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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연생산시스템에서의 교착상태 확인  회피 알고리즘을 추이  행렬을 이용하여 제

안한다. 추이 행렬은 이스와 이스간의 계를 표 함으로 마킹의 흐름을 이스와 트랜지

션간의 계형에서 상태와 상태간의 계를 표 함으로 상태의 변화 검증에 편리하다. 교착상태 확인 

 회피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기존에 발표되어진 siphon과 DAPN알고리즘간의 비료 검토를 통하여 제

안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추이  행렬[6,8,13,14]의 자원공유 

계식을 이용하여 넷의 교착 상태를 확인  회피 알

고리즘을 제안하고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분

석함으로 그 효율성을 검증한다. 추이  행렬이란, 

패트리 넷의 이스와 트랜지션간의 계를 모두 

표 함으로 토큰의 흐름을 행렬을 통하여 분석이 가

능하며, 시작 이스와 최종 이스 확인이 가능

하고, 한 흐름의 모든 내용을 표를 통하여 분석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착 가능한 

이스는 자원공유 이스임을 착안하여 이스의 

종류를 정의하고 각 이스간의 계를 분석하여 

교착상태 확인  회피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기존에

[1,3,5,9,11,12,15] 제안된 siphon과[4] DAPN알고리즘

을[7] 비교한다. siphon은 교착상태의 확인에 리 

활용되어지는 알고리즘이며 DAPN알고리즘은 확인

과 회피를 이스간의 계형으로 정리하고 제안

한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2장에서 추이  행렬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추

이  행렬을 이용하여 교착 상태의 확인  회피정

책을, 4장에서는 제를 통하여 siphon과 DAPN알

고리즘을 비교하여 추이 행렬 알고리즘에 한 검

증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 한다.

2 .  패 트 리  넷

패트리 넷은 일반 인 시스템의 모델링에 쓰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2,10].

[정의 2.1] 패트리 넷 PN은 6-튜 로 구성된다: PN  

= (P,R,T,I,O,Mo) 여기에서,

P={p1,p2,...,pn}: 이스의유한 집합

R = {r1,r2,...,rm}:자원공유 이스의유한집합

T={t1,t2,...,tk}: 트랜지션의 유한 집합

I(tj∈ T -> I(tj)∈ (P∪R)) : 트랜지션의 입력 함수

O(tj∈ T -> O(tj)∈(P∪R)): 트랜지션의 출력 함수

Mo: (P∪R) ->{0,1,2,3,...} : 기 마킹

(P∪R)∩T = ∅    

[정의 2.2] 입력함수와 출력함수에 한 행렬

PN 구조의 행렬 정의 C는 다음과 같다.

C=((P∪R),T,B
-

,B
+

)

B
-

[(i,j),k] = #((pi∪rj),I(tk))

B
+

[(i,j),k] = #((pi∪rj),O(tk))

여기서 
−

B 와 
+

B 는 각각 입력과 출력함수에 한 

행렬이며, 
−+

−= BBB 는 추이  행렬(incidence 
matrix) 이라 한다[6].

[정의 2.3] 이스 추이  행렬(Place transitive 

matrix) : ∪
 

   

[정의 2.4][6] 표식화 이스 기반 추이  행렬

(Labeled P-invariant Transitive Matrix): MPR

MPR는 표식화 이스 기반 추이  행렬이라고 하

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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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
t  이면 i

t 는 화하지 않는다.

[정의 2.5][6] 가  이스 기반 추이  행렬

(Weighted P-invariant Transitive Matrix) 

MPR 은 mm×  가  이스 기반 추이  행렬

이라고 정의한다. 만약 트랜지션 k
t 가 MPR의 같은 

열에 s 번 나타난다면 MPR에 있는 k
t 를 MPR 에서

는 st
k
/ 로 표시한다. 

[정의 2.6] 도달마킹 )1( +KM
R  은 기마킹 

)(kM 으로부터 도달되어지는 마킹으로 정수형 m-
벡터라 한다.  도달 마킹의 표  형태는 다음과 같다:


   

교착 상태란 시스템의 흐름에서 서로가 기상태가 

되어 마킹의 흐름이 정지 될 경우 이를 교착상태라 

한다. 한 이러한 상태는 주로 자원공유 이스

에서 자주 발생되어지는 성질이 있다[5]. 

[정의 2.7] 교착 노드

1) 마킹 M으로부터 어떠한 트랜지션으로 화가능

하지 못하다면, 그 트랜지션은 교착 트랜지션이라고 

이라고 한다. 

