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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IoT(Int

ernet of Thing), 자율 주행, MR, XR, 메타버스 등 

IT 관련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

면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와 연

관된 데이터의 양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온프레미스 형태인 로컬로 구축하고 있던 서버 및 

관련된 서비스들이 온라인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클

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편리하고 다

양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중

앙 서버에서 클라우드가 처리할 데이터 및 트래픽이 

예전보다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증가

된 데이터 트래픽과 처리는 서비스에 따라서 실시간

으로 제공할 경우에 중앙 서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

드 기반 서비스는 처리해야할 로드를 분산하는 분산 

처리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1,2].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의 

제한적인 처리 용량과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엣지 컴퓨팅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

이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분산 기법은 무선 이동통신 

환경에서 기지국(Base Station)에 적용하여 각 단말

에서 오프로딩한 태스크를 처리해주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관련 된 기술은 MEC(Mobile Edge Computin

g)라고 한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는 사용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엣지 서버가 있는 환경으로 발생하

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환경에 맞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전송할 데이터의 전

송 시간 단축과 사용자의 레벨에 맞는 요구 사항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5G 네트워크와 이동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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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요 기술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Fig.

1은 기존 논문에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 사용자 

및 서비스의 트래픽이 많아지면 에지 클라우드의 태

스크(Work Load)를 분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바일 엣지 서버를 검색하여 선택하게 되고 이런 

서버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계층적 엣지 

클라우드를 구성하여 오버로드를 분산시키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4,5]. 무선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사용

자가 요구하는 태스크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최적화

를 위해 담금질(Simulated Annealing) 기법을 사용

하여 최적화 값(Optimization Value)를 구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5].

다만, 기존의 논문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 환경에

서 태스크를 분산시에 모바일 단말의 사용 패턴 및 

모바일 엣지 서버의 처리 성능과 데이터 처리량에 

따른 클러스터링으로 분류하는 방안의 고려는 없다.

이러한 기존 논문의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엣지 컴퓨

팅에서 본 논문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 태스크(P

eak Load)를 분산하는 방안으로 개선된 동적 클러스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클러스터링과 트래픽 플로우 

예측의 기본 이론이 되는 알고리즘을 정의하고 3장

에서 제안하는 트래픽 플로우 예측에서 사용할 클러

스터링 기법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제안한 클러스

터링 기법의 전체적인 개요와 구성과 적용되는 절차

를 기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기업으로 실험한 결과를 객관적인 결과 값으로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모바일 엣지 컴퓨팅

2.1 클러스터링 방식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응용 서버로서 중요한 역할

은 컴퓨팅 자원의 저장과 데이터 통신 능력, 사용자

의 트래픽,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 등을 제공하는 것

이다. Fig. 2는 무선 이동통신 구성으로 RAN(Radio

Access Network)의 내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효율적인 통합을 만든다. 모바일 엣지 컴퓨

팅에서 엣지 서버는 매크로 기지국(Macro Base Stat

ion)이나 RNC(Radio Network Controller)에 있다.

모바일 단말은 오프로드(Self Offload)할 태스크를 

해당 모바일 단말에서 바로 처리하거나 주변에 엣지 

서버를 선택하여 태스크를 오프로드를 진행한다. 엣

지 서버로 오프로드하는 경우는 전체 태스크 중에 

부분적으로 오프로드(Partial Offload) 혹은 전체 태

스크를 오프로드(Full Offload) 모드 중에 선택한 엣

지 서버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한다.

Fig. 2. The edge server selection for the clustering.

2.2 분산 처리 방식

여러 종류의 무선 기술과 이동 통신 기지국을 제

어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구조는 멀티 벤더 환경

에서 기능 요소들을 포함한다. 사용자의 다양한 기능

들은 트래픽이 증가되고 태스크가 몰려 있는 곳에 

인접한 엣지 서버는 동적인 클러스터링으로 집중된 

부하를 분산할 수 있다[6,7]. 한 개의 엣지 서버에 단

말의 태스크가 집중되면 오버로드가 발생하게되고 

해당 엣지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가 되지 Fig. 1. The flow of the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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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데이터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엣지 서

버의 큐에 저장되는 태스크 정보와 큐에 각 엣지 서

버별로 큐에 저장되는 패턴에 따른 엣지 서버의 재선

택은 엣지 서버에서 처리해야 할 태스크를 여러 개의 

다른 엣지 서버로 분산시킬 수 있다.

3. 제안한 방법

3.1 동적 클러스터링 기법의 개요

동적 클러스터링 방법에서는 엣지 서버의 개수를 

결정하고 각 클러스터링의 중심에서 각 에지 서버의 

거리를 우선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에지 서버와 데이

터 사용 패턴과 데이터 처리량을 고려하여 클러스터

링으로 구성한다. 모바일 단말에서 보낸 태스크의 처

리는 Work Load 단위마다 각 클러스터링에 대한 새

로운 중심값을 계산하고 새로운 중심값에서 다시 동

적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클러스터링은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성능 비교를 진행

하고 최적화 값(Optimization Value)를 구하는 과정

을 반복하여 진행한다[8,9].

특히, Fig. 3의 경우로 특정 엣지 서버로 태스크가 

집중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므

로 개선된 분산 클라우드 기술 적용이 중요하고 서비

스 제공에 적용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k-means 알고

리즘은 엣지 서버의 갯수인 k 클러스터와 중심 벡터

인 μ 값을 시작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모든 입력 

데이터 값은 χ 가장 가까운 중심 벡터 값에 설정한다

[8,9].

