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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대역폭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화해 온 

이전 세대 기술들과 달리 극도의 짧은 지연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초저지연(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on, URLLC)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차량 자율주행, 가상 현실, 

홀로그램 등의 지연 민감형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서는 초저지연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선 구간과 

유선 구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규격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Mobile Edge Computing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 거점의 연결 경로 중 유선 구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전송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Mobile Edge Computing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구조적인 

취약점을 내재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제공 거점의 컴퓨팅 자원이 

사용자와의 근접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단위로 분할 배치됨에 따라, 

국지적 트래픽 폭증이 발생할 경우 과부하로 인한 심각한 품질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컴퓨팅 용량 산정이 지역 단위의 트래픽 패턴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 효율성이 저하된다. 

본 연구에서는 Mobile Edge Computing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제안 아키텍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클라우드 네트워크 운용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규 아키텍처가 Mobile Edge 

Computing과 비교하여, 트래픽이 평시 기준의 300%까지 증가하는 

조건 하에서 지연 품질 강건성이 약 2.28배 가량 우수하고, 설계 최적화 

시 투자 효율성이 약 13.54% 가량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모바일 엣지 컴퓨팅,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학  번 : 2017-2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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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이동통신의 역사는 기술의 진화가 새로운 서비스의 기반을 형성하고, 

서비스의 고도화가 다시금 기술의 혁신을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초 음성 통화로 상용화를 개시한 1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저속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2세대로 진화하고, 데이터 전송률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3, 4세대를 거쳐 

사회 연결망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이동통신 기술은 5세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단순한 통신 

대역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5세대에서는 지연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른바 초저지연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동통신 기술에서는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차량 자율 주행, 초실감형 게이밍, 홀로그램 등 

다양한 지연 민감형 서비스들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 표준에서는 초저지연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 

기술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 중 Mobile Edge Computing은 컴퓨팅 자원, 

컨텐츠 저장소 등의 서비스 제공 거점을 기지국 인근으로 전진 배치하여 

사용자와의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물리적인 전송 지연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인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Mobile Edge Computing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개선하는 신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인 운용 조건이 반영된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아키텍처 유형별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제안 아키텍처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성공적인 Mobile Edge Computing 

상용화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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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절  연구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 지연은 크게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송 지연, 그리고 기지국에서부터 백홀(backhaul) 

및 백본(backbone) 네트워크를 거쳐 서비스 제공 거점에 이르기까지 

유선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송 지연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무선 구간은 

변복조 기술과 안테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전송 지연이 대폭 

단축된 반면, 유선 구간은 광전송 기술의 성능이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전송 지연의 추가적인 단축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Mobile Edge Computing은 유선 구간의 전송 지연 개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써, 서비스 제공 거점을 기지국에 인접한 

Mobile Edge Cloud(MEC)로 전진 배치 시키는 것이 아키텍처 고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１-1). 이러한 서비스 제공 거점의 전진 

배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경로 상의 전송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전송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Mobile Edge Computing은 실제 대규모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운용 환경을 고려할 때 품질 성능과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１-1. Mobile Edge Computing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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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 단위 소규모로 분할된 MEC의 컴퓨팅 자원으로는 국지적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MEC의 과부하는 심각한 

수준의 지연 품질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중앙에 집중 운용되던 컴퓨팅 자원을 지역별 MEC에 

분산 배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트래픽 특성을 반영한 컴퓨팅 용량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의 트래픽 패턴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컴퓨팅 용량을 필요로 하며, 이는 투자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Mobile Edge Computing의 구조적 취약점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추구하는 초저지연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며,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Mobile Edge Computing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기존 

아키텍처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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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문제 정의 

제１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bile Edge Computing 아키텍처는 

실제 네트워크 운용 환경을 고려할 때 품질 성능과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품질 성능의 문제 

이동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에게 이동성을 부여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 트래픽에는 개별 사용자의 이동 패턴이 반영된다. 

사용자의 이동 패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나타내지만, 특수한 

사건에 의하여 일관성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규모 집회, 거리 응원전 등의 행사가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의 대규모 이동 및 지역 편중에 의해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을 수용하는 기지국의 과부하와 이로 

인한 통신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가입자의 지역 편중에 따른 품질 저하를 어플리케이션 처리가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계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의 일반적인 

이동통신 클라우드 아키텍처인 Remote Cloud Computing에서는 그림 

１-2와 같이 특정 지역으로 사용자가 유입되어 트래픽이 폭증하더라도 

중앙에서 처리되는 트래픽의 총량 관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림 １-2. Remote Cloud Computing에서의 트래픽 지역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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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부하가 증가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obile Edge Computing은 그림 １-3과 같이 컴퓨팅 자원이 

지역 단위로 분산 배치된 구조이므로, 특정 지역에 가입자 편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MEC에 과부하를 초래함으로써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연 민감형 서비스의 경우 MEC의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요청의 적체 및 대기열 지연 시간의 증가는 

서비스가 단절되는 수준의 심각한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트래픽의 국지적 폭증이 지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 사례를 

통하여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표 １-1은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의 

대한민국-러시아 경기일(2014.06.18)에 대규모 거리 응원이 이루어진 

지역의 트래픽 증가 내역이다[1-3]. 평균 트래픽은 특정 시간대를 

구성하는 단위 시간별 트래픽들에 대한 산술 평균을 적용한 수치를 

의미하고, 최대 트래픽은 각 단위 시간별 트래픽 중 최대치를 의미하며, 

트래픽 증가율은 주간, 월간, 계절 등의 주기적 특성을 감안한 평시 

대비의 트래픽 증가율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를 통하여 대상 지역의 

트래픽이 평시 대비 최대 258%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１-1.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경기일 트래픽 증가 내역 

구분 A 이동통신사 B 이동통신사 

평균 트래픽 증가율 67 % 52 % 

최대 트래픽 증가율 258 % 184 % 

그림 １-3. Mobile Edge Computing에서의 트래픽 지역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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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연 품질 저하에 대한 별도의 측정 기록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Emmerich 등이 수행한 연구 결과[4]를 감안하면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에서의 지연 시간은 트래픽 증가에 따라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며, 트래픽이 258% 가량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지연 시간이 최대 

141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서비스 처리 시간의 

요구사항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지연 민감형 서비스(Mission 

Critical Service)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수준의 지연 시간 증가는 단순한 품질의 저하를 넘어선 

서비스 단절의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2. 투자 효율성의 문제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용량은 일중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최번시, busy hour)의 트래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설계에 있어서, 중앙에 집중 운용되는 코어 장비나 클라우드는 

전체 지역의 트래픽 패턴을 포괄하는 전체 최번시 트래픽 기준으로 용량 

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지국과 같이 지역 단위로 트래픽을 수용하는 

장비는 지역 최번시 트래픽을 기준으로 용량 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Mobile Edge Computing은 컴퓨팅 자원이 지역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기지국과 동일한 관점에서 지역 최번시 트래픽 기준의 용량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１-4.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지역별 트래픽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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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4는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기지국 클러스터 6개소의 

일간 트래픽을 전체 최번시 트래픽 기준으로 정규화시킨 트래픽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각 클러스터의 트래픽 패턴은 출퇴근 시간대인 8시와 

18시에 다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1, 2번 클러스터, 일과 시간 이후인 

18시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3, 4번 클러스터, 

그리고 일과 시간 중인 8시부터 18시 사이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5, 

6번 클러스터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각 클러스터가 

해당 지역별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1, 2번 

클러스터는 도로나 지하철 등 사용자 이동 구간이 포함된 지역을 

수용하고 있고, 3, 4번 클러스터는 주거 지역을 주로 수용하고 있으며, 5, 

6번 클러스터는 대규모 업무 지역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6개 클러스터를 수용하는 Mobile Edge Computing 환경을 

설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다. 표 １-2는 6개 클러스터의 

시간대별 트래픽에 대한 세부 내역이며, 음영으로 강조된 영역은 각 

클러스터별 최번시 트래픽을 나타내고 있다. 최번시 트래픽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용량을 산정할 경우 Remote Cloud Computing 구조에서는 

전체 지역의 최번시 트래픽(a)인 1.000이 클라우드의 컴퓨팅 용량이 

된다. 반면, Mobile Edge Computing 구조에서는 각 클러스터별 최번시 

트래픽의 합(b)인 1.125가 전체 컴퓨팅 용량의 합이 되는데, 이는 

Remote Cloud Computing 대비 약 12.5%의 컴퓨팅 자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대규모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Mobile Edge Computing 환경을 설계하는 경우, 보다 다양한 지역별 

트래픽 패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효율성 저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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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１-2. 지역별 최번시 트래픽 기준의 컴퓨팅 용량 산정 

 

시간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cluster-6 합계 

0 0.028 0.030 0.187 0.163 0.107 0.065 0.580 

1 0.003 0.010 0.146 0.129 0.086 0.050 0.423 

2 0.002 0.007 0.104 0.093 0.062 0.039 0.306 

3 0.002 0.005 0.078 0.068 0.047 0.031 0.230 

4 0.001 0.004 0.060 0.051 0.037 0.025 0.178 

5 0.014 0.016 0.056 0.050 0.033 0.023 0.192 

6 0.051 0.046 0.077 0.069 0.045 0.029 0.318 

7 0.166 0.141 0.122 0.105 0.076 0.054 0.662 

8 0.274 0.217 0.146 0.119 0.105 0.092 0.954 

9 0.139 0.101 0.130 0.116 0.107 0.098 0.692 

10 0.065 0.061 0.133 0.118 0.113 0.105 0.596 

11 0.056 0.055 0.133 0.121 0.115 0.111 0.592 

12 0.061 0.060 0.154 0.142 0.136 0.128 0.681 

13 0.065 0.062 0.150 0.136 0.125 0.124 0.662 

14 0.061 0.059 0.146 0.134 0.125 0.119 0.644 

15 0.064 0.064 0.146 0.137 0.128 0.120 0.659 

16 0.078 0.073 0.151 0.138 0.126 0.118 0.684 

17 0.115 0.098 0.161 0.142 0.129 0.114 0.760 

18 0.230 0.173 0.187 0.164 0.137 0.109 1.000 

19 0.206 0.161 0.193 0.176 0.138 0.097 0.970 

20 0.120 0.102 0.181 0.171 0.122 0.081 0.777 

21 0.110 0.096 0.179 0.171 0.118 0.076 0.750 

22 0.107 0.093 0.184 0.167 0.113 0.069 0.733 

23 0.071 0.072 0.177 0.162 0.105 0.064 0.651 

최번시 8시 8시 19시 19시 19시 11시 18시 

최번시 
트래픽 

0.274 0.217 0.193 0.176 0.138 0.128 (a) 1.000 

 (b) 클러스터별 최번시 트래픽 합계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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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Mobile Edge Computing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Mobile Edge Computing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취약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Remote 

Cloud Computing과 Mobile Edge Computing, 그리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Hybrid Cloud Computing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Hybrid Cloud Computing 구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오프로딩 

의사 결정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질 성능 및 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였다. 

둘째,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현실적인 클라우드 네트워크 

운용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객체, 구조 및 파라미터를 

정의하였다. 특히, 상용 시뮬레이션 툴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뮬레이션 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신규 개발하였다. 

셋째,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하여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Mobile Edge Computing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목표 품질 수준과 구축 

비용 간의 적절한 trade-off, 그리고 이를 고려한 최적의 아키텍처 

선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 운용 

환경에 입각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고, 동일한 컴퓨팅 자원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아키텍처 유형별 품질 성능을 측정함으로써, 

각 아키텍처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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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연구보고서 구성 

본 연구보고서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연구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기술을 소개하고,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분석 및 정의를 수행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될 핵심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한다. 

