율이 반감됨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은 부수

인 한계 이 발생한다. 첫째, 인스턴스가 진

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주도 인 응을 할 

수 없다. 기존의 근법들은 로세스의 종단

에서 상태의 규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5]. 따라서, 각 인스턴스에 한 상

태의 규명은 로세스가 완 히 종료되는 시

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의 모니

터링 시스템은 단순히 기다려야만 하는 유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진행 인 인스턴스가 

이상치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시 은 완 히 종료되고 난 뒤이며 사용자에

게 이상치의 발생을 알리고 그로 인한 손실

을 보상(compensation) 는 조정(correction)

을 통해 해결해야할 뿐이다[3, 19]. 둘째, 실

시간 진행 상태에 한 직 을 사용자에게 

달하기 한 정교하고 고도화된 지표가 없

다. 룰 기반 모니터링은 인스턴스의 상태를 

룰 조건부에 한 만족 여부를 통해 확정

으로 정의한다[9]. 하지만, 진행 인 인스턴

스는 측 시  이후 다양한 경로로 진행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실시간 진행 경향성을 표 할 수 있는 지

표가 필요하다[8]. 이러한 지표가 제공된다면, 

내부 진행 상황에 한 이해력을 높일 뿐 아

니라, 종료 시 에서 원하는 리 수 에 

한 만족 가능성을 실시간 진행에 걸쳐 주기

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18].

3. 연구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룰 기반 모니터링 

방법론이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에서 갖

는 한계 을 해결하기 하여 체 기법을 

도입하 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도입한 체 

기법에 해 설명하고, 체를 용한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방법론의 주요 개념을 설

명한다.

3.1 체(Imputation) 기법

체 기법이란 데이터의 결측치(missing 

value)가 발생한 경우, 이 값을 있음직한 특정 

값으로 체하기 한 방법론이다[6]. 원자료

(raw data)의 수집 과정에서 기술 인 문제나 

인 인 실수로 인해 데이터의 결측이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료를 특정 알고리즘

이나 함수, 방법론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기 

해서는 모든 데이터 테이블이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불완 자료를 완 자

료로 만들기 해 활용되는 기법이 체이다. 

먼 , 데이터의 결측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다. 

체 데이터 테이블에서 결측이 발생한 칸의 

열 는 행을 완 히 삭제함으로써 축소되었

지만 완성된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는 기법

이다. 이는 핵심 변수의 추출 과정을 거쳐 데

이터의 차원을 축소시켜서 활용하는 경우 

용될 수 있지만, 정보의 손실로 인해 비교  

낮은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거리기반 유사

도나 평균 등을 사용하여 특정 값을 채워 본

래 데이터의 차원 감소나 정보 손실을 피하는 

기법들이 리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도입한 기법은 KNN(k near-

est neighbor) 체이다. 결측이 아닌 값들을 

기 으로 유사도가 높은 샘 들을 선별하여 

체 값을 찾아내는 기법을 Hot Deck 체



308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5권 제4호

<그림 1> KNN 체 기반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라 하며, KNN 체는 가장 리 활용되는 

Hot Deck 체  하나이다. 측값들을 기

으로 거리 기반으로 유사한 이웃 샘 들을 

추출하고, 이웃들이 가진 결측치의 평균으로 

체하는 것이다. 

KNN 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

, object x의 j번째(1≤j≤n) attribute가 결

측되었음을 가정한다. 결측이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attributes를 이용하여 k개의 유사한 

샘 들을 거리 기반으로 추출한다. 원자료의 

샘 을 y, 속성들을 yi라 할 때, 유사도는 다

음과 같이 결측을 제외한 측치를 이용한 

거리로 계산된다.









 
  





 
     (2)

이 거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  k

개의 이웃들을 추출한 뒤, 이들이 가진 결측

치의 평균으로 값을 체한다. k번째 이웃 샘

 yk가 가진 j번째 attribute를 yj,k라 할 때, 

결측에 한 체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2 체 기반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기존의 룰 기반 근법들이 가진 한계 들

의 근본 인 원인은 실시간 로세스 진행 

 각 측 시 에 따라 비 측 정보, 즉 

측 시 에 아직 수행되지 않은 로세스 진

행에 련된 속성 정보가 획득되지 못함이다. 

이러한 비 측정보의 존재를 체를 도입함

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진행 인 인스턴스

의 속성 정보는 비완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체를 통해 비획득 속성값이 가정함으로써 

이를 완 자료화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

은 KNN 체를 용한 경우, 실시간 로세

스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과정을 도식화하고 

있다.