2) 마킹 M으로부터 어떠한 이스로 마킹이 이

가 되지 못하면 그러한 이스를 교착 이스라 

한다. 

[정의 2.8] 교착 상태

패트리 넷에서 교착 노드가 하나 이상 나타나면  마

킹 M은 교착상태라 한다.

3 .  추이  행렬을  이용한 교착 상태 확인과  회피

3 . 1   교착상태 확인

교착상태는 자원공유 이스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림 2.1 과 같은 에서처럼, 두 개의 트랜지션 t2 

과 t5 는 이스 r1 과 r2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

된다 (그림 3.1).

(그림 3.1) 제 패트리 넷

정의 2.6을 통하여, 제의 도달 마킹 계식을 다음

과 같이 정리 할 수가 있다:

Mo =[1,0,0,1,0,0,1,1],

여기서  [p1,p2,p3,p4,p5,p6,M1,M2].

도달마킹 M1 은 :

M1 = Mo MPR, 이면,

M1= [0, (p1(t1/2) + M2(t1/2)), M1(t2/2), 0, 

(p5(t4/2)+ M1(t4/2)), M2(t5/2), M2(t5/2), 0].

토큰의 값은 0,1의 정수형이므로, 즉 1보다 작은 경

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제한하여 토

큰의 값을 표  할 수가 있다. 도달마킹 M1 은 아래

와 같이 나타 낼 수가 있다. :

M1 = [0, 1, 0, 0, 1, 0, 0, 0].

다음 도달마킹은 :

MR = M1 MPR

= [0,0, p2(t2/2),0,0,p5(t5/2),0,0]

=[0, 0, 0, 0, 0, 0, 0, 0].

이제 여기서, 도달 마킹의 모든 토큰이 0이 되므로 

어떠한 이후의 마킹이 화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트랜지션 t2 와 t5 가 이스  M1 과 M2에 의하

여 교착 상태가 발생하게 되어짐을 발견 할 수가 있

다.

3 . 2    교착상태 회피

교착상태는 자원공유 이스에서 발생하므로, 이

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하여서는 교착 상태의 

트랜지션에서 자원공유 이스에 화후 새로운 

토큰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게 되면, 도달 마

킹에서 교착 상태를 해소 할 수가 있다.  

[정의 3.1] 교착상태 회피정책

이스∃pi,pj ∈P 가 트랜지션 ti 와 tj에서 교착

상태라고하자. 여기서 ∃ ti,tj ∈ T, ti ≠ tj, pi ≠ 

pj,․ti = pi, ․tj = pj이고 이스 pi와 pj는 자원

공유 이스라 한다. 그러면, 트랜지션 ti의 출력

에 이스 pj 를 추가하고, 트랜지션 tj 에는, 출력 

이스 pi 를 추가한다.

   ti· = O(pi,ti) ∪ O(pj,ti)

   tj· = O(pj,tj) ∪ O(pi,tj)

이제 2 개의 기기 r1과 r2를 가지고, 그리고 2 개의 

작업인 JOB1 과 JOB2 을 가진 유연생산 시스템의 

를 생각하여 본다(그림 3.2).  이 제의 교착 자

유상태 넷은 그림 3.2이 되며, 추이  행렬은 표 3.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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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교착상태 회피 넷 

  <표 3.1> 그림 3.2의 추이  행렬 

    

 

이 추이  행렬 MPR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달 

마킹 련식을 얻을 수가 있다: 

Mo =[1,0,0,1,0,0,1,1], 여기서  

[p1,p2,p3,p4,p5,p6,r1,r2].

도달 마킹 련식 MR is :

MR = Mo․MPR

= [0, (p1/2+r2/2), (r1/2), 0, (p4/2+r1/2), (r/2), 

        (p1/2+r2/2), (p4/2+r1/2)].

= [0, 1, 0, 0, 1, 0, 1, 1]

여기서, 이스 p2, p5, r1와 r2 가 토큰을 가진다. 

따라서, 이 넷은 교착자유상태가 된다.

4 .   비 교분 석

4.1 siphon & trap

siphon과 trap은 패트리 넷의 교착상태 특성으로부

터 도입된 특별한 구조이다. Siphon과 Trap을 통하

여 패트리 넷의 모든 도잘 가능한 마킹을 조사하지 

않고도 패트리 넷의 생동성(liveness)을 분석 할 수 

있는 특징  구조이다[4].

[정의 4.1]siphon과 trap

 어느 이스 집합 S에 하여 
∙

S⊆ S
∙

를 만족

하는 집합 S를 siphon이라고 한다. 한 어느 

이스 집합 Q에 하여 Q
∙
⊆

∙
Q를 만족하는 집합 Q

를 trap 이라고 한다. 

siphon과 trap을 통하여 교착상태에 한 정의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한다[4].

