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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IIoT(Industrial IoT) 환경의 분산 게이트웨이 시스템(Distributed-Gateway System)에서 사용되는 수 천 개 이

상의 센서에서 데이터 전송을 받는 각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작업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사용한 센서 데이터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각 센서의 반복 측정 간격과 중요도에 따라 작업부하

(Workload)를 구하고, 이를 순차 반복 비교를 통해 Sub-task 값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Sub-task값을 기준으로 각 게이트웨

이에 할당시킴으로써 신뢰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확보한다.

키워드: SVM(Support Vector Machine), 작업부하(Workload), IIoT(Industrial IoT) 

분산 게이트웨이 환경에서의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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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은 현실 시계의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2017년 발표에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기가 84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1]. 이와 동시에 공장 

자동화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Smart factory, 

Smart plant등의 IIoT(Industrial IoT)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IoT 환경은 일반적으로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를 

통해 센서가 측정하는 데이터를 전송받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자

는 자동화된 공장을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화 공정의 규모가 

증대할 수 록 데이터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단일 게이트웨이만을 사용해서는 자동화 공정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

로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수 천 개 이상의 센서를 이용하는 대규모 IIoT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다수의 게이트웨이 간 연결한 분산 

게이트웨이(Distributed -Gateway)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 천 개 

이상의 센서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 및 

분석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현재 분산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는 유·무선 통신 과정에

서 검색 및 경로 유지를 신속하게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2], 분산 게이트웨이와 유사하지만 지역 단위의 넓은 범위에 

걸쳐 게이트웨이 서버를 분산 구축하여 통신하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Cloud-Gateway)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수 천 개 이상에 다다르는 센서의 측정 데이터를 

각 분산 게이트웨이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당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법 중 하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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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nsor allocation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in 

distributed-gateway

위 그림은 순차 반복 비교와 적절하게 게이트웨이에 센서 데이터를 

할당하는 작업을 나타낸다. 센서별 데이터 측정 간격과 중요도에 

따라 작업부하(Workload)를 계산하고, 이를 순차 반복 비교를 통해 

Sub-task로 정의한다. 이렇게 비교된 Sub-task를 기준으로 각 게이트

웨이 센서 데이터를 할당하게 된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날 때 마다 새롭게 비교를 진행하여 어느 

한 센서가 하나의 게이트웨이에 측정 데이터를 치중하여 할당하는 

것을 방지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활용되는 

분야중 하나인 IIoT(Industrial IoT) 환경의 분산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배경으로 대규모 센서 데이터 통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환경에서 그 수가 수 천 개 이상인 센서들의 작업부하를 

계산하고 해당 특성을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순차 반복을 통하여 Sub-task 값을 구하며, 이를 기준으로 분산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각 게이트웨이에 할당시키게 된다. 또한 작업부

하의 비교를 일정시간마다 진행함으로써 하나의 게이트웨이에 데이터 

할당이 고정적으로 지속되거나 지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SVM 알고리즘의 단점과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진화된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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