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201

● 요   약 ●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완성차 메이커 제조산업의 조립용인 중간재 산업으로 부품의 품질에 따라 완성

차의 성능이 좌우된다. 자동차 산업구조상 완성차에 종속적인 사업구조로 부품사의 독자 성장이 어렵고 수익성이 완성차업체에 

종속 된다. 자동차부품사의 대형화 및 생산공정 자동화 변화로 기존의 수직계열화된 부품 공급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완성

차업체는 통합적인 시스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대형 부품업체에 의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와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분석을 자동차 부품산업에 적용하여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제고 전략을 도

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큐잉이론(Queueing Theory), IoT(Internet of Things), 패킷 스케줄링(Packet 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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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IoT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환경에 

IoT를 접목하는 분야로써, 생산 설비에 주로 센서로 이루어진 IoT 

노드들이 배치됨으로써 설비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적, 전역적

으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oT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 생산 

분석, 미래 예측을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최우선적인 

목표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다.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설비 내 배치되어있는 센서노드는 평소와 다른 이상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이를 관리자는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센서의 

손망, 소실, 기능 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 분석을 위하여 

신속하게 Emergency node의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IIoT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센싱 데이터를 중앙 관리자가 모두 분석하

여 대응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 시간에 지연이 생겼다[1]. 이러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게이트웨이 내에서 

Emergency node의 패킷 처리 우선순위를 상승시킴으로써 지역적으

로 우선 이상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Queueing network

Queueing network는 State가 무한한 Markov 모델 중 하나이며, 

Queue 모델을 수학적으로 나타내고 적용하는데 이용된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하는 M/M/1 queue 는 이러한 Queueing network 중 하나이다. 

여기서 Packet은 Markovian distribution의 λ값에 따라 확률적인 

간격을 두고 Queue에 삽입되며 마찬가지로 Markovian distribution

의 μ값에 따라 확률적인 간격을 두고 처리된다.

Fig. 1. M/M/1 queue의 Markov chain 구조

위 그림에서 Queue에 삽입되어 있는 Packet의 수가 State에 나타나 

있다. M/M/1 queue에서 Steady state N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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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π/k는 현재 State가 k일 확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ρ는 

Service utilization, 즉 Service되는 평균적인 Packet의 수를 나타내

며 λ/π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Queue에 대기 중인 Packet의 

평균 개수 NQ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Queue의 평균 대기시간 TQ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게이트웨이 내 다중 Queue를 기반으

로 한다. 각 Queue는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있는 센서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 대기를 하는 역할을 한다. 다중 Queue의 

처리 순서는 Queue sequence 에 저장되어 순서에 맞는 Queue의 

패킷을 처리한다. Emergency node가 발생하면, 해당 Queue의 패킷 

처리 순서를 Queue sequence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타 노드들의 

평균 대기 지연시간을 큐잉 이론을 기반으로 예측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타 노드들의 허용 가능한 최대 대기 지연시간을 보장하면서

도 Emergency node의 패킷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Fig. 2. 제안하는 Emergency node 의 패킷 처리 우선순위 제어 모델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IIoT 환경에서 발생하는 Emergency node의 패킷 

처리 우선순위를 제어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해당 모델은 게이트웨

이 내 다중 큐를 이용하여 노드의 패킷처리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큐잉 이론을 기반으로 대기 지연 시간을 평가 후 Emergency node의 

우선순위를 상승시킨다. 이를 통하여 이상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신속

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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