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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FEC (Fog/Edge Computing) 환경에서 다중 분기구조의 부분 오프로딩을 위해 모바일 장치와 에지 

서버로 구성된 2계층 협력 컴퓨팅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다중 분기구조에 대한 재구성 선형화 기법을 적

용하여 응용 서비스 처리를 분할하는 알고리즘과 모바일 장치와 에지 서버 간의 부분 오프로딩을 통한 최적의 협업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또한 계산 오프로딩 및 CNN 계층 스케줄링을 지연시간 최소화 문제로 공식화하고 시뮬레이

션을 통해 제안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한다. 실험 결과 제안 알고리즘은 DAG 및 체인 토폴로지 모두에 적합하고 다양

한 네트워크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로컬이나 에지 전용 실행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작업 처리 전략 및 처리시간

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 시스템은 모바일 장치에서의 응용 서비스 최적 실행을 위한 모델의 경량화 및 에지 리소스 워

크로드의 효율적 분배 관련 연구에 적용 가능하다.

ABSTRACT

We propose a two-tier cooperative computing system comprised of a mobile device and an edge server for partial 
offloading of multi-branch structures in Fog/Edge Computing environments in this paper. The proposed system includes 
an algorithm for splitting up application service processing by using reconstructive linearization techniques for 
multi-branch structures, as well as an optimal collaboration algorithm based on partial offloading between mobile device 
and edge server. Furthermore, we formulate computation offloading and CNN layer scheduling as latency minimization 
problems and simul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proposed algorithm is 
suitable for both DAG and chain topology, adapts well to different network conditions, and provides efficient task 
processing strategies and processing time when compared to local or edge-only executions. Furthermore, the proposed 
system can be us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optimization of the model for the optimal execution of application services 
on mobile devices and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edge resource work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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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nd related works

컴퓨팅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이 모바일 장치에서 실

행될 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지연시간과 에너지 소

비량이 증가하므로 QoS가 악화된다.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패러다임은 처리 지연시간과 에너지 소비

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상당한 양의 데이터 전송과 네

트워크 토폴로지 상의 거리로 인하여 전송 지연시간이 

증가한다[1,2].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에서는 계산 부

담을 에지 서버로 오프로딩하여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FEC를 제안하였다. FEC는 

리소스가 제한된 모바일 장치에서 중앙 클라우드 또는 

에지 서버로 부분적인 계산 오프로딩을 수행하여 에너

지를 절약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개념이다[4,5].
[6]은 모바일 장치의 작업을 임의의 의존성 그래프로 

특징지어 에너지 효율적인 공동 작업 스케줄링 및 계산 

오프로딩 체계를 제안하였고, [7]은 작업 실행 지연시간 

최소화를 분할 최적화 문제로 규정하고, Lagrange 이중 

방법을 사용하여 폐쇄형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8]은 인

프라 기반 오프로딩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렬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작업 분할 및 오프로딩 전략을 제시하였으

며, [9]는 FEC 시스템의 계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

해 탐욕스러운 근사 체계 및 상향식 동적 프로그래밍 알

고리듬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단일 모바일 장치 컴퓨팅 

시스템을 확장하여 에너지 소비 및 처리 지연시간 최소

화를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었으나, 다층구

조 기반의 다중 분기구조를 갖는 응용 서비스 구현 모듈

에 대한 오프로딩 관련 연구는 미흡하다[10].
FEC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의 이동성으로 인한 서비

스의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11]은 사용자의 

이동성이 포함된 DNN 오프로딩 알고리즘을 통하여 처

리 지연시간 최소화를 유도하였고, [12]는 다중 레이블 

분류를 통한 차선의 오프로딩 전략을 위한 심층 학습 방

법이 제안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단일 기지국 내에서

의 부분 오프로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FEC 환경에서 지연시간 최소화를 위한 오프로딩 방

