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 10-2148704
등록특허 10-214870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N 21/433 (2011.01) G06N 3/08 (2006.01)
G06Q 50/10 (2012.01) H04N 21/414 (2011.01)
H04N 21/466 (2011.01)
(52) CPC특허분류
H04N 21/4331 (2013.01)
G06N 3/08 (2013.01)
(21) 출원번호
10-2018-0133873
(22) 출원일자
2018년11월02일
심사청구일자
2018년11월02일
(65) 공개번호
10-2020-0054356
(43) 공개일자
2020년05월20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비특허문헌1(2018, Anselme Ndikumana 등)*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20년08월27일
10-2148704
2020년08월21일

(73) 특허권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서천동, 경
희대학교 국제캠퍼스내)
(72) 발명자
홍충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30-10 상현마을 성
원상떼빌 233-101 (상현동，상현마을성원상떼빌아
파트)
은디쿠마나 안셀미
대한민국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훙구 덕영대로
732, B08
(74) 대리인
김홍석

KR1020180069616 A
KR1020180119162 A
JP2017017655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전체 청구항 수 : 총

11

항

심사관 :

정윤석

(54) 발명의 명칭 MEC 환경에서 자율 주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캐싱 시스템 및 방법

(57) 요 약
캐싱 시스템이 개시된다. 상기 캐싱 시스템은 컨텐츠 제공이 필요한 객체, 및 할당된 영역 내의 상기 객체로부터
상기 컨텐츠가 요청될 확률과 상기 컨텐츠의 예측 등급(rating)을 포함하는 제1 예측값에 기반하여 캐싱 컨텐츠
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캐싱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객체는 상기 제1 예측값 및 상기 객체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예측값인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 및 바이너리 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 적용하여 상기 캐싱 컨텐츠 중
에서 추천 컨텐츠를 식별 및 추천하는 추천 모듈, 및 상기 객체의 이동 경로 상에 이용가능한 MEC 서버를 조회하
고, 상기 이용가능한 MEC 서버 중에서 상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최적의 MEC 서버를 선택하고, 상기 최적의
MEC 서버로부터 상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을 포함하는 캐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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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컨텐츠 제공이 필요한 객체; 및
할당된 영역 내의 상기 객체로부터 상기 컨텐츠가 요청될 확률과 상기 컨텐츠의 예측 등급(rating)을 포함하는
제1 예측값에 기반하여 캐싱 컨텐츠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캐싱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객체는
상기 제1 예측값 및 상기 객체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예측값인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 및 바
이너리 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 적용하여 상기 캐싱 컨텐츠 중에서 추천 컨텐츠를 식별 및 추천하는 추
천 모듈; 및
상기 객체의 이동 경로 상에 이용가능한 MEC 서버를 조회하고, 상기 이용가능한 MEC 서버 중에서 상기 추천 컨
텐츠를 다운로드할 최적의 MEC 서버를 선택하고, 상기 최적의 MEC 서버로부터 상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을 포함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컨텐츠 뷰어에 대한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상기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하는 MLP(Multi-Layer Perceptron)를 이용
하여 상기 제1 예측값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예측값을 상기 MEC 서버에 전달하는 데이터 센터를 더 포함
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MEC 서버는
상기 데이터 센터로부터 상기 제1 예측값을 다운로드하는 예측 수집 모듈;
상기 컨텐츠 중에서 상기 제1 예측값이 기 설정된 임계값 이상인 컨텐츠를 캐싱 컨텐츠로 결정하고, 상기 결정
된 캐싱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위치기반 캐싱 모듈; 및
상기 캐싱 컨텐츠를 저장하는 MEC 캐싱 저장 모듈을 포함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기반 캐싱 모듈은 상기 MEC 캐싱 저장 모듈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찬 경우, 상기 MEC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과 상기 캐싱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을 비교하고, 상기 캐싱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이 상기 MEC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 이상인 경우 상기 기 저장
된 컨텐츠를 상기 캐싱 컨텐츠로 대체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는
상기 객체의 위치에 기반하여 상기 객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MEC 서버로부터 상기 제1 예측값을