4장에서는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아키텍처 분석 및 

검증에 활용될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설계 및 개발 내역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 분석을 수행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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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배경 기술 및 관련 연구 

제１절  배경 기술 

1.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넓은 대역폭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더 많은 수의 가입자 단말을 동시에 

수용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초광대역(enhanced Mobile Broadband, eMBB)이다. 5G는 

가입자당 최대 20G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기지국 커버리지의 경계 

지역에서도 최소 100Mbps의 속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G 표준은 6GHz 이상의 초고주파(mmWave) 대역을 주파수 

자원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대역폭을 LTE(Long Term Evolution)의 

10배에 해당하는 1GHz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 초고주파 대역은 

투과 및 회절 등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의 커버리지 구성이나 장거리 전송에는 불리한 면이 있는데, 5G 

표준은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고밀도 다중 안테나 제어 기술 

및 전파 형성(Beamforming)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초연결성(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이다. 5G는 

1㎢의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대의 사용자 단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 단말뿐만 아니라, 방대한 수의 Internet of 

Things(IoT) 단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5G는 단말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는 기술, 무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기술, 가드 

밴드를 활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5G는 서로 다른 유형의 

단말 그룹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 수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능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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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초저지연(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on, 

URLLC)이다. 5G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선 구간의 지연 

시간을 LTE의 10분의 1 수준인 1㎳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기술이 Short TTI(Transmission 

Time Interval)이다. 데이터의 기본적인 전송 주기를 의미하는 TTI가 

LTE는 1㎳로 고정되어 있으나, 5G는 Short TTI를 기반으로 서비스 

특성에 따라 TTI를 최대 0.143㎳까지 단축하는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무선 구간의 전송 지연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네트워크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는 범용 

서버를 활용하여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의 네트워크 

장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는 개별 제조사에 의해 

형상과 처리 용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운용 상의 제약 사항도 많았다. 그러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면, 범용 서버 장비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고,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처리 용량을 논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다(그림 ２-1). 또한, 서비스 제어 기능의 

그림 ２-1. 가상화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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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의존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고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NFVI)이다. 

NFVI는 네트워크 가상화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의미하며, 크게 하드웨어 자원, 가상화 계층,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원으로 구성된다. 하드웨어 자원은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등을 포함한다. 가상화 계층은 하드웨어 자원의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독립적인 네트워크 기능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가상화 자원은 가상화 계층을 통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서, 하드웨어 자원과 유사하게 논리적인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으로 구성된다. 

둘째는 Virtualized Network Function(VNF)이다. VNF는 NFVI 상에 

구현되는 논리적인 기능으로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로 동작하는 VNF, 

그리고 VNF의 제어 및 상태 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등의 운용 

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EM(Element Manager)으로 구성된다. VNF와 

EM은 모두 Virtual Machine(VM) 기반으로 구현된다. 

세 번째는 Management and Orchestration(MANO)이다. MANO는 

NFV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MANO는 세부적으로 NFVI를 관리하는 

Virtualized Infrastructure Manager(VIM), VNF를 관리하는 VNF 

Manager, 그리고 NFV의 최상위 계층에서 NFVI와 VNF를 제어하는 

NFV Orchestrator로 구성된다. NFV Orchestrator는 Operating 

Support System 및 Business Support System과의 연동을 기반으로 

NFV 운용 전반에 관련된 정책을 생성하고, 이를 NFVI와 VNF에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NFV Orchestrator는 NFV 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운용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이를 열람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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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bile Edge Computing 

이동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거점까지의 

경로는 크게 무선 구간과 유선 구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유선 구간은 

다시 안테나와 기지국을 연동하는 프론트홀(fronthaul), 기지국과 코어 

장비를 연동하는 백홀(backhaul), 코어 장비와 외부 네트워크의 연동을 

담당하는 백본(backbone), 그리고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제공 

거점이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연동하는 인터넷(internet)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그림 ２-2). LTE 등 4세대 이전의 이동통신 기술에서는 무선 

구간의 전송 지연이 상대적으로 크고, 서비스 지연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유선 구간의 지연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5G에서는 무선 구간의 전송 지연이 크게 단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연 민감형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유선 구간의 전송 지연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Mobile Edge Computing은 이러한 유선 구간의 지연을 

단축시키는 기술로써, 기존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종단, 혹은 인터넷에 

연동되어 있던 서비스 제공 거점을 단말과 근접한 위치로 전진 배치하는 

것이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Mobile Edge Computing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거점의 실질적인 위치는 그림 ２-2 상에서 

기지국이 위치한 운용 센터 A나 코어 장비가 위치한 운용 센터 B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거점은 MEC에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되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와의 근접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무선 

품질, 사용자 위치 등 다양한 실시간 네트워크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２-2.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서비스 제공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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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Edge Computing 아키텍처를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ETSI)에서 제정한 표준의 레퍼런스 아키텍처[5]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는 크게 Mobile Edge Host Level과 Mobile Edge 

System Level의 2개 계층으로 구분된다(그림 ２-3). 

Mobile Edge Host Level은 Mobile Edge Computing에 대한 구현 및 

운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 레벨로서, Mobile Edge Host와 Mobile Edge 

Host Level Management로 구성된다. Mobile Edge Host는 Mobile 

Edge Computing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Mobile Edge Application과 

이에 대한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Mobile Edge Platform, 그리고 가상화 

기반 하드웨어 자원인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로 구성된다. 이 중, 

Mobile Edge Platform은 Mobile Edge Application에 무선 품질 정보, 

사용자 위치 정보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품질,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Mobile 

Edge Host로 유입되는 사용자 트래픽의 라우팅 정책을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Mobile Edge Host Level Management는 Mobile Edge Host의 

제어 및 운용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크게 Mobile Edge Platform 

Manager와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Manager로 구성된다. Mobile 

그림 ２-3. Mobile Edge Computing 레퍼런스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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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Platform Manager는 Mobile Edge Application의 생명 주기 관리 

및 상태 정보 수집, Mobile Edge Platform 구성 관리, Mobile Edge 

Application의 정책 및 요구사항 관리 등을 수행한다.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Manager는 가상화 자원 관리, 가상화 관련 소프트웨어 

이미지 관리 및 구동, 가상화 자원의 운용 상태 정보 수집, Mobile Edge 

Application의 Mobile Edge Host 간 재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obile Edge System Level은 Mobile Edge Host에 대한 상위 계층 

제어와 외부 연동을 담당하는 기능 레벨로서, Mobile Edge Orchestrator, 

Operating Support System, User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Proxy, User Equipment Application, Customer Facing Service(CFS) 

Portal 등으로 구성된다. Mobile Edge Orchestrator는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 Mobile Edge Host 구현에 필요한 가용 자원 및 서비스, 

그리고 토폴로지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Mobile Edge 

Application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무결성 관리 및 이력 관리 등을 

수행한다. User Equipment(UE) Application은 사용자 단말에 탑재된 

Mobile Edge Application 연동 클라이언트로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Mobile Edge Host에 요청한다. 여기에서, 

UE Application의 요청에 의하여 Mobile Edge System 내부에서 

실행되는 Mobile Edge Application을 User Application으로 지칭한다. 

User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Proxy는 UE Application과 

Operating Support System, Mobile Edge Orchestrator 간의 연동 

기능을 수행한다. CFS Portal은 제 3의 사업자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Mobile Edge Compu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로서, Mobile Edge Application의 선택 및 주문, 실행, 그리고 

운영 통계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Operating Support System은 

CFS Portal, 또는 UE Application의 요청에 의하여 Mobile Edge 

Application을 가동시키거나, 이를 클라우드 간 재배치 시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Mobile Edge Computing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세부 구성 요소는 표 ２-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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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1. Mobile Edge Computing 레퍼런스 아키텍처 구성 요소 

구분 기능 요소 내용 

Mobile Edge 
Host Level 

Mobile Edge 
Host 

Mobile Edge 
Application 

사용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기능 수행 

Mobile Edge 
Platform 

어플리케이션 구동 환경 제공 
및 네트워크 정보 수집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네트워크 가상화 자원 관리 및 
MEC 간 재배치 기능 수행 

Mobile Edge 
Host Level 
Management 

Mobile Edge 
Platform Manager

Mobile Edge Platform 
운용 관리 기능 수행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Manager 

Virtualization Infrastructure 
운용 관리 기능 수행 

Mobile Edge 
System 
Level 

Mobile Edge Orchestrator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자원 관리 기능 수행 

UE(User Equipment) Application
사용자의 요청으로 구동되는 
MEC 어플리케이션 

User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Proxy 

UE Application 구동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 수행 

CFS(Customer Facing Service) 
Portal 

제 3의 사업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 

Operating Support System 서비스 프로파일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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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관련 연구 

1. 기본 프레임워크 

Mobile Edge Computing 아키텍처의 근간을 이루는 Mobile Cloud 

Computing은 사용자 단말의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극복하거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클라우드에 작업 

부하를 오프로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Mobile Cloud Computing 

프레임워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3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출시와 더불어 스마트폰 컴퓨팅 파워의 한계와 과다한 

전력 소모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Kemp 등은 단말의 작업 

부하를 서버로 오프로딩하는 방법론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영상 처리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하여 사물 인식의 응답성과 정확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하였고[6],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 Mobile 

Cloud Computing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CUCKOO[7]를 

통하여 구체화시켰다. Cuervo 등은[8] MAUI라는 Mobile Cloud 

Computing 관련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오프로딩 

대상 코드를 분류하는 체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동 방식, 선형 

계획법 기반의 최적화를 통한 오프로딩 의사 결정 기능, 의사 결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프로파일링 기능 등 오프로딩 프레임워크 설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대한 구현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Chun 등은[9] 사용자 단말과 서버 간 프로그램 

실행 환경에 대한 가상화 기반의 동기화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오프로딩을 가능하게 하는 CloneCloud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오프로딩 대상 코드를 직접 분류해 주어야 하는 MAUI와 달리, 

CloneCloud에는 시스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분류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시스템 운용 용이성이 향상되었다. 

Kosta 등은[10] ThinkAir라는 프레임워크에 메소드 단위의 오프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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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구현하여 시스템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향상시키고, VM 기반의 

병렬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오프로딩 성능을 개선하였다. Gordon 

등은[11] Distributed Shared Memory(DSM) 기반 VM 간 동기화를 

통하여 오프로딩 성능을 향상시킨 COMET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Gember 등은[12] ECOS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오프로딩 환경의 보안성과 분산 컴퓨팅 환경의 자원 활용성을 

향상시켰고, Xia 등은[13] Phone2Cloud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전력 

소모량과 지연 시간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Wei 등은[14] MVR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증강 현실 어플리케이션의 오프로딩 프로세스를 

구체화시키는 등 Mobile Cloud Computing 프레임워크 정립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 단일 계층 오프로딩 방법론 

단일 계층 오프로딩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 단말과 MEC 간의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론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일 계층 오프로딩 방법론은 세부적으로, 컴퓨팅 자원 

최적화 기반의 오프로딩 방법론, 그리고 컴퓨팅 자원과 통신 자원의 

연계 최적화 기반의 오프로딩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컴퓨팅 자원 최적화 관점의 오프로딩 방법론에 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Huang 등은[15] 오프로딩 대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 모듈 간 의존성을 고려하여 단말의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는 

오프로딩 의사 결정의 문제를 리아프노프(Lyapunov)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Chen은[16] 다수 

사용자의 오프로딩 환경을 게임 이론과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오프로딩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개별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제안하였다. Jiang과 Mao는[17] 멀티코어 

스마트폰 환경에서 다중 작업 대기열과 CPU의 동작 주파수에 대한 

최적화를 통하여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Chen과 Hao는[18]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에서 오프로딩 태스크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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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여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ao 등은[19] 태스크 오프로딩에 

더하여 태스크 캐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MEC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 실행 시간 등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단말의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를 혼합 정수 최적화 기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컴퓨팅 자원과 통신 자원에 대한 연계 최적화 관점의 

오프로딩 방법론에 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Liu 등은[20] Markov 

Decision Process를 기반으로 단말의 태스크 버퍼 대기열 상태와 

단말의 태스크 처리 상태, 그리고 오프로딩 전송 상태 등을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연 시간을 최적화시키는 문제를 정의하여 1차원 검색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Sardellitti 등은[21]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 기반의 다중 셀 환경에서 

단말의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는 오프로딩 의사 결정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고 반복적 알고리즘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Yu 등은[22] 컴퓨팅 

자원과 통신 자원의 스케쥴링에 대한 연계 최적화를 통하여 단말의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Hong 등은[23] Finite 

State Markov Chain 모델을 기반으로 지연 시간과 전력 소모량 간 

최적의 trade-off 조건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Guo 등은[24] 

오프로딩 최적화 결정 변수로 오프로딩 대상 모듈, CPU 동작 주파수, 

오프로딩을 위한 전파 출력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태스크 

호출 그래프(Task Call Graph) 상에서 직전 태스크의 실행 시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의사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오프로딩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Yang 등은[25] 대규모 이동통신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평균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최적화의 초점을 맞추었다. Mao 등은[26] 오프로딩 의사 결정에 CPU 

동작 주파수, 오프로딩에 필요한 전파 출력 등을 연계한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아프노프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You 등은[27] 오프로딩 의사 결정 모델을 시분할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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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컴퓨팅 자원 모델과 직교 주파수 분할 접속 방식의 통신 자원 

