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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상용화에 따라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자동차 등 초저지연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요구하는
미션 크리티컬 기기들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기기들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기존의 집중형 클
라우드 시스템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 중 자율주행 자동
차의 경우 카메라 인식을 통한 경로 계획 과정에서 10ms 이내의 처리 속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카메라
인식 기반 경로 계획을 실행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와 엣지 서버 간에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이 요구된
다. 본 논문은 저 소비 에너지 및 저 지연의 경로 계획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와 엣지 서버 간
Actor Critic 기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결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및 관련 연구
5G 네트워크가 상용화 되면서 초저 지연 고 신뢰도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분산형 클라우드 모델을 통
해 사용자 기기들 가까이에서 각 기기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
는 기술이 도입되는 추세이다. 그중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션 크리티컬 기기들의 경우 저 에너지 기
반 초저 지연 및 고 신뢰도 서비스를 요구한다[1][2].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 비디오 스트리밍, 음성, 텍스트부터 객체 인
식, 주행 거리 판단, 로드뷰, 경로 계획 등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지연 시간
및 정보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오프로딩 방안들
이 연구되고 있다. 우선 논문 [3]의 경우, 효율적인 작업 오프로
딩을 위해 계산 작업을 분할하여 최적의 자원 효율을 얻는 동시
에 자동차의 이동을 예측하여 오프로딩 지연을 줄여주는 포그
네트워크 기반 자동차 오프로딩을 연구하고 있다. 이때 자동차의
이동 예측을 통한 오프로딩 지연시간 감소를 위해 모델 기반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논문 [4]의 경우, 자동차와 모
바일 엣지 컴퓨팅 간 발생하는 하위 작업의 유동적인 관리를 위
한 동적 작업 오프로딩 결정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계산 자원 할당 최적화을 제안하여 각 차량의 전송 큐
와 계산 밀집도를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1)
그러나 논문[3][4]의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엣지 서버로 오
프로딩 되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객체 탐지와 같이 각각의 구성
블록(Component Block, CB)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

서 본 논문은 각각의 구성블록들의 네트워크 자원 및 에너지에 따
라 차량 또는 엣지 서버로의 오프로딩 할당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0-01287, 분산 엣지를 위한 진화형 딥러닝 모
델생성 플랫폼)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그림 1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적의 경로 계획을 위해
실시간으로 주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후 이를 통해 객체를
탐지하여 랜더링 작업을 거친 후 최적의 경로 계획 방안을 탐색

2. 제안 사항
2.1 시스템 모델
본 논문은 카메라 인식 기반 경로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엣지 서버 간 요구되는 높은 신뢰도 및 저 지연을 제공하기
위해 강화학습 기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결정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1. optimal process for the device and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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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6)과 같이 계산 오프로딩의 전체 소비량을 나타낼 수
있다.

한다. 각각의 과정은 CB 모델 안에서 수행되며 다음 CB로 전달
되어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이때 모든 CB 과정을 자율주행 자
동차에서 수행할 경우, 경로 계획 외에 비디오 스트리밍, 전화,
라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을 위해 요구되는 다른 서비스들의 지
연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뢰도 역시 감소하
게 된다. 따라서 최적의 경로 계획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율주
행자동차와 엣지 서버 간 강화학습 기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
딩 결정을 제안함으로 저 에너지 및 저 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6)
3) Problem Formulation: 수식 (5)와 (6)을 통해 본 논문에
서 구하고자 하는 저 소비 에너지 및 저 지연 시간 오프로딩
결정 방안 연구를 구할 수 있다.

(7)

2.2 네트워크 모델 및 문제 정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엣지 서버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
딩 결정을 위하여 전송 및 계산 지연시간 및 에너지소비
량이 필요하다[5][6].

2.3 강화학습 기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결정 방안
본 논문은 수식 (7)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및 엣지
서버의 계산 에너지 상태에 따라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을
결정하는 방안을 Actor Critic 강화학습 모델 기반으로 제안
한다.

1) Local Computing: 자동차 서비스 체이닝 수 에서 엣지
서버  로의 데이터 비율은  이고, 전송된 데이터 사이즈 비율은
 이며, 비트 내 전체 작업을 위한 입력 데이터 크기는  이다. 이
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엣지 서버로의 오프로딩을 위한
전송 지연 시간은 다음 수식 (1)이다. 이때 본 논문은 오프로딩이
항상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1) 상태( ):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용 가능한 계산 에너지량
 및 엣지 서버의 사용할 수 있는 계산 에너지량  를 고려
하여 상태      이다.
2) 행동( ): 본 논문이 구하고자 하는 값으로 주어진 에 따
라 변하는 상태  값의 이 최소일 때가 최적의 값이다. 즉,
자동차와 엣지 간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을 각각 얼마만큼
할당받는지 결정하는 값이 로     이다.
3) 보상( ): 은 수식 (7)로서 여러 에피소드에서 주어지는
에 대해 이 가장 최소인 경우가 최적의 값이다.

