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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및 무한 용량 대기열을 가지는 선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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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G/1 priority queues with a finite buffer for high-priority customers and an infinite buffer for low-priority customers 
have applied to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systems with two heterogeneous traffics : delay-sensitive traffic and loss-sensitive 
traffic. However, these studies are limited to M/G/1 priority queues with finite and infinite buffers under a work-conserving 
priority discipline such as the nonpreemptive or preemptive resume priority discipline. In many situations, if a service is preempted, 
then the preempted service should be completely repeated when the server is available for it. This study extends the previous 
studies to M/G/1 priority queues with finite and infinite buffers under the preemptive repeat-different and preemptive repeat-identical 
priority disciplines. We derive the loss probability of high-priority customers and the waiting time distributions of high- and 
low-priority customers. In order to do this, we utilize the delay cycle analysis of finite-buffer M/G/1/K queues, which has been 
recently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M/G/1 priority queues with finite and infinite buffers, and combine it with the analysis 
of the service time structure of a low-priority customer for the preemptive-repeat and preemptive-identical priority disciplines. 
We also present numerical example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size of the finite buffer and the arrival rates and service distributions 
of both classes on the system performance for various preemptive priority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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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 클래스
에는 유한 용량 대기열이, 서비스 우선순위가 낮은 고객
클래스에는 무한 용량 대기열이 제공되는 M/G/1 선점
우선순위 대기행렬 모형을 다룬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
한 대기행렬 모형은 M/G/1/(K,∞) 선점 우선순위 대기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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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부를 것이다.
고객 클래스 별로 유한 용량과 무한 용량 대기열을 모

두 가지는 우선순위 대기행렬 모형은 서비스 요구사항이
상이한 두 트래픽을 서비스하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분
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1, 4].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트래픽과 손실에 민감한 데이터 트래픽을 동시에 처리해
야 하는 다음과 같은 통신 시스템을 고려해 보자. 이 통신
시스템에서는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트래픽에는 서비스
에 대한 시간 우선순위(time priority)를 부여하여 데이터
트래픽보다 먼저 서비스를 받도록 하지만 버퍼 공간의 사
용에는 제한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트래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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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반면 손실에 민감한 데이터 트래픽에는 실질적으로 
무한의 버퍼 공간을 제공하여 공간 우선순위(space priority)
를 부여하지만, 시간 우선순위는 낮추어 대기열에 실시간
트래픽이 없을 때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렇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은 패킷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긴 서비스 지연을 경험할 수 있다.
유한 및 무한 용량 대기열을 모두 가지는 우선순위 대

기행렬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 
Begain et al.[1]은 3G 모바일 통신망의 HSDPA 다운링크
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M/G/1/(K,∞) 우선순위 대기
행렬을 분석하였다. Demoor et al.[4]은 인터넷에서 서비
스 차별화를 위해 도입된 DiffServ 아키텍처에서 패킷 포
워딩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한 및 무한 용량 대기열
을 가지는 이산 시간 우선순위 대기행렬 모형을 분석하
였다. 아울러 Velthoven et al.[17]은 유한 대기열이 고객
손실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비스 시
간이 한 시간 슬롯인 다양한 형태의 유한-무한 용량 이
산 시간 우선순위 대기행렬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Charkravarthy[2]은 M/M/1/(K,∞) 우선순위 대기행렬
모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 및 무한 용량 대기열을 가지는 우

선순위 대기행렬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시간 우선순위
정책으로 비선점(nonpreemptive) 우선순위 정책만을 고려
하였다. 비선점 우선순위 정책에서는, 시간 우선순위가
낮은 데이터 트래픽의 패킷이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였으
면, 시간 우선순위가 높은 실시간 트래픽이 도착하였어
도 이미 서비스 중인 패킷의 서비스가 완료된 후에야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선점 우선순위 정책은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서비스

의 비효율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우
선순위가 낮은 트래픽의 패킷의 길이가 길거나 변동성이
크면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의 평균 지연 시간이 늘어나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대용량의 멀티미디
어 트래픽과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트래픽을 동시에 서비
스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선점(preemptive) 기반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14, 19-21].
선점 우선순위 정책에서는 시간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

픽은 시간 우선순위가 낮은 트래픽이 서비스 중이어도 이
를 중단시키고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G 모바일 통신망의 다운링크는 대용량 멀티미디어 트
래픽인 eBBB(enhanced mobile broadband)와 지연을 최소
화해야 하는 트래픽인 URLLC(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을 동시에 서비스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15, 16]. eBBB 트래픽에 대한 통신망의 처리율(throughput)
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킷의 길이가 충분히 긴 것이 유리

하지만, 서비스 시간 우선순위를 가지는 URLLC 트래픽
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패킷의 길이가 짧은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상충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한 방법
이, 패킷의 길이는 충분히 길게 하지만 시간 우선순위가
높은 URLLC 트래픽에 선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14, 19, 20].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한 및 무한 용량 대기열을 가지