모델로 구조화 시킨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Mahmoodi 등은 단말의 

다중 무선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오프로딩 대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 모듈 간 의존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고[28], 단위 모듈의 오프로딩에 대한 스케쥴링 

최적화를 통하여 오프로딩 의사 결정의 자유도를 높이는 후속 연구도 

수행하였다[29]. 확률적 모델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인 무선 환경을 

고려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Wen 등은[30] Gilbert-Elliott 모델 

기반의 무선 채널 환경에서 CPU Cycle과 무선 전송 스케쥴링에 대한 

연계 최적화를 통하여 단말의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Zhang 등은[31] Gilbert-Elliott 모델 기반의 무선 채널 

환경을 가정하고 DVS(Dynamic Voltage Scaling) 기반의 CPU 전압, 

그리고 오프로딩 전송률에 대한 연계 최적화를 통하여 단말의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단말과 MEC 간의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최적화시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MEC의 과부하 상황과 이로 

인한 지연 품질의 저하에 대한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방법론들을 실제 대규모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다중 계층 오프로딩 방법론 

다중 계층 오프로딩 방법론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MEC 과부하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Srinivasan과 Agrawal은[32] M-CORD 아키텍처를 제안하여 MEC의 

과부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M-CORD는 MEC 

기반으로 가상화된 기지국과 코어 네트워크를 Service Orchestration 

플랫폼인 XOS를 활용하여 연동하고, 중앙에 배치된 컴퓨팅 자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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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에 할당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이다. 이를 통하여 MEC 간 컴퓨팅 

자원 공유를 통하여 과부하에 대응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 네트워크 운용 환경을 고려할 때, 해당 아키텍처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을 연동하는 프론트홀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고, 전송 

지연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Lin 등은[33] Mobile Edge Computing 아키텍처를 사용자 단말과 

MEC, 그리고 코어의 3계층으로 정의하고, 각 계층의 노드에 대한 

컴퓨팅 용량 할당과 트래픽 배분을 위한 의사 결정의 최적화를 통하여, 

컴퓨팅 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물리적으로 분리된 MEC의 운용 환경, 

그리고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시계열의 트래픽에 대하여 해당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최적화 의사 결정을 실시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Kiani와 Ansari는[34] Mobile Edge Computing 아키텍처를 스몰셀의 

Field Cloudlet, POP(스몰셀 집선 지점)의 Shallow Cloudlet, 그리고 

백홀의 Deep Cloudlet의 3계층 구조로 정의하여 지역별 과부하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팅 자원과 통신 자원을 

이종의 시간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맞추어 각 

VM에 단가를 할당하여, 특정 시점에서 최소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역 

경매 방식의 자원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네트워크 

운용 비용의 최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연 품질의 개선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은 

최적화에 대한 의사 결정을 중앙에서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여, 서비스 

요청 개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지연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취약점을 

내재하고 있다. 

Li 등은[35] 1계층의 소형 기지국(Femto Base Station)과 2계층의 

광역 기지국(Macro Base Station)이 혼재한 이기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컨텐츠 캐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에서는 컨텐츠 캐싱을 위한 메모리 

크기를 제약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기종 네트워크 간의 협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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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링크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여타 캐싱 관련 연구들과 같이 캐시의 적중률(hit 

ratio)과 네트워크 부하율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용자 

관점의 지연 시간은 고려되지 않은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Tong 등은[36] 계층적 클라우드를 정의하고 1계층 클라우드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트래픽을 2계층으로 전달하는 단순한 우회 

정책을 기반으로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트래픽에 확률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점, 그리고 중앙에서 

오프로딩 의사 결정의 최적화를 수행한다는 점은 실제 대규모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운용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4. 관련 연구 요약 

관련 연구 사례들을 요약하면, 우선 사용자 단말과 클라우드 간의 

오프로딩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6-14]. 이러한 연구들은 Mobile Edge Computing 관련 

후속 연구들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전체적인 방향이 

시스템 기능 요소의 설계에 맞추어져 있고,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오프로딩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프로딩 의사 결정 최적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들이 

있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단말과 MEC 간 오프로딩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계층 오프로딩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5-31]. 이러한 

연구들은 오프로딩 의사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결정 변수들을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최적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일 계층 오프로딩 방법론은 실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MEC의 과부하 발생과 컴퓨팅 자원의 부족, 품질 

저하 등의 문제에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중 계층 오프로딩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수의 단말과 MEC, 그리고 상위 계층의 클라우드 노드를 대상으로 

컴퓨팅 자원과 트래픽 할당을 최적화시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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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2-36].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높은 복잡도의 최적화 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실시간성을 필요로 하는 실제 네트워크 운용 환경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계층적 구조에 기반한 아키텍처를 다른 유형의 아키텍처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Mobile Edge 

Computing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신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기존 아키텍처 대비 품질 성능과 투자 효율성 관점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사 결정 요소가 되는 품질 성능과 비용 간의 

효과적인 trade-off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２-4. Mobile Edge Computing 관련 연구의 구조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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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아키텍처 분석 및 최적화 

본 장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Mobile Edge Computing을 

분석하고 구조적 문제들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써 신규 

아키텍처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제１절  아키텍처 분석 및 유형 정의 

1. Remote Cloud Computing 아키텍처 

5G의 Mobile Edge Computing 아키텍처 분석에 앞서 현재 LTE에서 

일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Remote Cloud Computing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연 시간 관점에서의 아키텍처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 프로세스별 지연 시간에 대한 영향도 

파악에 용이한 Object Process Methodology(OPM)[37]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Remote Cloud Computing 

아키텍처를 OPM으로 형상화시키면 그림 ３-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관련된 서비스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은 지역 단위 

기지국 장비인 enhanced NodeB(eNodeB)와 백홀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그림 ３-1. Remote Cloud Computing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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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ng Gateway, Public Data Network(PDN) Gateway 등의 코어 

장비로 전달되고, 인터넷을 거쳐 Remote Cloud(RC)로 전달됨으로써 

서비스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를 지연 시간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서비스 경로 상의 부가 프로세스(Supporting Processes) 및 관련 부가 

장비(Supporting Instruments)에 의해 발생되는 전송 지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는 관련 

서비스 프로세스 상의 물리적인 전송 거리가 수백 ㎞ 수준에 달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전송 지연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Remote Cloud 

Computing은 방대한 컴퓨팅 자원이 중앙에서 공유되는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컴퓨팅 자원의 가용성 및 운용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Mobile Edge Computing 아키텍처 

 5G는 네트워크 가상화를 기반으로 기지국과 코어 장비의 가입자 

트래픽 처리에 대한 논리적인 기능이 User Plane Function(UPF)으로 

통합되어 지역별 분산 배치되며, Service Based Architecture(SBA)를 

기반으로 UPF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유기적인 연동을 지원한다. Mobile 

Edge Computing은 이러한 5G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기존에 

RC에 위치해 있던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전송 지연의 단축을 목적으로 

MEC에 전진 배치되어 UPF와 연동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 

그림 ３-2. Mobile Edge Computing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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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2와 같이 OPM으로 형상화시켜 살펴보면,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은 

클라우드 내의 eNodeB와 내부 스위치인 Virtual Switch(vSwitch)를 

거쳐 UPF로 전달되고, 다시 UPF와 vSwitch를 거쳐 MEC로 전달된다. 

여기에서는 부가 프로세스 구성 요소들이 동일한 클라우드에 위치하거나 

물리적으로 인접한 구조이므로 전송 지연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Mobile Edge Computing은 컴퓨팅 자원이 지역 

단위로 분산 배치됨에 따라, 각 지역별 컴퓨팅 자원의 가용성이 Remote 

Cloud Computing 대비 현저하게 낮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단위의 

트래픽 폭증에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3.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emote Cloud Computing은 서비스 요청의 

처리에 있어서 컴퓨팅 자원의 가용성이 높으나 프로세스 상 기능 요소들 

간의 전송 지연이 크게 발생하고, Mobile Edge Computing은 프로세스 

상 기능 요소들 간 근접성 확보를 통하여 전송 지연을 상대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지역별 컴퓨팅 자원의 가용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ybrid Cloud Computing이라는 신규 아키텍처를 

그림 ３-3. Hybrid Cloud Computing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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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함으로써, 기존 아키텍처들의 장단점에 대한 trade-off 및 아키텍처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Hybrid Cloud Computing은 Mobile Edge Computing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오프로딩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MEC와 RC를 연동하여 컴퓨팅 자원의 가용성을 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지역별 트래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OPM으로 형상화시키면 그림 ３-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 처리에 있어서 오프로딩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가 서비스 처리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노드(MEC 혹은 RC)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 노드 간의 

오프로딩을 수행한다. 

오프로딩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서비스 요청 

처리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노드가 자체적인 컴퓨팅 부하와 

인접 노드의 컴퓨팅 부하에 대한 상태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인지하여 

이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그림 ３-4). 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노드의 컴퓨팅 부하에 대한 상태 정보는 크게 가용 

컴퓨팅 자원과 작업 대기열에 대한 상태 정보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클라우드 노드 간 연동 링크를 통하여 직접 전달되거나, 

네트워크 운용 관리를 총괄하는 Operating Support System을 통하여 

수집 및 전파되는 방식으로 실시간 공유될 수 있다. 

그림 ３-4. 오프로딩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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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ybrid Cloud 

Computing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키텍처와의 

체계적인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 아키텍처인 Remote 

Cloud Computing을 Type-I, 5G 기반 아키텍처인 Mobile Edge 

Computing을 Type-III,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규 아키텍처인 

Hybrid Cloud Computing을 Type-II로 분류하여 시스템 아키텍처의 

유형을 정의하고자 한다(그림 ３-5).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아키텍처 유형별 비교 분석에 있어서는 본 유형 정의를 준용하고자 한다.  

그림 ３-5. 클라우드 아키텍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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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아키텍처 최적화에 대한 이론적 모델 정립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동통신 클라우드의 운용 환경에 입각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 방법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Type-II 아키텍처인 

Hybrid Cloud Computing의 오프로딩 의사 결정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로, 품질 성능 관점에서 Type-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에 대한 최적의 배분율을 도출하고 검증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셋째로,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Type-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용량을 최적으로 할당하는 설계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들을 

활용하여 이동통신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계획이다(그림 ３-6). 각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３-6.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와 이론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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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로딩 의사 결정 모델 (이론적 모델 1) 

오프로딩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는 Hybrid Cloud Computing 구현에 

있어서 최적의 지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능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서비스 요청을 MEC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소요 시간을 

𝑡 라고 가정하자. 𝑡 는 작업 대기열 지연 시간 𝑡 와 작업 처리 

시간 𝑡 로 구체화시켜 (３.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8]. 

 𝑡  𝑡 𝑡   (３.1) 

또한, MEC가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통하여 서비스 요청을 RC로 

오프로딩하는 경우 RC에서의 처리 시간 𝑡 는 MEC와 RC 간의 연동 

링크 상에서 발생하는 단방향 전송 지연 𝑡 , RC의 작업 대기열 

지연 시간 𝑡 , 그리고 RC의 작업 처리 시간 𝑡 를 기준으로 

(３.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𝑡  𝑡 𝑡 2𝑡  (３.2) 

여기에서 서비스 요청에 대한 작업 부하 𝑊는 작업 처리에 소요되는 

CPU Cycle의 개수(천개)로 가정하고,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 

𝑅 와 𝑅 는 CPU 동작 주파수(㎒)로 가정하면, 𝑊 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𝑡 와 𝑡 는 각각 (３.3)과 (３.4)로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𝑡 𝑡
𝑊

𝑅
  (３.3) 

 𝑡  𝑡
𝑊

𝑅
2𝑡   (３.4) 

이와 더불어, MEC가 서비스 요청을 RC로 오프로딩시키는 조건은 

𝑡 가 𝑡 보다 큰 경우, 즉 MEC 자체적으로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의 소요 시간이 서비스 요청을 RC로 오프로딩시키는 경우의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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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의사 결정 

변수 𝑥를 정의하고, MEC가 서비스 요청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을 

𝑥 0 , RC로 오프로딩하는 상황을 𝑥 1 로 가정하면 오프로딩 조건은 

(３.5)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통해 발생하는 

지연 시간 𝑡 는 (３.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8]. 

