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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생활 속 주변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물인터넷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유용

한 가치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

와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초연결사회’를 구현한다[1].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

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각종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

장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는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은 ZigBee, WiFi, Blue-

tooth 등의 다양한 통신규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센서를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Context Awareness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은 상황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접근 방식이 유사하다[2].

사물인터넷 환경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규모가 시간이 지날

수록 방대해진다. 또한 데이터의 생성 주기는 일정

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로부터 센싱되는 데이터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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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데이터 특성과 센서의 방식에 따라 비선형적이

며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물인터넷 환경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기술이 요구된다[3].

분산 처리 기술은 컴퓨팅 자원을 하나 이상 이용

하여 목적에 따라 분산된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분산처리 기술을 적용 시킬 경

우 시스템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분산 처리 환경과 사물인터넷 환경의 데이

터와 프로세서들에 대해 최적화된 스케줄링을 고려

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가 짧은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많이 생성되면 

프로세서에 부하가 높아지며 복잡도가 높아진다. 이

러한 이유로, 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준

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산된 자원

의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QoS(Quality of Ser-

vice)의 보장이 어렵다[4]. QoS를 보장하지 못할 경

우 네트워크상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정보

를 신뢰성 있게 전송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5].

이에 따라 분산 환경에서 사물인터넷의 실시간 센

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할당 스케줄링 기법이 필요하다[6].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센서데이터

의 효율적인 작업 처리를 위한 적응형 우선순위 큐 

기반의 작업 할당 방법(APQTA: Adaptive Priority

Queue-driven Task Allocation method for sensor

data processing)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APQTA은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성하는 디바이스의 센서를 통

해 발생된 각 데이터를 작업으로 구분하여 작업이 

보장해야하는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

여하고, 적응형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작업 할당 스

케줄링을 적용하여 데이터 처리의 효율을 높임과 동

시에 QoS를 보장하도록 한다.

2. 관련연구

2.1 분산 처리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

사물인터넷 환경은 수많은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

이터를 조합하여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

다. 생성된 데이터는 비정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처리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컴퓨팅 성능과 최적의 작업 

할당이 요구된다. 기존의 데이터 처리 기법은 컴퓨팅

의 메모리 성능에 의존하는 처리방식을 사용한다. 하

지만, 생성된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할 경우, 메모리 

과부하(OverFlow)와 네트워크 부하가 생긴다[4].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

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환경에 분산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가 처리되도록 한다.

2.2 분산 처리 환경에서의 우선순위 스케줄링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란 높은 우선순위와 낮은 우

선순위를 가지고, 한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작업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작업들 간의 처리 순서를 결정하

는 스케줄링이다.

MLFS(Minimum Load First Scheduling Algor-

ithm)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 현재 가장 적은 작업

량(workload)을 가진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할당하

여 처리하도록 하는 스케줄링이다[7]. RR(Round

Robin Scheduling Algorithm)은  많은 프로세스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순서대로 프로세스에 

자원을 할당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스케줄링이다[8].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APQTA를 이용한 작업 

처리 성능의 비교를 위해서, 비교 알고리즘으로 실시

간으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는 사물인터넷 환

경에서 부하가 균등하게 되도록 작업의 처리를 균등

하게 배정 하는데 유리한 MLFS 알고리즘과, 응답시

간이 짧고 실시간 시스템에 유리한 RR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2.3 DEVS 형식론 

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

식론이란 연속적인 시간상에서 발생하는 이산 사건 

모델을 위해 정의된 모델링 방법론이다[9]. DEVS는 

크게 원소모델(Atomic Model)과 결합모델(Coupled

Model)로 구성된다. 원소모델은 입력에 의한 상태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부 상태의 변화를 기술

하고, 결합 모델은 원소 모델 또는 결합 모델을 연결

하여 만든 모델로써, 결합된 각 모델 간의 상호작용

을 표현한다. Table 1은 DEVS 모델의 기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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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DEVS 결합 모델을 이용하여 사물

인터넷 환경을 모델링한다. 결합된 각 모델은 작업이 

할당되고 처리됨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의 행동과 성능

을 분석한다.

