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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5G를 향한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IoT 디바이스의

등장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지 못했던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와의

통신은 실시간 클라우드 컴퓨팅이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Cloud Edge Computing)

아키텍처는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IoT 디바이스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다. 모바일

네트워크 끝단에 도입된 소규모 클라우드 서버인 엣지 노드들은 물리적

거리의 장점을 활용해 실시간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시스템은 움직이는 IoT 디바이스에 의해

엣지 노드와의 연결이 변동되는 것에 대비한 이동성 처리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시스템의 디바이스

이동성 지원을 위한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의 이주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기법은 디바이스의 엣지 노드 간 이동 시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의 유지를 위한 이주 단위를 정의하고 절차를 구체화한다. 

제안된 기법은 이주 단위에 개별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실시간

이주 기법에 비해 불필요한 트래픽의 발생과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높은 실시간성을 제공하기에 유리하다. 본 기법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기존 기법 대비 전체 이주 시간 및 이주 도중 시스템의 평균 응답

시간, 최대 응답 시간을 각각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엣지 컴퓨팅, 사물인터넷, 스트림 처리 프레임워크, 실시간

컨텍스트 이주

학  번 : 2015-2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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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디서에도 인터넷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증가는 LTE 등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의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등장할

차세대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포함한 수많은 IoT 

디바이스에게 고속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웹 기반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제공하는 고성능 처리와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기존에

비해 발전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동성과 함께 컴퓨팅 자원의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만을 활용하기보다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광역적으로 축적된 빅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IoT 디바이스의 등장과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의 확장은 실시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영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현재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지 못하는 낮은 지연

시간과 실시간성 보장이라는 요구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클라우드에 기반한

실시간 자율 주행 등이 있다.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원거리

인터넷 연결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지연 시간으로 인해 이러한

시나리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Cloud Edge Computing; CEC)은 실시간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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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에 기반한 시스템은 디바이스와 가까운 5G 네트워크 인프라의

끝단에 소규모 클라우드인 엣지 노드들을 배치하여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되었던 클라우드

응용 중 일부를 디바이스와 가까운 엣지 노드로 이동하여 빠른 처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5G의 실시간 네트워킹의 지원을 받는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 간의 연결은 기존처럼 인터넷 연결에 의존적이지 않다. 따라서

CEC 환경은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통신에 의한 지연 시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버에 집중되었던 프로세싱

수행을 엣지 노드들로 분산시킴으로써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네트워크 병목을 해소한다.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환경을 실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 클라우드 서버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환경이 요구하는 기술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프레임워크는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들의 동작과 서로 간의

협동을 위한 다음과 같은 기반 기술들을 제공해야 한다. 먼저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제공하지 못했던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엣지 노드를 위한 실시간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 모델과 실시간 고장 복구 기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엣지 노드와 클라우드 서버 간의 유기적 협동을 위한 데이터

캐싱 기술이 필요하다. 엣지 노드와 클라우드 서버는 서로에게 필요한

지역적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엣지 노드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동성을 가지는 디바이스는 지역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엣지 노드에 연결될 때 기존 엣지 노드의 처리

컨텍스트를 그대로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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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중에서 디바이스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CEC 시스템의 요구 사항과 메커니즘을 구체화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CEC의 스트림 처리 모델에 기반한 응용의 실행 컨텍스트를 디바이스의

이동에 따라 하나의 엣지 노드로부터 다른 엣지 노드로 이주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러한 컨텍스트 이주 기법에 요구되는 것은 스트림 데이터의

시맨틱적인 요구 사항에 따른 정확한 처리를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와

상관 없이 항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컨텍스트 이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VM 실시간 이주[1]와 같은 기존의 기법은 큰 오버헤드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CEC와 같은 실시간성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메커니즘은 CEC 시스템에서

컨텍스트 이주 시 정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분화된 이주 단위를

정의하고, 이들의 실시간 복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컨텍스트 이주시 불필요한 트래픽의 발생과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으로 실시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기법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기존의 기법에 비해 응답 시간 및 전체

이주 시간, 네트워크 오버헤드 등 실시간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큰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할 내용의 배경 지식과 기술적 동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링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4장은 디바이스의 엣지 노드 간 이동에 따른 문제를

정의하고 기존 기법들이 가진 한계를 논의한다. 5장과 6장에서는 각각

제안하는 컨텍스트 이주 기법의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보인다. 7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8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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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 경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논의할 내용의 배경 지식으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의 핵심 개념과 현재의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들에 대해

설명한다.

2.1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본 절에서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의 기본 특징과 아키텍처, 핵심

데이터 처리 모델을 설명한다.

2.1.1 개관

IoT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클라우드의 역할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들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처리 및 분석하여,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거나 유저들에게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1)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위치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 원거리 통신망(WAN)에 의존함으로써 예측 및 제어가 불가능한

응답 시간과 대역폭의 제한이 발생, (2) 소수의 클라우드 서버에 대역폭

사용이 집중되어 충분한 확장성이 보장되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와 IoT 

디바이스 사이에 컴퓨팅 자원을 배치하는 기술들이 연구되었다.

Satyanarayanan에 의해 제안된 cloudlet 아키텍처는 이러한 3계층으로

이루어진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2]. Cloudlet이란

중앙의 클라우드 서버와 사용자의 디바이스 사이에 배치된 소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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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버를 말한다. 디바이스는 기존의 클라우드와는 다르게

cloudlet에 접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가까운 cloudlet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에 위치한 cloudlet으로 대역폭이 분산되기

때문에 확장성으로 인한 문제 역시 해결된다.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CEC)은 이러한 cloudlet 아키텍처의 기본

구조를 따르는 컴퓨팅 패러다임이다. CEC의 시스템 모델은 cloudlet 

아키텍처와 비슷하게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와 분산된 소규모의 클라우드

서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은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조(a)와

CEC(b)를 비교한 것이다.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다르게

CEC에서는 디바이스와 중앙의 클라우드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인프라

끝단에 엣지 노드(edge node)로 불리는 소규모 클라우드 서버들이

위치한다. 디바이스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엣지 노드와 무선 통신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엣지 노드는 담당하는 지역의

디바이스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이들을 위해 중앙의 클라우드 서버

대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엣지 노드는 다시 네트워크 인프라

그림 1.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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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터넷을 통해 중앙의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CEC를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응용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① 디바이스의 이동성: 디바이스들은 유저와 함께 이동하거나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바이스는 무선 연결을 통해

클라우드와 연결되며 클라우드는 디바이스의 위치와 상관 없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 디바이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생산한 정보뿐 아니라 다른 외부의

소스로부터 발생한 정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러 디바이스로부터

발생한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는 경우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고 한다.

③ 자원 제약: 모바일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처리 용량과 스토리지 등

컴퓨팅 자원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제한이

있다.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는 디바이스 대신에

많은 자원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실시간성 제약: 디바이스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최신의 것이어야 하는지는 응용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실제 유저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요구 사항들로부터 CEC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1. (CLOUD EDGE COMPUTING) 자원 제약성과 이동성을 가지는

IoT 디바이스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엣지 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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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의 캐싱과 이동성 처리를 지원하는 컴퓨팅.

이러한 CEC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응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래 응용들은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을 요구한다.

� 실시간 자율 주행 지원: CEC에 기반한 실시간 자율 주행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 주행을 지원한다. IoT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는 센서를 통해 수집한 차량의 위치와

주변 정보를 클라우드, 즉 엣지 노드에 업로드한다. 이들 정보는

가공을 통해 엣지 노드의 실시간 맵 데이터에 반영된다. 갱신된 맵

데이터는 다시 해당 지역의 차량들에게 배포되어 실시간 자율

주행을 위해 사용된다.

� 실시간 보행자 안전[3]: CEC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지원 시스템은

도로의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 방지를 통한 안전을 제공한다.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보행자의 스마트폰 및 주행중인 차량이다.

스마트폰과 차량이 현재 위치와 이동 방향을 엣지 노드에게

전송하면 엣지 노드는 보행자와 차량들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보행자 주변에 접근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고 각 디바이스에게 경고를 보내 충돌을 방지한다.

네트워크 끝단에 위치한 엣지 노드는 디바이스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으로 인해 실시간 분석과 처리가 필요한 스트림 처리

작업에 적합하다. 반면 실시간성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배치 처리 작업은 기존과 같이 중앙의 클라우드 서버가

수행한다. 또한 여러 개의 엣지 노드들은 독립적으로 동작하지만 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엣지 노드들은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암묵적으로 데이터나 실행 상태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엣지 노드는 디바이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바이스는

현재 연결된 엣지 노드에 상관 없이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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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디바이스 응용은 엣지 노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중앙의 클라우드 서버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그러나 실제로 디바이스와 직접적으로 통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엣지 노드의 역할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CEC의 소프트웨어 동작

구조를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2.1.2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CEC에 기반한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앙의 클라우드

서버와 분산된 엣지 노드들, 그리고 엣지 노드에 연결된 디바이스들로

구성된다. 그림 2는 CEC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 중앙 클라우드 서버는 각자 CEC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를 위한 응용을,

엣지 노드와 클라우드 서버는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엣지 노드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 작업과 지역적

배치 처리 작업을, 클라우드 서버는 전역적 배치 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지역적 배치 처리란 전체 지역이 아닌 해당 엣지 노드가 위치한

지역에 해당하는 배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의미한다.