법으로, 작업 할당 및 계산 빈도 조정 알고리즘[13]이나 

min-max fairness 보장 알고리즘[14] 등의 다양한 방법

들이 제안되었으나, 다중 분기구조에 대한 정적 프로그

램 분석 및 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응용 서비스 처리분

할 및 처리 위치 결정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본 논문은 모바일 장치와 에지 서버로 구성되는 2계
층 협력 컴퓨팅 시스템 기반 기술 연구로써, 부분 오프

로딩을 위하여 다중 분기구조에 대한 재구성 선형화 기

법을 적용한 분할 알고리즘과 모바일 장치와 에지 서버

의 최적 협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심층 학습 적

용 점진적 작업 오프로딩 관련 연구[12,15]를 기반으로, 
실험을 위하여 작업 오프로딩 및 CNN 계층 스케줄링 

문제를 전체 지연시간 최소화 문제로 공식화하고,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제안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한다. 

Ⅱ. Proposed partial offloading system 
(PPOS)

응용 서비스 모델 토폴로지는 일반적으로 DAG 구조

로 모델링되며, DAG의 모든 정점은 응용 서비스의 각 

모듈을 나타내고 로컬(모바일 장치) 또는 에지 서버에

서 처리된다[10,1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응

용 서비스 구현 모듈에 대한 부분 오프로딩을 적용하여 

연산의 총 처리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림 1은 부

분 오프로딩을 적용한 응용 서비스 실행을 위한 2계층 

협력 컴퓨팅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Fig. 1 The proposed 2-tier cooperative system architecture 
for partial offloading

실행단계에서 로컬은 정책모듈을 통하여 자신의 채

널 정보, 특성 및 요구 사항을 수집/저장하고, 파티션 생

성 및 오프로딩을 수행하여 에지 서버를 통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에지 서버는 수신된 코드/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컬에 대한 나머지 작업을 처리하고 결과를 전송한다. 
이때 오프로딩 대상인 코드/데이터는 예측을 통한 

pre-caching도 가능하다[2,3].
PPOS는 응용 서비스를 위한 m개의 구현 모듈을 각

각 파티션 대상으로 간주하여 파티션 집합을 DAG = 
{DAG1, DAG2, · · ··, DAGm}으로 정의한다. PPOS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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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딩 정책모듈에 의해 DAGi를 로컬에서 처리되는 

DAGl
i와 에지 서버에서 처리되는 DAGe

i로 구분한다. 
그림 2는 각 DAGi의 처리 위치에 따른 각각의 특성을 

표현한 것으로, 2-a)는 DAG1 ~ DAG3 모듈을 로컬에서 

차례로 수행하는 경우이며, 2-b)는 tl
1 > (te

1 + tt1 + tt2) 이
거나 로컬의 컴퓨팅 자원이 부족한 경우 DAG1 모듈을 

에지 서버로 오프로딩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다. 2-c)는 

DAG1 과 DAG3은 로컬에서 처리하고 DAG2 모듈을 에

지 서버로 오프로딩하는 경우이다.

  

a) b)

c)
Fig. 2 Characteristics of DAGi according to processing 
location

DAGl
i와 DAGe

i는 선택적으로 결정되므로, DAG = 
{[DAGl

1, DAGe
1], [DAGl

2, DAGe
2], · · , [DAGl

i, DAGe
i], 

· · ·, [DAGl
m, DAGe

m]}로 재정의한다. DAGl
i의 수행시

간은 tl
i이지만, DAGe

i의 수행시간은 (te
i + tt1 + tt2)이 된

다. 로컬과 에지 서버는 단일 기지국 내에서 데이터 및 

처리결과를 전송하므로 DAGi의 처리 위치가 결정되면 

전체 처리시간 산출이 가능하다. 응용 서비스 실행모듈

의 실행흐름을 나타내는 DAG는 부분 오프로딩 결정을 

위한 프로파일로써, 로컬에 저장되며 실행단계에서 

DAG의 처리 방법을 알 수 있다. DAG의 각 정점(모듈)
은 입력 모형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다음 모듈로 해