3. 적응형 우선순위 큐 기반의 작업 할당 방법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발생되는 데

이터를 작업의 형태로 변환하여 데드라인을 기준으

로 우선순위를 할당하며, 작업의 데드라인과 우선순

위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PQTA는 센서로부터 발

생되는 데이터를 작업의 형태로 변환한다. 작업은 우

선순위를 할당받기 위해 적응형 우선순위 큐에 존재

하는 작업들과 데드라인을 비교한다. 데드라인을 비

교하였을 때, 짧은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작업은 

더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받아 적응형 우선순위 큐에 

정렬된다. Priority Scheduler 모듈은 적응형 우선순

위 큐에 존재하는 작업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먼저 처리되도록 한다.

3.1 디바이스 센서

센서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화 하여 서비

스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시설물 관리에서부터 제조 공정, 재

해 예측, 농작물 관리,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디바이스 센서로 부터 

생성될 수 있는 데이터에는 산업, 건설, 안전, 농업,

의료 데이터 등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형

태로 구성될 수 있다.

APQTA에서의 디바이스 센서는 데이터의 데드

라인에 따른 우선순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드라인을 포함한 작업을 생성한다. Table 2는 

APQTA를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 센서의 예

시를 보여준다.

3.2 적응형 우선순위 큐를 활용한 우선순위 할당

Fig. 1은 적응형 우선순위 큐의 동작 과정을 나타

낸다. 적응형 우선순위 큐는 작업의 처리시간(pro-

cessing time)과 관계없이 작업의 데드라인(dead-

line)이 짧은 작업 순서대로 작업들을 정렬한다. 적응

형 우선순위 큐가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과정은 아래

와 같다.

1) 디바이스 센서로부터 새로운 작업(new arrival

task) T5가 발생되면, 발생된 작업 T5의 데드라인을 

적응형 우선순위 큐에 존재하는 작업들 T1, T2, T3,

T4의 데드라인과 비교한다.

2) 디바이스 센서로부터 발생된 작업  T5의 데드라

인이 적응형 우선순위 큐에 존재하는 다른 작업들  

T1, T2, T3, T4 보다 짧은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작업의 처리시간과 관계없이 더 높은 우선순위가 할

당된다.

3) 적응형 우선순위 큐는 우선순위를 할당받은 작

업 T5를 포함하여, 적응형 우선순위 큐에 존재하는 

작업들  T1, T2, T3, T4를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재정렬한다.

4) 재정렬한 적응형 우선순위 큐는 우선순위가 높

Table 1. Elements of DEVS Model

Mark Meaning

X set of input events

S external transition function

Y set of output events

δint internal transition function

δext external transition function

λ output function

ta time advance function

Table 2. Device Sensor

Application Content

Industry

facility management,

factory Automation,

Payment Services etc.

Construction

building / bridge remote

management services,

facility management, etc.

Safety

disaster prediction,

real-time intrusion and fire

alarm services, etc.

Agriculture
temperature / humidity sensing

and control, etc.

Medical
telemedicine, sending health

inform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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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업 순서대로 작업을 꺼내어, 꺼낸 작업(λ)을 

Processor 모듈에 전달하여 처리한다.

3.3 작업 할당 스케줄링

Priority Scheduler 모듈은 적응형 우선순위 큐에 

존재하는 작업들을 할당된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 순

서대로 Processor 모듈에 전달하여 작업이 처리되도

록 한다. Priority Scheduler 모듈은 Processor 모듈

이 작업을 처리 하는 중에 있으면 작업을 전달할 수 

없으며, Processor 모듈이 작업 처리를 완료한 후에 

작업을 전달할 수 있다.