그림 2. CEC 소프트웨어 계층

CEC 프레임워크는 OS를 비롯한 시스템 하부의 추상화를 제공하는

미들웨어 역할을 한다. 또한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위한 API 및 필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 

클라우드 서버의 각 응용이 서로 상호 작용하기 위한 통신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서비스들의 유지를 위한 기능들, 이를테면 엣지 노드와

클라우드 서버 간의 데이터 캐싱과 디바이스의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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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그림 3은 각 프레임워크의 세부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3. CEC 프레임워크 구조

� 디바이스: Device Runtime은 디바이스 응용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

API와 범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RT Pub/Sub은 발행/구독

모델을 통한 엣지 노드와의 실시간 메시지 통신을 지원한다.

디바이스 응용의 클라우드 서버와의 통신은 엣지 노드와의 통신으로

대체된다.

� 엣지 노드: RT Pub/Sub Broker는 발행/구독 모델을 통한

디바이스와의 실시간 메시지 통신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다. 엣지

노드는 두 종류의 데이터 처리 유닛을 가지고 있다. Stream 

Processing Engine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스트림 입력 데이터를

분석 또는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결과를 출력한다. Regional Batch 

Processing Engine은 한정된 지역의 빅 데이터에 대한 배치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각 처리에 필요한, 혹은 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지속성 데이터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Data Caching

Manager는 엣지 노드와 클라우드 서버 간의 데이터 캐싱을

수행한다. Handover Manager는 디바이스의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클라우드 서버: Data Caching Manager는 엣지 노드에게 필요한



10

캐시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Global Batch Processing Engine은 전

지역에서 수집한 빅 데이터에 대한 배치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CEC의 실시간 스트림 처리라는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실시간 스트림 처리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는다.

특히 실시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치 처리 작업과 캐시 데이터

동기화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또한 발행/구독

모델을 통한 실시간 통신 역시 다른 연구들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서[4]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에서 제외한다. 그림 4는 상술한

프레임워크에서 본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만을

간추린 것이다.

그림 4. 본 연구와 관련된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엣지 노드에서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수행할 때의 데이터 흐름을 설명한다. 엣지 노드에서 수행되는 스트림

처리 작업은 스트림 데이터 분석과, 요청 또는 이벤트 스트림 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의 (a)와 (b)는 각 경우의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낸다.

� 스트림 데이터 분석: 스트림 데이터 분석은 여러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 등의 입력 스트림을 가공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스트림을 분석할 때는 이전의 상태를 참조하여

상태 유지(stateful)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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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갱신한다.

� 요청 또는 이벤트 스트림 처리: 디바이스의 요청이나 이벤트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처리 과정을 요청 또는 이벤트 스트림 처리(ESP; 

Event Stream Processing)라고 한다. 일련의 요청은 일종의

스트림으로 간주한다. 이들의 처리 결과는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다시 특정 디바이스에게 전달된다.

그림 5. 엣지 노드의 스트림 처리시 데이터 흐름

2.1.3 스트림 처리 모델

CEC는 IoT 응용으로부터의 스트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CEC 고유의 스트림 처리 모델을 정의한다. CEC 스트림 처리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 흐름에 기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과

동시에 프로그램 상태의 순차적 갱신에 기반한 명령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다. CEC의 스트림 처리 프로그램은

CEC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시각적 프로그래밍 요소들을 통해

도식적으로 표현된다. 스트림 처리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은 특정 연산을

수행하는 요소들을 배치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데이터의 흐름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본 절에서는 CEC 아키텍처에서 스트림 처리

엔진이 수행하는 스트림 처리 프로그램의 기본 설계 모델을 설명한다.

스트림 팩토리(stream factory), 줄여서 팩토리는 CEC에서 하나의

스트림 처리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팩토리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 Directed Acyclic Graph)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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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하나의 팩토리를 나타내는 토폴로지의 예시다. 그래프의 각

정점, 즉 처리 원소들은 프로세싱 셀(processing cell) 또는 줄여서

셀(cell)이라고 한다. 그래프의 변들은 파이프(pipe)라고 하며 스트림

데이터의 통로 역할을 한다. 파이프의 화살표는 스트림 데이터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하나의 셀은 특정 로직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

세그먼트로 구현되며, 입력 파이프로 들어오는 각 데이터 요소(data 

element)에 대해 지정된 처리를 수행한다. 하나의 스트림의 각 데이터

요소는 유한한 길이와 일정한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셀의 처리 결과는

출력 파이프를 통해 스트림으로 출력될 수 있다.

그림 6. 스트림 팩토리의 예시

팩토리에는 스트림이 시작되는 셀과 스트림이 끝나는 셀이 존재한다. 

이들 각각을 소스 셀(source cell)과 싱크 셀(sink cell)이라고 한다. 

하나의 팩토리는 여러 개의 소스 셀과 싱크 셀을 가질 수 있다. 소스

셀은 외부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스트림을 생성하며, 싱크 셀은 스트림

출력을 외부로 내보내거나 영구적인 상태(persistent state)로 저장한다.

여기서 외부란 일반적으로 메시지 브로커와 같이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를 취급하는 스트림 처리 엔진 외부의 컴포넌트를 의미한다. 소스

셀 또는 싱크 셀이 아닌 셀은 기본 셀(basic cell)이라고 한다. 그림

6에서 A는 소스 셀, D와 G는 싱크 셀,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셀을

나타낸다.

기본 셀은 하나 이상의 스트림 입력과 하나 이상의 스트림 출력을



13

가진다. 하나의 셀이 두 개 이상의 스트림 입력을 가지는 경우 이는

스트림의 병합을 나타낸다. 셀은 복수의 스트림 입력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취급하며, 데이터 요소들은 들어온 순서에 따라 하나의

스트림으로 합쳐진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D의 스트림 입력은 C와 E의

스트림 출력이 병합된 것이다. 반대로 셀이 두 개 이상의 스트림 출력을

가지는 경우 이는 스트림의 복제를 나타낸다. 복제된 스트림은 서로

동일한 스트림이며 셀은 모든 스트림 출력을 통해 처리 결과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A의 스트림 출력은 B와 F 모두의 스트림 입력으로

사용된다.

CEC의 스트림 처리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상태 유지(stateful) 

연산에 기반한 명령형 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셀이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현재 입력 스트림뿐 아니라 기존의 어느 시점에 저장된

상태(states)를 참조할 수 있다. 팩토리가 가지는 이러한 영구적인

상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팩토리 내의 특정 셀에게

액세스가 한정된 로컬 상태(local state)이며, 다른 하나는 팩토리 내의

모든 셀로부터 액세스가 가능한 글로벌 상태(global state)이다. 셀은

로컬 상태를 통해 이전에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이후의 처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셀은 글로벌 상태를 통해 다른 셀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에 사용하거나 생성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셀이

현재 상태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것을 질의(query)라고 하며, 상태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을 저장(commit)이라고 한다.

그림 7은 상태들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상태 유지 스트림 팩토리를

나타낸다. 포개진 원으로 그려진 셀은 상태 유지 셀(stateful cell)을

나타내며, 일반적인 원은 무상태 셀(stateless cell)을 나타낸다. 상태

유지 셀은 로컬 상태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무상태 셀은 상태

유지 연산을 수행할 수 없다. 별도의 원소로 그려진 사각형은 글로벌

상태를 나타낸다. 글로벌 상태에 대한 액세스는 점선으로 표시되며 서로

다른 셀이 각각 읽기와 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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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태 유지 스트림 팩토리의 예시

프로그램의 설계와 작성을 위한 툴과 API는 프레임워크에 의해

제공된다. 팩토리의 실제 구현물은 프로그래머가 프레임워크의 API와

시각화 툴을 사용해 개발할 수 있다. 팩토리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래머는 먼저 각각의 셀에 해당하는 로직을

정의하고, 셀의 스트림 입력과 출력에 포함되는 데이터 요소의 데이터

구조를 결정한다. 셀의 로직에는 상태 유지 연산을 위한 쿼리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셀들의 연결 관계를 정의한다. 외부의 메시지

브로커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파이프들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설정하고 서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의 시맨틱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툴을 사용해 각

셀에게 시간 힌트를 부여한다.

2.2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

본 절에서는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의 변화와 CEC의 관계를

알아보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핸드오버 기술을 설명한다.

2.2.1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의 변화

일반적으로 IoT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

기술로는 Wi-Fi 혹은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네트워킹 기술과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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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혹은 5G와 같은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도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은 LTE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15억 개

이상의 IoT 디바이스가 LTE 또는 5G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5].