         (1)

여러 개의 중앙 벡터는 입력 데이터에서 같은 거리

에 있다면, 임의의 중앙 벡터 값이 선택된다.만약 γ 

값이 1이라면, 해당 값은 중앙 벡터 값으로 설정한다.

      (2)

개별 데이터와 각 중심 벡터 값과의 거리를 계산

하고 최소 거리를 갖는 중심 벡터 값을 클러스터링으

로 정한다. 이때 거리는 유클리디안(Euclidean Dista

nce)를 활용한다.

                 
 (3)

이때, 제안하는 동적인 클러스터링 방식은 유클리

디안 방식으로 최소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바로 엣지 

서버로 선택하지 않고 엣지 서버의 성능과 단말로부

터 받은 트래픽 처리량을 고려하여 엣지를 선택하도

록 개선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말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패턴과 오프로드한 처리량을 분석하여 트

래픽 플로우를 예측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방식

보다 분산 처리 방식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고

려하였다. 사용자와 엣지 서버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가우시안 분포로 분석해보면 인접한 엣지 서버를 클

러스터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말에서 발생하는 태

스크에 따른 Work Load를 확인하고 단말이 이동하

는 경우는 클러스터링의 경계 구역의 데이터 처리도 

고려를 해야한다. 결국, 단말에서 발생하는 태스크를 

처리하는 가운데 단말이 다음 클러스터링으로 넘어

갈 경우는 모바일 단말의 핸드 오버(Hand Over) 관

련 부분도 고려하여 알고리즘에 반영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동적 클러스터링 기법의 환경 구성

실험 환경은 각 단말과 엣지 서버의 데이터 통신 

지연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단말과 엣지 서버간 데

이터 통신 지연은 엣지 서버와 중앙 클라우드 사이의 

지연보다는 작다고 가정한다. 엣지 서버의 성능은 지

연 시간, 데이터 처리 완료 시간으로 분류하여 처리

한다. Table 1은 제안하는 동적 클러스터링 기법의 

실험을 위한 파라미터를 정리하였다. 엣지 서버의 3

개, 모바일 단말은 100개～300개 사이로 랜덤하게 설

정하였다. 또한, 각 엣지 서버의 성능은 동일하지 않

고 처리 속도가 다르게 설정하였다. 모바일 단말에서 

보내는 태스크의 데이터 사이즈는 100MB 로 설정하

고 엣지 서버에서 모바일 단말로부터 받은 태스크는 

Fig. 3. The distribution of mobile nodes around edge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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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서버의 큐에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4.2 동적 클러스터링 기법의 성능

제안하는 동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분산 처리 환경

에서 매우 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Fig. 4(a)는 엣

지 서버별로 오버로드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엣지 

서버 0번이 모바일 단말로부터 태스크를 가장 많이 

받아서 오버로드가 높다. 이 경우에는 엣지 서버 2번

은 오프로드 받은 태스크가 많지 않으므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나 유휴한 상태로 유지되므로 자원 활

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Fig. 4(b)에서 첫 번째 바

차트는 특정 엣지 서버로 태스크가 몰렸을때에 클러

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분산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b)에 두 

번째 바차트는 클러스터링이 적용된 경우로 첫 번째 

바차트 보다는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분산 처리를 진

행하여 엣지 서버 0에 몰렸던 태스크를 분산 처리하

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엣지 서버 2번으로 다시 태

스크 할당이 몰리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모바일 단말의 데이터 발생 패턴과 트래픽 플로우에 

따른 엣지 서버 선택을 재선택함으로써 분산 처리를 

개선하게 된다. Fig. 4(b)에서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

은 방식과 엣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클러스터링 

상태와 비교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적인 클러

스터링 방식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동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특정 엣지 서버로 

Table 1. Simulation Parameter Definition.

(a) (b)

Fig. 4. The performance of the clustering methods. (a) Each task performance and (b) each metho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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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딩의 태스크가 몰려서 엣지 서버의 성능과 모

바일 단말의 태스크를 처리하는데 지연되는 문제점

을 엣지 서버에 부하가 증가할 때 해당 엣지 서버의 

성능을 체크하여 모바일 단말이 엣지 서버를 선택하

는 과정을 다시 수행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는 부하

를 분산할 수 있고 이러한 클러스터링을 활용하면 

각 클러스터링별 트래픽 프로우를 각 서버의 큐에 

있는 태스크 숫자와 패턴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트래픽 플로우 분석을 통해서 계속 증가되는 

트래픽을 예측하여 몰려 있는 클러스터링에 있는 모

바일 단말은 주변에 엣지 서블 재탐색하여 엣지 서버

를 다시 선택하도록 하여 로드 분산이 진행되어 엣지 

서버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 모바일 사

용자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이 높아지는 무선 

네트워크의 환경에서 태스크가 집중되는 Peak Load

를 분산시키는 방법과 트래픽 플로우를 예측하는 기

법으로 동적 클러스터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단말 사용자의 트래픽의 사용 패턴과 엣지 서버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고려한 부분은 기존 오프로딩 

방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모바일 엣지 

서버의 성능과 부하 분산에서 개선하였다. 결국, 동

적인 클러스터링으로 모바일 엣지 서버에 집중되는 

태스크 로드를 분산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하

였다. 향후에도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 트래픽 로드 

분산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머신러닝의 모

델 활용과 데이터 패턴에 따른 분석으로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서 협업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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