는 우선순위 대기행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대부분은
비선점 우선순위 정책만을 고려하고 있어서[1, 2, 4, 17], 
선점 우선순위 정책을 적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 분석
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모두
행렬해석법(matrix analytic method)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렬해석법은 비선점 우선순위 대기행렬 분석에는 활용
이 용이하지만, 선점 우선순위 정책이나 다양한 혼합형
우선순위 정책[8-12]을 가지는 M/G/1 우선순위 대기행렬
의 분석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Kim[7]은 무
한 용량 M/G/1 대기행렬에 주로 사용되던 지체 사이클
분석(delay cycle analysis)을 유한 용량 M/G/1/K 대기행렬
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지체 사이클 분석을 이용
하여 M/G/1/(K,∞) 비선점 우선순위 대기행렬뿐 아니라, 
선점 계속(preemptive resume) 우선순위 대기행렬을 분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Kim[7]의 연구는 선점형 우선순위 정책을 가지는 M/G/ 
1/(K,∞) 우선순위 대기행렬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실제 문제에 적용
하기에는 다음의 한계가 있다. 선점 계속 우선순위 정책
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의 도착으로 중지(선점)된
서비스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이 모두 서비스
받은 후에 중지된 지점부터 서비스가 '계속' 진행된다. 그
러나 많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서비스가 중지되면 처음부
터 서비스가 ’반복’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패킷의 전송이 중지되면 상태를 보존할 수 없는 시스템
의 경우 패킷의 전송이 처음부터 다시 수행되어야 한다.
선점 반복 우선순위 정책은 다시, 서비스를 반복할 때

원래의 서비스 시간과 동일한 서비스 시간으로 반복하는
선점 동일-반복(preemptive repeat identical) 정책과, 반복
시 동일한 서비스 시간 분포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간을
재샘플링하여 서비스를 받는 선점 재샘플링-반복(preemp-
tive repeat different) 정책으로 나눠진다[3, 6, 9]. 본 연구
에서는 Kim[7]의 연구를 선점 동일-반복과 선점 재샘플링
-반복 정책을 가지는 M/G/1/(K,∞) 대기행렬 모형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Kim[7]의 연구 결과와 결
합하여 다양한 선점 우선순위 정책에 따라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한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

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기행렬 모형을 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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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3장에서는 시간 우선순위가 낮은 고객의 실질적
인 서비스 시간의 분포를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시간 우
선순위가 높은 고객의 손실률과 대기시간의 분포와, 시간
우선순위가 낮은 고객의 대기시간의 분포를 분석한다. 제
5장에서는 다양한 수치 예제를 사용하여 다양한 선점 우
선순위 정책에 대해 시스템 관련 요인의 변화에 따른 시스
템 성능의 변화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2. 모  형

본 연구에서는 클래스 1과 2라는 두 개의 고객 클래스를 
가진 M/G/1 우선순위 대기행렬을 다룬다. 클래스-,   
1, 2, 고객은 도착률 의 포아송 과정으로 시스템에 도착

한다. 단,  . 클래스- 고객의 서비스 시간 는 서로 
독립이고 일반 분포를 따른다. 의 분포함수는 ≥ 인

정의역에서   , 라플라스-스틸체스 변환(LST; Laplace- 
Stieltjes transform)은 Re ≥ 인 정의역에서 

로 표

기한다. 서비스 시간 에 대한 1, 2차 모멘트는     


 ∞이고, 클래스 1과 2의 도착과정과 서비스 시간
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클래스-1 고객에게는 크기가 인 유한 용량 대기열이, 

클래스-2 고객에게는 무한 용량의 대기열이 제공된다. 단, 
≥. 따라서 클래스-2 고객은 도착 시 손실 없이 시스템
에 합류하나, 클래스-1 고객은 도착 시 대기열에 이미 명
의 클래스-1 고객이 있으면 도착한 클래스-1 고객은 시스
템에 합류하지 못하고 손실된다. 는 대기열에 있을 수
있는 클래스-1 고객 수의 한계치이지 시스템 전체에 있을
수 있는 클래스-1 고객수의 한계치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
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이 클래스-1 고객이면, 
서비스 중인 고객과 대기열에 있는 고객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명의 클래스-1 고객이 시스템에 있을 수 있다.
클래스-1 고객은 클래스-2 고객에 대한 선점 우선순위

를 가진다. 클래스-2 고객은 시스템에 클래스-1 고객이 없
을 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도 클래스-1 고객이 도착하면 클래
스-2 고객의 서비스는 중지되고 클래스-1 고객에 대한 서
비스가 바로 시작된다. 서비스가 중지된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는 클래스-1 고객이 더 이상 시스템에 없을 때에야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가 중지된 고
객의 원래의 서비스 시간이 일 때, 동일한 서비스 시간
로 서비스가 처음부터 반복되는 선점 동일-반복(PRI) 
우선순위 정책과, 동일한 서비스 분포 로부터 새로

운 서비스 시간이 재샘플링 되어 서비스가 반복되는 선점

재샘플링-반복(PRD) 우선순위 정책 하에서의 M/G/1/(K,
∞) 대기행렬을 분석한다. 동일한 클래스 고객은 선입선
출(FCFS : First Come, First Served) 순으로 서비스를 받
는다고 가정한다.

