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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기술 발전으로 각 개인은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만, 이 자원이 대부분 잉여 자원으로써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잉여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된 자원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엣지 클라우드(edge cloud), 분산 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 

엣지 클라우드 환경 잉여 컴퓨팅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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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창조경제연구회(Korea Creative Economy Research Network, 

KCERN)의 35차 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클라우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1].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개별 기업이 별도로 확보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

행의 조사에 따르면,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도 개별 서버의 자원 사용률

은 평균 10~15%에 불과하다[2]. 고비용을 투자하여 확보한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시간을 유휴 상태로 대기하는 것은 IT 

Resource 낭비다. 때문에 유휴 상태인 잉여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이다. 한편, 

잉여 컴퓨팅 자원의 발생은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서도 나타는 

추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중에게 보급된 고성능의 스마트폰, 

각 개인이 소유한 고사양의 데스크탑pc는 소유자의 사용시간 외에는 

잉여 컴퓨팅 자원으로써 방치되는 것이다. 연구[3]에 의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는 확보한 IT Resource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4]의 연구는 클라우드 생태계의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위해 한정된 인프라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휴 상태로 낭비되고 있는 잉여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계층 

구조를 지닌 엣지 컴퓨팅 구조를 제안한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의 규약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디바이스(이하 노드)는 24시간의 

서비스 지속성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노드의 가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 분석 기법인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을 통해 가용

성을 평가한다. 또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마친 

노드들의 나열한 활동시간 24시간이 되도록 집합을 구성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한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복제본(repilca)를 

노드의 그룹별로 분산하여 저장해 무결성을 확보한다. 위 과정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제공자로부터 신뢰성있는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며, 클라우드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장

장치 사용을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나 딥러닝 등 대량의 

연산이 필요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엣지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컴퓨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분석,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계열 분석 기법에 관해 설명한다. 3장에서 

잉여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엣지 클라우드의 가용성 확보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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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모바일 엣지 컴퓨팅 (Mobile Edge Computing: MEC)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해 모바일 

사용자, 네트워크 운영자,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업체에게 풍부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장한 개념이

다. 5G 등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IoT의 확산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에지 컴퓨팅이 접목된 개념이다. 클라우드(Cloud)-포그

(Fog)-엣지(Edge) 계층으로 구성된다[5].

1.2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분석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 저장 및 클라우드 

컴퓨팅 처리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스토리지 미들웨어 시스템과 분산 

파일시스템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러스터화로 수천대의 스토리지 

장치들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소스 

자원, 네트어크 장치, 분산파일시스템을 포함하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이기종 장치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며 쉽고 빠르게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접근한다[6].

1.3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는 시계열 분석 연구에서 중요한 기법이다. 자기 회귀 

모형인 AR(Autoregression) 모형과 예측 오차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MA(Moving Average) 모형을 합친 모형으로 데이터에서 

복잡한 패턴을 식별하여 시계열에서 오는 값을 과거 값의 선형 조합으

로 미래를 예측한다[7].

III. The Proposed Scheme

fig. 1.은 제안 시스템 모델의 프로세스다. 제안 모델은 잉여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고자 하는 제공자의 온 디맨드(On-Demand) 방식에 

의해 플랫폼에서 디바이스를 가상화하여 엣지-분산 클라우드 인프라

로써 활용한다. 가상화된 노드는 데이터센터의 프로세스에 의해 

ARIMA 분석을 거쳐 가용성을 진단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드의 집합을 구성한다. 그룹화된 노드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레플리카를 생성하여 인프라 구성을 마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1. The system's process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surplus 

computing resources

Fig. 2. Proposed System Edge Cloud Hierarchy Plot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잉여 컴퓨팅 자원의 활용을 위한 

엣지 클라우드의 계층 구조도다. 3 계층은 MEC 네트워크 구조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소유한 클라우드 

계층과 저장, 처리, 데이터 수집 및 전달과 같은 기능이 더 스마트한 

장치로 구성된 포그 계층이다. 2 계층은 제공자에 의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화된 잉여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노드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계층이다. 3 계층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디바이스로 

이루어진 1 계층과 통신을 하는 계층으로, 2계층의 노드들은 다음 

표와 같은 데이터를 3계층에 전달하고 3계층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용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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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Collection Items for Availability Diagnosis

개인PC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터리 잔량, 네트워크 상태, 

컴퓨팅 자원의 상태 등은 소유주의 사용유무 즉, 사용자의 생활 행동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터리 잔량의 

수치는 연속성을 띄며, 일상 및 수면 시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므로 과거의 값이 미래의 값에 영향을 끼치는 자기회귀 모형(AR)

을 따른다. 또한 소유주의 디바이스 사용에 의한 배터리 소모 및 

컴퓨팅 자원의 소모는 과거의 충격이 현재의 값에 영향을 주므로 

이동 평균(MA) 모델을 따른다 볼 수 있다. 또한 충전 상태 유무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의 추세를 보인다(I). 따라서 표 1 항목을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상회된 잉여 컴퓨팅 자원을 미래 클라우드 

이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할당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 ′   ⋯ ′      ⋯     ①[7]

수식①은 ARIMA(p,d,q)모델의 정의이며 는 차분을 구한 시계열이

다. p는 AR부분의 차수, d는 차분의 정도, q는 MA부분의 차수를 

나타낸다.

Fig. 3. Virtualization System Architecture

데이터의 수집, 분석과 가용성 진단 이후 가상화를 통해 잉여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각 디바이스를 하이퍼바이저

(Hypervisor)를 실행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드웨어 가상화와 분산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 Fig. 3.과 같다.

가용성 진단평가를 통과한 제공자의 디바이스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스토리지, CPU, 메모리, GPU 등의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로써 활용한다. 시스템의 미들웨어는 하드웨어 리소

스를 바탕으로 프로비저닝(Provisioning)된 리소스 풀(Resource 

pool)과 배터리, 네트워크 상태등을 모니터링하여 노드의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원을 할당한다. 

또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가 

된 노드들은 서비스 연속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예시와 

같이 그룹화한다.

Fig. 4. Grouping nodes to ensure service continuity 

본 논문에서는 가용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약식으로 n개의 

노드로 구성된 4개의 그룹을 구성하였다. 차트의 길이는 ARIMA 

분석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요청 시, 자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드의 가용 시간이며, 각 그룹은 예상 가용 시간의 

집합이 24시간의 연속성을 갖도록 구성된다. 또한, 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엣지 클라우드의 일부 

노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노드를 기존 

그룹에 추가하여 가용성을 확보한다. 시스템의 미들웨어는 그룹 태그

를 통해 노드가 속한 그룹을 구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로써 작용한다. 4개의 그룹은 

DB서버 다중화 구현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의 

복제본을 저장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잉여 컴퓨팅 

자원 확보하고 확보한 자원을 그룹화하여 안정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산 클라우드의 일종인 엣지 

클라우드 구현에 있어 데이터의 기밀성 문제가 제기되나, 잉여 컴퓨팅 

자원의 공유를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유저간 거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도입하므로써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거나, 컨테이너 가상화 기반의 컨피덴셜 컴퓨팅을 구현하므

로써 자원 제공자의 접근을 막는 등의 보안 기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ARIMA 분석에 의한 가용성 판단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검증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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