다운받는 객체 예측 수집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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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상기 제2 예측값을 생성하는 프로파일링 모듈; 및
상기 추천 컨텐츠를 저장하는 객체 캐싱 저장 모듈을 더 포함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모듈은 상기 제1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컨텐츠 뷰어를 나이별로 그룹핑하여
제1 뷰어 그룹을 생성하고, 상기 제1 예측값에 대하여 바이너리 분류를 적용하여 상기 제1 뷰어 그룹 내에 속한
컨텐츠 뷰어를 성별로 그룹핑하여 제2 뷰어 그룹을 생성하고, 상기 제1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상기 제2 뷰어 그룹 내에 속한 컨텐츠 뷰어가 이용하는 컨텐츠를 컨텐츠 타입별로 그룹핑하여 컨텐츠 타
입 그룹을 생성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모듈은 상기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기 사용자를 나이별로 그룹핑하여
제1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고, 상기 제2 예측값에 대하여 바이너리 분류를 적용하여 상기 제1 사용자 그룹 내에
속한 사용자를 성별로 그룹핑하여 제2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고, 상기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기 제2 사용자 그룹 내에 속한 사용자를 감정(emotion)별로 그룹핑하여 제3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고,
상기 제1 뷰어 그룹 및 상기 제2 뷰어 그룹과 상기 제1 사용자 그룹 및 제2 사용자 그룹을 각각 매칭하고,
나이, 성별 및 감정에 기반하여 상기 추천 컨텐츠를 식별 및 추천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은 상기 객체가 상기 MEC 서버의 영역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상기 MEC 서버의
영역을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및 상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객체가
상기 MEC 서버의 영역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상기 MEC 서버의 영역을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및 상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최적의 MEC 서버를 선택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은 상기 객체 캐싱 저장 모듈이 가득 찬 경우, 상기 객체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
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과 상기 추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을 비교하고, 상기 추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이 상기 객체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 이상인 경우 상기 기 저장된 컨텐츠
를 상기 추천 컨텐츠로 대체하는 캐싱 시스템.
청구항 10
캐싱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캐싱 방법으로서,
할당된 영역 내의 객체로부터 컨텐츠가 요청될 확률과 상기 컨텐츠의 예측 등급(rating)을 포함하는 제1 예측값
에 기반하여 캐싱 컨텐츠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캐싱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단계;
상기 제1 예측값 및 상기 객체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예측값인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 및 바
이너리 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 적용하여 상기 캐싱 컨텐츠 중에서 추천 컨텐츠를 식별 및 추천하는 단
계;
상기 객체의 이동 경로 상에 이용가능한 MEC 서버를 조회하고, 상기 이용가능한 MEC 서버 중에서 상기 추천 컨
텐츠를 다운로드할 최적의 MEC 서버를 선택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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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적의 MEC 서버로부터 상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캐싱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캐싱 컨텐츠를 결정하는 단계 이전에
컨텐츠 뷰어에 대한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하는 MLP(Multi-Layer Perceptron)를 이용하여 상기 제1 예측값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제1 예측값을 상기 MEC 서버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캐싱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딥러닝 기반 캐싱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멀티 엑세스 엣지 컴퓨팅 환경
에서 자율 주행을 위한 딥러닝 기반 캐싱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는 사고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인
간에게 차량 제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운전해야 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율 주행
차량은 서서히 대중 교통에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온다면, 자율 주행 차량은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 주행 차량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될 필요가 있다.