먼저 알아볼 것은 LTE 네트워크에서 5G로 진화하면서 나타난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이다. 그림 8은 LTE 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 LTE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디바이스는 기지국이라고

불리는 eNB(Evolved Node B)에서 발생시키는 무선 신호를 통해 LTE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러한 eNB는 디바이스가 코어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디바이스는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연결을 위한 IP 주소를 할당 받는다. 이로써 디바이스는 코어 네트워크

외부의 PDN(Packet Data Network), 즉 인터넷에 접속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8. LTE 모바일 네트워크 구조[6]

이러한 LTE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CEC를 구현하기 위해 엣지

노드를 배치하기에 적합한 논리적 위치는 네트워크 끝단에 해당하는

eNB이다. eNB를 확장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한 엣지 노드를

구축할 경우 디바이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CEC의 목적과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현에는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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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문제는 IP 통신을 위한 PDN 

게이트웨이(P-GW)가 eNB가 아닌 코어 네트워크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eNB는 디바이스가 인터넷으로 송수신하는 패킷을 코어 네트워크로

스위칭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P-GW로부터 PDN 주소를 할당 받지

않는다. 따라서 LTE 네트워크에서 eNB는 IP 또는 그 상위 프로토콜을

사용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eNB를 엣지 노드로서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장비의 교체뿐 아니라

네트워크 표준의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한다.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5G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는 일반적인 5G 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 5G에서 기지국은 기본적으로 C-RAN(Cloud RAN) 구조를

따른다[7]. 기존의 eNB는 라디오 신호의 송수신을 위한 RRH(Remote 

Radio Head)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BBU(Baseband Unit)로 물리적으로

분리되며, 분산되어 있는 RRH와 달리 BBU들은 한 곳에 모여 관리된다. 

이러한 BBU 풀에는 각각의 RRH로부터의 신호가 집중되어 처리된다. 

BBU의 네트워킹 기능은 전용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를 통해 일반 컴퓨팅 장비에

가상화 된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기존과는 다른 점이다. 또한 기존에

중앙에 위치했던 코어 네트워크 기능들이 NFV 기반의 RAN에 분산

배치됨으로써 RAN이 더 많은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G의

코어 네트워크 기능들은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에

의존적인 것이 특징이다. SDN에 기반한 5G 네트워크에서는 LTE의

MME와 같은 Control Plane(CP) 유닛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대신에, 

CP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직접 SDN 컨트롤러에 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다[8,9]. Data Plane(DP) 역시 LTE의 S/P-GW나 터널링과 같은

개념이 사용되지 않으며 전송 과정이 SDN에 의해 정의된다. [8]은

LTE의 S/P-GW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LHRE(Last Hop Routing 

Element)와 NEP(Network Entry Point)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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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5G 모바일 네트워크 구조

이와 같은 5G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CEC의 구현은 LTE 

네트워크에 비해 더 용이해진다. 일단 RAN이 코어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RAN 안에서도 IP 통신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엣지

노드는 RAN마다 배치되어 엣지 노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RAN의 네트워크 기능들이 NFV를 통해 가상화되어 수행되듯이 엣지

노드 역시 동일한 장비에서 가상 머신(VM)의 형태로 동작한다. 따라서

하나의 RAN은 5G의 네트워크 기능들과 엣지 노드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2.2.2 모바일 네트워크의 핸드오버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핸드오버의 목적은 이동 중에도 통화 및

데이터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나의 eNB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해당 셀의 범위를 벗어나 신호 세기가 약해지면

최적의 신호 상태를 가지는 새로운 eNB에 연결된다. 디바이스가

핸드오버 이전에 eNB를 통해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면 핸드오버 도중과 핸드오버 이후에도 수행 중이던 전송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송 중인 데이터 패킷의

손실 역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LTE 네트워크에서의 핸드오버 절차는 3GPP에서 제정한 모바일

네트워킹 표준 release[6]를 통해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LTE와 5G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 핸드오버 과정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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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역시 현재로서 표준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제안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8]은 SDN 기반의 5G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오버 절차를 제안하였다. 5G는 코어 네트워크 기능들이 각 RAN에

분산되기 때문에 RAN 간의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이동성 앵커와 PDN 

앵커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게이트웨이

재배치(gateway relocation)라고 한다. [10]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과 [11]은 게이트웨이 재배치를 SDN에 기반해 수행하는

솔루션들을 제시하였다.

LTE 또는 5G 이외에도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많은 무선

네트워킹 기술들은 연결의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IEEE 802.11[12]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선랜 표준에서는 디바이스가 무선

Access Point(AP) 간을 이동하는 핸드오버 절차를 로밍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다. IEEE 802.21[13] 표준의 경우 802.11와

3GPP를 포함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표준 간의 핸드오버가 가능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기법과 인터페이스를 담은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를 정의한다. 그러나 이들 기술은 통신 패킷의 이동을 위한

핸드오버 과정을 기술할 뿐 처리 컨텍스트의 이주 과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는 기존의 기지국이나 무선 AP가 엣지 노드와 같이 실제로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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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모델

본 장에서는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CEC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링한다. 먼저 CEC 시스템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성을 설명하고, 엣지 노드에서 스트림 처리 프로그램의 실행 모델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스트림 처리의 기본 단위인 트랜잭션에 대해

설명한다.

3.1 구현 환경

본 절에서는 CEC 시스템을 실존하는 네트워크 및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하고 운용하기 위한 구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를 비롯한 구성 요소 간의 트래픽 전송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10은 전체 환경을 간략히 나타낸다. 엣지 노드 및 엣지 노드

간의 네트워크 구성에는 2장에서 설명한 5G 모바일 네트워킹 인프라가

사용된다.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모바일 네트워크의 끝단은 복수의

NFV 기반의 Cloud RAN으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RAN 간의 연결은

SDN에 의존하며 하나의 엣지 노드는 다른 엣지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RAN의 네트워크 코어는 PDN 앵커가 될 수 있으며

외부의 인터넷과 연결된다. 각각의 RAN에는 엣지 노드가 위치한다. 

하나의 RAN에는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무선으로 연결된다. 디바이스는

RAN과의 연결을 통해 엣지 노드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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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5G 기반의 CEC 환경

� 디바이스: 디바이스는 모바일 네트워크(5G) 연결성을 가지며 유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IoT 장치이다.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이 있다. 디바이스는 무선 연결을 통해

RAN의 엣지 노드에 접속한다. 디바이스는 장착된 수 개의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디바이스 응용은 특정 주기에 따라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재 접속되어 있는 엣지 노드로 전송한다.

� 엣지 노드: RAN은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 컴퓨팅 장비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를 통해 구축된다. 엣지 노드 역시

가상화를 지원하는 RAN 하드웨어에서 가상 머신(VM) 또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한다. 모든 엣지 노드는 가상화에 의해

하드웨어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CEC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하나의 엣지 노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VM 또는 컨테이너로 구성되지만 개수에 상관 없이 프레임워크에

의해 추상화 되어 하나의 노드처럼 동작한다.

� 클라우드 서버: 중앙 클라우드 서버는 대용량의 컴퓨팅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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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축되며 모바일 네트워크 외부에서 인터넷을 거쳐 엣지

노드들과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위한

컴퓨팅 기술에 집중하므로 클라우드 서버의 역할은 부각되지 않는다.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5G 네트워크는 IP에 기반한 통신을 완전히

지원한다. RAN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는 각각 일정한

IP 주소가 부여된다.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 간의 통신은 서로의 IP 

주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디바이스의 CEC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서버에 최초로 접속할 때 현재 연결된 RAN에 위치한 엣지 노드의 IP 

주소를 전달받아 보관한다. 엣지 노드의 CEC 프레임워크 역시 새로운

디바이스가 접속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디바이스의 IP 

주소를 보관하고 관리한다.

그림 11은 디바이스로부터 엣지 노드로(D2E; Device-to-Edge)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의 예시이다. 디바이스는 엣지 노드 EN1이

위치한 RAN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EN1의 IP 주소는

10.0.0.11이다. 디바이스 응용은 엣지 노드나 클라우드 서버의 IP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프레임워크의 도움 없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디바이스 응용은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기 위해 프레임워크의 메시지 전송 API를 호출한다. 데이터는

프레임워크의 런타임에 의해 처리된 후 RT pub/sub 메시지 큐에서

전송을 대기한다. RT pub/sub 모듈은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할 때 EN1의 IP 주소를 목적지 IP 주소로 설정한다.

IP 패킷들은 무선 연결과 5G 네트워크를 통해 목적지인 EN1으로

전송되며, 엣지 노드의 RT 메시지 브로커에 도착한 메시지는 해당

메시지를 구독하는 스트림 처리 엔진으로 전달되어 실시간 스트림

처리에 사용된다. 한편 엣지 노드가 디바이스에게(E2D; Edge-to-

Device)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위 과정을 반대로 한다. 엣지 노드의

메시지는 디바이스의 IP 주소를 목적지로 하는 패킷으로 변환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디바이스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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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2E 트래픽의 전송 과정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 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엣지 노드 간(E2E; 

Edge-to-Edge)에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엣지 노드가 다른

엣지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캐시 데이터를 서로

동기화하기 위한 것과 연결된 디바이스가 핸드오버를 할 때 컨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서로 인접한 엣지 노드 간에

데이터 전송이 발생한다. 엣지 노드가 엣지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마찬가지로 서로의 IP 주소가 사용된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엣지

노드는 전송하는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를 대상 엣지 노드의 IP 주소로

설정한다. 패킷의 전송은 5G의 백홀(backhaul) 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SDN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인접한 엣지 노드

사이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한정된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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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그램 실행 모델

본 절에서는 엣지 노드에서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위한 스트림 처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구조와 스트림 처리 모델의 실행시 엔티티

(runtime entity)들을 설명한다.