  𝑥  
0 𝑡 𝑡
1 𝑡 𝑡  (３.5) 

  𝑡 1 𝑥 𝑡 𝑥𝑡  (３.6)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Hybrid Cloud Computing의 오프로딩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표 ３-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３-1. 오프로딩 의사 결정 알고리즘 모델 

𝑡  𝑡
𝑊

𝑅
 

𝑡  𝑡
𝑊

𝑅
 2𝑡  

𝑥  
0 𝑡 𝑡
1 𝑡 𝑡  

𝑡  1 𝑥 𝑡 𝑥𝑡  

 

표 ３-2. 오프로딩 의사 결정 알고리즘 모델 표기법 

기호 내용 

𝑡   MEC의 총 처리 시간 

𝑡   RC의 총 처리 시간 

𝑡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통한 총 처리 시간 

𝑡   MEC의 대기열 지연 시간 

𝑡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 

𝑡   MEC의 작업 부하 처리 시간 

𝑡   RC의 작업 부하 처리 시간 

𝑡   MEC와 RC 간의 전송 지연 시간 

𝑅   MEC의 가용 컴퓨팅 자원 

𝑅   RC의 가용 컴퓨팅 자원 

𝑊  작업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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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성능 개선 모델 (이론적 모델 2)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의 품질 성능 개선 모델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모델과 지연 품질 모델로 세분화시킬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정립은 대기열 이론(Queueing Theory)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클라우드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살펴보면, 오프로딩 의사 결정 

모델(이론적 모델 1)을 기반으로 Hybrid Cloud Computing 네트워크 

모델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트래픽, 

그리고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 배분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트래픽을 서비스 요청의 도착률(arrival 

rate) 𝜆 , 컴퓨팅 자원을 트래픽 처리율(service rate) 𝜇 로 가정하면, 

리틀의 법칙(Little’s Law)에 의하여 각 클라우드 노드의 작업 대기열 

지연 시간 𝑡 를 (３.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38]. 

  𝑡
𝜆/𝜇

𝜇 𝜆
 (３.7) 

여기에서, MEC 1식과 RC 1식으로 구성된 간단한 네트워크 대기열 

모델(그림 ３-7)을 가정하고,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을 각각 𝑅 와 

𝑅 라 하면, MEC와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 𝑡 와 𝑡 는 각각 

(３.8)과 (３.9)로 표현할 수 있다. 

  𝑡
𝜆 /𝑅

𝑅 𝜆
 (３.8) 

  𝑡
𝜆 /𝑅

𝑅 𝜆
 (３.9) 

그림 ３-7. Hybrid Cloud Computing의 1:1 대기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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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론적 모델 1에 근거하여, 전체 트래픽 λ 중 MEC에서 RC로 

오프로딩되는 트래픽의 비율을 𝑝 라 가정하면, MEC에 의해 처리되는 

트래픽은 λ 1 𝑝 , MEC의 오프로딩 요청으로 RC에 의해 처리되는 

트래픽은 λ𝑝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𝜆 와 𝜆 는 각각 

(３.10)과 (３.11)로 표현할 수 있다. 

 𝜆 λ 1 𝑝   (３.10) 

 𝜆 λ𝑝  (３.11) 

다음으로, 지연 품질 모델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품질 지표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 시간에 대한 요구 사항의 

상한이 주어지는 경우 전체 트래픽 중 이를 초과하는 트래픽의 비율을 

품질 지표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림 ３-8에서의 서비스 처리 시간 

분포를 예로 들면, 지연 요구사항의 상한(a)인 10㎳가 정의되면 이를 

초과하는 트래픽 비율(b)이 품질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 

지표를 가정할 때, 평균 지연을 기준으로 분포가 넓게 전개될수록 품질 

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지연 시간 분포의 표준 편차와 품질 

지표 간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Hybrid Cloud Computing을 구성하는 클라우드 

노드의 대기열 모델을 품질 지표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최적의 지연 

그림 ３-8. 서비스 처리 시간에 대한 품질 지표의 예시 



 

 35

품질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지연 시간 분포의 표준 편차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MEC와 RC 각각의 대기열 지연 

시간이 어느 한 노드에서 발산하지 않는 평형 상태가 최대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대기열 지연 품질 모델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다수의 작업 부하로 

구성된 트래픽을 인가한 후, MEC와 RC 대기열 지연 시간의 차이와 

작업 부하 처리 시간의 표준 편차를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림 ３-9는 MEC와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의 차이와 이에 대응하는 

520개 작업 부하 처리 시간의 표준 편차에 대한 산점도 그래프이다. 

이에 따르면, MEC와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의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 부하 처리 시간의 표준 편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통계 분석 도구(R)를 활용하여 도출한 분석 통계량을 살펴보면, 

Adjusted R-squared value가 0.9533이고, P-value가 2.2 10 으로 

0.0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각 

클라우드의 대기열 지연 시간의 차이와 작업 부하 처리 시간의 표준 

편차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３-9. MEC와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 차이 대비 서비스 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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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MEC와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 차이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는 (３.8)과 (３.9)를 바탕으로 (３.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𝜆 1 𝑝 𝑅⁄

𝑅 𝜆 1 𝑝
𝜆 𝑝 𝑅⁄

𝑅 𝜆𝑝
 (３.12)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클라우드 운용 환경은 지역 단위로 

구성된 다수의 기지국 클러스터와 MEC, 그리고 이와 연동된 중앙 혹은 

광역 RC의 계층적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그림 ３-10과 같이 

다수(N식)의 MEC가 1식의 RC에 연동되는 네트워크 대기열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클라우드의 

대기열 지연 품질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계층 MEC 전체를 포괄하는 평균적인 대기열 지연 시간과 2계층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 간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 ∆ 를 (３.12) 기준으로 

일반화시키면 (３.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𝑁

𝜆 1 𝑝 /𝑅
𝑅 𝜆 1 𝑝

  
∑ 𝜆 𝑝 /𝑅

𝑅 ∑ 𝜆 𝑝
 (３.13) 

 

그림 ３-10. Hybrid Cloud Computing의 N:1 대기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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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컴퓨팅 자원 할당의 문제를 고려해 보면,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할당할 수 있는 전체 컴퓨팅 자원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체 컴퓨팅 자원을 𝑅 이라고 한다면, 𝑅 𝑖 1, 2, 3, … , 𝑁 와 𝑅 의 

총합은 𝑅 과 일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컴퓨팅 자원 할당의 문제는 표 

３-3과 같이 목적 함수 ∆ 를 최소화시키는 최적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래픽 𝜆 는 상수가 아닌 시계열의 변동성을 

내포한 함수이기 때문에, 품질 성능 개선 모델을 표 ３-3의 최적화 

문제로 정의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컴퓨팅 자원 배분율을 실험 변수로 설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트래픽을 인가하여 품질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최적의 품질 성능이 확보되는 자원 배분율을 도출하고, 

대기열 지연 품질 모델로 이에 대한 교차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３-3. 품질 성능 개선 모델 

Decision variables : 𝑅 , 𝑅  (𝑖 1, 2, 3, … , 𝑁) 

Objective function :
𝑚𝑖𝑛.  

1
𝑁

𝜆𝑖 1 𝑝𝑖 /𝑅𝑀𝐸𝐶 𝑖

𝑅𝑀𝐸𝐶 𝑖 𝜆𝑖 1 𝑝𝑖

𝑁

𝑖 1

∑ 𝜆𝑖𝑝𝑖/𝑅𝑅𝐶
𝑁
𝑖 1

𝑅𝑅𝐶 ∑ 𝜆𝑖𝑝𝑖
𝑁
𝑖 1

 

Subject to : 0 𝑝𝑖 1   (𝑖 1, 2, … , 𝑁) 

𝑅 0   (𝑖 1, 2, … , 𝑁) 

𝑅 0 

𝑅 𝑅 𝑅 

 
표 ３-4. 품질 성능 개선 모델 표기법 

기호 내용 

𝜆  MEC로의 인입 트래픽 

𝜆   MEC-𝑖로의 인입 트래픽 

𝑝  1:1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준 MEC에서 RC로의 오프로딩 비율 

𝑝   N:1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준 MEC-𝑖에서 RC로의 오프로딩 비율 

𝑅   MEC의 가용 컴퓨팅 자원 

𝑅   MEC-𝑖의 가용 컴퓨팅 자원 

𝑅   RC의 가용 컴퓨팅 자원 

𝑅  전체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가용 컴퓨팅 자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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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효율성 개선 모델 (이론적 모델 3) 

Mobile Edge Computing 환경 구축에 있어서 투자 효율성 저하의 

문제는 지역별 트래픽 패턴이 서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특성에 기인한다(그림 １-4). MEC별 최번시 트래픽을 

기준으로 설계된 Mobile Edge Computing 환경에서는 그 외의 시간대에 

일부 컴퓨팅 자원이 유휴 상태로 전환되더라도, 이를 다른 MEC와 상호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투자 효율성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표 １-2). 

이 문제를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MEC와 RC의 컴퓨팅 용량 설계에 있어서 지역 단위의 트래픽 패턴이 

고려되어야 한다. MEC에는 해당 지역의 트래픽 패턴을 고려하여 최소의 

컴퓨팅 자원만을 할당하고, 그 이외의 컴퓨팅 자원 중 적정량을 RC에 

할당하여 이를 모든 MEC가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하면 전체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자원 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투자 효율성 개선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𝑁 식의 MEC를 구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별 MEC- 𝑖 ( 𝑖

1, 2, 3, … , N 에 대한 특정 시간대 𝑗 𝑗 0, 1, 2, … , 23 의 트래픽과 최번시 

트래픽을 각각 𝑣 와 𝑣 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개별 MEC의 컴퓨팅 

용량을 해당 지역 최번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𝑣 는 

MEC-𝑖의 컴퓨팅 용량이 되며, 전체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컴퓨팅 용량 

𝑣 는 (３.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𝑣  𝑣  (３.14) 

여기에서, 각 MEC가 컴퓨팅 자원의 일부를 RC에 공여함으로써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를 구현한다고 가정하면, MEC-𝑖의 

최번시 트래픽 기준의 컴퓨팅 용량 𝑣  중 RC에 공여하는 비율을 𝑝 , 

전체 트래픽 패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컴퓨팅 자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감할 수 있는 RC 컴퓨팅 자원의 비율을 



 

 39

𝑞 라 한다면, MEC와 RC에 할당하는 컴퓨팅 용량 𝑣 와 𝑣 는 각각 

(３.15)와 (３.16)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𝑣  𝑣 ∙ 1 𝑝  (３.15) 

 

  𝑣  𝑣 ∙ 𝑝 ∙ 1 𝑞  (３.16) 

또한, 컴퓨팅 자원의 총합은 모든 시간대(𝑗 0, 1, 2, … , 23 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３.17)의 제약 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𝑣 𝑣 𝑣 0 ∀ , 𝑗 0, 1, 2, … , 23  (３.17) 

 

이에 대하여 컴퓨팅 용량의 절감분 𝑓 𝑝𝑖, 𝑞 를 (３.18)로 정의하면, 

투자 효율성에 대한 최적화의 문제는 목적 함수 𝑓 𝑝𝑖, 𝑞 를 최대화시키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표 ３-5). 

  𝑓 𝑝𝑖, 𝑞  𝑣 𝑣  + 𝑣 ) (３.18) 

 

표 ３-5. 투자 효율성 개선 모델  

Decision variables : 𝑝 , 𝑞 

Objective function :
𝑚𝑎𝑥. 𝑣 𝑣 1 𝑝 𝑣 𝑝 1 𝑞  

Subject to : 0 𝑝 1 𝑖 1, 2, 3, … , 𝑁  

0 𝑞 1 

𝑣 1 𝑝 𝑣 𝑝 1 𝑞 𝑣  

(∀ , 𝑗 0, 1, 2,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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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6. 투자 효율성 개선 모델 표기법 

기호 내용 

𝑣   MEC-𝑖의 특정 시간대 𝑗에서의 트래픽 

𝑣   MEC-𝑖의 최번시 트래픽 및 컴퓨팅 용량 

𝑣   Mobile Edge Computing 기준 전체 컴퓨팅 용량 

𝑣   설계 최적화 시 MEC의 전체 컴퓨팅 용량 

𝑣   설계 최적화 시 RC의 컴퓨팅 용량 

𝑝   MEC-𝑖의 RC에 대한 컴퓨팅 자원 공여 비율 

𝑞  RC의 컴퓨팅 자원 절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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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구축 

Hybrid Cloud Computing은 기존 아키텍처 간 trade-off에 기반하여 

설계된 아키텍처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기존 아키텍처들과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유형별 비교 분석에 

활용될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１절  시뮬레이션 개요 

1. 시뮬레이션 구성 요소 및 구조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객체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주요 

객체로 클라우드 노드, 사용자 단말, 그리고 노드 간 연동에 활용되는 

링크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뮬레이션의 입력 데이터로서 

시뮬레이션을 구동시키는 트래픽 패턴도 정의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는 표 ４-1에 정리되어 있다. 