4.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PQTA의 성능을 입증하

기 위하여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

cation) 형식론을 적용한 DEVSJAVA 시뮬레이션&

모델링 환경에서 가상의 환경 구성과 모델을 구현하

고, 성능에 대한 지표로 작업 처리 성공률(Success

Rate of Job Processing)과 평균 작업 소요 시간

(Average Turn Around Time)을 측정한다.

4.1 실험 환경 구성

APQTA의 성능 측정을 위해서 DEVS 형식론 기

반으로 Fig. 2와 같이 실험 환경을 모델링한다.

APQTA를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 센서는 

크게 산업, 건설, 안전, 농업, 의료,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5개의 Sensor 모듈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Fig. 2에서의 Sensor 모듈의 데이터의 생성 주기

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사물인터넷 환경

을 고려하여 30∼120초 간격으로 무작위로 생성되도

록 설정하였다. Priority Scheduler 모듈은 작업의 우

선순위 할당을 위해 적응형 우선순위 큐를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우선순위 순으로 정렬된 작업을 큐에서 

차례로 꺼내어 Processor 모듈에게 작업을 할당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Processor 모듈은 Priority

Scheduler 모듈로부터 작업을 할당받아 처리하는 기

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Processor 모듈이 작업을 할

당받아 처리 중에 있으면  Processor 모듈은 다른 

작업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신호를 Priority Scheduler

모듈에게 알린다. Processor 모듈은 할당받은 작업

을 작업의 처리 시간동안 처리한 후 Transducer 모

듈로 전달하게 되며, Transducer 모듈은 작업 처리 

성공률과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을 평가하게 된다.

Fig. 1. Adaptive Priority Queue.

Fig. 2. APQTA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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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시나리오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 동

시에 발생한 작업들 가운데 무엇을 먼저 처리할 것인

지 정하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실생활의 가전·의료기기 및 자

동차 등의 보안 위협은 오동작·정지 등 사람의 생명

을 위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물인터넷 환

경에서 보안과 관련된 작업은 다른 작업들보다 우선

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Sensor 모듈은 우선순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이 생성될 때 마다 난수를 발생시켜 임의

의 값을 갖는 데드라인과 처리 시간을 포함한 작업을 

생성한다.

∙ Priority Scheduler 모듈은 Sensor 모듈로부터 

생성된 작업을 전달받아, 작업의 데드라인을 적응형 

우선순위 큐에 존재하는 다른 작업들의 데드라인과 

비교한다. 데드라인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짧은 데

드라인을 갖은 작업은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받게 된

다.

∙ Processor 모듈은 Priority Scheduler 모듈로부

터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작업을 받아 처리한다.

∙ Transducer 모듈은 처리가 완료된 작업이 데드

라인 내에 처리되었다면, 작업이 효율적으로 처리 되

었다고 평가한다.

4.3 처리 방법 및 평가

Processor 모듈은 Priority Scheduler 모듈로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작업을 할당 받아 처리한

다. Processor 모듈은 할당 받은 작업의 처리 시간 

동안 작업을 처리한 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처리가 

완료된 작업을 Transducer 모듈로 작업을 전달한다.

Transducer 모듈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처리가 

완료된 작업의 소요시간(Turn Around Time)과 데

드라인을 비교한다. 소요시간이란 작업이 처음 발생

된 시간부터 작업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데드라인이란 해당 작업이 처리되어야 할 

제한시간을 의미한다. 처리가 완료된 작업의 소요시

간과 데드라인을 비교하였을 때, 소요시간이 데드라

인보다 적거나 같은 값이 측정 되었을 때, Trans-

ducer 모듈은 APQTA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작업

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평가한다.

4.4 실험 수행 및 결과

RR, RR-APQTA, MLFS, MLFS-APQTA의 성

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작업 처리 성공률과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 한다.

첫 번째 실험으로 작업 처리 성공률을 측정한다.

생성된 작업은 해당 데이터가 처리되어야 할 시간 

내에 작업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 작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평가한다. 작업 처리 성공률을 측정하

기 위한 식은 식 (1)과 같다.