3.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구조

선점형 우선순위 대기행렬에서는 클래스-2 고객 한 명
의 서비스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확률변수로 다음 세
가지 기간이 있다[3, 5, 9-11]. 첫 번째 확률변수는 고객의
원래 서비스 시간 이다. 두 번째 확률변수는 고객이 서
버로부터 서비스 받는 총 서비스 시간 이다. 선점 계속
우선순위 정책에서는 총 서비스 시간 가 와 동일하지

만, 선점 동일-반복이나 선점 재샘플링-반복 우선순위 정
책에서는 선점 후에 서비스가 처음부터 다시 반복되므로
일반적으로 는 와 다른 분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률변수는 클래스-2 고객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다 받고 떠날 때까지의 기간인
서비스 완성 시간 이다. 완성 시간  안에는 클래스-1 
고객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된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하
나의 완성 시간마다 오직 한 명의 클래스-2 고객이 서비
스 받고 나가므로 클래스-2 고객의 관점에서는 실질적인
서비스 시간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할 주요
확률변수에 대한 정의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서비스 시간 와 완성 시간 에 대한 LST를 정의역
Re ≥ 에서   와    로 정
의하자. 이 장에서는 선점 우선순위 정책에 따라 클래스
-2 고객 한 명의 실질적인 서비스 시간인 와 의 LST
를 유도하기로 한다.

<Table 1> Key Random Variables

Random 
variable

Definition

  The service time of a class- customer 
 The gross service time of a class-2 customer
 The completion time of a class-2 customer

 

The time length of a standard busy period in the M/G/1/k 
queue starting with a single customer

 
The number of class-1 customers who arrive at the 
system during the service time 

 
  , 

 
 

The number of class-1 customers who arrive at the 
system and enter the queue or are blocked during the 
busy period  , respectively

  The blocking probability of a class-1 customer 
 The queue waiting time of a class- customer 
 The system sojourn time of a class-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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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의 내용 중 M/G/1/k 대기행렬의 바쁜 기간 에 대한

결과는 Kim[7]의 계속 우선순위 정책 하의 M/G/1/(K, ∞) 
대기열의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1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에서 서비스 시간의 

구조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 하에서 어떤 클래스-2 고객
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을 고려해 보자. 이 고
객의 서비스 시간을 라 하고, 이 고객이 서비스를 처
음 시작한 시점부터 그 시점 이후 클래스-1 고객이 처음
으로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이라고 하자. 만약 가

보다 작거나 같으면 클래스-2 고객은 서비스의 중지(선
점) 없이  시간 이후에 모든 서비스가 완료되어 시스
템을 떠난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     ≤    
 ≤  

반면 서비스 시간 가 보다 길면, 서비스가 시작된
후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도착한 클래스-1 고객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선점)된다. 선점된 클래스-2 고객의 서비
스는 시스템 내에 클래스-1 고객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중지된다. 이러한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중지 기간은
M/G/1/(K+1) 대기열의 바쁜 기간(busy period)과 확률적
으로 동일하다. 왜냐하면 클래스-1 고객의 대기열은 로
제한되어 있어서 클래스-1 고객의 관점에서는 시스템의
용량은 이고,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중지 기간은
클래스-2 고객을 선점한 클래스-1 고객 한 명의 서비스로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시스템에 있는 클래스-1 고객이 모
두 서비스를 받은 후 더 이상 시스템에 클래스-1 고객이
없을 때 끝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클래스-2 고객의 서비
스 중지 기간의 길이를 , 이 기간 동안 도착해서 대기
열에 합류한 클래스-1 고객의 수(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를 
선점하고  기간을 시작한 클래스-1 고객은 제외)를


 , 이 기간 동안 도착하였으나 대기열이 가득 차

있어서 손실된 클래스-1 고객의 수를 
라고 하자. 

그리고이세확률변수의결합변환을다음과같이정의하자.


    


 


   

단, Re ≥   ≤   ≤ . 그러면 
 는 다

음과 같은 재귀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7].


  

 

∞


           (1)


   



×





 




 

 




 




∞




 




 









  (2)

단,    ⋯ 이고 은 서비스 시간  동안 도
착하는 클래스-1 고객의 수이고,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  ⋅

  




∞







 



단,     ⋯. 아울러 식 (1)과 식 (2)를 미분하여   

과    을 대입하면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모멘트에 대한 재귀식도 구할 수 있다[7].

     (3)


   

 (4)


   (5)


    (6)

   





 

 



  


∞







 (7)


   



×






 



  


∞






∣
 


 




  



∞





 




 



   


∞









(8)


  



×




 






∞




 




 



∞









(9)


  



×



 
 

∞




∞




 




 



∞









(10)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에서는 클래스-1 고객의 도착
으로 중지된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는  기간이 끝
난 후 동일한 서비스 분포에서 서비스 시간이 재샘플링
되어 서비스가 반복된다. 따라서 두 번째 서비스 시도의
시점 이후부터 클래스-2 고객이 서비스 받고 나갈 때까
지의 기간은 원래의  기간과 확률적으로 동일하고 앞
선 서비스 시도와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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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클래스-2 고객이 처음 서비스를 시도할 때  ≤ 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와   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를 모두 고려하면 의 LS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 ≤⋅
 ≤  

Pr  ⋅
   ⋅ 

그런데

Pr ≤⋅
 ≤  




∞


  



이고,

Pr  ⋅
   




∞

  
 

 


이다. 이 결과를  에 대한 관계식에 대입한 다음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 결과를 얻는다(선점 재샘
플링-반복 정책에서의 결과와 선점 동일-반복 정책에서
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경우 각 정책
의 결과를 PRD와 PRI라는 아래 첨자를 사용하여 구분하
기로 한다).