[0003]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컨텐츠를 가져오는 것은 차량과 데이터센터 간 통
신 지연이 커지고 컨텐츠 전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4]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18-0080276호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의 목적은 자율 주행 차량의 승객을 위한 컨텐츠의 다운로드 지연을 최소화하고, 승객의 요구사항에 맞
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와 데이터센터에 의해 지원되는 딥러닝 기반
캐싱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캐싱 시스템은 컨텐츠 제공이 필요한 객체, 및 할당된 영역 내의 상기 객체로부터
상기 컨텐츠가 요청될 확률과 상기 컨텐츠의 예측 등급(rating)을 포함하는 제1 예측값에 기반하여 캐싱 컨텐츠
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캐싱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객체는 상기 제1 예측값 및 상기 객체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예측값인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 및 바이너리 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 적용하여 상기 캐싱 컨텐츠 중
에서 추천 컨텐츠를 식별 및 추천하는 추천 모듈, 및 상기 객체의 이동 경로 상에 이용가능한 MEC 서버를 조회
하고, 상기 이용가능한 MEC 서버 중에서 상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최적의 MEC 서버를 선택하고, 상기 최
적의 MEC 서버로부터 상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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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자율 주행 차량의 승객을 위한 컨텐츠의 다운로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승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0008]

또한, 도시의 혼잡한 시간대의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실시간 저지연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9]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캐싱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캐싱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위치기반 캐싱 모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추천 모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0]

본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들에 대해서 특정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설명들은 단
지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
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 설명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0012]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캐싱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0013]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캐싱 시스템(1)은 데이터 센터(100), MEC 서버(200) 및 객체
(300)를 포함한다.

[0014]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캐싱 시스템(1)은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
MEC는 중앙화된 클라우드 대신에 각각의 네트워크 엣지에서 컴퓨팅을 수행함으로써 클라우드의 부하를 감소시키
고 데이터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한다. MEC는 네트워크 엣지에 해당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MEC 서버(200)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MEC 서버(200)에 할당된 영역 내에 위치한 객체(300)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0015]

이하,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객체(300)"라는 용어는 데이터 센터(100)나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제공받아 객체
(300)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모든 장치나 기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
는 "객체(300)"가 자율 주행 차량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나, 자율 주행 차량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나 기기라면 모두 "객체(300)"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0016]

데이터 센터(100)는 컨텐츠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집합인 컨텐츠 뷰어(contents viewer)에 대한 데이터
셋(dataset)을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MEC 서버(200)에 할당된 영역 내의 객체(300)로부터 컨텐
츠가 요청될 확률과 컨텐츠의 예측 등급(rating)을 포함하는 예측값(이하, 제1 예측값)을 생성하고, 생성된 제1
예측값을 MEC 서버(200)에 전달한다. 여기서, 데이터셋은 컨텐츠 뷰어의 연령, 성별, 위치, 컨텐츠 등급 및 컨
텐츠 타입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셋 공급자(dataset providers)로부터 수집된 것일
수 있다.

[0017]

데이터 센터(100)는 데이터셋 수집 모듈(110), 데이터셋 저장 모듈(120), 전처리 모듈(130), 훈련 모듈(140),
모델 저장 모듈(150), 예측 모듈(160), 예측 전달 모듈(170) 및 예측 저장 모듈(180)을 포함한다.

[0018]

데이터셋 수집 모듈(110)은 컨텐츠 뷰어에 대한 데이터셋을 데이터셋 공급자로부터 수집한다. 데이터셋은 상술
한 바와 같이 컨텐츠 뷰어나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데이터셋 수집 모듈(110)은 수집한 데이터셋을 데
이터셋 저장 모듈(120)에 저장한다.

[0019]

전처리 모듈(130)은 데이터셋 수집 모듈(110)이 수집한 데이터셋에서 결측치(missing value)와 이상치(outlie
r)를 처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데이터셋에서 결측치나 이상치가 검출되면, 해당 값에 대하여 삽입, 제
거 또는 대체 등의 과정을 통해 결측치나 이상치를 처리하여 데이터셋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한다.