  


 (1)

Success Job이란 데드라인 안에 처리가 완료된 

작업의 수를 의미하며, Total Solve Job은 데드라인

에 관계없이 처리가 완료된 모든 작업의 수를 의미한

다.

처리가 완료된 모든 작업의 개수가 100개에서 

1,000개인 경우의 작업 처리 성공률을 측정한 결과,

MLFS와 MLFS-APQTA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

3과 같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한 RR와 RR-

APQTA 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 4과 같다.

실험 결과 기존의 RR, MLFS에 APQTA를 적용

하였을 때 보다 높은 작업 처리 성공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Total Solved Job의 개수가 1,000개 이내

일 때 각 모델의 평균 작업 처리 성공률은 MLFS는 

78%, MLFS-APQTA는 80%, RR은 81%, RR-

APQTA는 84%으로 나타났다.

APQTA를 적용한 MLFS-APQTA는 MLFS 보

다 평균 2% 높은 작업 처리 성공률을 보였으며, RR-

Fig. 3.  Success Rate of Job Processing for MLFS and 

MLFS-APQ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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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QTA는 RR보다 평균 3% 높은 작업 처리 성공률

을 보였다.

APQTA를 적용한 두 모델이 APQTA를 적용하

지 않은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APOTA는 데드라인이 짧은 작업

을 다른 작업들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하여, 우

선적으로 작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작업 대해 작업 처리 성공률이 

증가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Qos 또한 보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으로 성공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작

업(Success Job)들의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한

다.

 




  




(2)

성공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작업의 평균 작업 소

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식은 식 (2)와 같다.

시뮬레이션 시간을 1000에서 10000까지 증가시키

며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한 결과, MLFS와 

MLFS-APQTA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 5와 같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한 RR와 RR-APQTA 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 6과 같다.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각 모델에서 

성공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들의 평균 처리 시간을 알 

수 있으며, 처리 시간이 적을수록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험 결과 APQTA를 적용한 MLFS-APQTA,

RR-APQTA의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이 기존의 MLFS,

RR의 평균 작업 소요 시간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

다.

시뮬레이션 시간을 1000에서 10000까지 증가시키

며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한 결과, 각 모델의 

평균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은 MLFS는 81.756, MLFS-

APQTA는 81.083, RR은 77.214, RR-APQTA는 

77.096으로 나타났다.

APQTA를 적용한 두 모델이 APQTA를 적용하

지 않은 다른 두 모델에 비해 평균 작업 소요 시간 

값이 적은 이유는 동일한 실험 시간 동안 데드라인이 

짧은 작업을 우선으로 처리하여 다른 두 모델 보다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간 대비 평균 작업 소요 시

간이 감소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이루

어질 수 있으며,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Fig. 4. Success Rate of Job Processing for RR and RR- 

APQTA.

Fig. 5. Average Turn Around Time of Success Job 

Processing for MLFS and MLFS-APQTA.

Fig. 6. Average Turn Around Time of Success Job 

Processing for RR and RR-APQ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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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

며, 수집된 데이터는 비선형적이고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구조를 가진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비정형적인 구조를 가진 데

이터 처리를 위해 최적화된 스케줄링을 고려하지 않

을 경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QoS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

응형 우선순위 큐 기반의 작업 할당 방법을 이용하여 

사물인터넷 환경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우선순

위 작업 스케줄링을 제안하였다.

APQTA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의 데드

라인에 따른 우선순위를 할당하고, 할당된 우선순위

가 높은 순서대로 데이터의 처리가 진행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APQTA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APQTA를 기존의 자원 할당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작업 처리 성공률과 평균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

다. 실험 결과 기존의 자원 할당 알고리즘에 APQTA

를 적용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사물인터

넷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스케줄링을 연구하여, 이미 

완료된 작업의 처리 과정에 대한 재학습을 통해 

APQTA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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