앞서 2장의 스트림 처리 모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엣지 노드의

스트림 처리 프로그램은 스트림 팩토리이다. CEC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된 팩토리의 최종 산출물은 엣지 노드의 스트림 처리 엔진에서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한 이미지(image) 파일이다. 엣지 노드가 실행할 팩토리

이미지는 엣지 노드의 스토리지에 보관되며 추가적인 이미지나

업데이트가 디바이스에서 업로드되거나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배포될 수

있다. 실행 중인 팩토리는 팩토리 인스턴스(instance)라고 한다. 그림

12는 엣지 노드에서 팩토리 인스턴스들이 실행되는 모습을 개념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12. 스트림 팩토리의 실행 모델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팩토리는 여러 개의 셀들과 파이프, 상태들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의 팩토리 인스턴스는 이들을 구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실행시 엔티티들로 구성된다.

� 프로세싱 셀: 팩토리 인스턴스를 실행시 각 셀을 나타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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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워커(worker)들이다. 스트림 입력에서 하나의 데이터

요소(data element)를 처리하는 수행 단위를 태스크(task)라고

한다. 하나의 셀의 워커들은 동시에(concurrently) 실행되어

태스크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한다. 워커들의 집합은 다시 스레드

풀(thread pool)과 같은 머신에 종속적인 실행 단위로 매핑된다.

워커의 개수는 입력 스트림의 부하에 따라 가변적이며 셀 매니저

태스크에 의해 자동적으로 관리된다.

� 파이프: 파이프의 역할은 하나의 셀에서 다른 셀로 스트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팩토리 인스턴스의

실행시 파이프는 셀들의 태스크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로 구현된다.

하나의 셀의 태스크로부터 다른 셀의 태스크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ITC(Inter-Task Communication)를 사용한다. 어떤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로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는 파이프에 포함된 스케줄러

태스크에 의해 결정된다.

� 로컬/글로벌 상태: 스트림 팩토리가 보관하는 로컬 또는 글로벌

상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엣지 노드를 구성하는 모든 가상 또는 물리적

머신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다. 팩토리

인스턴스의 워커들은 데이터베이스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작업이

발생하면, 즉 상태가 갱신되면 복제된 데이터 간에는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3.3 트랜잭션과 처리 보장

본 절에서는 엣지 노드에서의 스트림 처리의 기본 단위인

트랜잭션의 개념과 트랜잭션 단위의 처리 보장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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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인스턴스에서 스트림 데이터의 처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출력된다. 스트림 데이터의 처리 과정은 팩토리의

스트림 입력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 요소(data element) 단위로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다. 팩토리에 한번 입력된 데이터 요소는 하나

이상의 셀에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발생시킨다: (1) 처리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commit)됨, (2) 처리 결과가 메시지

브로커에게 메시지로 전달됨, (3) 데이터 요소가 필터링되어(filtered 

out) 처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처리 과정을

하나의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고 한다. 특히 (1)과 (2)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완전한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3)의 경우 불완전한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정의 2. (TRANSACTION) 하나의 데이터 요소가 팩토리 인스턴스에

입력되어 최종적인 처리 결과를 발생시키기까지의 데이터의 흐름.

팩토리의 셀들과 이들의 관계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스트림 데이터의

흐름(dataflow) 역시 정적으로 정해진다. 한번 팩토리에 입력된 데이터

요소는 트랜잭션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이 처음부터 정해지게 된다.

데이터 요소가 소스 셀에서 출발하여 완전한 트랜잭션을 마치기까지

거치는 셀들의 고정된 순서(sequence)를 리니지(lineage)라고 한다.

팩토리는 하나의 스트림 입력에 대해 하나 이상의 유한 개의 리니지를

가진다. 예를 들어 그림 13의 팩토리는 하나의 소스 셀 A로부터

시작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리니지를 가지고 있다. A에서 시작된

스트림은 싱크 셀인 D나 G를 통해 외부로 출력되기 전까지 세 가지

리니지를 통해 흐른다. 즉 팩토리에 데이터 요소 e가 입력되면 총 세

개의 출력 결과가 발생해야 모든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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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스트림 팩토리의 리니지

CEC 프레임워크는 스트림 데이터의 정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트랜잭션 단위의 처리 시맨틱을 지원한다. 프레임워크는

시스템의 고장 상황에 대비해 팩토리 인스턴스에서 수행되는 모든

트랜잭션을 감시하고 각 트랜잭션이 가진 시맨틱에 따라 관리한다.

트랜잭션을 감시하는 것은 각 팩토리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트랜잭션

모니터(transaction monitor) 태스크이다. 팩토리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부터 모든 처리가 중단될 때까지 이 태스크는 팩토리 내의 모든

트랜잭션의 리스트와 체크포인트를 관리하고 트랜잭션의 완료 여부를

감시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비정상적인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한다.

어떤 트랜잭션이 장애(failure)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정된 시간

안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트랜잭션은 재시작 될 수 있다. 

트랜잭션을 재시작 할 경우 동일한 트랜잭션이 중복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트랜잭션의 재시도 간격과 중복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을

트랜잭션 시맨틱(transaction semantics)이라고 한다. 시맨틱은 응용의

실제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프레임워크를 통해 팩토리의 각 리니지

별로 프로그래머에 의해 부여된다.

비정상적인 트랜잭션에 대응하기 위해 프레임워크가 지원해야 하는

시맨틱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 (1) 최대 한 번(at-most-once) 

처리, (2) 적어도 한 번(at-least-once) 처리, (3) 정확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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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exactly-once) 처리. 표 1은 세 가지 타입의 시맨틱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 최대 한 번: 트랜잭션의 완료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트랜잭션도

재시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처리 중이던 데이터가

소실되더라도 무시된다. 트랜잭션의 재시도를 위한 어떠한 상태도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시스템의 추가적인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적어도 한 번: 트랜잭션 모니터 태스크가 모든 트랜잭션의 완료

여부를 감시한다. 모든 트랜잭션에는 ID가 부여되며 완료되기

전까지 감시를 받는다. 트랜잭션이 시작된 이후 지정된 시간 안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재시작 된다.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까지 중간 상태를 보관한다. 

이러한 중간 상태를 체크포인트(checkpoint)라고 하며, 가장 단순한

체크포인트는 소스 셀에서 데이터 요소의 최초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이전 상태도 체크포인트에 포함된다. 재시작

된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된 경우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이전 상태를 복구한다.

� 정확히 한 번: 적어도 한 번 타입과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모니터

태스크가 모든 트랜잭션에 ID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완료 여부를

감시한다. 차이점은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 중복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동일한 트랜잭션이 이미 완료된 경우 이후에 발생한

트랜잭션의 결과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를 위해서 트랜잭션이

끝난 이후에도 모니터 태스크는 트랜잭션 ID를 보관하고 비교한다.

따라서 이 타입의 트랜잭션은 가장 많은 저장 공간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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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트랜잭션 시맨틱의 타입 별 비교

비교 기준
최대

한 번

적어도

한 번

정확히

한 번

정확성 한 번 이상의 처리를 보장 × O O

자원

사용

재시도를 위한 자원 사용 × O O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한 자원 사용 × × O

저장

공간

완료시까지 체크포인트 보관 × O O

완료 이후 트랜잭션 정보 보관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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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문제 정의

앞서 설명한 CEC 시스템은 디바이스의 이동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논문은 CEC 시스템이

이동성을 가진 디바이스의 엣지 노드 간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디바이스의 핸드오버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의 이주를 위해

필요한 기법과 기존 기술의 한계, 그리고 요구 사항을 기술한다.

4.1 디바이스의 핸드오버 절차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의 신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핸드오버를

실시한다. 네트워크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 과정은 모바일 네트워크

표준이 정의한 바에 의해 발생하므로 엣지 노드나 디바이스 응용에 의해

제어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과 구분되는 것이 디바이스의 엣지 노드

간의 핸드오버이다. 기지국 간 핸드오버 이전과 이후에 디바이스가

여전히 같은 RAN에 속해 있는 경우 RAN에는 하나의 엣지 노드만이

존재하므로 엣지 노드 간 핸드오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핸드오버

과정에서 디바이스가 새로운 RAN에 연결되는 경우, 기존의 엣지

노드보다는 새 RAN의 엣지 노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 디바이스는 엣지 노드 간의 핸드오버를

실시한다. 이후 논의에서 사용되는 핸드오버라는 용어는 특정

디바이스의 엣지 노드 간 핸드오버를 지칭한다.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는 기존 엣지 노드에서 디바이스에 관련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 중일 수 있다. 기존 엣지 노드에서 실행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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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처리 프로그램의 컨텍스트는 핸드오버 이후 새 엣지 노드로

이주하여 스트림 처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태

유지 연산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시맨틱이

정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의 이주가 완료되면

핸드오버 절차가 마무리된다.