[0020]

훈련 모듈(140)은 수집된 데이터셋 또는 전처리 모듈(130)을 통해 전처리된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하는
MLP(Multi-Layer Perceptron) 모델을 훈련시킨다. MLP는 입력 레이어, 히든 레이어 및 출력 레이어의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노드로 구성되며,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여 선형 모델로는 분리할 수 없는 데이터를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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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훈련모듈은 MEC 서버(200)의 영역에서 요구될 컨텐츠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술한 데이
터셋을 입력으로 하는 MLP 모델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MLP 모델을 모델 저장 모듈(150)에 저장한다.
[0021]

예측 모듈(160)은 훈련 모듈(140)을 통해 훈련된 MLP 모델을 이용하여 제1 예측값(즉, MLP 결과값)을 생성하고,
MEC 서버(200)의 위치에 기반하여 컨텐츠를 분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MEC 서버(200)의 영역 내의 컨텐츠 뷰
어에 대한 데이터셋을 훈련된 MLP 모델의 입력으로 하여 MLP 결과값을 제1 예측값으로 생성한다.

[0022]

예측 전달 모듈(170)은 예측 모듈(160)을 통해 생성된 제1 예측값을 예측 저장 모듈(180)에 저장하거나 MEC 서
버(200)에 전달한다. 제1 예측값은 MEC 서버(200)가 위치하는 위치 및 할당된 영역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예측 전달 모듈(170)은 각각의 MEC 서버(200)별로 제1 예측값을 전달한다.

[0023]

MEC 서버(200)는 데이터 센터(100)로부터 전달받은 제1 예측값에 기반하여 캐싱 컨텐츠를 결정하고, 결정된 캐
싱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한다. MEC 서버(200)는 객체(300), 즉 자율 주행 차량에 근
접한 네트워크 엣지 상의 Macro Base Station, WiFi Access Point 또는 Road Side Unit 상에 적어도 하나 이상
이 배치되어 객체(300)의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캐싱한다.

[0024]

이를 위하여, MEC 서버(200)는 예측 수집 모듈(210), MEC 예측 저장 모듈(220), 위치기반 캐싱 모듈(230) 및
MEC 캐싱 저장 모듈(240)을 포함한다.

[0025]

예측 수집 모듈(210)은 데이터 센터(100)의 예측 전달 모듈(170)로부터 제1 예측값을 다운로드한다. 예측 수집
모듈(210)은 다운로드한 제1 예측값을 MEC 예측 저장 모듈(220)에 저장한다.

[0026]

위치기반 캐싱 모듈(230)은 컨텐츠 중에서 데이터 센터(100)로부터 전달받은 제1 예측값이 기 설정된 임계값 이
상인 컨텐츠를 캐싱 컨텐츠로 결정하고, 결정된 캐싱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하여 MEC 캐싱 저
장 모듈(240)에 캐싱한다. 여기서, 기 설정된 임계값은 제1 예측값에 포함된 MEC 서버(200)에 할당된 영역 내의
객체(300)로부터 컨텐츠가 요청될 확률과 컨텐츠의 예측 등급 각각에 대하여 설정될 수 있다. 위치기반 캐싱 모
듈(230)의 동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0027]

객체(300)는 객체(300)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컨텐츠를 식별하고, 식별된 컨텐츠를 MEC 서버
(200)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한다. 예를 들어, 객체(300)가 자율 주행 차량인 경우 자율 주행 차량의 탑승 승
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컨텐츠를 식별한다. 또한, 식별된 컨텐츠를 캐싱해둠으로써 컨텐
츠의 다운로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0028]

이를 위하여, 객체(300)는 객체 예측 수집 모듈(310), 객체 예측 저장 모듈(320), 프로파일링 모듈(330), 추천
모듈(340),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350) 및 객체 캐싱 저장 모듈(360)을 포함한다.