표 ４-1.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 요소 

구분 구성 요소 기능 및 속성 

클라우드 
노드 

클라우드 노드 클라우드 노드의 형상 및 계층 정보 

컴퓨팅 자원 작업 부하 처리에 활용되는 자원의 양 

오프로딩 알고리즘 클라우드 간 오프로딩 의사 결정 체계 

작업 대기열 작업 부하 적재 및 프로세서로의 이송 

연동 인터페이스 연동 링크의 종단 

사용자 
단말 

트래픽 생성기 트래픽 패턴 변환, 생성 및 전송 

연동 인터페이스 연동 링크의 종단 

연동 
링크 

유선 링크 유선 기반 노드 간 연동 

무선 링크 무선 기반 노드 간 연동 

트래픽 트래픽 패턴 작업 부하의 크기, 전송 주기, 수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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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한 객체들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그림 ４-1과 

같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2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계층의 MEC와 2계층의 RC는 Star 

토폴로지로 연동되어 있다. 사용자 단말과 MEC는 5G 기반으로 

연동되고, MEC와 RC는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WDM) 

기반으로 연동된다. 또한, 개별 클라우드 노드에는 오프로딩 의사 결정 

수행에 필요한 Hybrid Cloud Computing Decision Framework(HDF)가 

탑재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동시키면 단말은 주어진 트래픽 

패턴의 속성에 해당하는 작업 부하 크기, 전송 주기, 수량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생성하여 MEC로 전송하게 된다. MEC는 인접 RC의 

가용 컴퓨팅 자원 및 대기열 상태 정보, 그리고 연동 링크의 전송 지연 

정보 등을 HDF를 통하여 실시간 수집 및 관리하고, 사용자 단말의 

트래픽이 유입되면(1차 오프로딩), HDF 제어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작업 부하에 대한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필요시 RC로 작업 

부하를 전송하여 처리를 요청한다(2차 오프로딩). 

그림 ４-1.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구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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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본 연구에서는 높은 자유도의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파라미터를 정의하였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클라우드 노드, 

사용자 단말, 연동 링크, 트래픽 등의 시뮬레이션 구성 요소 단위로 

세분화된다.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 수행에 있어 주로 활용되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클라우드 노드 관련 파라미터로는 노드의 유형과 계층, 그리고 

수량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결정된다. 또한, 

인접 클라우드와의 연동 거리를 기술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는 유선 

링크의 지연 특성과 연계하여 전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노드에 할당되는 컴퓨팅 

자원량이 있는데, 이는 서비스 요청 작업 부하의 크기와 연계하여 작업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활용되며 본 시뮬레이션의 

중요한 실험 변수로 활용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컴퓨팅 자원 운용 방식, 

오프로딩 의사 결정 방식, HDF 제어 정보 전송 주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된 최적의 값을 

할당할 계획이다. 

둘째, 사용자 단말 관련 파라미터로는 사용자 단말 유형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트래픽 패턴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차등 설정이 가능하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단말들에 대한 조합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트래픽 패턴을 구현할 계획이다. 

셋째, 연동 링크와 관련된 파라미터로는 유선 링크의 지연 특성과 

무선 링크의 지연 특성이 있다. 유선 링크의 지연 특성은 클라우드 노드 

간 연동 거리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평균 지연과 이에 대한 확률 분포를, 

무선 링크의 지연 특성은 TTI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평균 지연과 이에 

대한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세부 

기술 방식과 매체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실제 운용 데이터에 근거한 

파라미터 설정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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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트래픽에 대한 파라미터로는 태스크 작업 부하의 양을 

기술하는 태스크 크기, 태스크 크기의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태스크 

크기 분포 등이 있다. 또한, 트래픽 양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로서 태스크 

전송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을 설정하는 태스크 전송 주기, 동시 전송 

태스크 개수를 설정하는 태스크 동시 전송 개수 등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태스크 전송 주기를 활용하여 실험 변수로서의 

트래픽 양을 설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 태스크 단위로 우선순위에 대한 

파라미터 설정도 가능하나, 이는 트래픽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구현한 사항이다. 

표 ４-2.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객체 파라미터 용도 

클라우드 
노드 

클라우드 노드 유형 MEC, RC 및 계층 설정 

클라우드 노드 운용 수량 클라우드 노드 운용 수량 설정 

클라우드 노드 연동 거리 클라우드 노드 간 연동 거리 설정 

컴퓨팅 자원량 컴퓨팅 용량 설정 

컴퓨팅 자원 운용 방식 태스크 프로세싱 방식 설정 

오프로딩 의사 결정 방식 오프로딩 의사 결정 방식 설정 

HDF 제어 정보 전송 주기 HDF 제어 정보 전송 주기 설정 

사용자 단말 사용자 단말 유형 트래픽 패턴, 우선순위 차등 설정 

연동 링크 
유선 링크 지연 특성 거리에 따른 지연 및 확률 분포 

무선 링크 지연 특성 TTI에 따른 지연 및 확률 분포 

트래픽 

태스크 크기 태스크 처리 소요 작업량 

태스크 크기 분포 태스크 크기의 확률 분포 

태스크 전송 주기 태스크 전송 주기 설정 

태스크 동시 전송 개수 태스크 동시 전송 개수 설정 

태스크 우선 순위 태스크 단위 우선 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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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측정 지표 

본 시뮬레이션의 핵심 측정 지표는 사용자 단말의 서비스 요청부터 

서비스 처리 결과의 회신까지 소요되는 총 지연 시간이다. 그러나,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주요 구간별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측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부 구간별 지연 시간으로는 노드 간 연동 

링크에서 발생하는 전송 지연 시간, 클라우드 노드의 작업 대기열에서 

발생하는 대기열 지연 시간,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프로세싱 

지연 시간 등이 있다. 구간별 지연 시간의 측정은, 관련 객체가 특정 

이벤트 발생 시점의 시각 정보를 측정하여 이를 서비스 패킷에 추가하는 

방식(piggybacking)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시각 정보의 단계별 

누적, 그리고 특정 구간에 대한 지연 산출이 가능하다(그림 ４-2).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서비스 

요청과 응답 개수, 서비스 응답 노드, 총 지연 시간, 주요 구간별 지연 

시간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 지표를 산출하여 

아키텍처에 대한 성능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지표로는 총 

지연 시간 통계, 트래픽 오프로딩 비율, 서비스 응답 유실률 등이 있다. 

또한, 지연 민감형 서비스에 대한 지연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상한을 

초과하는 서비스 응답의 비율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는 아키텍처 유형별 

품질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에 있어서 핵심 측정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그림 ４-2. 시뮬레이션 주요 구간별 지연 시간 측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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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시뮬레이션 환경 개발 

1. 오프로딩 의사 결정 알고리즘 구현 

여기에서는 Hybrid Cloud Computing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HDF 구현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표 

４-3에는 HDF 알고리즘이 의사 코드(pseudo code)로 표현되어 있다. 

표 ４-3. Hybrid Cloud Computing 오프로딩 의사 결정 알고리즘 
ALGORITHM: HYBRID CLOUD COMPUTING DECISION FRAMEWORK 
Input: 
The number of front-end nodes: m 
The number of back-end nodes: n 
Front-end node i receive buffer: FEBi 
Back-end node j queueing delay information: BEQj 
Back-end node j processing delay information: BEPj 
Back-end node j transmission delay information: BETj 
QoS specification of latency : latency_usl 
1: i ← 1 
2: while i ≤ m do 
3:   request ← CHECKRECEIVER(FEBi) 
4:   if request ≠ null 
5: qd_local ← QUEUEINGDELAY(request) 
6: pd_local ← PROCESSINGDELAY(request) 
7: od_local ← qd_local + pd_local 
8: if latency_usl ≠ null 
9:   if ENDTOENDDELAY(od_local) < latency_usl 
10: LOCALQUEUE(request) 
11:       else then 
12:         Continue 
13:       end if 
14:     else then 
15: j ← 1 
16: while j ≤ n do 
17:         qd_offload[j] ← QUEUEINGDELAY(BEQj) 
18:         pd_offload[j] ← PROCESSINGDELAY(BEPj) 
19:         td_offload[j] ← TRANSMISSIONDELAY(BETj) 
20:         j ← j +1 
21: end while 
22:       od_offload ← qd_offload + pd_offload + td_offload 
23:   od_offload_min ← MINIMUMDELAY(od_offload) 
24:       offload_node_id ← MINIMUMDELAYNODEID(od_offload) 
25:   if ENDTOENDDELAY(od_local) ≤ ENDTOENDDELAY(od_offload_min) 
26: LOCALQUEUE(request) 
27:       else then 
28: OFFLOADREQUEST(offload_node_id, request) 
29:       end if 
30:     end if 
31: else then 
32:   i ← i +1 
33:   end if 
34: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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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딩 의사 결정 알고리즘은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확장성 및 

실시간성 확보를 위하여 클라우드 노드별로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상호 

연동 및 협력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계층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MEC를 기준으로 하위 계층(전단, front-end)은 

사용자 단말이 되고, 상위 계층(후단, back-end)은 RC가 된다. RC 

기준의 하위 계층은 MEC가 되며, 상위 계층 RC와의 연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의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입력 파라미터로 하위 계층 연동 노드의 수(m)와 상위 계층 

연동 노드의 수(n)가 주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하위 계층으로부터 

유입되는 서비스 요청을 저장하는 버퍼(FEBi), 상위 계층의 컴퓨팅 

성능 및 상태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되는 작업 부하 정보(BEPj), 대기열 

지연 시간 정보(BEQj), 클라우드 간 전송 지연 정보(BETj) 등이 입력 

파라미터로 활용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오프로딩 의사 결정 

기준인 지연 요구사항(latency_usl)을 입력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흐름을 의사 코드의 행 번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 요청의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1-3행), 서비스 요청 처리를 

위해 자체 컴퓨팅 성능 지표를 확인하는 단계(4-7행), 지연 요구사항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를 자체적인 처리를 통하여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 자체 작업 대기열로 태스크를 입력하는 단계(8-13행, local 

preferred 설정시), 자체적인 처리로 지연 요구사항 충족이 어렵거나 

별도의 지연 요구사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상위 계층 연동 노드의 

컴퓨팅 성능 지표를 수집하는 단계(14-21행), 상위 계층 연동 노드 중 

오프로딩 시 최적의 지연 품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드를 

선정하는 단계(22-24행), 서비스 요청을 자체적으로 처리할지, 또는 

상위 계층 연동 노드로 오프로딩 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25-28행)로 진행된다. 이 중 8-13행에 언급된 local preferred 

설정은 MEC 자체의 컴퓨팅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운용 정책인데, 

사업자의 클라우드 운용 전략에 따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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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모듈 구현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 모듈로는 시뮬레이션 모듈, 

인터페이스 모듈, 그리고 분석 모듈이 있다. 시뮬레이션 모듈은 다양한 

객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활용되는 모듈이고, 

인터페이스 모듈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동 환경 및 조건, 트래픽, 운용 

시나리오 등을 시뮬레이션 모듈에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수집하는 모듈이며, 분석 모듈은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데이터를 분석이 

용이하게 가공하고 시각화시키는 모듈이다. 각 모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뮬레이션 모듈 

시뮬레이션 모듈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모델링 도구로서 관련 객체의 

기능, 형상 및 파라미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객체들은 멀티 

프로세스 기반의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구현됨에 따라 다양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 모듈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Terminal, Cloud, Link 등이 있고, 이들은 클래스로 구현되어 

재사용과 수정이 용이하다. 각 클래스의 구현 사항은 다음과 같다. 

Terminal 클래스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용자 단말이나 기타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입력 받고 이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생성하여 

Cloud 인스턴스(MEC)로 전송한다. 또한, Cloud 인스턴스의 트래픽 

처리 결과를 회신 받아 인터페이스 모듈로 전달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함수들을 살펴보면, 트래픽 패턴을 Cloud 인스턴스가 인지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Parser 함수, 트래픽을 생성하는 Generator 함수, 

트래픽을 전송하는 Sender 함수, 트래픽을 수신하는 Receiver 함수, 

그리고 수신된 트래픽 처리 결과를 인터페이스 모듈이 인지 가능한 

포맷으로 가공하는 Logger 함수 등이 있다. 