 
  



 





 (11)

마찬가지 방식으로 완성 시간의 LST  에 대해
 ≤ 인 경우와   인 경우의 관계식을 모두 고려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




 (12)

선점 재샘플링-반복 우선순위 정책 하에서의 총 서비
스 시간 와 서비스 완성 시간 의 1, 2차 모멘트는 식
(11)과 식 (12)를 1, 2차 미분하여   을 대입하여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3)


  










′              (14)

 





               (15)


  






 
 

×









′ 






(16)

단, 
′는 

의 일차 미분이다. 

3.2 선점 동일-반복 정책에서 서비스 시간의 구조

선점 동일-반복 정책에서의 서비스 시간의 구조에 대
한 분석도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과 비슷하다. 다만 서
비스 시간이 재샘플링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
시간이 반복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어떤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이  라고 하자. 

단, ≥ . 그러면 선점 동일-반복 정책 하에서는 ≤ 

이면 이 클래스-2 고객은 서비스 중지(선점) 없이 서비스
시간 가 지난 후 서비스가 완료되어 시스템을 떠난다. 
따라서 ≤ 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    ≤    

반면   이면, 서비스 시작 후 시간 경과 시점에

도착한 클래스-1 고객에 의해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가
중지(선점)된다.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과 마찬가지로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중지 기간은 이며, 그 기간, 
그동안 도착하여 서비스 받고 나가는 클래스-1 고객 수, 
그동안 손실되는 클래스-1 고객 수에 대한 결합변환


 는 식 (1)과 식 (2)의 재귀식으로 표현된다. 선
점 재샘플링-반복 정책과 다르게, 선점 동일-반복 정책에
서는 클래스-1 고객의 도착으로 중지된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가  기간이 끝난 후   분포에서 재샘플링
된 서비스 시간이 아니라, 원래와 동일한 서비스 시간 

로 반복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시도 이후의 과정은
서비스 시간 를 가지고 처음 서비스 시도할 때와 동일
한 확률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선점 재심플링-반복 경우
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시간 에 조건이 있는 다음과 같

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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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간이 인 클래스-2 고객의 처음 서비스 시도
에서 ≤ 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인 사건이 발

생한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서비스 시간이 일 때의 

의 조건부 LS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 ⋅

Pr  ⋅
   ⋅ 

그런데

Pr≤ 


이고,

Pr  ⋅
    










 
 

이다. 이 결과를  에 대한 관계식에 대입하여

정리한 후, 서비스 에 대한 조건을 제거하면,  에
대하여 다음 결과를 얻는다.

 
  



∞

 




∞




 
 


 



(17)

마찬가지 방식으로 완성 시간의 조건부 LST 

에 대해 ≤ 인 경우와   인 경우의 관계식을

모두 고려한 후, 에 대한 조건을 제거하면  에 대
한 다음의 식을 얻는다.

  
 




∞




 
 


 



(18)

선점 동일-반복 우선순위 정책에서 총 서비스 시간 

와 서비스 완성 시간 의 1, 2차 모멘트는 식 (17)과 식
(18)를 1, 2차 미분하여   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


   (19)

  
   




 


∞




 
  (20)

    

 


∞


  (21)

(22)


   
 



∞


  




 

×


∞


  

  
   

   

4. 고객 손실 확률과 대기시간의 분포

이번 장에서는 3장에서 얻어진 클래스-2 고객의 서비
스 시간의 분포를 이용하여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
과 클래스-1과 클래스-2 고객의 대기시간의 분포를 구한
다. 이 장의 분석 방법과 결과는 Kim[7]의 선점 계속 우
선순위 정책 하의 M/G/1/(K, ∞) 대기열의 분석과 동일
하나, 논문의 완결성을 위하여 주요 결과만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4.1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과 대기시간

선점 우선순위 정책 하에서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
과 대기시간의 분포는 클래스-2 고객의 도착 과정 및 서
비스 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선점 정책
의 종류가 선점 계속인지, 선점 재샘플링-반복인지, 선점
동일-반복인지에 대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선점 정책의
종류는 선점된 후의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재개 방식과
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과 대기시간 분포는 표준적인 M/G/1/(K+1) 대기행렬
의 손실 확률과 대기시간 분포와 동일하다. Kim [7]은 유
한 용량 대기행렬의 지체 사이클 분석을 통해 M/G/1/(K+ 
1) 대기행렬의 고객 손실 확률과 대기시간의 분포를 구하
는 재귀식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를 이용하면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  와, 대기열에서의 대기시간 과 시

스템에서의 체류시간 의 LST  와 
을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7].

               


 (23)

      
 





⋅ 

 
(24)

             
 

⋅
 (25)

식 (23)과 식 (24)의 
와 

는 식 (5), 
식 (6), 식 (9), 식 (10)의 재귀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
며,  


이다. 아울러

식 (24)의 
⋅ 

 는 다음의 재귀식을 사

용하여 구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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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




단,    ⋯ 이고,


⋅

 









 





 





 












그리고 식 (24)와 식 (25)를 한 번 미분한 후   을 대
입하면 과 의 기대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27)

            (28)

식 (27)의 
⋅  

는 식 (26)을 한 번 미분

한 후   을 대입하여 구한 재귀식을 사용하여 구한다.