로세스는 5개의 태스크(task)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작업의 수행 시 련 속성값이 

하나씩 기록된다고 가정하 다. 3번째 태스

크까지 수행된 시 에서의 진행 인 인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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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확장 KNNI 체 기반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스가 측된 상황에서 측 인스턴스 로그는 

완 자료가 아니므로 LOF를 용하여 상태

를 규명할 수 없다. 이때 비 측값을 KNN 

체를 통해 특정값으로 체시킴으로써 진

행 인 인스턴스가 측 시  이후로 진행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 측된 속성

값들과 체된 속성값들의 집합은 하나의 완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LOF 계산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일부 진행 시 에서의 인스턴스에 

한 상태의 규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 기법을 단순히 용한 체 기반 

모니터링 모델은 하나의 인스턴스 모델을 가

정한다는 것이 한계 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측 시  이후의 진행 가능한 다양

한 결과들을 고려하는 것이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의 궁극 인 목 에 부합한다고 도

출하 다. 따라서, 하나의 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측시 까지의 진행 

경로에 근거한 다양한 체 인스턴스들을 생

성하기로 하 다. KNN의 평균값을 체하는 

것이 아니라, KNN 각각이 가진 값들을 체

하는 것이다. 따라서, k개의 체 인스턴스를 

다음과 같이 생성하기로 하 다. k번째 이웃 

샘  yk가 가진 j번째 attribute를 yj,k라 할 

때, 체 인스턴스 i의 속성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observed attributes), (imputed 

attributes)} = {(a1, a2, a3), (y4,i, y5,i)}

KNN 체를 통해 k개의 체 인스턴스를 

생성함으로써, k개의 LOF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값들을 이용하여 LOF 값의 분포를 가시화

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들의 가능성에 해 확

률 으로 가시화하는 것을 본 논문이 제안하

는 방법론의 최종목표로 한다. <그림 2>는 

<그림 1>로부터 확장된 KNN 체 기반 실시

간 로세스 모니터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4. 확장 KNNI 체 기반 LOF 

측 알고리즘

본 에서는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을 

한 확장 KNNI 체 기반 LOF 측을 수



310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5권 제4호

행하기 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진행 인 인스턴스의 일

부 측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 인

스턴스들을 생성한다. 즉, 다양한 향후 진행 

경로들을 가정하고 각 경우들이 갖는 LOF를 

계산한 후, 이 값들이 갖는 확률 분포를 가시

화함으로써 향후 진행 경로에 한 다양성 

 불확실성을 함께 추후 상태를 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

고리즘의 목 이다. 특정 측 시 에 측

된 실시간으로 진행 인 인스턴스의 속성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알고리즘은 다음 단계

들을 거쳐 수행되고 해당 인스턴스가 종료된 

시 에서 갖게 될 LOF의 확률분포함수를 출

력한다.

(Step 1) 진행 인 인스턴스의 측

로세스가 실행되면 m개의 attributes로 

구성된 인스턴스 로그가 측된다. 모니터링 

시 마다 하나의 attribute가 추가로 측됨

을 가정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시  t에 시스

템에는 (a1, …, at)의 인스턴스 로그가 측된

다. 이를 Observation at t, 즉 Ot라 정의한다.

(Step 2) 부분 정보 기반 KNN 추출

측된 일부 속성들을 기 으로 식 (2)의 

거리 기반 유사도를 과거 사례 각각에 하

여 계산한다. 그리고 유사도가 높은 상  k개

의 과거 사례들을 추출한다.

(Step 3) K 체 인스턴스 생성

확장 KNNI 체를 이용하여 k개의 체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Ot의 i번째 체 인스

턴스 Imputed_Ot,i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observed attributes), (imputed attrib-

utes from i-th nearest historical in-

stance)} = {(a1,…, at), (at+1,i,…, am,i))

이때, aj,i는 i번째 이웃 인스턴스가 가진 j

번째 attribute이다.

(Step 4) 각 체 인스턴스의 LOF 계산

각 Imputed_Ot,i에 해 식 (1)의 LOF 알고

리즘을 수행하여 LOF를 계산한다. 이 값을 

LOF(Imputed_Ot,i)라 정의한다.

(Step 5) LOF들의 확률분포 계산

k개의 LOF들이 각각 별개로 계산되었다. 

이들을 핵 도추정(kernal density estima-

tion, KDE)을 이용하여 확률분포함수(proba-

bilistic distribution function)를 생성한다. 목

 변수를 LOF(Ot), 즉 Ot가 종료된 시 에

서 갖게 될 LOF라 할 때, 그 값의 확률분포

함수는 아래 식을 따른다.