[0029]

객체 예측 수집 모듈(310)은 객체(300)의 위치에 기반하여 객체(300)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MEC 서
버(200)로부터 제1 예측값을 다운받아 객체 예측 저장 모듈(320)에 저장한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차량의 경
우 자율 주행 차량이 현재 위치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MEC 서버(200)로부터 제1 예측값을 수집
한다.

[0030]

프로파일링 모듈(330)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객체(300)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예
측값(이하, 제2 예측값)을 생성한다. CNN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컨벌루셔널 계층을 포함하는데, 컨벌루셔널 계
층은 특징을 추출하는 필터와 필터의 값을 비선형 값으로 바꾸어 주는 활성화 함수를 포함한다. CNN은 상술한
컨벌루셔널 계층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한다. 여기서, 제2 예측값 생성을 위한 입력 데이터
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얼굴 이미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객체(300)가 자율 주행 차량인 경우 자율 주행 차량
내부에 포함된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승객의 얼굴 이미지를 CNN의 입력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객체(300)
가 모바일 단말기인 경우 모바일 단말기에 포함된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사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CNN의 입력 데
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

[0031]

이에 따라, 프로파일링 모듈(330)을 통해 생성된 제2 예측값은 객체 사용자의 나이, 성별 또는 감정(emotion)과
같은 사용자의 특성을 예측한 값이다. 프로파일링 모듈(330)은 생성한 제2 예측값을 추천 모듈(340)로
전달한다.

[0032]

추천 모듈(340)은 MEC 서버(200)로부터 다운받은 제1 예측값 및 객체(300)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예측값인 제
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 및 바이너리 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 적용하여 MEC 서버(200)에서
결정된 캐싱 컨텐츠 중에서 사용자에게 추천할 추천 컨텐츠를 식별 및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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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

추천 컨텐츠 식별을 위하여 제1 예측값 및 제2 예측값에 적용되는 k-means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를 k개의 클
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으로서, 각 클러스터의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도록 그룹핑하는 알고리즘이며, 바
이너리 분류는 특정 분류 규칙에 의하여 입력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그룹핑하는 알고리즘이다. 추천 모듈(340)
은 상술한 알고리즘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컨텐츠 뷰어, 사용자 및 컨텐츠를 특성별로 그룹핑
하고, 그룹핑된 결과를 매칭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추천 컨텐츠를 식별할 수 있다. 추천 모듈(340)의
동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0034]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350)은 캐싱 시스템(1)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MEC 서버(200) 중에서 객체(300)의
이동 경로 상에 이용가능한 MEC 서버(200)를 조회하고, 이용가능한 MEC 서버(200) 중에서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
드할 최적의 MEC 서버(200)를 선택하고, 최적의 MEC 서버(200)로부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캐싱한다. 여
기서, 최적의 MEC 서버(200)는 객체(300)가 MEC 서버(200)의 영역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MEC 서버(200)의
영역을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및 MEC 서버(200)로부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
려하여 선택될 수 있다.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350)은 객체(300)의 이동 경로 상에 이용가능한 MEC 서버(200)
중에서 상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MEC 서버(200)를 선택하고, 최적의 MEC 서버(200)로부터 추천 컨텐츠
를 다운로드하여 객체 캐싱 저장 모듈(360)에 저장한다. 딥러닝 기반 캐싱 모듈(350)의 동작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0036]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캐싱 방법의 순서도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0037]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캐싱 방법은 캐싱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며, 데이터셋 수집 단계
(S100), 제1 예측값 생성 단계(S200), 제1 예측값 전달 단계(S300), 캐싱 컨텐츠 결정 및 캐싱 단계(S400), 추
천 컨텐츠 식별 및 추천 단계(S500), 최적의 MEC 서버 선택 단계 및 추천 컨텐츠 캐싱 단계(S600)를 포함한다.

[0038]

S100 단계 내지 S300 단계는 캐싱 시스템에 포함되는 데이터 센터에 의해 수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S100 단
계는 컨텐츠 뷰어에 대한 데이터셋을 데이터셋 공급자로부터 수집한다.