당 정점의 출력 모형을 전송한다. PPOS를 이용한 부분 

오프로딩 처리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Fig. 3 Processing Flow of Partial Computation Offloading 
using PPOS

Ⅲ. Partial offloading algorithm

3.1. Problem statements

PPOS는 응용 서비스 작업에 대한 총 지연시간을 최

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컬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총 지연시간 내에서 해당 기지국의 범위를 벗어나면 별

도의 핸드오버 처리 방법이 요구되지만[11,12], 본 논문

에서는 단일 기지국 내에서의 오프로딩 만을 고려한다.
로컬과 에지 서버 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보장하는 작

업의 총 처리 지연시간(T)은 다음 식 (1)과 같으며, 이는 

해당 기지국 내에서의 체류시간이나 클라우드 서버 이

용 시간보다 짧음을 보장해야 한다.

  
  




 

 
  



 (1)

Tl은 모든 DAGl
i 처리시간의 합이며, Te는 모든 

DAGe
i 처리시간의 합이고, Ttt는 오프로딩으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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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컬과 에지 서버 간 출력 전송시간의 합이다.
로컬에서 수행되는 응용 서비스의 실행파일 토폴로

지는 단순하지 않다[11,15]. 따라서 PPOS 모델은 부분 

오프로딩 결정을 위하여, 먼저 DAG 토폴로지의 다중 

분기구조를 분석하여 체인 토폴로지로 변환하고, 로컬

과 에지 서버의 협업 실행경로 생성을 위한 DAG으로 

재구성한다. 재구성된 DAG으로부터 최단경로를 찾는 

것이 총 처리 지연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3.2. Multi-branch structure partition for partial offloading

응용 서비스 구현 코드의 모듈 간 토폴로지는 대부분 

체인 토폴로지 구조를 가지며, 일부 모듈만이 둘 이상의 

분기를 가진다[11,12]. 이를 기반으로 부분 오프로딩 결

정의 단순화를 위하여 먼저 DAG의 모든 다중 분기구조

의 집합(Bran = {br1, br2, · · · ,bri, · · · })을 생성한다. 
분기구조 bri는 분기의 정점 집합으로 정의되고, 각 분기

구조는 하나의 부분 오프로딩 가능 모듈이 된다. 
다중 분기구조는 과도한 데이터 전송을 유발하므로, 

로컬과 에지 서버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하여 분기를 잘

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최소-
컷 방법[9]을 적용하여, 그림 4와 같이 두 개의 부분 그

래프로 분리(점선 표시)하고 좌측 정점들은 로컬에서, 
우측 정점들은 에지 서버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점선에 

의해 절단된 간선들의 가중치의 합은 총 전송시간을 나

타내며, 하나의 bri 내에 여러 정점이 있는 경우 여러 번 

절단되지만, 체인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 

총 전송시간은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

a) b)

c)
Fig. 4 Multi-branch structure partition using min-cut

그림 4_a)의 br2에 대한 로컬 처리시간은 tl
2 (tl

2 = tl
21 

+ tl
22 + tl

23) 이고, 에지 서버 처리시간은 te
2 (te

2 = te
24 + 

te
25 + te

26) 이다. 최소-컷으로 잘려진 두 개의 간선은 출

력 전송시간으로 (tt1 + tt2)이다. 따라서 br2의 총 처리시

간은 (tl
2 + te

2 + tt1 + tt2)이며, DAG의 N2로 변환된다. 그
림 4_b)와 같이 내포된 분기 br*를 포함하는 br3는 br*를 

DAG의 한 정점으로 먼저 구성한다. br*의 총 처리시간

은 (tl* + te* + tt3 + tt4)이다. br*를 포함하는 br3에 대한 

처리는 그림 4_c)와 같다. 로컬 처리시간은 tl
3 (tl

3 = tl
31 + 

tl
33 + tl

br*) 이며, tl
br*는 에지 처리시간을 포함하지만, 

DAG의 하나의 정점으로 처리되므로 총 처리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br3의 에지 서버 처리시간은 te
3 (te

3 
= te

37 + te
38), 총 출력 전송시간은 (tt5 + tt6)이므로, br3의 

총 처리시간은 (tl
3 + te

3 + tt5 + tt6)이며, DAG의 N3으로 

변환된다.