(1)
자율주행 자동차의 한 CPU cycle의 에너지 소비량은  이고, 작업
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CPU cycle은  로, 자동차에서 시행되
는 작업의 에너지 소비량은 수식 (2)와 같다.

(2)

Algorithm 1 Process of Service Chaining Offloading Decision
Input: , ,  ,  ,  ,  ,  ,  ,  , 

2) Offloading Computing: 엣지 서버로 오프로딩 하는 계산

Output: optimal service chaining offloading decision    

전송 시간은 업링크 전송과 다운링크 전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운링크 전송의 경우 오프로딩 결정 방안만을 전
달하기에 데이터 크기가 작아 업링크 전송만을 고려한다. 따라
서 업링크 전송만을 고려한 지연시간은 수식 (3)으로 나타낸다.

Initialization:  ,  ,  ,    , Actor Critic
1:: For Until: optimal     do
2::
3::

(3)
자동차 서비스 체이닝 수 의 전송 에너지는  이고, 자동차의
업링크 전송 데이터율은   로, 엣지 서버에서 계산 오프로딩 시
발생하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수식 (4)이다.

(4)
수식 (1)과 (2)에 자동차 서비스 체이닝 가중치 및 엣지 가
중치 를 더하여 수식 (5)와 같이 자동차에서 시행되는 전체
작업 소비량    을 구할 수 있다.

for ∀∈ do
Action:  ∼    

4::

Get:   〈        〉

5::

Assess:   using eq. (7)

6::

Policy: ←    ∇ln   (policy gradient)

7::

Update:     Policy

8::

ActionValue:  ←    ∇ ∈ 

9::

Update:     ActionValue

10::

end for

11::

Update: ←   and ←  

12::

Append:  ∈

13:: return     , 

알고리즘 1은 Actor Criti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본 논문이 구
하고자 하는 자동차 및 엣지 서버 간 최적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할당 결정 방안의 과정을 보여주며, 얻어지는 최적

(5)
비슷한 방법으로 수식 (3)과 (4)에 각각의 가중치들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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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프로딩 결정 값은    에 해당한다.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보상값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3.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의 성능평가를 위한 환경 구성은
5대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한 대당 5개의 서비스 체이닝 구
성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커 가상머신 위에 올린 5개의
쿠버네티스로 엣지 서버 환경을 설정하였다. 이 때 각각의
자동차와 엣지 서버의 사용 가능한 계산 에너지 소비량 입
력값으로 균등분포 난수발생으로 구축한 데이터 값을 활용
하였다. 각각의 서비스 체이닝 구성블록 모델들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 값은 난수발생으로 구축한 값을 사용하였다.

수 있다. 즉 본 논문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수식
(7)에 만족하는 저 소비 에너지 및 저 지연의 오프로딩 결정 방
안이 구현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 동작 여부 확인을 위한
총 60번의 에피소드 별 보상 값 출력 그래프

그림 2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주어진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60번의 에피소드 진행을 통해 알
고리즘 동작 여부를 확인한 그래프이다. 그래프 별로 오차 지
점은 –3에서 +3으로 존재하지만 해당 오차의 평균값들이 에피
소드별 보상값이 최솟점을 나타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Actor Critic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엣지 서버 간 최적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결
정 방안을 연구하였다. 성능평가를 통해 최소 보상값의 지점
에서 본 연구가 구하고자 하는 수식(7)의 결과값이 형성된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 체이닝 모델은
카메라 센서를 통한 경로 계획 애플리케이션의 모델만을 고
려한 부분이 한정적이었고, 네트워크 모델 고려 시, 전송 대
기 지연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항상 오프로딩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가정하여 진행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한
여러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수의 엣지 서버를 고려하여
이기종 엣지 서버 환경에서 최적의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결정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순히 오프로딩 결정
방안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서비스 체이닝 구성블
록별 모델 압축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애플
리케이션 별 최소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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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ctor Critic 알고리즘 오프로딩(AC) vs
순수 오프로딩(None)의 보상값 비교 그래프

그림 4. AC vs None 평균 보상값 비교 그래프

그림 3은 서비스 체이닝 오프로딩 결정 시 Actor Critic 알고리
즘이 적용된 것과 일반적인 오프로딩 결정 방안을 적용했을 시
에피소드별 보상값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3의 결과값에 기반한
그림 4의 평균 보상값 비교를 통하여 Actor Critic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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