[0039]

S200 단계는 S100 단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하는 MLP를 이용하여 제1 예측값을 생성한다. 즉,
MEC 서버의 할당된 영역 내의 객체로부터 컨텐츠가 요청될 확률과 컨텐츠의 등급을 MLP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MLP 결과값을 제1 예측값으로서 생성한다.

[0040]

S300 단계는 S200 단계를 통해 생성된 제1 예측값을 MEC 서버에 전달한다.

[0041]

S400 단계는 캐싱 시스템에 포함되는 MEC 서버에 의해 수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S400 단계는 MEC 서버의 할
당된 영역 내의 객체로부터 컨텐츠가 요청될 확률과 컨텐츠의 예측 등급을 포함하는 제1 예측값에 기반하여 캐
싱 컨텐츠를 결정하고, 결정된 캐싱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하는 단계이다. 이하에서
는 도 3을 참조하여 S400 단계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0042]

캐싱 컨텐츠 결정 및 캐싱 과정에 대한 순서도인 도 3을 참조하면, S410 단계에서는 MEC 서버가 데이터 센터로
부터 생성된 제1 예측값을 전달 받는다.

[0043]

다음으로, S420 단계에서는 컨텐츠를 제1 예측값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0044]

S430 단계에서는 MEC 캐싱 저장 모듈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0045]

S430 단계의 판단 결과 MEC 캐싱 저장 모듈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있는 경우, S440 단계에서는 MEC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과 캐싱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을 비교한다.

[0046]

S450 단계에서는 비교 결과 캐싱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이 MEC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0047]

S450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캐싱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이 MEC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
한 제1 예측값 이상이면, S460 단계에서는 기 저장된 컨텐츠를 캐싱 컨텐츠로 대체한다.

[0048]

만일, S450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캐싱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이 MEC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
에 대한 제1 예측값 미만이면, S470 단계에서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0049]

한편, S430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MEC 캐싱 저장 모듈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있지 않은 경우, S480 단계에서
는 S420 단계를 통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컨텐츠 중에서 기 설정된 임계값 이상의 제1 예측값을 갖는 컨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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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싱 컨텐츠로 결정하고, 결정된 캐싱 컨텐츠를 캐싱한다.
[0050]

S500 단계 내지 S600 단계는 캐싱 시스템에 포함되는 객체에 의해 수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S500 단계는 제1
예측값 및 객체의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예측값인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 및 바이너리 분류를
적용하여 S400 단계를 통해 결정된 캐싱 컨텐츠 중에서 추천 컨텐츠를 식별 및 추천하는 단계이다.

[0051]

S600 단계는 객체의 이동 경로 상에 이용가능한 MEC 서버를 조회하고, 이용가능한 MEC 서버 중에서 S500 단계를
통해 식별된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최적의 MEC 서버를 선택한다. 최적의 MEC 서버가 선택되면, 선택된 최적
의 MEC 서버로부터 추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캐싱한다.

[0052]

이하에서는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S500 단계 및 S600 단계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0054]

도 4는 추천 컨텐츠 식별 및 추천 과정에 대한 순서도이다.

[0055]

도 4를 참조하면, S505 단계는 MLP 출력값인 제1 예측값과 CNN 출력값인 제2 예측값을 획득한다.

[0056]

S510 단계는 S505 단계를 통해 획득한 값이 제1 예측값 또는 제2 예측값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0057]

S510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획득한 값이 제1 예측값인 경우, S515 단계에서는 제1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컨텐츠 뷰어를 나이별로 그룹핑하여 제1 뷰어 그룹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S520 단계에서
는 제1 예측값에 대하여 바이너리 분류를 적용하여 S515 단계를 통해 생성된 제1 뷰어 그룹 내에 속한 컨텐츠
뷰어를 성별로 그룹핑하여 제2 뷰어 그룹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S525 단계에서는 제1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S520 단계를 통해 생성된 제2 뷰어 그룹 내에 속한 컨텐츠 뷰어가 이용하는 컨텐츠
를 컨텐츠 타입별로 그룹핑하여 컨텐츠 타입 그룹을 생성한다. 여기에, 그룹핑된 특정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초
기 추천 컨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초기 추천 컨텐츠로 제공할 수도 있다(S530).

