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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분산 클라우드 모델은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실시간, 저지연 등의 요구사항을 지니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에지 클라우드를 배치하는 모델로써 Access Point, Base Station 등 네트워크 엑세
스 인프라 상에 서버를 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요
구사항(예: 컴퓨팅 자원, 서비스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어떤 에지 클라우드에 엑세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게임이론을 활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각 에지 클라우드가 각각 다른
자원량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자원량의 활
용도를 최대화 하는 사용자 연결 기법을 매칭 게임 알고리즘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 론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서비스에 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게임이론을 활용한 에지 클라우드와

한 요구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도 분산화

퓨팅 자원을 갖고 있는 에지 클라우드와 서로 다른 자원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Mobile Edge Computing(MEC), Fog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사용자 간의 Many-to-One 매칭 게

Computing 기술이 대표적인 분산형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임[4]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Many-to-One 매칭 게임

할 수 있다. [1]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사

이 의미하는 것은 에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자원을 효

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에 가까이 클라우드를 배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사용자를 받아들일 수 있음

치하고 지리적으로 분산시키는 형태인 분산 클라우드 환

을 의미 한다.

사용자 간 Association 기법을 제안한다.이는 서로 다른 컴

경을 제안하였다. 에지 클라우드는 네트워크 엑세스 계층

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2-3]에서는 이러한 에지 클

2. 관련 연구
◎ The Deferred Acceptance 알고리즘
Deferred Acceptance 알고리즘은 대학 입학 지원자와 대학 간의

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한 라우팅 모듈 및 트래픽 예측 기

매칭 또는 장기 이식 수술 대상자와 기증자 간의 매칭 같은 실생

법 기반의 라우팅을 제안하였고 에지 클라우드로부터 서

활의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으로, 매칭이 필요한 두 집단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분산 클라우드

간의 안정적인 매칭(Stable Matching)을 위하여 사용된다. Deffered

의 효율성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렇듯 네트워크

Acceptance 알고리즘의 프로세스[5]는 다음과 같다.

에 존재하는 Access Point 또는 Base Station 상에 배치되
어 사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지연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

상에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네트워크 엑세스

⓵ 매칭이 필요한 두 집합 중에서 어느 한 집합의 구성원이 다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에지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른 집합의 구성원에게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은 구성원들은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

각각 가장 선호하는 제안을 한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성원은 거절한다.
⓶ 거절당한 구성원들은 새로운 대안들에 한해 새롭게 제안을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 ICT연구센터육

하고, 제안을 받은 구성원들은 추가적으로 받은 제안과 그

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18-2013-1-00717). 아울러 이 논문

이전에 받은 제안 중 더 나은 하나를 다시 수락하여 받아들

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A2A2A05000995).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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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더 이상 새로운 제안이 없을 시, 마지막

자원 활용에 대한 rate로, 활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 중 활용
되고 있는 자원의 비율에 대한 총합을 나타낸다. 즉 모든 사

으로 받아들인 구성원을 매칭 결과로 확정짓는다.
기존의 Deferred Acceptance 알고리즘은 Fixed Quota 즉, 정해
져 있는 수용치(예: 고정된 할당량, 매칭되는 사용자에 대한 고정

용자 k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수식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된 수)를 기반으로 매칭이 이루어 진다[6].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식 (5)를 통해, 할당되는 컴퓨팅 자원의 량은 전체 자원량

보다 실제 시나리오에 가까운 환경을 구성하고자 에지 클라우드의

대비 작거나 같다는 제약조건을 제시하며, 수식 (6)은 각 에지

자원과 사용자의 수요량에 대하여 가변적인 값을 활용한다.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자원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컴퓨팅 자원은 사용자의 수요량 대비 크거나 같다는 제약조
건을 나타낸다.