4.2 기존 컨텍스트 이주 기법의 한계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를 이주하는 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은 VM이나 프로세스 단위의 복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실행 중인 VM이나 프로세스의 실행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의

물리적 머신에서 다른 물리적 머신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VM 실시간

이주(VM live migration) 또는 프로세스 레벨(process-level) 실시간

이주라고 한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메모리의 현재 상태의 일부분을

머신 간에 복제하여 실행 상태를 복원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메모리의

상태를 먼저 이주한 이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pre-copy

기법[14,15]이라고 하며, 먼저 작업을 재개한 이후 필요한 메모리

페이지를 복사하는 것을 post-copy 기법[16]이라고 한다.

[17]은 pre-copy와 post-copy 기법을 조합하여 서로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노드 간에 효율적으로 VM 실시간 이주를 수행하는

hybrid copy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전체 이주 절차를 세

단계(phase)로 구분하였다: (1) pre-copy 단계, (2) freeze-and-

copy 단계, (3) post-copy 단계. Pre-copy 단계에는 먼저 VM의

스토리지와 메모리의 복사를 시작한다. 이때 원본 VM의 작동은 멈추지

않으므로 메모리의 페이지는 지속적으로 갱신되는데(dirtied) 갱신된

페이지 역시 반복적으로 pre-copy를 수행한다. Freeze-and-copy 

단계가 되면 원본 VM의 작동을 중단한 후 남은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지정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새 VM으로 복사한다. Post-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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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새 VM의 작동을 재개시키고 남은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완전히 복사한다. 프로세스 레벨 실시간 이주 역시 VM 실시간 이주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18]은 이주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6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에서는 이주의 시작을, 2단계에서는 타겟 머신을

결정한다. 3단계에 프로세스 메모리의 pre-copy를 수행하고 4단계에는

갱신된 페이지를 다시 복사한다. 5단계에는 원본 프로세스의 작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갱신된 페이지와 프로세스 상태(레지스터, 프로세스 id

등)를 복사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에는 프로세스가 중단된

동안 들어온 메시지를 복원하고 중단된 시점부터 프로세스의 수행을

재개한다.

[1]은 cloudlet 아키텍처에서 디바이스 이동이 발생할 때 cloudlet 

노드 간에 VM 이주를 통해 유저의 응용을 이주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주를 통해 가까운 곳의 cloudlet으로부터 응용을 수행하는 것이

이주를 하지 않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보였다. [19]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MCC) 환경에서 컴퓨팅 노드

간에 자바 가상 머신(JVM)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이주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프로세스의 전체 메모리가 아닌 사용도가 높은

부분을 새 노드로 이주하는 Stack-On-Demand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VM 또는 프로세스 단위의 이주 방법은 CEC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실시간 스트림 처리 응용을 이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엣지 노드에서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팩토리 인스턴스들을 실행한다. 팩토리 인스턴스의

실행을 위해 VM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디바이스의 핸드오버시 VM

실시간 이주를 통해 실행 상태를 복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VM 이주 오버헤드: VM의 이주는 그 자체로 많은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VM의 이주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VM에 포함되는

모든 메모리 상태와 스토리지 볼륨, 그 외의 프로세스 상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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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 포함된다. 이로 인해 엣지 노드 간의 불필요하게 많은

트래픽 전송이 발생하며, 대역폭에 따라 분 단위의 전체 이주

시간이 필요하다[1]. 특히 VM의 pre-copy가 진행되는 동안

디바이스는 가까운 곳의 엣지 노드가 아닌 핸드오버 이전의 엣지

노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실시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 불필요한 컨텍스트의 복제: 하나의 VM은 하나의 디바이스에

종속적이지 않다. 스트림 팩토리의 일반적인 설계는 여러

디바이스로부터의 스트림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의 VM에는 여러 디바이스의 컨텍스트가 서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핸드오버를 수행할 때

전체 VM이 복제되면, 불필요하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며 전체

이주 시간과 다운타임이 길어진다.

� 세분화된 이주 단위의 부재: VM의 이주는 전체 VM 단위로

이루어진다. VM 이주시에는 응용 레벨의 컨텍스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fine-grained) 이주 단위를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VM 이주시에는 다운타임 동안 전체

VM의 작동이 기본적으로 중단된다. 그 결과 팩토리 인스턴스가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을 경우 VM 이주를

수행하는 동안 다운타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과적으로 스트림 처리의 실시간성을 저해한다.

긴 전체 이주 시간과 다운타임은 디바이스와 엣지 노드 사이의 응답

시간이 길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핸드오버시 이주할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를 경량화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제안할 솔루션은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를 응용 레벨에서 정의하고, 엣지 노드 간 이주할

컨텍스트를 경량화함과 동시에 VM 이주와 같은 수준의 기술적

정확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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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 기법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정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디바이스의

핸드오버시 엣지 노드 간의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 이주를 응용 레벨에서

정의한다. 1절에서는 컨텍스트 이주의 단위를 정의하고, 2절에서는

구체적인 이주 절차를 설명한다. 3절에서는 시간 분석을 통해 컨텍스트

이주에 걸리는 시간과 개선 효과를 알아본다.

5.1 트랜잭션 단위 컨텍스트 이주

본 논문이 제안하는 컨텍스트 이주의 단위는 앞서 3장을 통해

설명한 트랜잭션이다. 엣지 노드의 스트림 처리 엔진을 통해 수행되는

전체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는 여러 개의 팩토리 인스턴스들과 각각에서

실행되는 트랜잭션들로 구성된다. 디바이스가 새 엣지 노드에 연결될 때

특정 트랜잭션들의 컨텍스트를 기존의 엣지 노드에서 새 엣지 노드로

이주함으로써 처리를 온전히 지속할 수 있다.

트랜잭션 단위의 이주는 기존의 VM 또는 프로세스 단위의 이주에

대비해 다음의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불필요한 오버헤드의 발생이 적다.

트랜잭션 단위의 이주는 메모리의 전체 상태가 아닌 각 트랜잭션에 관한

압축된 정보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트래픽을 줄이고 전체 이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로 불필요한 컨텍스트의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컨텍스트 간의 구분 없이 전체 상태를 이주하는 VM 이주와는

달리 이주가 필요한 트랜잭션의 컨텍스트만을 복사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트래픽을 줄이고 전체 이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단위의 다운타임을 가진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이주될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나 프로그램의 전체 실행 상태가 중단될 필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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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최소한의 다운타임만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핸드오버시 이주가 필요한 트랜잭션을 선별하기 위해

트랜잭션의 지역적 속성(GA; Geospatial Attribute)을 정의한다. 지역적

속성은 해당 트랜잭션 결과물의 지역적 유효 범위(geospatial scope of 

validity)를 결정하는 시맨틱적 특성이다. 각각의 트랜잭션에는 CEC

프레임워크 API를 통해 프로그래머에 의해 일정한 지역적 속성이

부여된다. 트랜잭션은 특정 디바이스의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 부여된

지역적 속성에 따라 컨텍스트의 이주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적 속성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고정적 속성, 

(2) 동적 속성. 고정적 속성의 트랜잭션은 한 번 부여된 지역적 속성이

변경되지 않는다. 트랜잭션의 결과물이 특정 디바이스보다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 대해 의존성을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이 특정 지역에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고정적 속성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주행 중인 자동차의 외부 센서를 통해 수집한 도로

상태나 주위의 사고 정보를 엣지 노드가 처리하여 저장할 때 트랜잭션의

결과는 엣지 노드에 귀속된다. 반면 동적 속성의 트랜잭션은 부여된

지역적 속성이 변경될 수 있다. 트랜잭션의 결과물이 특정 지역보다는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정

디바이스에 의존적인 동적 속성이 부여된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해당

디바이스가 현재 연결된 엣지 노드에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이 특정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나 디바이스의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동적 속성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주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기록을

엣지 노드에 축적하는 경우 트랜잭션의 결과가 저장되는 곳은 현재

자동차가 접속되어 있는 엣지 노드이다.

두 가지 지역적 속성을 가진 트랜잭션 중에서 디바이스 핸드오버시

컨텍스트 이주가 필요한 것은 동적 속성의 트랜잭션이다. 동적 속성의

트랜잭션 중에서 특히 해당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트랜잭션이

선별적으로 이주된다. 해당 디바이스와 관련 없는 다른 트랜잭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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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기존의 엣지 노드에서 수행된다.

트랜잭션의 지역적 속성은 트랜잭션이 시작할 때 결정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트랜잭션 리스트와 트랜잭션의 관리는 팩토리 인스턴스의

트랜잭션 모니터 태스크가 담당한다. 트랜잭션 리스트에는 부가적으로

트랜잭션의 지역적 속성이 기록된다. 트랜잭션이 동적 속성을 가질 경우

리스트에는 트랜잭션의 대상이 되는 디바이스 ID를 기록할 수 있는

필드가 주어진다. 필드의 기본값은 unknown이며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시점에 디바이스 ID는 반드시 특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프레임워크 API를 통해 디바이스 ID가

지정되어야 한다. 그림 14는 지역적 속성이 기록된 팩토리 인스턴스의

트랜잭션 리스트의 예시이다. 트랜잭션 리스트에는 지역적 속성의

타입(ga_type)과 대상 디바이스 ID(ga_devid)를 기록하는 필드가

주어진다. 트랜잭션이 동적 지역적 속성을 가지는 경우 대상 디바이스를

알 수 있을 때 해당 디바이스 ID가 기록된다.

