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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oT 및 5G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과 함께 대량의 컴퓨팅 리소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자원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교외지역 및 급증하는
수요 장소마다 소형 셀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에따라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UAV-BS 및 넓은 커버리지에 대응 할 수 있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IoT 노드의 연결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태스크 오프로딩을 통해 각 IoT 노드들의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빠르게 돕는다. 본 논문에서
는 UAV를 K-menas 클러스터링을 통해 배치하고, UAV-BS와 저궤도 인공위성에 연결되어있는 클라우드
서버의 VM을 활용하여 각 연결되어 있는 IoT 노드들의 태스크 오프로딩 요청을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환
경보다 좀 더 빠른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제공 할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

론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방안을 제시한다.1)

최근 Internet of Things (IoT) 및 5G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자들의 가상현실,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대량의 컴퓨팅 리소스를 고신뢰도, 저
지연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1][2]. 이러한 자원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
식으로 모바일 에지 컴퓨팅 (MEC) 방식이 활용되며,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에지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매크로/소형 셀 기지국을 배치한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은 교외지역 및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장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뿐더러 기지국을 설치
하는데 비용 및 시간 측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급증
하는 데이터 수요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모바일
에지 컴퓨팅을 제공할 수 있는 UAV-BS를 활용한다. 그
러나 여전히 네트워크 커버리지의 범위 혹은 UAV-BS의
부족한 컴퓨팅 리소스가 IoT 노드의 태스크 오프로딩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약이 남아있다. 이러한
UAV-BS가 제공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궤도
(Low Earth Orbit) 인공위성과 백홀망을 통해 연결된 클
라우드 서버를 통해 빠르고 강력한 컴퓨팅 리소스를 제
공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커버리지 문제 또한 해결 할
수 있다[3].
본 논문의 2장에서는 IoT 노드와 연결된 UAV-BS, 그
리고 저궤도 인공위성의 네트워크 모델 및 IoT 노드의
오프로딩 요청의 최적화와 IoT 노드들의 태스크 처리
최소화를 위한 목적 함수를 설정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모듈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 모델과
환경변수를 설정한 후에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2. 제안사항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이며,
다음과 같이 IoT 노드, UAV-BS 그리고 저궤도 인공위성
및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IoT 노드는           , UAV-BS는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저궤도 인공
위성은          이다. 또한 IoT 노드 n이 실
행하는 태스크는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 Network Model
본 논문에서의 네트워크 모델은 Satellite와 UAV-BS
사이의 네트워크 모델 및 UAV-BS와 IoT 노드 사이의
네트워크 모델을 정의한다.
그림 2는 UAV-BS와 IoT 노드 사이의 변수를 나타내
며, d는 UAV-BS와 IoT 노드간의 거리, R은 UAV의 커버
리지 거리, H는 UAV-BS의 높이이며 U(x,y)는 UAV-BS의
좌표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Air-to-Ground 채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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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사용하며 논문 [4]에 따라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
타 낼 수 있다.

(7)
       log       ,


     
(8), (9)
    

 


여기서 a는 전송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식
(6), (7), (8)과 (9)를 통해 IoT 노드가 태스크를 오프로딩
할 때 걸리는 지연시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   및   ∈     는 각각 UAV-BS
혹은 저궤도 인공위성에 태스크 오프로딩을 하게 되었
을 경우에 1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이다.
2.2 Cost Model

그림 1. 시스템 모델


       ,

 

각 UAV-BS 및 저궤도 인공위성과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는 IoT 노드가 오프로딩을 요청한 태스크를 처리하
기 위해 VM을 할당 할 수 있다. 여기서 Zi는 태스크 i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자원 크기이며, Cs, Cu, Cn는 각각 저
궤도 인공위성, UAV-BS, IoT 노드의 컴퓨팅 리소스이다.

(1)

   exp   tan      



                  



(2)

즉 태스크 i를 실행하기 위하여 걸리는 시간은  ,


(3)



그리고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IoT 노드 n이







    log             


태스크 오프로딩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UAV-BS와 n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c
는 빛의 속도를 나타낸다. 식 (1), (2), (3)을 통해 신호
대비 잡음비와 신호세기, 그리고 IoT 노드와 UAV-BS 사
이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다음 식과 같이 나타 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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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에 따라 각 IoT 노드의 태스크 처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5)

min



 

(6)




(12)

각 IoT 태스크 처리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IoT 노드의
로컬 실행, UAV-BS 및 클라우드 서버의 VM 개수로 이
루어진 행렬 Wi를 정의하고, 행렬 요소의 값 xi를

로 할당한 후에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적화된 배치를 설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궤도 위성과 UAV-BS간의 데이
터 전송속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3 System Module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모듈의 구성
도이다. UAV-BS는 연결된 IoT 노드들의 태스크 크기 및
요청 태스크 개수 I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Offloading Module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토대
로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될 것인지 UAV-BS에서 처리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UAV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VM Allocation Module이 해당 태스크에 맞게 VM을 할
당하고 태스크를 실행하고 결과를 해당 IoT 노드에게
반환한다. 클라우드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UAV-BS가

그림 2. UAV-BS 및 IoT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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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UAV-BS와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IoT 노드들의 태
스크를 오프로딩하여 처리시간을 최적화하였다. 저궤도
인공위성은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백홀망을 통해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IoT 노드들에게 강력한 컴퓨팅을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버리지 또한 넓어 교외
지역의 연결까지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는 UAV 및 IoT 노드들의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IoT 환경에서는 각 태스크 별 실행
제한 시간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향후 개선
하여 본 시스템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림 3. 시스템 모듈
태스크 오프로딩을 요청해왔을 경우에 VM Allocation 모
듈은 해당 태스크에 맞게 VM을 할당하고 실행한 후에
결과값을 UAV-BS를 통해 해당 IoT 노드에게 송신한다.
Virtual Machine의 경우에는 Docker를 활용하여 구성하
였다.
3.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으로 랜덤하게 오프로딩하는 상황, Greedy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성능평가 하였다. 데이터셋은 [5]를 활용하였
으며, IoT 노드는 Poisson Point Process에 따라 1km X
1km 거리에서 랜덤하게 100명의 유저를 배치하였다. 또
한 UAV는 5대로 설정하였으며, UAV-BS의 위치는 동등
한 IoT 노드의 개수에 연결 제공을 위해 K-means 클러
스터링을 통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5.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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