[정의 4.2] 토큰이 모두 사라지는 siphon S를 잠재

인 교착(potential deadlock)이라한다.

[정의 4.3] minimal siphon

만일 하나의 siphon S1이 다른 siphon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siphon s1은 minimal이라 한다.  

[정의4.4] 어느 패트리 넷에 만일 minimal siphon이 

없다면 이 패트리 넷은 교착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제의 모델을(그림 3-1) siphon을 이용하여 

교착상태를 찾아본다면 먼  모델에서 사이클 로

세스: S1={p1,r2,p3}, S2={r1,p3}, S3={r2,p2,p3,p6}, 

S4={r1,p3,p5}에서 s1,s2,s3,s4 모두 siphon이며, 그

에서 s2만 제외하고 모두 trap의 성질을 갖는다. 그

러나, s1이 s3에 포함되는 minimal siphon이 되어 

교착상태가 발생된다. siphon은 교착상태만을 확인

하는 알고리즘이며, 사이클을 찾는 과정 그리고 각 

사이클 로세스가 siphon과 trap의 조건을 만족하

는가 과정등이 매우 복잡하며 특히 복잡한 모델의 

경우 분석 시간과 분석 알고리즘은 상당히 어려워진

다.

4.2 DAPN

DAPN은[7] 이스와 이스간의 계를 그래

 이론을 사용하여 인  행렬을 구성하고 각각의 

열과 행의 처리 과정에서 시작 마킹을 찾아 도달성 

트리와 같은 과정으로 마킹 처리 결과에서 음수가 

되는 지 을 찾아 교착상태를 확인하며, 회피는 이

러한 음수의 마킹 값을 양수화하면 교착 회피 상태

를 극복하는 알고리즘이다.           

B_step3

2

1

63

52

41

21

12

21121

221

21

21635241

,

,

,

00110

00110

1,11001,1

011,100

0001,10

,,,

r

r

pp

pp

pp

rrpppppp

M

jj

jj

jjjjj

jjj

jj

JR

⎥
⎥
⎥
⎥
⎥
⎥

⎦

⎤

⎢
⎢
⎢
⎢
⎢
⎢

⎣

⎡

=

A_step1

<프로세싱을 위해 자원을 요구하는 단계> <프로세싱 후 자원을 반환하는 단계>

B_step1 B_step2

A_step2

A_step3

    

(그림4.1) DAPN의 인 행렬

교착 회피알고리즘을 사용한 회피 모델은 다음과 같

다. 이는 제안한 알고리즘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그림4.2)DAPN의 회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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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벤치마킹

기존의 siphon과 DAPN 그리고 제안 알고리즘을 비

교하여 보면, 실제 으로 알고리즘을 로그램화하

여 알고리즘의 복잡도와 정확도등을 여러 개의 모델

을 통하여 비교분석을 하여야하나, 실질 으로 정량

으로 비교 분석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이클을 찾아서 siphon의 성질을 분석함에 

알고리즘이 쉽지가 않어, 정성 으로 알고리즘을 비

교하여 이해도와 복잡도 그리고 감지 시간을 비교 

항목으로 그래 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데, 

siphon은 이해도는 DAPN보다 좋으나, 분석 시간은 

오히려 DAPN보다 긴 시간을 요구하며,DAPN의 경

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나 분석 시간은 좋은 편

이다. 결국 자원공유 이스를 기반으로 한 추이

 행렬알고리즘에 의한 교착상태 확인  회피 알

고리즘이 이해도,처리시간과 알고리즘 복잡도에서도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림4.3) 비교분석표

5 .  결 론   앞으 로 의 연 구  방향

이 연구에서,  우리는 추이  행렬을 이용하여 넷의 

교착 상태를 분석하고 회피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자원의 공유 되어진 모델 분석은 조합 최 화 

문제로써 NP-hard 문제이다. 즉 자원 공유의 수가 

많거나 복잡하여 질 경우 복잡도가 지수 으로 증가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의 교착 여부

를 확인하는 데에는  기존의 siphon과 DAPN보다 

자원공유의 추이  행렬 분석이 복잡도의 증가를 최

소화 했을 뿐 아니라, 기 모델을 그 로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용이성 부분을 고려한 분석 모델

을 제시 하 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일반 

페트리 넷에도 용 가능하도록 추이  행렬의 확장

과 그 응용을 통하여 이산상태 시스템에 용토록 

할 것이며, 한 교착 상태 해소 기법의 자동 패키

지화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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