한편 트랜잭션의 결과물인 저장된 데이터 역시 이주의 대상이 된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팩토리의 스트림 처리에는 상태 유지

연산이 포함될 수 있다. 트랜잭션을 통해 상태가 갱신될 때

프레임워크는 갱신된 상태 데이터에 지역적 속성을 부여한다. 특정 상태

데이터의 지역적 속성은 저장 당시의 트랜잭션의 지역적 속성을

상속한다. 동적 속성을 가지는 트랜잭션을 통해 상태가 갱신될 경우

갱신된 상태 역시 동일한 동적 속성이 부여된다. 디바이스가 핸드오버를

수행할 때 동적 속성을 가진 데이터 역시 트랜잭션과 마찬가지로 새

엣지 노드로 이주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디바이스 핸드오버시 상태

transaction_id time_start time_end … ga_type ga_devid

… … … … …

21873 1481597713560 - static -

21874 1481597713591 - static -

21875 1481597714118 - dynamic 6ba7b810-9dad…

21876 1481597714425 - dynamic e902893a-9d22…

21878 1481597714590 - dynamic -

그림 14. 지역적 속성을 기록한 트랜잭션 리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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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트랜잭션 스냅샷이 새 엣지 노드로 이주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5.2 컨텍스트 이주 절차

본 절에서는 디바이스 핸드오버시 기존 엣지 노드와 새 엣지 노드

각각에서 수행되는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 이주 작업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한다. 제안하는 컨텍스트의 이주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1) 

이주 초기화, (2) 팩토리 인스턴스 별 컨텍스트 이주. 이주 초기화

단계에서는 핸드오버를 감지하여 각 팩토리 인스턴스를 위한 이주 준비

작업을 한다. 팩토리 인스턴스 별 컨텍스트 이주 단계에서는 실제 각

팩토리 인스턴스가 서로 독립적으로 스트림 처리 컨텍스트의 이주를

수행한다. 이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2.1 이주 초기화

2장의 아키텍처 구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EC 프레임워크에는

디바이스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핸드오버 매니저가 존재한다. 어떤

디바이스의 컨텍스트 이주 요청이 발생하면 핸드오버 매니저는 이주

과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이주 초기화 태스크를 실행한다. 그림 15의

의사 코드는 이주 초기화 태스크의 수행 과정을 나타낸다. 입력으로는

요청 ��와 엣지 노드가 보유한 디바이스의 목록 � , 팩토리 인스턴스의

집합 � 가 사용된다. 요청을 받은 엣지 노드가 디바이스 �� 에 대한

컨텍스트를 보유한 경우 이주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주가 시작되면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취소할 수 없으며, 디바이스의 상태가

연결connected에서 이주 중migrating으로 변경된다. 다음으로 엣지

노드에서 실행 중인 팩토리 인스턴스의 개수만큼 이주 태스크

(migration task)들을 초기화한다. 각 태스크는 각 인스턴스에 포함된

디바이스 �� 에 대한 컨텍스트를 선택적으로 목적지 엣지 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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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태스크의 자세한 초기화 과정은 이어지는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태스크들이 시작된 이후에는 태스크들의 실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모든 태스크의 수행이 종료되면 이주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디바이스의 상태를 다시 갱신한다.

5.2.2 팩토리 인스턴스 별 컨텍스트 이주

앞서 생성된 이주 태스크는 각 팩토리 인스턴스 별로 독립적인

컨텍스트 이주 절차를 수행한다. 하나의 팩토리 인스턴스에 대한 이주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 팩토리 이미지 설치, (2) 상태 이주,

(3) 트랜잭션 스냅샷 이주. 다음의 내용을 통해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팩토리 이미지 설치는 목적지 엣지 노드의 팩토리 인스턴스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실행 중인 팩토리 인스턴스의 컨텍스트

이주를 위해서는 원격지 노드에서 동일한 팩토리 인스턴스가 실행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스턴스를 대상 인스턴스(target instance)라고

Procedure 1: Initialize Migration

INPUT:
�� – a migration request

� – a set of devices managed by the edge node

� – a set of factory instances running on the edge nod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 ← deviceID(��)
�� ← findDevice(�, �����)
if status	of	�� 	is	��������� then

set	status	of	�� 	���������
for each � in �

initialize	individual	migration	task	�	for	�
append	�	to	�

end for
for each � in �

wait	until	�	is	completed
end for
set	status	of	�� 	������������

end if
그림 15. 이주 초기화 과정의 의사 코드



39

한다. 목적지 노드에 대상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팩토리 이미지를 설치하고 실행해야 한다.

3장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엣지 노드의 팩토리 이미지는 클라우드

서버 혹은 디바이스로부터 전송되어 설치된다. 그러나 핸드오버에 의한

이주 과정에서 목적지 노드에 존재하지 않는 팩토리 이미지는 기존에

이를 실행 중이던 원래 엣지 노드로부터 직접 전달받는다. CEC 

프레임워크는 원격의 엣지 노드의 대상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설치하기

위한 API를 제공한다. 그림 16의 의사 코드는 이주 태스크가 목적지

엣지 노드의 대상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팩토리 이미지를 설치하는

절차를 나타낸다. 입력으로는 이주 요청 �� 와 이주하고자 하는 팩토리

인스턴스 � 가 사용된다. 이주 태스크는 팩토리의 고유 ID와 목적지

노드의 주소로부터 목적지 노드에서 대상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한다. 대상 인스턴스가 없는 경우 스토리지로부터 팩토리 이미지를

읽은 다음 목적지 노드에 이를 전송하고 설치한다.

하나의 팩토리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엣지 노드에 설치되어

실행된다. 따라서 핸드오버시 목적지 노드에 대상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흔하지 않게 발생한다. 핸드오버시 팩토리 이미지의 복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로 특정 디바이스의 스트림 데이터만을

한정적으로 처리하는 디바이스 고유의 팩토리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Procedure 2: Factory Image Installation

INPUT:
�� – migration request

� – factory instance currently migrating

1:

2:
3:
4:

5:
6:

��� ← factoryID(�)
���������� ← targetNodeAddress(��)

if checkExecution����, �����������	is	����� then

������ ← searchImage(���) // search image from storage
remoteInstallImage(������, ����������)

end if
그림 16. 팩토리 이미지 설치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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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이후 논의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핸드오버시 대상

인스턴스가 항상 목적지 노드에 존재하며 팩토리 이미지의 복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상태 이주는 팩토리 인스턴스가 보유한 상태 데이터를 목적지

노드로 복제하는 단계이다. 상태 데이터는 앞서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팩토리 인스턴스 별로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주

태스크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중에서 디바이스 �� 에 해당하는 동적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새 엣지 노드로 복제한다. 상태 이주와 트랜잭션

스냅샷 이주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이주 태스크에 상응하는

수신을 위한 태스크가 목적지 노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목적지

노드에서 실행되는 이주 태스크를 원격 이주 태스크(remote migration 

task)라고 한다. 기존 엣지 노드의 이주 태스크는 상태 이주에 앞서

목적지 노드의 원격 이주 태스크를 초기화한다. 이후 이주 태스크와

원격 이주 태스크는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그림 17과 그림 18의 의사 코드는 각각 이주 태스크와 원격 이주

태스크가 상태 이주를 실행하는 절차를 나타낸다. 먼저 그림 17에서는

디바이스 ID �����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결 종점 �, 이주하고자 하는

팩토리 인스턴스 � 가 입력으로 사용된다. 라인 1~2에서는 팩토리

인스턴스의 글로벌 상태를 목적지 노드로 전송한다. DB의 상태를

쿼리할 때는 디바이스 ID를 전달하여 ID에 해당하는 동적 속성의

데이터만을 선별한다. 라인 4~9에서는 각 상태 유지 셀의 로컬 상태를

목적지 노드로 전송한다. 그림 18에서는 이주 태스크로부터의 데이터

수신을 위한 연결 종점 �와 대상 인스턴스 �가 입력으로 사용된다. 라인

1~2에서는 이주 태스크로부터 글로벌 상태에 해당하는 동적 속성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팩토리 인스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라인

4~7에서는 로컬 상태에 해당하는 동적 속성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개별

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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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한 번 복제되면 기존 인스턴스의 상태들은 무효화되며 대상

인스턴스에 새롭게 복제된 상태들만이 유효하다. 기존 인스턴스에서

발생하는 질의와 저장을 포함한 상태 유지 연산들은 목적지 노드의 대상

인스턴스의 상태들을 참조하게 된다. 동시의 하나의 상태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주 이후에도 데이터의 일관성(consistency)이 유지된다.