Cloud 클래스는 클라우드(기지국) 노드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로서 

사용자 단말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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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Cloud 클래스는 세부 설정에 의하여 1계층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MEC, 또는 2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RC의 역할을 수행한다. 

Cloud 클래스는 하위 계층 노드 연동에 활용되는 전단 인터페이스와 

상위 계층 노드 연동에 활용되는 후단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수의 노드와 연동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토폴로지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주요 함수로는, 

트래픽을 전송하는 Sender 함수, 트래픽을 수신하는 Receiver 함수,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Controller 함수, 작업 부하 처리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관리하는 Processor 함수, 그리고 가용 컴퓨팅 

자원 및 작업 대기열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인접 클라우드로 전파하는 

Broadcaster 함수 등이 있다. 

Link 클래스는 사용자 단말과 클라우드 간 연동에 활용되는 무선 

링크, 혹은 클라우드 간 상호 연동에 활용되는 유선 링크를 구현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보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링크에 물리적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Link 클래스는 

유무선 공통으로 지연 시간의 평균 및 확률적 분포에 대한 설정, 유선에 

한하여 클라우드 간 전송 거리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2) 인터페이스 모듈 

인터페이스 모듈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입력 기능, 시뮬레이션 결과 

수집 기능, 상태 정보 출력 기능의 3가지 기능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입력 기능은 시뮬레이션 수행 조건이 명시된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을 구동시키고, 

Terminal 인스턴스에 트래픽 패턴을 입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스크립트 파일에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유형, 트래픽 패턴, 단말 구성, 

클라우드 네트워크 토폴로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량, 오프로딩 의사 

결정 정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트래픽 패턴에 시계열의 변동성을 부여하는 등 복잡한 패턴의 

트래픽 인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트래픽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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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이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는데, 이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 기반의 시뮬레이션 수행에 활용될 계획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집 기능은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Terminal 

인스턴스가 수신한 트래픽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유형에 

따라 정의된 실험 변수(variable)와 측정 지표(metric)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집이 가능하고, 요약된 결과를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특정한 형태의 리포트로 가공하거나,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도 구현하였다. 

상태 정보 출력 기능은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벤트에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링크의 상태 정보, 트래픽 전송 내역 및 처리 결과, 트래픽 

처리 노드, 단말이 전송하는 트래픽을 구성하는 개별 서비스 요청에 

대한 처리 현황, 응답 유실률, 단위 시나리오 종료 후의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등이 포함된다. 

(3) 분석 모듈 

분석 모듈은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수집된 다양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시각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분석 모듈은 시뮬레이션 항목, 실험 변수, 측정 지표, 분석 목적 등에 

따라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에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3. 개발 및 실행 환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환경은 다음과 같다(표 ４-4). 

소프트웨어는 Python 개발 환경을 기반으로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을 

위한 SimPy, 데이터 분석을 위한 NumPy, 그리고 그래프 출력을 위한 

Matplotlib 등의 모듈을 추가 적용하였고, 하드웨어는 범용 노트북을 

활용하였다. 그림 ４-3은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바탕으로 구성한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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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4.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환경 

소프트웨어 환경 하드웨어 환경 

운영체제 MS Windows 10 (64bit) 아키텍처 X86-64 

개발언어 Python 3.6 프로세서 Intel Core i5-6200U 

개발환경 PyCharm (2018.1.3) 메모리 8.00 GB 

메인모듈 SimPy (3.0.10) 저장장치 250 GB SSD 

기타모듈 NumPy, Matplotlib 기타사양 범용 노트북 
    

그림 ４-3.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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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시뮬레이션 결과 

제１절  수행 조건 

1. 시뮬레이션 항목 

본 연구는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ype-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에 대한 최적 배분율을 도출(1, 2번 

항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아키텍처의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품질 성능 개선에 대한 문제(3, 4번 항목)와 투자 효율성 향상에 대한 

문제(5번 항목)를 해결하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 

표 ５-1.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항목 

번호 시뮬레이션 항목 실험 변수 측정 지표 비고 

1 아키텍처 품질 경향성 분석 
컴퓨팅 자원, 
연동 거리 

지연 품질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 

도출 2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 도출 컴퓨팅 자원 지연 품질 

3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1) 트래픽 지연 품질 
품질 성능 

개선 
4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2) 트래픽 지연 품질 

5 설계 최적화 및 투자 효율성 검증 컴퓨팅 자원 자원절감율
투자 효율성 

향상 

1번 항목에서는 컴퓨팅 자원의 변화에 따른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품질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간 

연동 거리를 실험 변수로 설정하고, 지연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태스크의 

비율을 품질 지표로 정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번 항목에서는 제한된 컴퓨팅 자원 범위에서 Type-II 아키텍처인 

Hybrid Cloud Computing의 품질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 배분율을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할 계획이다. 우선, 

컴퓨팅 자원을 실험 변수로 설정하고 MEC와 RC에 할당되는 컴퓨팅 

자원의 배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 품질의 성능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러한 컴퓨팅 자원 배분율에 대하여 제３장의 

이론적 모델 2를 활용하여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트래픽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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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키며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의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번 항목에서는 2번 항목을 통하여 도출한 Type-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 배분율을 기반으로, 품질 강건성에 대한 아키텍처 유형별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트래픽 양을 실험 변수로 

정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각 아키텍처 유형별 품질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4번 항목에서는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추출한 일간 트래픽 

패턴을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네트워크에 인가하여 아키텍처 유형별 품질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실험 변수는 시계열의 

변동성을 갖는 트래픽이 된다. 본 항목은 실제 일간 트래픽 패턴에 

기반한 시나리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 클러스터로 사용자 

편중이 발생하여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계획이다. 

5번 항목에서는 Type-II 아키텍처의 투자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제３장의 이론적 모델 3에서 정의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Type-III 아키텍처 대비 Type-II 아키텍처가 절감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의 양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 최적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2. 시뮬레이션 실험 변수 및 측정 지표 

본 시뮬레이션의 주요 실험 변수로는 트래픽, 컴퓨팅 자원, 그리고 

연동 거리가 있다. 트래픽은 사용자 단말이 생성하는 태스크의 집합이고, 

트래픽 양은 단위 시간 당 전송되는 태스크 개수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본 시뮬레이션은 트래픽 양의 측정 단위로 Tasks per Second(TPS)를 

사용하고자 한다. 트래픽은 주어진 태스크 크기가 평균, 태스크 크기의 

30%가 표준 편차인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생성한다. 컴퓨팅 자원은 

태스크의 작업 부하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이다. 제３장의 이론적 

모델 1에서 태스크의 작업 부하는 작업 처리에 필요한 CPU cycle의 

개수(천개), 그리고 컴퓨팅 자원은 CPU cycle의 동작 주파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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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함에 따라 태스크의 작업 부하를 컴퓨팅 자원으로 나눈 값은 

처리시간(㎳)으로 산출된다. 연동 거리는 MEC와 RC 간을 연동하는 

전송 구간의 거리(㎞)로서, MEC에서 RC로 태스크를 오프로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전송 지연을 결정하는 인자로 활용된다. 

시뮬레이션의 측정 지표로는 지연 시간, 그리고 품질 지표가 있다. 

지연 시간은 사용자 단말이 태스크를 전송하는 시점으로부터 클라우드에 

의해 처리된 작업 결과가 단말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본 시뮬레이션은 10㎳의 지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지연 

민감형 서비스를 가정하고, 전체 태스크 중 지연 요구사항의 상한을 

초과하는 태스크의 비율을 품질 지표로 정의한다. 품질 지표에 대한 

요구사항은 5% 이내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５-2.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실험 변수 및 측정 지표 

구분 항목 구성 요소 정의 단위 

실험 변수 

트래픽 

태스크 작업 처리 소요 CPU cycle 개수 천개 

전송 주기 태스크 전송 시간 간격 ㎳ 

전송률 초당 태스크 전송 개수 TPS 

컴퓨팅 자원 자원량 CPU cycle 동작 주파수 ㎒ 

거리 연동 거리 클라우드 노드 간 연동 거리 ㎞ 

측정 지표 

지연 요구사항 
측정 기준 태스크 전송-회신 소요 시간 ㎳ 

요구 사항 10㎳ 이내 - 

품질 요구사항 
측정 기준 지연 시간 요구사항 초과 비율 % 

요구 사항 5% 이내 - 

3.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구성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는 사용자 단말, MEC, 그리고 RC로 구성된다. 

MEC에는 사용자 단말이 무선 링크를 통하여 연동되고, RC에는 MEC가 

유선 링크를 통하여 연동된다. 본 시뮬레이션은 MEC와 RC가 1:1로 

연동된 Point-to-point 토폴로지(1번 항목)와 MEC와 RC가 6:1로 

연동된 Star 토폴로지(2, 3, 4, 5번 항목)의 2가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그림 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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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의 유형은 컴퓨팅 자원의 할당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RC에만 컴퓨팅 자원이 할당되는 경우에는 Type-I 아키텍처, MEC에만 

컴퓨팅 자원이 할당되는 경우에는 Type-III 아키텍처, 그리고 MEC와 

RC에 컴퓨팅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Type-II 아키텍처가 된다. 

 트래픽은 사용자 단말에 의해 생성되는데, 사용자 단말은 트래픽 

패턴이 입력되면 이를 개별적인 서비스 요청 태스크로 변환하여 MEC로 

전송하게 된다. Type-I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태스크가 MEC(기지국)를 

거쳐 RC로 전달되고, Type-III 아키텍처에서는 MEC가 모든 태스크를 

처리하며, Type-II 아키텍처에서는 MEC가 수신한 태스크를 오프로딩 

의사 결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RC로 오프로딩하게 된다. 

그림 ５-1. 클라우드 아키텍처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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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수행 결과 

1. 아키텍처 품질 경향성 분석 

본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 변화에 

따른 지연 품질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의 실험 변수가 

되는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노드 간의 연동 거리 등을 

변경시키며, 태스크 처리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과 품질 지표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계획이다. 

(1) 컴퓨팅 자원 변화에 따른 품질 경향성 분석 

본 항목에서는 MEC(또는 기지국)와 RC가 1:1로 연동된 구조에서 

연동 거리를 200㎞로 설정한 상태에서 각 아키텍처 유형별로 컴퓨팅 

자원의 양을 변동시키며 지연 품질의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수행에 대한 세부 계획은 표 ５-3과 같다. 

표 ５-3. 컴퓨팅 자원 변화에 따른 품질 경향성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아키텍처 유형 

비고 

Type-I Type-II Type-III

노드 구성 

MEC - 1식 1식  

RC 1식 1식 -  

연동 거리 200 ㎞ 200 ㎞ -  

컴퓨팅 자원 

MEC - 5,000 
200 - 
10,000 

실험 변수 

RC 
200 - 
10,000 

100 - 
5,000 

- 실험 변수 

트래픽 특성 

트래픽 600 TPS  

태스크 크기 5,000 정규 분포 

품질 기준 

지연 요구사항 지연 시간 10㎳ 이내 측정 지표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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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I 아키텍처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지국 클러스터와 RC가 1:1로 

연동된 구조에서, 600TPS의 트래픽이 유입되는 조건 하에 RC의 컴퓨팅 

자원을 200에서부터 10,000까지 증가시키며 품질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2)를 살펴보면, 컴퓨팅 자원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라 전송 지연(a)과 품질 지표(b)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C에 6,600 이상의 컴퓨팅 자원이 할당되는 지점부터는 지연 

요구사항 10㎳를 기준으로 품질 지표가 20% 이내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５-2. Type-I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 변화에 따른 품질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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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III 아키텍처에서는 MEC 1식이 단독 운용되고 600TPS의 

트래픽이 유입되는 조건 하에서 MEC의 컴퓨팅 자원을 200에서부터 

10,000까지 증가시키며 품질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3)를 살펴보면, Type-III 아키텍처는 MEC에 3,300 이상의 컴퓨팅 

자원이 할당되는 구간부터 품질 지표가 20% 이하로 개선되어 컴퓨팅 

자원 할당량 대비 품질 개선 효과가 Type-I 아키텍처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송 거리 200㎞를 단축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품질 이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５-3. Type-I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 변화에 따른 품질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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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II 아키텍처에서는 MEC와 RC가 1:1로 연동되고 600TPS의 

트래픽이 유입되는 조건 하에서, MEC의 컴퓨팅 자원은 5,000으로 

고정하고, RC의 컴퓨팅 자원을 0에서부터 5,000까지 증가시키며 품질 

변화를 관찰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4)를 살펴보면, RC의 

컴퓨팅 자원이 1,300 이하로 할당된 구간에서는 컴퓨팅 자원 할당량 

대비 품질 개선 효과가 반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적은 

양의 컴퓨팅 자원 할당시 발생하는 작업 대기열 상태의 급격한 변화가 

오프로딩 의사 결정의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５-4. Type-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 변화에 따른 품질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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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팅 자원 및 거리의 변화에 따른 품질 경향성 분석 

본 항목에서는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 그리고 MEC와 RC 간 

연동 거리를 실험 변수로 설정하여 아키텍처 품질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을 각각 

0에서부터 10,000까지 독립적으로 변화시키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로 조합하고, MEC와 RC 간 연동 거리를 50㎞에서부터 200㎞까지 

3단계로 변화시키며, 600TPS의 트래픽이 유입되는 조건 하에서 품질 

경향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세부 시뮬레이션 계획은 표 ５-4와 같다. 