4.2 클래스-2 고객의 대기시간

클래스-2 고객의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클래스-2 고객의 대기열에 대한 안정성 조건(stability 
condition)이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클래스-2 고객의 대기열 용량은 무한이므로 일반적인
무한 용량 대기행렬의 지체 사이클 분석을 사용하면 클
래스-2 고객의 대기시간의 분포를 쉽게 구할 수 있다[3, 
5, 10, 11]. 대기열에 대한 안정성 조건이 만족되면 M/G/ 
1/(K, ∞) 우선순위 대기행렬은 유휴 기간(idle periods)과
바쁜 기간(busy period)으로 구성된 일반 사이클(general 
cycle)이 반복되는 재생성 확률과정(regenerative process)
이 된다. 또한 클래스-2 고객의 관점에서 일반 사이클의
바쁜 기간은, 유휴 기간 동안에 클래스-1 고객이 도착하
면, 를 지체 기간으로, 를 서비스 시간으로 하는 M/ 
G/1 대기행렬의 지체 사이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유휴 기간 동안에 클래스-2 고객이 도착하면, 서비스 시
간이 인 표준적인 M/G/1 대기행렬의 바쁜 기간으로 간
주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면 클래스-2 고객의
대기시간 의 LST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7].


  


 

⋅





   (29)

모든 선점 우선순위 정책에 대하여 일반 사이클의 구
조는 같으므로 클래스-2 고객의 대기시간 분포에 대한
식 (29)의 형태는 동일하다. 다만 선점 우선순위 정책의
종류에 따라 완성 시간의 구조가 달라져서  만 차이
가 날 뿐이다.선점 우선순위 정책 하에서는 클래스-2 고
객은 서비스가 시작된 후 완성 시간  이후에 시스템을
떠난다. 따라서 클래스-2 고객의 시스템 체류 시간 의

LST는 다음과 같다.


 

 ⋅           (30)

아울러 식 (29)와 식 (30)을 미분하여   을 대입하
면 클래스-2 고객의 대기시간과 체류시간의 기대치를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1)

5. 수치 예제

이 장에서는 각각의 선점 우선순위 정책에 대해 유한
용량 대기열의 크기와, 각 클래스의 도착률과 서비스 시
간의 분포가 시스템의 주요 성능 지표인 클래스-1 고객
의 손실 확률과 평균 대기 시간, 그리고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적으로
탐색해 본다. 다양한 선점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성능 지
표의 변화를 좀 더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본 논문
에서는 선점 재샘플링-반복과 선점 동일-반복 정책뿐 아
니라 Kim[7]에서 도출한 선점 계속 우선순위 정책의 결
과도 함께 비교해 본다.
먼저 유한 용량 대기열의 크기 의 변화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치
예제를 사용한다. 클래스-1과 클래스-2 고객의 도착률은
 와  로 설정한다.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이 시
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비스 시간
은 확정적 분포를 따르도록 설정하고,  ,  

로 설정한다.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에 따른 시스템 성능
의 변화는 서비스 시간의 분포와 관련된 수치 예제에서
살펴볼 것이다.

<Figure 1>은 선점 계속(PR), 선점 재샘플링-반복(PRD), 
선점 동일-반복(PRI) 정책에 대하여, 유한 용량 대기열의
크기 가 변함에 따라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  와
평균 대기 시간  , 그리고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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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formance Measures Over Various Buffer Sizes of 

<Figure 2> Performance Measures Over Various Arrival Rates of 

<Figure 1>의 왼쪽과 가운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선점
우선순위 정책의 종류는 클래스-1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성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어떠한 선점 우
선순위 정책 하에서도 클래스-1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와 무관하게 수행되기 때문이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은
유한 용량 대기열의 크기 가 늘어남에 따라 급속히 감
소하여 0에 가까워진다. 반면 대기열의 크기 가 늘어남
에 따라 클래스-1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은 증가하여 클
래스-1 고객을 위한 대기열이 무한인 M/G/1/(∞, ∞) 선
점 우선순위 대기열의 평균 대기 시간에 근접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고객
의 손실이 줄어들고 대기열에 머물고 있는 고객수가 증
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Figure 1>의 오른쪽 그래프는 대기열의 크기 가 변함
에 따라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의 변화를 보여준
다. 클래스-1 고객의 대기 시간과 마찬가지로 대기열의 용
량 가 늘어나면 평균 대기 시간이 증가하여 대기열의 크
기가 무한인 M/G/1/(∞, ∞) 선점 우선순위 대기열의 대기
시간으로 수렴한다. 이는 대기열 크기의 증가가 클래스-1 
고객의 바쁜 기간 의 길이를 늘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시 클래스-2 고객의 완성 시간 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클래스-1의 대기 시간과는 다르
게, 클래스-2 고객의 대기 시간은 선점 우선순위 정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Figure 1>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이 확정적 분포를 따르면, 선
점 계속(PR) 우선순위 정책이 선점 동일-반복(PRI) 우선순
위 정책에 비해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시간  가