3. 제안 사항

알고리즘 매칭 게임 알고리즘
1: Initially, Users and edges make their preference profiles
based on their local information
2: At each iteration t, each user start proposing to its most
preferred edge based on its profile
3: On receiving the proposal all edges first calculate the
required computing resources

그림 1 시스템 모델

4: If enough computing resources are available to fulfil the
computational task, it accepts the proposing users
5: If enough computing resources are not available, it rejects

그림 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시스템 모델로써,

the current matched users that rank lower than the

Base Station상에 에지 서버가 배치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사

proposing users

용자와 에지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본 논문

6: If still suficient computing resources are not available, the

에서는 매칭 게임을 통해서 각각의 에지클라우드가 갖고 있

proposing users are rejected along with the previously
removed users

는 컴퓨팅 자원과 각 모바일 사용자의 자원 수요량을 기반으

7: Rejected

로 전체 컴퓨팅 자원 활용을 최대화 하는 사용자 연결 기법



profile

and

accepted by edges or there are no further edges to

if user k is assigned  from edge n
otherwise



propose

위 알고리즘은 에지 클라우드 노드와 사용자 간의 매칭 게

(2)

임 알고리즘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의 컴퓨팅 리소스를 최대로

 

(3)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모든 에지 노드에 대하여 수식

(4)

여 순위를 매긴다. 아울러 에지 클라우드 노드의 경우, 자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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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is iterative procedure stops if all users are either

결하고자 한다.




their

profile

퓨팅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해



update

re-propose to the second best edges in its preference

즉, 어떤 사용자가 어떤 에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야 전체 컴





users






 

 ∈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사용자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2)를 기반으로 달성 가능한 rate를 통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
활용의 최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용자 집합을 찾기 위
해 수식 (3)을 기반으로 모든 사용자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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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 순위를 매긴다. 그 후, 각 에지 클라우드 노드에서의 사용

(6)

사용자가 에지와 연결됐을 때 또는 더 이상 연결하고자 하는

자 연결 수용과 거절을 통하여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며, 모든
에지 클라우드 노드가 없을 때 매칭 게임이 종료 된다.

수식 (1)은 사용자 k 에 대한 이진 변수를 나타낸 것으로 에
지 클라우드 n으로부터 컴퓨팅 자원을 할당 받으면 1, 그렇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용자와 에지 클라우드 간 매칭 게임
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결과는 에지 클라우드의 컴퓨팅 리
소스가 할당된 각각의 사용자 집합으로 나타난다.

않으면 0으로 나타낸다. 또한 수식 (2)는 전체 에지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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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평가
성능평가를 위하여, 랜덤한 사용자의 수요량 및 에지 클라

그림 4는 에지 클라우드 노드의 수에 따른 전체 자원의

우드의 자원량을 고려하였으며 500번의 시뮬레이션의 평균

활용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로써, 비교를 위해 자원 활용량을

값을 계산하여 사용자 수용량, 전체 자원의 활용량에 대한

정규화 하여 표현하였다. 자원 활용률의 최대값이 1이라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에지 클라우드 노드 개수의 변화

할 때, 5개의 에지 클라우드가 있는 경우는 약 30명, 9개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여 알고리즘의 동작 여부 및 성

에지 클라우드가 있는 경우 약 60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때

능을 검증하였다.

자원 활용률이 최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두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며 자원량
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함으로써 자원 활용률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에지 클라우드의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에지 클라우드 집합과 사용자 집
합 간 매칭 게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성능을 검증하였
다. 매칭 게임을 통해, 전체 에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그림 2 시뮬레이션 토폴로지

에 대한 최적의 사용자 집합을 찾음으로써 Sum Rate와
Admitted User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2는 시뮬레이션 토폴로지를 나타낸 그림으로, 다섯개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에지 클

와 아홉개의 에지 클라우드 노드를 배치했을 때의 성능을

라우드가 갖고 있는 컴퓨팅 리소스의 총합이 사용자 수

분석하고자 위와 같이 환경을 구축하였다.

요량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연구로는 코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사용자
수요량이 전체 컴퓨팅 리소스보다 큰 경우 또한 고려할
수 있는 확장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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