표 ５-4. 컴퓨팅 자원 및 거리 변화에 따른 품질 경향성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노드 구성 

MEC 1식  

RC 1식  

연동 거리 50 - 200 ㎞ 실험 변수 

컴퓨팅 자원 
MEC 0 - 10,000 실험 변수 

RC 0 - 10,000 실험 변수 

트래픽 특성 
트래픽 600 TPS  

태스크 크기 5,000 정규 분포 

품질 기준 
지연 요구사항 지연 시간 10㎳ 이내 측정 지표 

품질 요구사항 - 측정 지표 

그림 ５-5는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MEC의 컴퓨팅 자원( 𝑥 축), 

RC의 컴퓨팅 자원( 𝑦 축),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품질 지표( 𝑧 축)로 

구성된 3차원 공간의 표면적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의 합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그래프 표면이 

계곡(valley)을 형성하는 컴퓨팅 자원의 조합이 언덕(hill)을 형성하는 

컴퓨팅 자원의 조합에 비해서 품질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ype-II 아키텍처에서 MEC의 컴퓨팅 자원이 고정된 조건 하에서 

오프로딩 의사 결정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RC에 할당하여야 하는 

최소의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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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5.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 및 거리 대비 품질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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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 도출 

본 시뮬레이션은 Type-II 아키텍처에 컴퓨팅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 

최적의 배분율을 도출하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운용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MEC와 

RC가 6:1로 연동된 star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가용 컴퓨팅 자원의 

합을 60,000으로 고정시킨 후 RC의 컴퓨팅 자원을 실험 변수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RC의 컴퓨팅 자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에 비례하여 각 MEC에 할당된 컴퓨팅 자원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컴퓨팅 자원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MEC별로 600TPS의 트래픽을 인가하여 

품질의 경향성을 측정하고, 이 중 최적의 품질 성능을 나타내는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 배분율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시뮬레이션은 (1)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 도출 (2)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의 이론적 

검증 (3)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의 일관성 확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1), (2) 항목의 세부 수행 조건은 표 ５-5와 같다. 

표 ５-5.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 도출 및 검증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노드 구성 

MEC 6식  

RC 1식  

연동 거리 200 ㎞  

컴퓨팅 자원 
MEC 10,000 – 0/식 실험 변수 

RC 0 - 60,000/식 실험 변수 

트래픽 특성 
트래픽 3,600 TPS  

태스크 크기 5,000 정규 분포 

품질 기준 
지연 요구사항 지연 시간 10㎳ 이내 측정 지표 

품질 요구사항 지연 요구사항 초과 비율 5% 이내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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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 도출 

본 항목은 컴퓨팅 자원 총량을 60,000으로 고정한 후 RC의 컴퓨팅 

자원을 0에서부터 60,000까지 증가시키고, MEC 6식의 컴퓨팅 자원은 

이에 대응하여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각 기지국 클러스터에 600TPS의 

트래픽을 인가하는 조건 하에서 최적의 지연 품질을 보장하는 컴퓨팅 

자원 배분율 도출을 목표로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6)에서는 

컴퓨팅 자원 중 전체의 25.0%인 15,000이 RC에 할당되고, 각 MEC에 

7,500이 할당된 경우 최적의 품질 지표(1.267%)를 나타낸다. 

그림 ５-6. Type-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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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의 이론적 검증 

본 항목에서는 2-(1) 항목에서 도출한 컴퓨팅 자원의 최적 배분율에 

대하여 제３장의 이론적 모델 2를 활용하여 교차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５-7의 그래프는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컴퓨팅 자원의 

배분율 변화에 따른 MEC와 RC 각각의 대기열 지연 시간의 변화를 

로그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다. (a)-(f)는 MEC 각각의 대기열 지연 

시간을, (g)는 전체 MEC의 평균 대기열 지연 시간을, 그리고 (h)는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５-7. 컴퓨팅 자원 배분율 변경에 따른 대기열 지연 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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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RC의 컴퓨팅 자원 비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MEC 6식의 대기열 지연 시간은 유사한 경향성을 갖고 증가하게 

된다. 반면, 동일한 과정에서 RC의 대기열 지연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서, (３.13)에 근거하여 이론적 모델 2에 MEC의 운용 수량을 

6식(N=6)으로 설정하면, MEC와 RC 간 대기열 지연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는 (５.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1
6

𝜆 1 𝑝 /𝑅
𝑅 𝜆 1 𝑝

  
∑ 𝜆 𝑝 /𝑅

𝑅 ∑ 𝜆 𝑝
  (５.1) 

그림 ５-8은 ∆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동일 조건 하에서 

(５.1)로 산정한 이론상의 수치를 로그 스케일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우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전체 컴퓨팅 자원의 25.0%인 15,000이 

RC에 할당되고, 각 MEC에 7,500이 할당된 지점에서 ∆가 0.000875로 

최소이며, 이는 시뮬레이션 2-(1)의 최적 배분율과 동일하다. 또한, 

이론상의 ∆도 이와 유사하게 RC에 14,000(전체의 23.3%), 각 MEC에 

7,667이 할당된 지점에서 4.57 10 으로 최소가 된다. 시뮬레이션의 

∆ 에는 확률적 분포가 반영되어 이론상의 ∆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나, 

컴퓨팅 자원의 최적 배분율 관점에서는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５-8.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에 대한 이론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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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의 일관성 확인 

본 항목에서는 2-(1) 항목에서 도출한 Type-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에 대하여 트래픽이 변화하는 조건(900-6,300TPS) 

하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뮬레이션 조건은 표 ５-6과 같다. 

표 ５-6.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의 일관성 확인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노드 구성 

MEC 6식  

RC 1식  

연동 거리 200 ㎞  

컴퓨팅 자원 
MEC 10,000 – 0/식 실험 변수 

RC 0 - 60,000/식 실험 변수 

트래픽 특성 
트래픽 900 – 6,300 TPS 실험 변수 

태스크 크기 5,000 정규 분포 

품질 기준 
지연 요구사항 지연 시간 10㎳ 이내 측정 지표 

품질 요구사항 지연 요구사항 초과 비율 5% 이내 측정 지표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9)를 살펴보면, 모든 트래픽 조건 하에서,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 부근에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의 트래픽 변화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５-9.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에 대한 일관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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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1) 

본 시뮬레이션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유형별로 트래픽이 증가하는 

조건 하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강건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뮬레이션의 네트워크 구조는 MEC(기지국)와 RC가 

6:1로 연동된 star 토폴로지이며, MEC와 RC의 컴퓨팅 자원 할당 

여부에 의하여 아키텍처 유형이 결정된다. 공정한 품질 성능의 비교를 

위하여 각 아키텍처의 가용 컴퓨팅 자원을 60,000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품질 지표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또한, Type-II 아키텍처는 

2-(1) 항목에서 도출한 컴퓨팅 자원 최적 배분율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트래픽은 모든 아키텍처의 품질 성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6개 

MEC(기지국)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총합이 3,600TPS인 경우를 

최번시 트래픽으로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50%(1,800TPS)에서부터 

300%(10,800TPS)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품질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트래픽 조건을 가정하여 태스크 크기에 대한 변화의 폭도 넓게 

설정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의 상세 조건은 표 ５-7에 요약되어 있다. 

표 ５-7.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1)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아키텍처 유형 

비고 
Type-I Type-II Type-III

노드 구성 

MEC - 6식 6식  

RC 1식 1식 -  

연동 거리 200 ㎞ 200 ㎞ -  

컴퓨팅 자원 
MEC - 7,500/식 10,000/식  

RC 60,000/식 15,000/식 -  

트래픽 특성 
트래픽 1,800 – 10,800 TPS 실험 변수 

태스크 크기 2,500 / 5,000 / 10,000 정규 분포 

품질 기준 
지연 요구사항 지연 시간 10㎳ 이내 측정 지표 

품질 요구사항 지연 요구사항 초과 비율 5% 이내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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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Type-I 아키텍처의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10)를 살펴보면 

평균 지연(a)은 지연 요구사항인 10㎳ 이하를 충족시키며, 트래픽의 

증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품질 

지표(b) 관점에서는 전체 트래픽 구간에서 지연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태스크의 비율이 품질 요구사항인 5% 이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를 

통하여, Type-I 아키텍처는 중앙의 컴퓨팅 자원을 전 지역이 공유함에 

따라 트래픽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전송 거리에 의한 품질 

성능의 저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５-10. Type-I 아키텍처의 트래픽 증가에 대한 품질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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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ype-III 아키텍처의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11)를 

살펴보면, 9,000TPS 이하의 트래픽 구간에서는 지연 시간(a)과 품질 

지표(b) 관점에서 우수한 품질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래픽이 9,000TPS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수 함수 형태의 급격한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10,080TPS를 넘어서면서 품질 기준을 위반하게 

되며, 10,170TPS 이상에서부터는 Type-I 아키텍처 대비 품질 성능이 

열등한 양상을 보인다. 최종적으로 트래픽이 10,800TPS인 경우의 품질 

지표인 지연 요구사항 초과 태스크 비율은 16.79%에 이른다. 

그림 ５-11. Type-III 아키텍처의 트래픽 증가에 대한 품질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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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Type-II 아키텍처의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12)를 

살펴보면, 평균 지연(a)과 품질 지표(b)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모든 

트래픽 구간에서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양호한 품질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평시 트래픽에서는 Type-I 아키텍처 대비 우수한 품질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10,350TPS를 넘어서는 

시점에 품질 요구사항을 초과하나, 10,800TPS의 트래픽에서도 품질 

지표인 지연 요구사항 초과 태스크 비율을 7.36% 수준으로 유지하여 

Type-III 아키텍처에 비해 품질 강건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５-12. Type-II 아키텍처의 트래픽 증가에 대한 품질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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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요약하면, Type-I 아키텍처는 전 구간의 

트래픽에 대하여 주어진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트래픽 

증가에 대한 민감도는 가장 낮다. 또한, Type-III 아키텍처는 평시 

트래픽에서는 우수한 품질 성능을 발휘하나, 트래픽이 최번시 대비 약 

250% 수준으로 증가하는 시점부터는 지수 함수 형태의 급격한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반면에, Type-II 아키텍처는 평시 트래픽에서는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Type-I 아키텍처 대비 품질 성능이 우수하고, 

트래픽이 300% 수준으로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Type-III 아키텍처 

대비 품질 강건성이 약 2.28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５-8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연 시간의 통계량, 품질 지표 등을 기준으로 

요약한 내용이며, 품질 저하율은 최소 트래픽 대비 최대 트래픽의 품질 

지표 증가 비율에 음의 부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５-8.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1)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구분 트래픽
지연 시간 (㎳) 오프로딩

비율 
품질 
지표 

품질 
저하율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Type-I 
최소 8.02 3.55 13.49 1.29 - 6.34% - 

최대 8.05 2.33 13.85 1.29 - 6.40% -1% 

Type-II 
최소 6.52 1.02 12.19 1.37 6.28% 0.82% - 

최대 7.20 1.20 25.87 2.24 13.80% 7.36% -798% 

Type-III 
최소 6.33 1.09 10.81 1.29 - 0.23% - 

최대 49.62 0.82 525.57 113.62 - 16.79% -7200% 
  

그림 ５-13. 클라우드 아키텍처 유형별 트래픽 증가에 대한 품질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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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2)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활용하여 

아키텍처 유형별 품질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의 입력 트래픽은 6개 기지국 클러스터에서 추출한 

실제 트래픽을 시뮬레이션 환경과 시나리오에 맞게 가공한 5분 주기의 

시계열 데이터이다.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는 MEC와 RC가 6:1로 연동된 

star 토폴로지로 구성하였고, 공정한 성능 비교를 위하여 각 아키텍처에 

동일한 양의 컴퓨팅 자원을 할당하였으며, 세부 할당 내역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한 최번시 기준의 최적치를 반영하였다. 

