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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빅 데이터 파일 시스템은 IoT(Internet of Things) 노드에서 처리해야할 데이터 탐색 시 

모든 저장장치를 탐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며 트래픽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T 노드의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빅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빠른 검색을 위해 머신 러닝 기법을 이용한 분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

며 IoT 노드에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다른 저장 장치로의 불필요한 액세스를 사전에 방지하여 빠르고 정확한 연산 결과를 도

출하여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키워드: 프레임워크(framework), 분산 처리(distributed processing), IoT 환경(Io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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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분산처리 시스템에서의 수행 작업 방식은 기존의 단일 데이터처리 

시스템 방식과는 다르게 선점의 개념으로 오버 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레임 워크를 연구하였다. 기존의 머신 러닝 기법의 스케줄러 

알고리즘들의 특성과 복잡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머신 러닝 기법을 프레임워크에 적용하

여 트래픽을 줄임으로써 IoT(Internet of Things) 노드간의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관련 머신 러닝 기법에 대해 서술하였고

[1][2] 3장에서는 제안 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의 초기 모델 대한 

설명을 제시 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초기 모델 대한 

피드백과 결론을 서술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주요 개발 사항

본 연구의 목표로 IoT 노드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가 필요하다[3]. 분산 

시스템의 높은 가용성을 얻기 위해 데이터 전송 에러에 대한 빠른 

복구 방법,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을 고려하여 전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성능 부분에서 

데이터 검색 및 처리 시간, 신뢰성, 정확성 등이 개발의 주요 사항들이다

[4].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Table 1의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IoT 노드의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의 프레임워크 초기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머신러닝 기법 특성 복잡도

GP

(Genetic 

Programming)

Information processing 

tasks
보통

DT

(Decision Tree)
Link quality estimation 낮음

NNs

(Nearest Neighbor 

search)

Dynamic fault detection 

model
높음

RL

(Reinforcement 

Learning)

QoS task scheduler for 

adaptive multimedia 

sensor networks

낮음

Table 1. 머신 러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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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위 2번 섹션에 설명된 4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oT 환경 기반 분산 처리 프레임 워크 초기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GP(Genetic Programming)는 트리 형식의 문제를 

표현하며 버그를 수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과 결합된다. 또한 트리에서 

싱글 노드처럼 표현되고 차후 실행 경로에 따라 지역화(localized)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들의 처리를 수행한다. DT(Decision Tree)는 가치 

판단에 의해 결정을 하며 추진된 결정에 또 다른 선택지로 나뉘고 

그 결정에 의한 각종 문제들이 생성된다. 이처럼 결정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어 시스템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NNs(Nearest Neighbor 

search)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며 기본적인 분류 규칙이다. 요청에 

따라 응답으로 데이터 중 비슷한 데이터를 고르지만 그렇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탐지 모델로 사용되었다.  RL(Reinforcement 

Learning)은 환경에 대한 반응을 기반으로 목표에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찾아가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노드들의 QoS(Quality of Service)에 대한 작업 스케줄러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통합 분석 시스템을 연구하여 분산 시스템 

모델들의 구조분석, 관리 및 확장 등 노드 간 데이터 전송 시 데이터 

오류, 변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산 프레임워크

의 초기 모델을 연구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분산 IoT 노드의 안정성, 

네트워크 복잡도와 트래픽 감소에 대한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노드 

간 모델들에서의 데이터 무결성, 시스템 알고리즘의 개선 및 최적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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