트랜잭션 스냅샷 이주는 트랜잭션들의 실행 상태를 기존 엣지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랜잭션은 스트림 처리 엔진의 작업 수행 단위이면서 핸드오버시

Procedure 3: States Transmission (Source Node)

INPUT:
����� – device ID 

� – factory instance currently migrating

� – endpoint for sending data to remote migration task

1:
2:
3:
4:
5:
6:
7:
8:

9:

������������ ← queryFactoryStates(�, �������, �����)
sendData(�, ������������)

� ← listOfStatefulCells(�)
for each ���� in �

��� ← cellId(����)
������ ← queryCellStates(����, �������, �����)

sendData��, (���, ������)�

end for
그림 17. 상태 데이터 전송 과정의 의사 코드

Procedure 4: States Restoration (Target Node)

INPUT:
� – target factory instance

� – endpoint for receiving data from migration task

1:
2:
3:
4:
5:
6:
7:

������������ ← receiveData(�)
appendToFactoryStates(�, ������������)

while (���, ������) ← receiveData(�)	exists
    ���� ← cellByID(�, ���)

appendToCellStates(����, s�����)
end while

그림 18. 상태 데이터 복구 과정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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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이주의 실제 단위이기도 하다. 컨텍스트 이주의 이전 단계들은

트랜잭션 스냅샷 이주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전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트랜잭션에는 특정 지역적

속성이 부여되어 핸드오버시 이주 여부를 결정한다. 트랜잭션의

이주시에는 수행 중인 트랜잭션을 중단하고 트랜잭션의 현재 스냅샷을

목적지 노드로 복제한다. 트랜잭션의 스냅샷이란 특정 시점에 수행 중인

트랜잭션의 상태를 의미한다. 트랜잭션 스냅샷에는 트랜잭션 리스트에

기록된 트랜잭션의 메타데이터와 처리 중인 중간 데이터(intermediate 

data)가 포함된다. 트랜잭션의 메타데이터에는 중간 데이터의 실제

물리적 위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트랜잭션 리스트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순차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셀 별로

처리 중인 중간 데이터와 그에 해당하는 트랜잭션들의 메타데이터를

이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19의 의사 코드는 이주 태스크의 트랜잭션 스냅샷 이주의

초기화 절차를 나타낸다. 입력으로는 디바이스 ID �����와 이주하고자

하는 팩토리 인스턴스 � 가 사용된다. 먼저 � 에 포함된 모든 워커에

대하여 현재 작업을 수행 중인, 즉 ���� 상태가 아닌 워커를 선별한다.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워커는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처리하는데, 이 데이터 요소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주 태스크는 각 트랜잭션의 지역적 속성을 확인하여

�����에 대한 동적 지역적 속성을 갖는 트랜잭션이 하나 이상 존재할

경우 해당 워커를 자신의 �������������에 추가한다. �������������은

이주할 중간 데이터를 생산하는 워커들의 집합이며 이주 태스크에 의해

관리된다.

������������� 에 등록된 워커의 작업이 종료되면 중간 데이터와

해당하는 트랜잭션들의 메타데이터가 목적지 노드로 복제된다. 이주

태스크는 워커가 출력한 데이터 요소 및 이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의



43

목록을 원격 이주 태스크에게 전송한다. 또한 팩토리 인스턴스가

관리하는 트랜잭션 목록에서 해당 트랜잭션들을 삭제한다. 원격 이주

태스크는 중간 데이터와 트랜잭션들의 메타데이터를 수신하여 이전의

트랜잭션들을 목적지 인스턴스에 복구한다. 트랜잭션들의 메타데이터는

목적지 인스턴스가 관리하는 트랜잭션 목록에 추가된다. 중간 데이터는

다음에 이를 처리할 셀 또는 메시지 브로커에게 전달되거나 상태로

저장된다. ������������� 의 모든 워커의 작업이 종료되면 트랜잭션

스냅샷 이주 과정이 마무리된다.

상기 과정이 모두 끝나면 핸드오버에 따른 컨텍스트의 이주 및 복구

절차가 완료된다. 기존에 수행 중이던 트랜잭션들은 새 엣지 노드에서

계속해서 수행되며, 새로운 스트림 데이터 역시 이전과 같이 각 엣지

노드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Procedure 5: Initializing Transaction Snapshot Migration

INPUT:
����� – device ID 

� – factory instance currently migrat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 listOfTransactions(�)
� ← listOfCells(�)
for each ���� in �

� ← listOfWorkers(����)
for each ������ in �

if status	of	������	is	���� then
        continue
    end if

���� ← assignedTransactionIDs(������)
for each ��� in ����

�� ← geospatialAttribute(�[���])
if ��[����]	is	������� and

��[�����]	is	equal	to	����� then
register	������	to	�������������
break

end if
        end for

end for
end for

그림 19. 트랜잭션 스냅샷 이주 초기화의 의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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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 및 검증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핸드오버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과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프로토타입 시스템 모델을 설명하고 실험 내용 및 결과를 보인다.

6.1 프로토타입 시스템 모델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기법들은 실제 CEC 시스템 프로토타입에

구현되었다.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CEC 시스템을 실험실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5G 네트워크를 모방한 근거리 및 원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림 20은 실험에 사용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나타낸다. 실제 핸드오버 상황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상의

디바이스들과 두 개의 엣지 노드,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하나의 서버는 하나의 엣지 노드에 해당하며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으로 디바이스들과 연결된다. 여기서 로컬

네트워크는 5G 환경에서 RAN에 해당한다. 두 개의 엣지 노드 사이는

라우터를 통해 연결된다. 라우터 간의 원거리 네트워크는 인위적으로

제어되며, 데이터 통신시 추가적인 지연 시간(delay)을 발생시킨다. 

이는 5G 환경에서 코어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엣지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시

추가적인 지연 시간이 적용된다. 그림 21은 시스템의 자세한 사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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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프로토타입 시스템

Server / Devices Emulator

HW

CPU Intel Core i7 4790 3.6GHz (8 cores)

Memory DDR3 32GB

Storage SATA3 1TB HDD

SW

Host OS Debian 8.0 Jessie

Virtualization XenServer 7.0

Framework CEC Framework Prototype

Network

LAN Ethernet 100Mbps, <1ms delay

WAN Ethernet 100Mbps, 50ms fixed delay

그림 21. 프로토타입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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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에서 가상의 디바이스들은 각자 고유의 ID를 가진다.

디바이스들은 주기적으로 일정 크기의 데이터(메시지)를 생산하여 엣지

노드로 전송한다. 엣지 노드는 디바이스가 전송한 메시지를 기존에

설치된 스트림 팩토리를 통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디바이스에게

반환한다. 그림 22는 엣지 노드의 팩토리 인스턴스가 디바이스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처리하고 응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디바이스가

메시지를 전송한 시점부터 처리된 데이터를 돌려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스템의 응답 시간이라고 한다. 실험에서 예제로 사용한 스트림

팩토리는 6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셀은 많은 CPU 연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은 데이터의 크기에 상관 없이 일정하다. 즉 엣지 노드의

연산량은 데이터의 입력 주기에만 비례하여 증가하며, 데이터의 크기는

네트워크 대역폭과 입출력 시간에 영향을 준다.

본 실험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디바이스의 핸드오버시

VM의 실시간 이주를 통한 컨텍스트 이주와 제안된 응용 레벨 컨텍스트

그림 22.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데이터 이동 경로

그림 23. VM의 실시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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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각각의 경우의 성능 지표를 비교하였다. 그림 23은 비교군인

VM의 실시간 이주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엣지 노드에는 연결된

디바이스 하나당 하나의 VM이 생성되어 디바이스의 요청을 처리한다.

VM을 위한 게스트 OS로는 Ubuntu 16.04 Server를 사용하였으며

하나의 CPU 코어 및 1GB 메모리, 10GB의 스토리지를 할당하였다.

각각의 VM에는 CEC 프레임워크 프로토타입이 설치되어 동일한 스트림

팩토리 인스턴스를 실행한다. 디바이스의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엣지 노드로 VM의 실시간 이주가 발생한다. VM의 이주 절차는

일반적인 실시간 이주와 같이 디스크와 메모리의 precopy 및 stop-

and-copy 순으로 진행된다.

6.2 실험 설계 및 평가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 디바이스

핸드오버 상황을 구성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핸드오버 발생 시 응답

시간의 변화와 컨텍스트 이주에 소요되는 총 시간 및 다운타임, 트래픽

이동량을 측정하고 기존의 VM의 실시간 이주와 비교하였다.