Fig. 5 Reconstructed DAG of branch structures

그림 5는 DAG으로 재구성된 결과이다. N1은 로컬에

서 N4는 에지에서 처리됨을 나타내며, 이들의 처리 위

치에 따라 N2와 N3의 처리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3.3. Extraction of the optimal collaborative execution 

path between mobile device and edge server

다음 그림 6_a)는 N1~N4로 이루어진 구현코드에 대

하여,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로컬과 에지 서버

의 최적 협업 실행경로를 추출한 것이다. 그림 6_b)는 

N3가 포함하는 br*의 실행과정을 나타낸다.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가 최적 실행경로이며, 좌측 정

점들은 로컬에서 우측 정점들은 에지 서버에서 처리됨

을 나타낸다. 실선 표시 정점은 실행 전, 점선 표시는 실

행 후를 나타낸다. 각 간선에는 전송시간을 나타내는 가

중치가 주어지며, 일부 간선에는 가중치가 없다. 그림 

6_a)에서 N1의 처리시간은 tN1이며, N2로의 전송시간은 

(21,22,23)이 로컬에서 처리되므로 0이다. N2의 로컬 처

리시간은 tl
(21,22,23)이며, 에지 처리시간은 te

(24,25,26)이고, 
두 개의 전송시간 (tt1+tt2)와 tta가 소요된다. 전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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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T)은 식 (2)와 같이 산출된다.

 
  




 



   (2)

a) 

b)
Fig. 6 Optimal collaboration execution path between 
mobile device and edge server

로컬과 에지 서버의 최적 협업 실행경로 추출에서 알 

수 있듯이, 재구성된 DAG의 앞부분은 로컬에서 뒷부분

은 에지 서버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이전 정점의 처리 

위치에 따라 전송 오버헤드 포함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
제 처리 지연시간은 정점들에 대한 부분 오프로딩의 최

적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부분 오프로딩 알고리즘은 사용

자가 단일 기지국 내에 있는 경우 최적의 오프로딩 방법

을 제공하지만, 기지국 핸드오버 발생 시 추가적인 시간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바일 장치의 이동성으로 인

하여 기지국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제안 방법으로 결정

한 경로는 가장 빠른 경로라 할 수 없다[4,10]. 따라서 기

지국 핸드오버 발생 시, 매 정점 i의 처리시간 (ti = tl
i + te

i 
+ tti)이 기지국 사용자의 거주 시간보다 작은 범위 내에

서 처리 대상의 실행 위치가 결정되어야만 한다[1,3]. 이
는 정점별 최단경로 DAG를 도출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 에지 서버 처리시간에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에지 

서버에서의 처리시간에 기지국 사이의 출력 전송시간

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로컬 처리시간과 비교하여 처리 

위치를 결정해야만 한다.