[0058]

한편, S510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획득한 값이 제2 예측값인 경우, S535 단계에서는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를 나이별로 그룹핑하여 제1 사용자 그룹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S540 단계에
서는 제2 예측값에 대하여 바이너리 분류를 적용하여 S535 단계를 통해 생성된 제1 사용자 그룹 내에 속한 사용
자를 성별로 그룹핑하여 제2 사용자 그룹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S545 단계에서는 제2 예측값에 대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S540 단계를 통해 생성된 제2 사용자 그룹 내에 속한 사용자를 감정별로 그룹핑하여
제3 사용자 그룹을 생성한다.

[0059]

즉, k-means 알고리즘과 바이너리 분류를 적용하는 데이터가 제1 예측값인 경우 컨텐츠 뷰어 및 컨텐츠에 대한
그룹핑을 수행하고, 제2 예측값인 경우 객체 사용자에 대한 그룹핑을 수행한다.

[0060]

S550 단계에서는 S505 단계 내지 S545 단계를 통해 획득한 제1 컨텐츠 뷰어 그룹 및 제2 컨텐츠 뷰어 그룹과,
제1 사용자 그룹 및 제2 사용자 그룹을 각각 매칭하고, 나이, 성별 및 감정에 기반하여 추천 컨텐츠를 식별 및
추천한다.

[0062]

도 5는 최적의 MEC 서버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순서도이다.

[0063]

도 5를 참조하면, S605 단계에서는 추천 컨텐츠를 획득한다.

[0064]

S610 단계에서는 S605 단계를 통해 획득한 추천 컨텐츠를 제1 예측값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0065]

S615 단계에서는 객체 캐싱 저장 모듈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0066]

S615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객체 캐싱 저장 모듈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있는 경우, S620 단계에서는 객체 캐
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과 상기 추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을 비교한다.

[0067]

S625 단계에서는 비교 결과 추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이 객체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0068]

S625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추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이 객체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츠에 대
한 제1 예측값 이상이면, S630 단계에서는 기 저장된 컨텐츠를 추천 컨텐츠로 대체한다.

[0069]

만일, S625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추천 컨텐츠에 대한 제1 예측값이 객체 캐싱 저장 모듈에 기 저장된 컨텐
츠에 대한 제1 예측값 미만이면, S635 단계에서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0070]

한편, S615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라 객체 캐싱 저장 모듈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있지 않은 경우, S640 단계에
서는 객체가 MEC 서버의 영역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MEC 서버의 영역을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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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한다.
[0071]

S645 단계에서는 S640 단계를 통해 계산된 값들을 이용하여 최적의 MEC 서버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객체가
MEC 서버에 할당된 영역을 벗어나는데 가장 오래걸리는 MEC 서버가 최적의 MEC 서버로서 선택될 수 있다.

[0072]

S650 단계에서는 S610 단계를 통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추천 컨텐츠 중에서 기 설정된 임계값 이상의 제1 예측
값을 갖는 추천 컨텐츠를 최적의 MEC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캐싱한다.

[0073]

이상과 같이 실시예들이 비록 한정된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의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명된 기술들이 설명된 방법과 다른 순서로
수행되거나, 및/또는 설명된 시스템, 구조, 장치, 회로 등의 구성요소들이 설명된 방법과 다른 형태로 결합 또
는 조합되거나, 다른 구성요소 또는 균등물에 의하여 대치되거나 치환되더라도 적절한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

[0074]

그러므로, 다른 구현들, 다른 실시예들 및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도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범위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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