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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개발 등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는 요즘 혼잡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다. 본 논문에서는
SDN 기반 모바일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의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엣지 노드로 태스크 오프로딩을 할 때 네트워크 환경과 엣지 노드의
자원 및 예상 실행시간을 고려한 강화학습 기반 오프로딩 방안을 제시한다.

Ⅰ. 서 론
MEC(Mobile Edge Computing)은 기존의 클라우드와 다르게 기
지국이나 AP와 같은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컴퓨팅 자원을 배치
시켜 사용자와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저 지연, 고 대역폭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이다. 이러한 엣지 노
드는 사용자에게 미리 캐싱된 컨텐츠나 컴퓨팅 자원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백홀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백홀망의
대역폭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저 지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1-2].
최근 떠오르는 빅 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로
인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어플리케이
션들은 고 성능의 하드웨어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바
일 기기에서의 처리가 힘든 경우가 있으며 배터리 수명 또한 적절
하지 않다. 하지만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케 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모바일 엣
지 노드로의 오프로딩 기술로 가능하게 되고 있다. 오프로딩 기술
이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엣지 노드에 전송하고 실제 연산
은 엣지 노드에서 실행되고 이로부터 결과를 전송받는 기술이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는 배터리를 소모를 줄이고 빠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오프로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황과 엣지 노드의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고려해 오프로드 시켜
야 하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 가능 할 시 오
프로드를 시킬지에 대한 여부, 어떠한 노드로 오프로드를 시킬 것
인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회
귀를 통한 태스크의 수행시간, 현재 엣지 노드의 자원상황들을 고
려해 강화학습 기법중 하나인 Q-Learning을 이용하여 엣지노드로

태스크를 오프로딩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Ⅱ. 제안사항
선형회귀를 이용한 태스크 수행시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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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태스크 수행시간 예측을 위한 데이터
표1은 각 태스크의 수행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셋의 예시
이다.   ,   ,   는 태스크의 자원 요구량을 나타내며
실제 수행시간과 함께 코드 프로파일링[3]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   는 실제 태스크가 실행 된 노드의 현재 자
원상황이며 위와 같은 데이터로 학습된 선형회귀 모델은 실행시간
ex p 를 예측하기 위해 6개의 입력을 필요로 한다.

Q-Learning 기반 태스크 오프로딩
일반적으로 태스크는 오프로딩 가능한 태스크와 오프로딩 불가
능한 태스크로 나뉘며 로컬 디바이스의 카메라, 센서 등을 이용
하는 메소드의 경우 오프로딩 불가능한 태스크로 분류한다. 위
시스템 모델에서 모바일 유저는 SDN 컨트롤러로 서비스 요청
을 보내고 SDN 컨트롤러는 각 태스크가 각 엣지 노드에서의
수행시간을 예측한다. 이러한 예측 값과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
해 오프로딩 할 것인지 로컬에서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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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보상함수

[4]을 이용하였으며 3개의 임의 노드에 고의적인 혼잡상황을 주어
적절한 노드에 오프로딩이 되는지 검증하였으며 이 경우 로컬 디
바이스에서의 수행시간과 클라우드 노드에서의 수행시간을 비교
측정하였다.

수식 2는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Q-Learning을 적용하기 위한 보
상함수이다. 노드까지의 Transmission Delay와 예측된 수행시간
이 적을수록, 그리고 대역폭이 클수록 큰 보상을 얻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은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상의 합을 최대로 만들
기 위하여 행동하는 에이전트는 위와 같은 보상함수에 따라 오프
로딩을 할 것인지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노드로 오프로딩을 할 것인
지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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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1. Q-Learning Based Task Offloading
//Execution Time Prediction

en_Num = Number of Candidate Edge Node
-> (time[EN], Transmission Delay, Bandwidth)
-> (mobile device)

S
A
Task Request from User

Req(  ,   ,   ,  ,   ,   )
 ∈ 
time[EN]=prd(  ,  ,  ,  ,  ,  )

for

if time[EN] >

 

time[EN] = -1

end if
end for

return time[EN]

// Q-Learning Process
while(n epochs)

Choose Edge Node Randomly with State
Reward = reward_function()
Update Q-Function

end while

S

Q(S,A)

표 2 . 태스크 오프로딩을 위한 Q-Learning 과정

시뮬레이션

Ⅲ. 결론

그림 2 .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SDN 기반 MEC 환경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태
스크를 효율적으로 오프로드 시키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성
능평가 결과 네트워크 혼잡도와 리소스 사용량이 가장 적은 노드
로 오프로드 되었으며 오프로드 결정이 되었을 때 로컬 디바이스
에서와 가장 가까운 노드, 선택된 노드에서의 총 수행시간을 측정
하였을 때 더 적게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SDN 컨
트롤러에서 머신러닝 및 노드의 상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경우 큰 부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네트
워크 규모는 확실한Q-Learning의 성능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사
항이므로 이러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진
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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