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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IIoT 환경에서 중요한 비정상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노드 우선순위 선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은 

비정상적 데이터 수집과 다른 노드로 부터의 정상 데이터의 수집 격차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Fair and Delay-aware 

Cross-layer(FDRX) 기법과 데이터 Classification 기법을 이용, 데이터의 긴급성과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여 노드를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IIoT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석에 중요한 비정상적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하면서도 다른 노드와의 전송 격차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IoT(Internet of Things), 노드 스케줄링(Node 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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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IoT 환경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노드의 센싱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원활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드의 전송 우선순위를 높여야한다. 그러나 

제한 없이 우선순위를 상승하면 다른 노드의 데이터가 전송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IIoT 환경의 모니터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긴급한 데이터를 보내는 노드의 네트워크 환경이 지연이 높거나, 

대역폭이 낮은 등 원활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긴급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노드 우선순위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의사 경정 트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과 

노드의 긴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학습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노드의 전송 우선순위를 의사 결정 트리의 결과와 비교하여 

적절히 올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Fair and Delay-aware Cross-layer(FDRX)

FDRX 기법은 [1]에서 제안된 전송 지연을 고려하는 노드 전송 

우선순위 스케줄링 기법이다. Gateway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각 노드

의 전송 지연을 수집하여 노드를 평가, 노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송 지연을 평가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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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전송 지연 평가 후, Gateway는 각 노드의 전송 지연과 

평가된 값을 비교하여 노드의 전송 지연이 더 높다면 해당 노드의 

우선순위를 높여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드 

간의 전송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시간 이 후에는 다른 노드로 

우선순위를 넘기도록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의 FDRX 기법과는 다르게 

전송 지연만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의 중요도와 네트워크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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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노드를 평가함으로써 노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IIoT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환경과 긴급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의사 결정 트리 모델에 

학습한다. 이 때 의사 결정 트리 모델의 각 Feature는 네트워크 

환경과 데이터의 긴급성이며 Output은 기존 학습된 노드의 우선순위

로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학습된 의사 결정 트리 모델을 이용한 

노드 평가 과정을 나타낸다.

Fig. 1. 의사 결정 트리에 따른 노드 평가 과정

다음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드의 정보를 의사 결정 트리에 입력하

고 그 결과인 우선순위를 추출한다. 추출된 우선순위와 해당 노드의 

현재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낮으면 우선순위를 올려준다. 

긴급한 상황이 종료되고 해당 노드로부터의 데이터가 정산적인 범위를 

나타내게 되면 우선순위를 다른 노드로 넘긴다. 아래의 [그림 2]는 

제안하는 모델의 Flow chart를 나타낸다.

Fig. 2. 전송 우선순위 결정 과정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긴급성과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여 노드

를 평가 후 이를 통한 노드의 전송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부여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FDRX 기법과 의사 결정 트리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IIoT 환경에서 노드 간의 전송 격차를 

줄이면서도 중요한 긴급데이터를 원활히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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