모든 에 대하여 더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점 계속 정책에서는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가 클래스-1 
고객의 도착에 의해서 중지된 후에 서비스가 중지된 지점
에서 재개되므로 원래의 서비스 시간보다 항상 짧은 잔여
서비스 시간으로 서비스가 재개되는데 반해, 선점 동일-반
복 정책에서는 서비스가 중지된 후 원래의 서비스 시간과
동일한 서비스 시간으로 서비스가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
한다. 아울러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이 확정적인 분
포일 때는 선점 재샘플링-반복이나 선점 동일-반복 모두
동일한 평균 대기 시간을 보인다. 이는 확정적 분포인 경
우 재샘플링 하나 원래의 서비스 시간으로 반복하나 모두
동일한 서비스 시간  로 서비스가 반복되기 때문

이다. 서비스 시간의 분포가 달라지면 두 우선순위 정책의
효과는 달라진다(<Figure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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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rformance Measures Over Various Arrival Rates of  

다음으로 클래스-1 고객의 도착률이 시스템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치 예제를 사
용한다. 클래스-1 고객의 대기열의 크기는 , 클래스
-2 고객의 도착률은  로 설정한다. 서비스 시간은
확정적 분포를 따르고  과  로 설정한다. 
그리고 클래스-1 고객의 도착률을 0.4에서 4까지 증가시
키면 시스템의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ure 2>는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  와 평균
대기 시간  , 그리고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 시
간  가 클래스-1 고객의 도착률 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선점 계속(PR), 선점 재샘플링-반복
(PRD), 선점 동일-반복(PRI) 정책에 대하여 보여준다. 유
한 용량 대기열의 크기 의 수치 예제와 마찬가지로 클
래스-1 고객의 손실확률과 대기시간은 선점 우선순위 정
책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Figure 2>의 왼쪽 그래프는 클래스-1 고객의 도착률
이 증가함에 따라 클래스-1 고객의 손실확률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가운데 그래프에서는
클래스-1 고객의 도착률 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대기
시간  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열이 무한인 M/G/1/(∞,∞) 우선순위 대기행
렬에서 고객 도착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대기 시
간이 증가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Figure 2>의 가운데
그래프 참조). 유한 용량 우선순위 대기행렬에서 고객 도
착률에 따른 대기 시간의 증가가 완만한 이유는 고객의
도착률이 증가하면 고객의 손실도 늘어나서 대기 시간의
증가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0에 가까워지면
고객 손실 확률이 0에 수렴되므로 유한 용량 대기열의
클래스-1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이 상응하는 무한 용량
대기열의 평균 대기시간에 수렴함을 볼 수 있다.

<Figure 2>의 오른쪽 그래프는 클래스-1 고객의 도착률
이 증가하면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  도 증
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유한 용량 대기열 의 수치 예제
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시간이 확정적 분포일 때는 선점

재샘플링-반복 책과 선점 동일-반복 정책의 평균 대기 시
간은 동일하며, 선점 계속 정책에서는 선점 반복 우선순
위 정책에 비해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시 시간에 대한
클래스-1 고객의 도착률의 영향이 완만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클래스-2 고객의 도착률이 시스템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치 예제를 사
용한다. 클래스-1 고객의 대기열의 크기는 , 클래스
-1 고객의 도착률은  로 설정한다. 서비스 시간은
확정적 분포를 따르고  과  로 설정한다. 
그리고 클래스-2 고객의 도착률을 0.4에서 4까지 증가시
키면 시스템의 성능을 살펴보았다.

<Figure 3>의 왼쪽과 가운데 그래프는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  와 평균 대기 시간  이 클래스-2 고객의
도착률 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 <Figure 
2>의 오른쪽 그래프는 클래스-2 고객의 도착률 가 증가
함에 따라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시간  가 증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클래스-1 고객의 도착률 의 수치
예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시간이 확정적 분포일 때는 선
점 재샘플링-반복 정책과 선점 동일-반복 정책의 평균 대
기 시간은 동일하고, 선점 계속 정책에서는 선점 반복 우
선순위 정책에 비해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시 시간에 대
한 클래스-2 고객의 도착률의 영향이 완만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클래스-1 고객의 서비스 분포가 시스템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치 예제를
사용한다. 클래스-1 고객의 대기열 크기는 , 고객의
도착률은  와  로 설정한다. 클래스-2 고객의 서
비스 시간은 확정적 분포를 따르고  로 설정한다. 
그리고 클래스-1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에 따라 시
스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클래
스-1 고객의서비스시간 이발생률이 인 Erlang- 분포
를 따르도록 설정하고, 을 1에서부터 128까지 증가시키
면 시스템의 성능을 살펴본다. 그러면 의 값이 변화해도
   로 일정하지만,    ⋅로 이

커짐에 따라 분산이 줄어들어 확정적 분포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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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erformance Measures Over Various CVs of  

<Figure 5> The Moments of Effective Service Times Over Various CVs of 

<Figure 4>의 왼쪽과 가운데 그래프는 서비스 시간 

의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가 증가하면 클래
스-1 고객의 손실 확률과 평균 대기 시간이 증가함을 보여
준다. <Figure 4>의 오른쪽 그래프는 의 변동계수가 증