Ⅳ. Experiments and performance analysis

4.1. Experimental environments

일반적인 CNN은 각 계층이 다양한 데이터 처리능력

을 갖는 다중계층으로 구성되어 DAG 토폴로지의 벤치

마크로 사용되므로[9,12,15], 부분 오프로딩 실험 모델

로 사용이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다중 분기구조 모듈을 포함하

여 모듈 단위의 파티션이 가능한 1) 9개의 인셉션 모듈 

포함한 22층의 GoogLeNet의 DAG 토폴로지(GLND)와 

2) 간단한 분기 구조인 shortcut을 제외한 순차구조로 표

현되는 50층의 Plain ResNet의 DAG 토폴로지(PRND)
를 대상으로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다. 실험

에서 사용된 CNN 모델은 구현 세부 사항을 생략하고 

작업 실행 기능만을 고려한 논리적 모델이다. 로컬에 배

치된 CNN은 여러 계층을 사용하여 작업을 처리하고 

CNN의 숨겨진 계층의 출력인 작업의 중간 데이터를 에

지 서버로 전송한다. 에지 서버에 배치된 CNN은 하나

의 입력 계층, 하나의 출력 계층과 다수의 숨겨진 계층

으로 구성되며, 작업을 수신하면 해당 계층을 예약하고 

로컬에 대한 나머지 작업을 처리한다. 
로컬(모바일 장치)은 Intel core i5-6200U(2.3GHz)와 

메모리 8GB인 노트북이며, 에지 서버는 CPU(3.80GHz 
8core), GPU(Geforce GTX 1600) 및 32GB 메모리를 가

진다. Access Point는 IEEE 802.11n draft 2.0 PoE 
AP(2.4/5GHz)를 사용한다. 실험은 단일 기지국 내에서 

CSMA-CA 방식으로 통신하는 WiFi(100Mbps) 네트워

크 조건에서 수행한다. 로컬을 스마트폰으로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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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 기술은 사용하지 않고, 로컬 및 에지 서버 전용 

실행을 비교한다. SINR 값이 데이터 전송속도에 영향을 

끼치므로 전송 편차가 적은 범위(-53 ~ -63dBm)에서 차

폐 및 조절기능을 이용하여 실험하고, 전송시간은 Ixia 
wave test 장비로 측정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에지 서버에 DAG 실행코드를 

미리 저장하고 GLND와 PRND를 각각 로컬과 에지 서

버 전용으로 실행한 결과, 에지 서버의 실행시간 대비 

로컬의 실행시간이 GLND는 6.5배, PRND는 4.7배 소

요되었다. 이와 같은 성능 차이를 보이는 2계층 협력 컴

퓨팅 시스템 환경에서 부분 오프로딩의 효율성 검증을 

위하여, 네트워크의 부하를 3단계로 구분하여 총 처리 

지연시간을 비교 평가한다.

4.2. Latency time analysis and evaluation

그림 7과 그림 8은 네트워크 부하가 각각 다른 환경

에서, 두 가지의 실험 대상 DAG 토폴로지인 GLND와 

PRND 각각에 대한 로컬 전용, 에지 서버 전용 및 PPOS
를 적용한 총 처리 지연시간을 평가한 결과이다. 비교 

결과는 로컬 전용 처리 대비 속도 향상 성능에 대한 정

규화 값으로 표시한다.
다른 통신 부하를 제거한 5G와 같은 경부하 네트워

크 조건에서 에지 전용으로 실행한 결과는 전체 모듈을 

에지 서버에 오프로딩하는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

므로, 두 종류의 실험 모두 에지 서버에서 직접 실행하

는 것과 비슷한 속도 향상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데

이터 및 처리결과 전송시간이 로컬에서의 실행모듈 처

리시간보다 짧아서 PPOS는 에지 서버 전용 실행과 거

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으나, PRND의 경우에는 여러 번

의 입출력에 대한 전송으로 인하여 에지 서버 전용 실행 

대비 성능이 약간 떨어짐을 보였다. 경부하 네트워크에

서 전체 처리시간의 속도 향상은 에지 서버와 모바일 장

치의 컴퓨팅 성능에 따라 달라지므로, 에지 서버의 부하

가 심할 경우 로컬에서 더 많은 실행모듈을 처리해야 한

다. 실험에서 PPOS는 서버 자원이 충분하다고 가정하

므로, 향후 개선 방법을 위하여 에지 서버 부하를 고려

해야 한다.
Wi-Fi 네트워크의 부하를 상대적 중간 정도인 환경

에서 측정한 결과는 경부하 환경에서의 성능 대비 급격

하게 나빠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PPOS는 로컬 전용 

실행 대비 GLND는 5.1배, PRND는 3.91배 정도의 속도 

향상 성능을 보였다.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WiFi(100Mbps) 네트워크 조건에서 작업 부하가 적어지