그림 24와 그림 25는 각각 VM 실시간 이주와 제안된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 시 시간에 따른 응답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디바이스가 엣지 노드로 메시지를 전송한 시점을, 세로축은 엣지 노드가

해당 메시지를 처리하여 다시 디바이스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나타낸다. 디바이스는 24초 이전까지 엣지 노드 1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엣지 노드 2에 연결된다. 핸드오버가 발생한 시점과 컨텍스트

이주가 완료된 시점을 각각 표시하였다. 엣지 노드 1과 엣지 노드

2에는 각각 5개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 디바이스는

1초마다 1KB 크기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림 24를 보면 이주가 시작된 이후 이주가 끝나기 전까지 응답

시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VM의 이주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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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아 이전의 엣지 노드에서 여전히 디바이스의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VM의 이주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응답 시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M 이주 시간의 대부분은 디스크와

메모리의 precopy에 걸리는 시간이다. VM의 이주가 끝나기 직전에

응답 시간이 순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VM이

동작을 중단하고 stop-and-copy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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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에서도 역시 VM 실시간 이주와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이주 도중에 응답 시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에 걸리는 시간은 VM 이주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stop- and-copy에 의한 다운타임이

그림 25. VM 실시간 이주 시 응답 시간 변화

그림 24.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 시 응답 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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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6과 그림 27은 VM 실시간 이주와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에서 다양한 조건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엣지

노드 1과 엣지 노드 2에 각각 연결된 디바이스의 개수와 메시지의

데이터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차이를 비교하였다. 평균 응답 시간은 이주

그림 26. 평균 응답 시간 비교(메시지 크기=1KB) 

그림 27. 평균 응답 시간 비교(메시지 크기=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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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과 이주 이후를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이전 결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주를 수행하는 도중의

평균 응답 시간이 이주 이후보다 일정하게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M 실시간 이주의 경우 VM 응용의 기본적인

오버헤드로 인해 VM의 개수가 증가했을 때 성능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반면, 하나의 팩토리 인스턴스만을 실행하는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의

경우 디바이스의 개수가 증가했을 때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메시지 크기가 증가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여겨볼 것은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 도중 응답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이주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인해 메시지 전송에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 대역폭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평균 응답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앞서 설명한 각 경우의 최대(peak) 응답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VM 실시간 이주의 경우 stop-and-copy 단계의 다운타임으로

인해 최대 응답 시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동시에

연결된 디바이스나 많을수록 다운타임이 길어지며 실시간성이 크게

저하된다. 반면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시에는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고른 응답 시간을 보인다. 그러나 전송되는

데이터량의 증가로 네트워크 대역폭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마찬가지로

실시간성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경우의 전체 이주 시간은 표 3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 2. 최대 응답 시간(ms)

메시지 크기 1KB 64KB

연결된 디바이스 개수 5 10 20 5 10 20

VM 실시간 이주 3809 5414 9199 3918 4967 9602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
220 369 389 380 37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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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VM 실시간 이주의 경우가 제안된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에 비해 약 45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디스크 및 메모리의 precopy로 인한 오버헤드이며, 네트워크

사용이 많을수록 이주 시간 역시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안된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의 경우 필요한 상태 데이터 및

트랜잭션 스냅샷만을 선별적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버헤드의

발생이 적은 편이다. 이주에 걸리는 시간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4는 컨텍스트 이주로 인해 발생한 전체 트래픽을

비교한 것이다. 역시 VM 실시간 이주의 경우가 디스크 및 메모리의

precopy로 인해 제안된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에 비해 약 49배

이상의 트래픽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VM 이주의 경우

디스크 데이터의 이동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의 경우 상태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전에

대부분의 트래픽이 사용되었다.

정리하면, 제안된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 기법은 기존의 VM

실시간 이주에 비해 이주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54%가량 적은 응답

시간을 보여주었으며, 최대 응답 시간 역시 약 94%의 감소 효과를

표 3. 전체 이주 시간(초)

메시지 크기 1KB 64KB

연결된 디바이스 개수 5 10 20 5 10 20

VM 실시간 이주 703 955 1227 818 729 1492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
14 14 14 18 16 18

표 4. 컨텍스트 이주 트래픽(MB)

메시지 크기 1KB 64KB

구분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VM 실시간 이주 28 4930 18 5080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
0.02 101 1.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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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또한 전체 이주 시간 역시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의 경우가

98% 이상 감소된 값을 보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응용 레벨

컨텍스트 이주가 시스템의 응답 시간의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존의

기법에 비해 실시간성을 제공하기에 유리함을 보여준다. 전체 이주

트래픽 역시 감소하여 엣지 노드 간 네트워크 연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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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연관성을 가진 기존 산·학계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행 중인 응용의 실행 컨텍스트를 서로 다른

물리적 노드로 이주하는 과정을 실시간 이주라고 한다. 실시간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정량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전체 이주

시간, 다운타임, 소모된 에너지, 이주 대상 응용의 성능 오버헤드 등이

사용된다[20]. [21]은 VM의 실시간 이주 시 출발지 및 목적지 노드의

사용 가능한 자원량을 고려하여 이주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법을

소개하였다. [22] 역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워크로드 변화에 따라

VM의 이주 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23]은 이주 자체의

성능적 척도로 시간뿐 아니라 에너지의 소모량을 고려하였다. 응용의

이주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즉 응용이 특정 노드에

종속적이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다. [24]는 이주 작업이 대상 응용에

미치는 성능적 영향을 이주 비용 측정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성능

지표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전체 이주 시간, 다운타임, 그리고 응용의

성능 오버헤드를 제안된 솔루션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였다. 디바이스가

물리적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CEC 환경에서 응용의 이주 여부는

선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적 측면은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실시간 이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앞에서도 소개한 [16,17]은 post-copy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실시간 이주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25]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주를 위한 자원 예약과 병렬 이주

기법을 통해 전체 이주 시간 등 성능을 개선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이주의 지연 또는 실패 역시 사전에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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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은 메모리의 적응형 압축을 통해 pre-copy에 소요되는 시간과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감소시켰다.

실시간 이주에는 VM 또는 프로세스 이주 이외에도 컨테이너

이주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컨테이너는 VM에 비해 가볍고

오버헤드가 적은 등 효율성을 인정받아 최근 MESOS[27], OpenStack 

Nova[28] 등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다. [29]는

컨테이너의 체크포인팅 및 재시작 기법을 활용한 컨테이너 실시간 이주

방법을 제안하였다. 컨테이너의 이주 역시 메모리의 pre-copy 등

기존의 이주 기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이주 시간 등

성능적 수치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컨테이너 이주는

여전히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프레임워크의 지원을 받는 또는 응용

레벨의 실시간 이주 기법 역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30]은 스트림

처리를 위한 오퍼레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 배치하고 부하 분산을 위해

실시간으로 이주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Mobile Complex Event 

Processing(MCEP)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오퍼레이터가 가진

상태 데이터의 이주 및 종단 간 지연 시간의 보장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고장으로 인한 처리의 실패나 처리의 정확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19] 역시 응용 레벨에서 태스크를 실시간으로

이주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MCC)을 위해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노드 간에 수행 중이던

태스크를 이주할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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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본 논문은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위한 CEC 시스템에서 디바이스의

이동성 지원을 위한 컨텍스트 이주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CEC 시스템에서 디바이스가 엣지 노드 사이를 이동할 때

스트림 처리 응용의 컨텍스트를 엣지 노드 간에 신속하게 이주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CEC의 스트림 처리 모델로부터

처리 단위인 트랜잭션을 정의하고 이를 컨텍스트 이주의 단위로

사용하여 핸드오버 시에도 스트림 데이터의 정확한 처리를 보장한다.

또한 스트림 데이터 및 저장된 데이터의 지역적 속성을 정의함으로써

이주 시 불필요한 트래픽의 이동과 오버헤드의 발생을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VM의 실시간 이주를 통한 컨텍스트 이주에 비해

오버헤드 및 전체 이주 시간, 다운타임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성능과 스트림 처리의 실시간성을 개선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CEC 시스템의 더 많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지정된 시간적 제약 이내에 스트림 데이터가

처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핸드오버 시 컨텍스트 이주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림 처리의

지연 요소와 응답 시간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의 이동 경로의 변화를

구체화하고 실시간성 제약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CEC 프레임워크의 스트림

처리 모델의 발전에 따라 컨텍스트 이주 기법 역시 지속적인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하다.

CEC 프레임워크는 최종적으로 CEC 아키텍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종합하여 응용의 개발을 위한 API 및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디바이스의 이동성을

위한 지원 역시 그중 한 부분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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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다른 CEC 프레임워크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CEC 시스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CEC와

같은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기술은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큰 축이 되는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구가

지속되고 이를 통해 유용한 서비스들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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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oud Edge Computing 

Architecture and Application-level 

Context Migration Mechanism

Sangwook Kim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new wave of 5G mobile technology and a number of innovative

IoT devices are giving rise to rich cloud services for real world 

applications. In the real world,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al-

time cloud services which have not been effectively enabled by

modern cloud computing technologies. The legacy cloud computing 

which is inevitably based on the Internet technology,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real-time cloud services due to its nature of 

nondeterministic network latencies. Cloud Edge Computing (CEC) is 

a novel computing architecture which realizes real-time cloud 

services in proximity of mobile IoT devices by associating with 

modern mobile network infrastructure. CEC introduced a concept of 

edge nodes, small-scale cloud servers located at the mobile 

network edges. One of core features required for a CEC system is a 

support for real-time mobility of IoT devices between multiple 

edge nodes. In this study, fundamentals of real-time migration of 

stream processing context between adjacent edge nodes are

presented. A dedicated mechanism is proposed which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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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ness of stream processing operations during the migration 

process. The proposed mechanism features a new migration unit 

and a concept of geospatial attribute which effectively reduces the 

overall traffic and time required by the migration process.

Experimental results of a prototype demonstration show remarkable 

improvements in overall time requirement and average and peak 

response time of the system during migration process, compared 

with existing context migration techniques.

Keywords : edge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stream processing

framework, live migration of applicatio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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