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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실시간, 저 지연 등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점차 분산화 형태로 변화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로써, 각 클라우드 노드 간 서비스 배치 기
술 또는 라우팅 기술이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주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코어 클라우드 내 시계열 분석 모델인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ARIMA)를 활용한
트래픽 예측 시스템을 구성하고 예측 결과에 따른 서비스 배치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실제 트래픽 데이터와
ARIMA 모델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특정 구간에 에지 클라우드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DNAT 테이블을 생성하여 서비스 인지 라우팅 모듈에 대한 지연을 줄임으로써 에지 클라우드를 보다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

론

네트워킹 관점에서의 분산 클라우드 모델은 네트워크 에
지에 클라우드를 구성하여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실시간,
저 지연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
델이다. 분산 클라우드와 같은 모델로써, Fog/Edge 컴퓨팅,
MEC(Mobile Edge Computing)과 마이크로 데이터센터가 있
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이러한
분산 클라우드 모델을 위하여, [2]에서는 Access Point 기능
을
갖춘
프로토타입
상에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을 기반으로 라우팅 모듈을 구현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
보를 토대로 에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현
하였다. 하지만 라우팅 모듈의 경우, 패킷 검사 – 데이터베
이스와 매칭 – 데이터베이스 정보 기반 DNAT
PREROUTING 테이블 구성 – 패킷 전송과 같은 절차를 거
쳐야 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라우팅 모듈 활용에 대한 딜레이를 줄이
기 위해, 트래픽 예측 기법인 ARIMA를 기반으로 서비스 요
청 패킷이 유입되기 전에, 미리 해당 서비스에 대한 DNAT
테이블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1)이는 코어 클라우드상
에 배치된 ARIMA 트래픽 예측 시스템을 토대로 특정 서비
스 요청에 대한 트래픽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트래픽 양이

Threshold 값을 넘는 구간에서는 에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트래픽 예측 기법인 ARIMA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서비스
제공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성능평가의 경우 4장에서 기존
DNAT 라우팅 기법과 제안하는 시스템과의 RTT 결과값 비
교를 통하여 지연시간에 대한 성능평가 내용을 다루며, 5장
에서 본 논문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 ICT연구센터육
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18-2013-1-00717)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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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그림 1. ARIMA 모델 분석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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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는 과거의 데이터의 가중합(AR: 자기회귀)과 과거의 예측
오차의 가중합(MA: 이동평균)을 혼합해서 예측하는 기법으로써, 원
칙적으로는 안정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되지만 데이터가 불
안정(Non-stationary)할 경우 차분을 통해서 시계열 예측이 가능하
다 [3].
일반적인 ARIMA(p, d, q) 모델에 의한 시계열 분석은 관찰된 시
계열의 안정화 단계, 모형의 식별 단계를 거쳐 추정, 진단 그리고
예측 단계로 진행된다 [4]. 그림 1은 ARIMA 모델을 분석한 예시로
써, 하단 왼쪽의 그래프를 통하여 잔차의 규칙적인 분포가 N(0,1)
을 사용하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취한 선형 추세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잔차가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가장 최적의 p, d, q 값을 찾기 위해서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값이 가장 적은 p, d, q 조합을 찾고 이를 적
용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된 조합의 경우, (0, 2, 1) 값을 활용하였
으며 각 조합 중 가장 적은 AIC 값을 갖는다. 이러한 ARIMA 모델
을 통하여 특정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지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코어
클라우드 상에서 ARIMA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의 트래픽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어느 시간대에 또는 어느 날짜 구간에 에지 클라우
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3. 제안 사항
아래의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써,
코어 클라우드 상에 ARIMA 모델 기반 예측 시스템을 배치하
고 특정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예측 결과를 통해 Threshold
값을 넘어가는 시간대에서는 에지 클라우드에서 DNAT 테이
블을 생성할 수 있도록 테이블 Build 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에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비디오 트래픽 예측 결과 (p, d, q)=(0, 2, 1)
그림 3은 Crawdad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트래픽 데이터셋[5]
을 활용하여 트래픽을 예측한 결과 그래프로써, x 축은 일
(Day)을 나타내고 y 축은 트래픽 양(Gb)을 나타내며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값의 경우 0.066이고 실제 트래픽
과 유사한 예측값을 보여주고 있다.

  max  min  × 

(1)

수식 (1)은 코어 클라우드에서 예측되는 트래픽 양에 대한
Threshold 값으로 본 값을 상회하는 트래픽 양이 예측 되는
구간에 대해서, 미리 에지 클라우드에 DNAT 테이블을 생성
하도록 한다.
4. 성능 평가

그림 4. 성능평가 환경 구성

그림 2. 시스템 모델

그림 4는 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 환경으로써, 코어 클라
우드 상의 트래픽 예측 시스템 기반 DNAT 테이블을 생성하
는 Pre-Build 방법과 기존에 제안했던 실시간 패킷 검사, 데
이터베이스 매칭을 통하여 DNAT 테이블을 생성하는
Post-Build 방법 간의 패킷 전송에 대한 지연 시간 확인을
목표로 한다. 에지 클라우드의 경우 둘 모두 Ubuntu 14.04
기반의 Desktop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무선
Access Point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Atheros AR9485 모
듈을 탑재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가 에지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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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노드에 접속이 가능하며 에지 클라우드를 거쳐 인터
넷 또한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Pre-Build 방식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라
우팅 과정을 축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해야 하
기 때문에, 코어 클라우드로부터 Threshold 값을 넘는 구간
에서 미리 DNAT 테이블을 에지 클라우드에 배치했다고 가
정하였으며, Post-Build 방식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상에 코어
로 전송되는 서비스 트래픽이 있을 경우 116.184를 IP 주소
로 갖는 에지 클라우드로 맵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등록하
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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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NAT 테이블 Build 방식에 따른 RTT 결과값
그림 5는 DNAT 테이블 생성 방법에 따른 RTT(Round Trip
Time)을 측정한 결과로써 각 End-to-End에서 100번의 패킷
을 보내고 그에 대한 평균 RTT 값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
다. 트래픽 예측결과에 따른 Pre-Build 방식은 모듈을 활용하
지 않았을 때 보다 DNAT 테이블 활용에 대한 지연시간이 추
가되었지만, 기 제안하였던 Post-Build 방식에 비해 RTT 시
간이 약 20.1% 감소하였다. 이는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예
측을 통한 Pre-Build 방식이 라우팅 모듈 활용에 대한 딜레이
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에지 클라우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트래픽 예측 시스템 기반
의 DNAT 테이블 Pre-Build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코어 클
라우드와 에지 클라우드 간 Control 메시지를 전송하여 테이
블 생성 및 삭제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에지
클라우드의 라우팅 모듈 사용에 대한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
었다.
향후 연구로써 코어 클라우드 내 트래픽 예측 시스템
과 관련하여 ARIMA 방식 외 다른 예측 기법과의 성능평
가를 통한 최적의 예측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Threshold
값에 대한 최적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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