표 ５-9.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2)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아키텍처 유형 

비고 
Type-I Type-II Type-III

노드 구성 

MEC - 6식 6식  

RC 1식 1식 -  

연동 거리 200 ㎞ 200 ㎞ -  

컴퓨팅 자원 
MEC - 총 44,370 총 52,200 표 ５-10 

RC 52,200 7,830 - 표 ５-10 

트래픽 특성 
트래픽 실제 네트워크의 일간 트래픽 패턴 실험 변수 

태스크 크기 2,500 / 5,000 / 10,000 정규 분포 

품질 기준 
지연 요구사항 지연 시간 10㎳ 이내 측정 지표 

품질 요구사항 지연 요구사항 초과 비율 5% 이내 측정 지표 

 
표 ５-10.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2) 컴퓨팅 자원 할당 내역 

구분 MEC1 
(cluster-1)

MEC2 
(cluster-2) 

MEC3 
(cluster-3)

MEC4 
(cluster-4)

MEC5 
(cluster-5)

MEC6 
(cluster-6) 

RC 

Type-I - - - - - - 52,200 

Type-II 8,271 7,735 7,352 7,072 7,013 6,927 7,830 

Type-III 9,730 9,100 8,650 8,320 8,250 8,150 - 

본 시뮬레이션은 평시(시나리오 1)와 사용자 지역 편중으로 국지적 

트래픽 폭증이 발생하는 상황(시나리오 2)의 2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시나리오 2의 사용자 지역 편중은 17-21시 

MEC(기지국 클러스터) 1, 2번과 5, 6번에 수용된 사용자의 80% 가량이 

3, 4번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의 입력 

트래픽은 각각 그림 ５-14 및 그림 ５-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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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1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의 입력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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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15.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의 입력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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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는 모든 클러스터를 포괄하는 전체 트래픽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Type-I 아키텍처는 그림 ５-16(c)에서와 같이, 

시나리오 1에서 품질 지표가 품질 요구사항인 5% 이내를 초과한다. 

그림 ５-16. Type-I 아키텍처의 시나리오 1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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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ype-I 아키텍처의 국지적 트래픽 폭증(시나리오 2)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그림 ５-17). 평시와 유사하게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트래픽의 국지적 폭증에 대한 민감도는 낮은 편이다. 

그림 ５-17. Type-I 아키텍처의 시나리오 2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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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ype-III 아키텍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５-18(c)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Type-III 아키텍처의 평시 

트래픽(시나리오 1) 기준의 품질 보장 성능은 우수하다.  

그림 ５-18. Type-III 아키텍처의 시나리오 1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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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ype-III 아키텍처의 국지적 트래픽 폭증(시나리오 2)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５-19)를 살펴보면, 품질 기준이 되는 지연 

요구사항 초과 비율이 최대 47.67%에 이르는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그림 ５-19. Type-III 아키텍처의 시나리오 2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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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ype-II 아키텍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５-20(c)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Type-II 아키텍처는 평시 

트래픽(시나리오 1) 처리에 있어서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그림 ５-20. Type-II 아키텍처의 시나리오 1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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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Type-II 아키텍처의 국지적 트래픽 폭증(시나리오 2)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５-21(c)에서 품질 지표가 

최대 14.76%로 Type-III 대비 품질 강건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５-21. Type-II 아키텍처의 시나리오 2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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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Type-I 아키텍처는 시나리오 

1, 2 모두 품질 지표가 요구사항을 벗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본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하는 지연 민감형 서비스 수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ype-III 아키텍처는 시나리오 1에서 품질 

지표가 0.62%로 매우 우수한 품질 성능을 발휘하나, 시나리오 2에서 

품질 지표가 47.67%로 큰 폭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였고, 평균 지연 

시간도 최대 25.53㎳까지 증가하여 지연 요구사항(10㎳ 이내)을 크게 

초과하였다. 반면, Type-II 아키텍처는 시나리오1에서의 품질 지표가 

2.90%로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시나리오2에서의 품질 지표가 

14.76%까지 저하되어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나, 전반적인 

품질 강건성이 Type-III 아키텍처 대비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５-11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연 시간, 품질 지표, 시나리오 등을 

기준으로 요약하고 있다. 여기에서 품질 저하율은 시나리오 2에서 품질 

저하가 가장 크게 발생한 시점 기준 시나리오 1 대비 시나리오 2의 

품질 지표 증가율에 음의 부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５-11. 아키텍처 품질 성능 비교 분석(2)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구분 시나리오
지연 시간 (㎳) 

오프로딩
비율 

품질 
지표 

품질 
저하율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Type-I 

1 8.08 3.29 12.31 1.32 - 7.35% - 

2 8.11 4.24 12.23 1.30 - 8.02% -9% 

Type-II 

1 7.13 2.046 12.909 1.515 10.83% 2.90% - 

2 8.11 2.774 15.563 1.862 16.40% 14.76% -409% 

Type-III 

1 6.81 2.033 12.099 1.327 - 0.62% - 

2 25.53 2.96 91.72 24.74 - 47.67% -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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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최적화 및 투자 효율성 검증 

본 시뮬레이션은 실제 이동통신 트래픽을 기준으로 설계 최적화된 

Type-II 아키텍처의 투자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계 

최적화 모델은 제３장의 이론적 모델 3의 최적화 문제(표 ３-5)를 

기반으로 하며, 6개 기지국 클러스터의 시간대별 트래픽을 전체 최번시 

트래픽으로 정규화시킨 트래픽 패턴(표 １-2)을 입력 트래픽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최적화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상용 최적화 툴에서 제공하는 

Generalized Reduced Gradient(GRG) 기법을 활용하였다. 

Type-II 아키텍처의 설계 최적화는 최번시 트래픽 기준으로 설계된 

6식의 MEC가 RC에 공여하는 컴퓨팅 자원 비율 𝑝  𝑖 1, 2, 3, … , 6 , 

그리고 공여 자원을 통하여 할당된 RC의 컴퓨팅 자원 중 모든 시간대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컴퓨팅 자원만을 유지시키고 회수 

가능한 유휴 컴퓨팅 자원의 비율 𝑞 를 결정 변수로 정의하여, 목적 

함수인 컴퓨팅 자원 절감분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최적화의 결과는 표 ５-12와 같다. 

표 ５-12.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 설계 최적화 결과 

구분 의사 결정 변수 
최적화 수행 결과 

공여율 (절감율) 컴퓨팅 자원량 

MEC1 𝑝  20.13% 0.219 

MEC2 𝑝  21.14% 0.171 

MEC3 𝑝  21.57% 0.151 

MEC4 𝑝  21.87% 0.138 

MEC5 𝑝  22.55% 0.107 

MEC6 𝑝  22.73% 0.099 

RC 𝑞 52.20% 0.115 

합계 1.000 

여기에서, Type-II 아키텍처와 Type-I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용량을 

각각 𝐶 , 𝐶 라 하면, Type-III 아키텍처 대비 Type-II 아키텍처의 

컴퓨팅 용량 절감분(𝐸 / )은 (５.2)로 표현할 수 있다. 

 𝐸 / 1
𝐶
𝐶

 (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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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 는 최적화 결과를 통하여 1.000임을 확인할 수 있고 𝐶 는 

1.125(표 １-2(b))이므로, 𝐸 / 은 (５.2)에 의하여 약 11.11%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품질 기준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용량 절감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최대 용량 관점에서 

Type-III 아키텍처 대비 Type-III 아키텍처의 상대적 용량 이득을 

𝑔 / 이라 하면, Type-III 아키텍처 대비 Type-II 아키텍처의 실질적인 

컴퓨팅 용량 절감분(𝐸 / )은 (５.3)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𝐸 / 1
𝐶

1 𝑔 / 𝐶
  (５.3) 

이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 3번 항목의 결과(그림 ５-13)를 기준으로 

𝐸 / 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림 ５-13에서의 특정 트래픽 

구간을 확대한 그림 ５-22를 살펴보면, 품질 기준 5%에서 𝑔 / 이 약 

2.81%(10,370/10,087) 수준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 (５.3)에 의하여 

𝐸 / 은 13.5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품질 기준 5%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Type-II 아키텍처가 Type-III 아키텍처 대비 

투자 효율성이 약 13.54% 가량 우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컴퓨팅 용량 절감분은 품질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림 ５-22. Type-III 대비 Type-II 아키텍처의 용량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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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23을 살펴보면, 품질 기준 약 4.2%의 지점에서 Type-II와 

Type-III 아키텍처의 실질적 용량이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품질 

기준이 4.2%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 Type-III 대비 Type-II의 용량 

이득은 실질적인 손실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𝐸 / 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 효율성을 감안한 설계 최적화에 있어서는 품질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５-23. Type-II 아키텍처의 품질 기준에 따른 용량 이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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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  론 

제１절  연구 성과 

본 연구는 5G 초저지연의 핵심 기술인 Mobile Edge Computing을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선하는 신규 아키텍처인 Hybrid Cloud Computing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고, 실제 운용 환경에 입각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품질 성능과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검증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Hybrid Cloud Computing의 품질 성능이 평시 

기준 Remote Cloud Computing 대비 우수하고, 트래픽이 평시 대비 

300% 수준으로 증가하는 조건 하에서 Mobile Edge Computing 대비 

강건성이 약 2.28배 가량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품질 

요구사항 5%를 기준으로 설계 최적화를 하는 경우, Hybrid Cloud 

Computing의 투자 효율성이 Mobile Edge Computing 대비 13.54% 

가량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진 대다수의 Mobile Edge Computing 관련 연구들은 

오프로딩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실제 

네트워크 운용 환경과 트래픽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아키텍처 유형별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한 연구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이루어질 Mobile Edge Computing 관련 

연구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동통신 기술의 5G 전환과 동시에 Mobile Edge 

Computing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상 

문제점들을 사전 도출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Mobile Edge Computing 

환경 구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품질과 비용 간의 trade-off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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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보완 사항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품질 성능 개선, 그리고 투자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품질 

성능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키텍처 비교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 아키텍처의 효과성을 검증한 반면, 투자 효율성 향상의 문제는 

최적화 기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특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원화된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제 클라우드 네트워크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Mobile Edge Computing 환경의 운용 데이터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품질과 비용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해결하는 포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에 

실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Mobile Edge Computing 표준 레퍼런스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Hybrid Cloud Computing을 구성하는 기능 요소들을 표준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응시키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Hybrid Cloud Computing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최적의 컴퓨팅 

자원 배분율 도출, 그리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Mobile Edge 

Computing 표준 규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Hybrid Cloud 

Computing 아키텍처의 설계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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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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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Unlike the previous generation technologies that had focused on 

bandwidth expansion, the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5G) aims at 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on 

(URLLC) technology that can stably guarantee extremely short 

communication delay. It is expected that URLLC will play a key role 

in bringing latency-critical services such as autonomous driving, 

virtual reality, hologram communication into everyday life. 

In order to achieve URLLC, 5G sets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can minimize latency in various domains of wired and wireless 

transmission path. Among these, Mobile Edge Computing can 

dramatically shorten latency by reducing the physical distance of the 

wired path between the user and the service end point. 

Despite its excellent potential, Mobile Edge Computing has critical 

structural limitations. Above all, locally distributed computing 

resources may not be able to accommodate situations involving traffic 

explosion. Also, because computing resource allocations have to be 

based on reg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busy hour traffic, designing 

cost-efficient networks can be challenging. 

To addres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Mobile Edge Computing, 

this research proposed and conducted architectur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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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by defining a Hybrid Cloud Computing architecture and 

its theoretical frameworks, this research developed simulation 

environments in consideration of realistic network operation 

scenarios and performed simulation analyses according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ybrid Cloud Computing architecture 

performed 2.28 times better than the Mobile Edge Computing 

architecture in terms of robustness when the traffic increased by 

300%. The cost efficiency analysis also indicated that the design 

optimization on Hybrid Cloud Computing can save approximately 

13.54% of the overall computing resources required in Mobile Edg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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