가하면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도 증가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

변동계수가 줄어들면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이 줄어
들므로, 평균 서비스 시간이 동일하면 클래스-1 고객의 바
쁜 기간의 평균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클래스-2의 평균 완성 시간 를 증가시켜서, 평균 완
성 시간의 효과만 보면 의 변동계수가 줄어들면 클래스

-2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의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Figure 4>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가 의

변동계수가 줄어들면서 같이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
생한 이유에 대한 실마리는 <Figure 5>에서 찾을 수 있다. 
<Figure 5>의 왼쪽 그래프는 의 변동계수의 변화에 따

른 완성시간의 평균 를, 오른쪽 그래프는 완성시간의
2차 모멘트  을 보여준다. <Figure 5>는 의 변동계

수가 감소하면 클래스-1 고객의 손실률의 감소로 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의 감소로 완성시간의
분산이 감소하여  은 오히려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
라서 이 수치 예제에서는,  에 대한 식 (31)에서 

의 증가에 따른 분모의 효과보다는  의 증가에 따른
분자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클래스-1의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의 감소에 따라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시시간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분포가 시스템 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치 예제
를 사용한다. 클래스-1 고객의 대기열 크기는 , 고객
의 도착률은  와  로 설정한다. 클래스-1 고객의
서비스 시간은 확정적 분포를 따르고  로 설정한

다. 그리고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에 따라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클래
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 를 발생률이 인 Erlang- 분
포로 설정하여 을 1에서부터 128까지 증가시키면 시스
템의 성능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의 값의 변화에도  

 로 일정하지만,    ⋅로 이 커짐에

따라 분산이 줄어들어 확정적 분포에 가까워진다.



M/G/1 Preemptive Priority Queues With Finite and Infinite Buffers 11

<Figure 6> Performance Measures Over Various CVs of 

<Figure 6>의 왼쪽과 가운데 그래프는 클래스-1 고객의 
손실 확률  와 평균 대기 시간  이 서비스 시간
의 변동계수의 변화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Figure 6>
의 오른쪽 그래프는 변동계수가 증가하면 모든 선점 우
선순위 정책에 대하여 클래스-2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
 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클래스-2 고객의 서비
스 시간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완성시간의 변동성도 증가
하고, 이는 다시 대기시간의 증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
문이다(<Figure 7>에 대한 설명 참조). 

<Figure 6>의 오른쪽 그래프는 의 변동성의 증가가
 에 미치는 영향이 선점 우선순위 정책의 종류에 따
라 크게 바뀜을 보여준다. 먼저 선점 재샘플링-반복 우선
순위 정책이 의 변동계수의 증가에 따른  의 변화
가 가장 완만하다(다른 두 정책의  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래프에는 표현되었다).
선점 계속 정책의  는 의 변동계수가 1일 때 선

점 재샘플링-반복 정책의  와 동일하다. 그 이유는
의 변동계수가 1이면 서비스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르
므로 지수 분포의 무기억 속성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 지
점에서 재개되나 처음부터 재샘플링 되어 반복되나 선점
된 후의 잔여 서비스 시간의 분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동계수가 점차 줄어들어 확정 분포에 가까워지
면 재샘플링 되어 서비스가 재개되는 것보다 서비스가
중단된 지점에서 다시 서비스하는 것이 잔여 서비스 시
간이 짧아지므로 점차 선점 계속 정책에서의  가 선
점 재심플링-반복 정책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선점 동일-반복 정책의  는 의 변동계수가 0에

가까워지면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의  에 수렴한다. 
그 이유는 의 변동계수가 0이면 확정분포가 되므로 재샘
플 되어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거나 원래의 서비스 시간으로
다시 서비스 되거나 항상 동일한 서비스 시간이므로 서비스
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동계수가 커져서 지수 분
포에 가까워지면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의 변동성이 커질
수록 선점 동일-반복의  가 매우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이러한 이유는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변동
성이 선점 재샘플링과 선점 동일-반복 정책에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에서는 예외적으
로 긴 서비스 시간을 갖는 고객의 서비스는 첫 번째 서비스
시도에서 선점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선
점되면 원래의 서비스 시간보다 짧은 서비스 시간이 재샘플
링 되어 서비스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선점 동일-
반복 정책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긴 서비스 시간을 갖는
고객은 선점될 가능성이 큰 것은 동일하나, 이 고객의 서비
스가 선점되면 다시 원래의 긴 서비스 시간으로 다시 반복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긴 서비스 시간을 갖는 고객은
반복적으로 선점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서비스 완성시간의
길이가 매우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분산이 커지면 선점 재샘플링-반복보다는 선점 동일
-반복 정책에서 클래스-2 고객의 완성 시간의 길이와 변동
성이 증가하여  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Figure 7>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

다. <Figure 7>의 왼쪽 그래프는 의 변동계수의 변화에
따른 완성시간의 평균 를, 오른쪽 그래프는 완성시
간의 2차 모멘트  을 보여준다. <Figure 7>의 왼쪽 그
래프를 보면 선점 계속 정책에서는 의 분산(변동계수)
이 변화하여도 완성시간의 평균 는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선점 계속 정책에서는 의 분
산(변동계수)이 변화하여도 총 서비스 시간의 평균 