  











이때, x는 목 변수인 LOF(Ot)가 되고, xi

는 각 LOF(Imputed_Ot,i)에 해당된다. K는 

도추정에 활용되는 kernel 함수를 의미하며, 

표 정규분포를 따르며 아래 식과 같다.




 











h는 평활계수(smoothing parameter)로 불

리며, 각 kernel의 분산으로 정의된다. 본 논

문의 실험에서는 matlab을 이용하여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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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상 종료 인스턴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그림 4> 비정상 종료 인스턴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로 최 화된 h값을 찾아주는 로그램을 사

용하 다.

에서 제시된  과정을 걸쳐, 각 모니터

링 시 에서 측된 일부 정보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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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스턴스가 종료시 까지 진행되었을 

때 측되는 LOF의 분포를 가시화할 수 있

다. 분포함수를 가시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평균값을 통해 반 인 추세를 알 

수 있다. 둘째, 분산을 통해 불확실성에 근거

한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다. 셋째, 양태(mo-

dality)를 통해 분포의 치우침을 알 수 있다. 

같은 평균값을 갖더라도 multi modality를 가

질 경우, 진행 인 인스턴스는 각 modality

의 방향성을 독립 으로 가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장 KNNI 체 기

반 LOF 알고리즘  이를 활용한 비정상  

종료 측 기반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방법론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제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알

고리즘을 실시간 모니터링에 용하여 진행 

인 로세스 인스턴스가 얼마나 비정상

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LOF 값의 기댓값, 

신뢰구간, pdf를 통해 정량 으로 가시할 수 

있다. 완 히 종료된 인스턴스의 속성값으로 

구성된 벡터로부터 계산된 LOF value는 해

당 인스턴스가 얼마나 비정상 으로 종료되

었는지를 의미한다. LOF value가 1을 크게 

과할 경우, 해당 인스턴스는 과거에 수행된 

로그들에 비하여 비정상 으로 수행된 경우

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하

지만 이러한 LOF value의 계산은 인스턴스

가 완 히 종료된 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인스턴스가 종료

되기 에 일부 측 정보만으로 종료된 시

에서의 LOF의 pdf를 측할 수 있다. 이 

측된 pdf는 진행 인 인스턴스가 완 히 

종료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LOF 값들의 분

포를 의미한다. 따라서,  측 시 에 걸쳐 

종료 시 에서의 LOF의 pdf, 기댓값, 신뢰 

구간을 살펴 으로써 비정상 인 종료를 사

에 측할 수 있다. 비정상 으로 종료되는 

인스턴스의 경우, 시 에 걸쳐 LOF의 기댓값 

 신뢰구간이 차 으로 1보다 높은 값으

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반

로 정상 종료의 인스턴스는 1보다 낮은 값 

는 1에 수렴하는 LOF 값을 갖게 되고, 그

에 따라 측 시 에 걸쳐 하락할 것으로 

측된다.

로세스 모델은 6개의 태스크가 순차 으

로 수행되며, 각 태스크가 수행되면 하나의 

속성이 측  기록된다. 따라서, 6회의 

측시 이 존재하며 마지막 6번째 측시 은 

로세스의 종료를 의미한다. 즉, 6번째 측

시 에서의 LOF는 참값이며 실제 진행 인 

인스턴스가 완료된 시 에서의 LOF를 의미

한다. 10000개의 인스턴스는 3개의 속성은 정

규분포로, 3개의 속성은 가우시안 혼합(Gau-

ssian Mixture) 분포로 무작  생성하 다. 

한 6개의 속성들은 각각의 독립 이고 동

등한 향력을 가지도록 하기 해 랜덤 생

성 후 정규화 하 다. 10000개의 인스턴스들 

, 8000개는 과거 인스턴스 로그로 사용되었

고, 2000개의 인스턴스는 테스트, 즉 실시간 

모니터링 샘 로 활용하 다. 

진행 인 인스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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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가시화되는 정보를 두 가지 

제 샘 을 통하여 살펴본다. 제안된 알고리즘

을 통해 진행 인 인스턴스가 종료 시 에

서 갖게 될 LOF를 확률분포함수로 측한다. 