면 PPOS에 의한 부분 오프로딩의 효율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나타낸다. 또한 PPOS가 DAG 토폴로지 및 체

인 토폴로지 처리를 위한 효율적 파티션 방법 적용이 가

능하며, 로컬 및 에지 전용 실행과 비교하여 항상 성능

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실험에서는 모바일 장치

의 배터리가 충분하다고 가정하므로, 배터리 성능이 제

한적이라면 에지 서버에 더 많은 실행모듈을 오프로딩

하는 방법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전송에서 네트워크의 작업 부하가 많

을 때는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PPOS는 로컬 전용 실행 

대비 GLND는 1.67배, PRND는 2.65배 정도의 속도 향

Fig. 7 Latency speed-up comparison for GLND topology Fig. 8 Latency speed-up comparison for PRND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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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성능을 보였다. 이는 PPOS가 입력과 출력을 무선 네

트워크를 통해 에지 서버에 업로드하는 시간이 많이 소

요되므로, 로컬에서 많은 실행모듈을 처리하도록 선택

함에 기인한다. 또한 과부하 환경에서 순차구조로 이루

어진 PRND의 성능이 분기구조로 이루어진 GLND의 

성능 대비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과부하 환경에서 실행 코드의 특성에 따른 오프로딩 

대상 결정 및 그에 따른 전송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실행모듈들의 입력 또는 출력 데이터 

크기가 매우 작으면 전송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PPOS는 일부 파티션 된 실행모듈을 에지 서버로 더 많

이 오프로딩 할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한 입력 이미지

의 데이터 크기는 약 500KB이지만, 현재 인터넷 환경에

서 이러한 작은 크기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의 작업 부하가 많을 때는 오프로딩

의 효율성 확보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Ⅴ. Conclusions

본 논문은 FEC 환경에서 효율적 응용 서비스 실행을 

위한 기반연구로써, 서비스 구현 모듈을 여러 개의 독립

적 모듈로 분할하여 모바일 장치와 에지 서버의 협업을 

통한 부분 오프로딩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

템인 PPOS는 DAG 토폴로지와 체인 토폴로지 모두에 

적합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로컬이나 에지 전용 실행과 비교하여 항상 효율적인 작

업 처리 전략 및 처리 지연시간을 제공한다. 실험을 통

하여 PPOS는 로컬 및 에지 전용 실행 대비 항상 유의미

한 처리 속도 향상 성능을 보였으며, 네트워크의 부하에 

따라 부분 오프로딩 대상의 처리 위치를 효과적으로 결

정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상호작용 및 응

용 서비스 실행을 위한 모바일 장치와 FEC 서버 간의  2
계층 협력 컴퓨팅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다중 분기구조

의 재구성 선형화 알고리즘, 부분 오프로딩 알고리즘 및  

CNN 계층 스케줄링 방법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FEC 환경에서 제안 시스템은 모바일 장치에서의 응

용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모델의 경량화 및 엣지 리소스 

워크로드의 효율적 분배 관련 연구에 적용 가능하며, 로
컬과 에지 서버 간의 N:M Wifi 통신 환경에서 코드/데

이터의 효율적 전송을 위한 이동에이전트 적용 연구의 

기반이 된다. FEC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의 이동성이 

PPOS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관적인 추론을 기반으로, 
모바일 장치의 기지국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더 많은 시

간을 소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장치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므로, 동적 

환경에서의 추가적인 지연시간 최소화를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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