가  로 항상 동일하므로 완성시간의 평균 는 변
화가 없기 때문이다([7], 식 (53) 참조). 반면 선점 재샘플
링-반복 정책의 는 의 변동계수가 1인 지수 분포
일 때는 선점 계속의 와 같지만, 변동계수가 0에 근
접하면 확정분포에 가까워져서 선점이 발생될 때마다 거
의 동일한 서비스 시간으로 서비스가 반복되어 가
증가한다. 그리고 선점 동일-반복 정책의 완성시간의 평균
는 변동계수가 0에 근접하면 확정 분포를 따르는 서
비스 시간이 되므로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의 와
동일해진다. 그러나 변동계수가 점차 증가하면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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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Moments of Effective Service Times Over Various CVs of 

<Figure 8> Performance Measures Over Various CVs of (CV > 1)

긴서비스시간들이동일한서비스시간으로반복적으로 선
점되는 효과 때문에 선점 재샘플링-반복 정책의 에
비해 매우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7>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모든 선점 우선순위 정책에서 의 변동계

수가 증가하면  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선점 재샘플
링-반복의  의 증가 경향이 다른 정책에 비해 미미하
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래프에 표현되었다). 식
(31)에서  과 가 모두 증가하면  도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igure 6>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선점 계속과 선점 동일-반복 정책은 변동계수
가 증가함에 따라  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선
점 재샘플링-반복 정책은 변동계수가 증가하면  는
증가하나 는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효과가 합
쳐져서  의 증가가 매우 완만하였다.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에 따라 선점 우

선순위 정책의 효과가 매우 크게 변화하므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의 변동계수가 1보다 큰 경우의
시스템 성능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앞의 Erlang 
분포의 수치 예제와 동일한데, 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지수 분포로 이루어진 초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한다. 발생률이 과 인 두 개의 지수분포가 있을
때, 서비스 시간 는 의 확률로 을 발생률로 하는

지수분포를 따르고 의 확률로 을 발생률로 하는
지수분포를 따른다. 단, ≥.따라서 이 커짐에 따라
두 지수 분포의 차이가 커져 초지수분포의 분산이 점차
증가한다.의 변화에 무관하게 서비스 시간 의 평균이
동일하도록  로 설정한다. 그러면    
이고 의 변동계수(CV)는 이 되
어, 이 증가할수록 변동계수의 값도 커지게 된다. 그리
고 의 값을 1부터 2까지 변화시키며 시스템 성능의 변화
를 살펴본다.

<Figure 8>은 의변동계수의변화에따라  , , 
 의 변화를 보여준다.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하듯이
선점 계속과 선점 동일-반복 정책에서는 의 변동계수가
증가하면 클래스-2의 평균 대기 시간  가 증가하나, 
선점 재샘플링-반복의 경우 오히려  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Figure 8>의 가운데와 오른
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선점 재샘플링-반복의 경우
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선점에 의해 긴 서비스 시간이
더 짧은 서비스 시간으로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서
오히려 완성시간의 평균뿐 아니라 변동성도 감소하기 때
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선점 우선순위 정책에 따라 클래스
-2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바뀌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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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Kim[7]의 비선점 및 선
점 계속 우선순위 정책을 가지는 M/G/1/(K, ∞) 대기행렬
에 대한 연구를 선점 재샘플링-반복 및 선점 동일-반복
정책을 가지는 M/G/1/(K, ∞) 대기행렬의 분석으로 확장
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다양한 선점 우
선순위 정책에서 유한 용량 대기열의 크기 , 고객 도착
률, 서비스 시간의 분포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 예제로 탐색해 보았다. 특히 클래스-2 고객의 서비
스 시간의 변동성에 따라 선점 정책의 효과가 클래스-2 
고객의 서비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M/G/1/(K, ∞) 선점 우선
순위 대기행렬 모형은, 5G 모바일 다운링크 등 이질적인
트래픽을 서비스하기 위해 선점 스케줄링 기법을 사용하
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선점 계속 우선순위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
었던 것을 선점 반복 우선순위 정책으로 확장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의 선점으로 중지된 서비스가 중지
된 지점에서 계속되는 시스템뿐 아니라 처음부터 반복되
어야 하는 시스템의 성능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통신 트래픽은 서
비스의 변동성이 매우 큰 두터운 꼬리(heavy tail) 분포인
경우가 많고[18], 이 경우 수치 예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선점 계속 정책과 선점 동일-반복 정책의 성능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이용하
면 좀 더 정확한 시스템 성능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언

급하고자 한다. 수치 예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점
동일-반복 정책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고객의 서비스 시간의 변동성이 커지면 우선순위가
낮은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
서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이 도착할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선점을 하는 선점 동일-반복 정책보다는 혼합형 선점 우
선순위 정책[8-10, 12] 등이 시스템의 스케줄링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혼합형 선점 우
선순위 정책을 갖는 M/G/1/(K, ∞) 대기행렬의 분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성
능 지표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지,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지 않았다. 시스템 운영자
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시스
템의 최적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트래픽의 손실
과 지연에 따른 비용, 그리고 시스템 운영비용을 고려하
여 최적 대기열의 크기와 우선순위 정책을 결정하는 최
적화 문제에 대한 연구도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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