<그림 3>에서는 정상으로 종료되는 인스턴

스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정량화

된 지표들을 보여 다. <그림 3>의 (상)은 

각 시  별 분포함수로부터 LOF의 평균값과 

90% 신뢰구간을 추출하여 모니터링 시 에 

걸친 측값들의 추세를 보여 다. 그리고 

<그림 3>의 (하)는 각 시 별 LOF의 확률분

포함수이다. 동일하게, 비정상 으로 종료되

는 인스턴스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모니터링 시 이 진행될수

록 분포함수의 modality 수가 감소하 다. 다

수의 modality를 가질 경우 독립된 다수개의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각각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하지만, 단일화가 진행될수록 측된 

결과들이 단일 패턴으로 통합된다. 둘째, 종

료결과에 따라 LOF의 평균값은 일정한 추세

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비정상 으로 종료

되는 인스턴스의 경우, 시 이 경과될수록 신

뢰구간의 감소와 함께 평균값의 상승이 나타

났다. LOF는 일반 으로 이상치의 경우 1보

다 높은 값을 갖게 되며, 정상의 경우 1에 수

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이 반 되어, 비

정상 종료 인스턴스는 종료 시 에서 그에 

상응하는 1을 과한 LOF를 가졌고, 종료 시

이 가까워질수록 그에 수렴하며 진 으

로 상승하 다. 그와 반 로 정상 종료 인스

턴스는 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 다. 두 경

우 모두 반부의 시 에서는 그 간에 해

당하는 불확실한 LOF 값과 넓은 신뢰구간을 

가졌다.

본 실험과 종료 타입 별 제를 통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론으로 인스턴스의 실시간 진

행 상황이 어떻게 지표화되어 가시화되는지 살

펴보았다.  측 시 에 걸쳐 종료 타입에 

따른 추세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한 

시 이 경과될수록 그 값의 정확도가 높아졌

다. 따라서, LOF 값의 확률분포함수와 평균

값, 신뢰구간이라는 지표들을 통해 진행 

인 인스턴스의 종료 패턴에 한 측이 가

능하 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인 종료의 측을 

한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

안하 다. 한 이를 해 KNN 체 기반 

LOF 측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기존의 룰 

기반 근법들이 실시간 로세스 모니터링

에 용될 경우, 측 시 에 따른 비획득 정

보의 발생에 기인하여 실시간 진행 상태를 

가시화하기 한 지표가 부재하며 비정상 종

료의 발생을 조기에 감지할 수 없다는 한계

들이 발생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KNN 체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 으며, 실

시간 모니터링의 목 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결과들을 확률 으로 측하기 

하여 이를 확장하 다. 실시간으로 진행 

인 인스턴스가 가진 부분 정보를 기반으로 

체를 통해 다수 개의 완성된 체 인스턴

스를 가정함으로써, 인스턴스가 계속 인 진



31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5권 제4호

행을 통해 종료 시 에서 갖게 될 패턴들을 

측하 다. 완성된 인스턴스 로그를 가정함

으로써 기존의 룰 기반 근법들이 실시간 

환경에서도 용될 수 있었다. 제안된 KNN 

체 기반 LOF 측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진행 인 인스턴스가 종료 시 에서 갖게 

될 LOF의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매 측시 마다 수행되며  측 시

에 걸친 지표들의 변화과정을 통해 인스턴

스의 종료 상황을 측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을 로세스 모니터링에 용

할 경우, 기존의 근법들이 제시할 수 없었

던 실시간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산

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능동 인 응

을 한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기

존의 인스턴스 단 의 리 수 에서 개별 

인스턴스의  진행 시 으로 모니터링의 

을 환시킴으로써, 로세스 리자에게 

로세스 내부의 실시간 진척 상황에 한 

정보를 더욱 구체 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더욱이, 시 에 걸쳐 종료 패턴에 한 

직 을  수 있는 패턴을 보여  수 있기 때

문에, 이는   기회에 해 보다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 수 의 비약 인 향상을 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결과 지표들에 기반한 

조기 경보 략의 수행이다. 응  경보의 

수 은 이미 일어난 비정상 종료에 한 보

상  조정을 한 단서를 제공할 뿐이다. 제

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종료 패턴을 사 에 

가시화할 수 있으므로 비정상 종료를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사 에 경보를 내리고 비정상 

종료의 실질 인 발생을 방지하기 한 응

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LOF 확률분포

에 한 상 한계값의 결정하고 이를 과할 

경우 조기에 경보를 내림으로써, 추후의 진행 

과정동안 추가 인 리소스의 투입이나, 보상

을 한 메타 로세스의 호출 등을 통해 비

정상 종료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조기 경보의 정확도  그에 따른 손익 분석

을 통해 최 의 조기 경보 수 을 한 LOF 

한계값 결정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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