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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 컴퓨  구 을 한 네트워크 엣지 역 
트래픽 기반 포그 서버 배치 기법

(Fog-Server Placement Technique Based on Network Edge 

Area Traffic for a Fog-Compu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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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은 재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IoT)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만으로 여러 사물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패턴에 히 응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는 방법 에 포그 컴퓨 이 있다. 포그 컴퓨 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한 서버의 치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서버 배치 방식  치를 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

는 포그 디바이스의 컴퓨  리소스만 고려하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Client와 데이터가 발생되는 Data 

Source의 치를 고려하지 않아 포그 서버 배치 후 네트워크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Client  Data Source의 치에 따른 트래픽 발생을 고려한 포그 서버 배치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에서는 Client와 Data Source와 같은 Host의 치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을 고려해 네트

워크 토폴로지 형성에 있어서 Host의 치를 집 시키거나 분산시켜 배치한다. 실험을 통해 체 포그 디

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배치하는 것보다 제안한 방식(네트워크 트래픽 상황에 따라 포그 서버를 히 배

치)이 코어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더 효율 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키워드: 포그 컴퓨 , 서버 배치, 소 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도커

Abstract Cloud computing is now widely used. However, cloud computing alone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traffic patterns generated by various objects in the new network environ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Fog computing is one method for overcoming and solving the problems of 

cloud computing. A fog-server placement method is needed, including a mechanism for determining 

the location for a fog-server that can provide services. However, most studies only consider the fog 

device’s computing resources, and the locations of the client and the data sources are not considered; 

therefore, the network situation becomes worse after the fog-server place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for fog-server placement that considers traffic generation in relation to the 

locations of the clients and data sources. In the experiment, clients and data sources are concentrated 

or distributed in the network topology, and their corresponding network-traffic patterns are consider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n terms of reducing core network traffic and memory usage, placing 

the fog server according to the proposed network traffic conditions is more efficient than placing fog 

servers in all of the fog devices.

Keywords: fog computing, server placement, SDN, d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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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이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사물과 연동하여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클

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

의 네트워크 지연 문제, 이동성 지원 문제, 치 인식 

불가 문제 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때문에 클

라우드 컴퓨  환경은 빠른 응답속도를 요구하는 사물

인터넷 애 리 이션을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Cisco는 

클라우드 컴퓨 의 문제 을 해결하고 IoT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포그 컴퓨 이라는 개념을 제

안했다[1].

포그 컴퓨 은 컴퓨  리소스  서비스 제공 기능

(이하 포그 서버)을 Network Edge 역으로 확장하여 

End User에게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 의 약 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림 1에서처럼 포그 네

트워크는 네트워크 말단에 치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heterogeneous 하다. 그 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는 

포그 컴퓨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포그 서버를 배치하

는데 있어서 자원 제한, 리소스 리, 통신 경로 설정, 

응답 지연 등의 이슈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2-4].

먼 , 자원이 제한 인 포그 컴퓨  환경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어떤 가상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하이퍼 바이  기반 가상화와의 경우 

부분의 기존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선택하고 사용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서버로서 동작할 이미지를 생

성할 때 이미지 상에 운 체제를 독자 으로 추가하여 

사용한다.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다

른 방식으로 컨테이  기반 가상화가 있다. 이 방법은 

하이퍼 바이  가상화와는 다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 상에 운 체제를 설치하지 않는다. 신 Host 

운 체제로부터 커  리소스를 공유 받아 사용한다. 때

그림 1 멀티홉 무선 네트워크의 트리 토폴로지

Fig. 1 Tree Topology of a Multi-Hop Wireless Network

문에 이미지의 크기가 어들게 된다.

포그 컴퓨 이나 IoT 환경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디바이스(이하 포그 디바이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한 인 자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디바이

스를 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공간을 작게 

사용하고 설치  운용을 한 비용이 은 컨테이  

기반의 가상화가 합하다. 이런 장 으로, 이미 구 , 

IBM과 같은 몇몇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컨

테이  기반 가상화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그리고 서버가 특정 치로 배치된 이후, 해당 포그 

서버로 근하기 해서 네트워크 제어가 필요하다. 이

를 해서 부분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각각의 네트워

크  서버 리소스를 제어하는 단일 리 엔티티에 의

해 서버를 배치하고 분리된 제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리한다. 기존 시스템에 소 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DN)을 용하면 효율 인 방법으로 서버를 리할 

수 있으며, 특히, 개별 으로 리되던 네트워크 요소를 

앙 집 화 하여 통합 리할 수 있게 된다. 련된 여

러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상의 서버를 리

하기 해 SDN 활용에 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반의 통신 비용을 일 수 있음

을 말하고 있다[5-7]. 이와 마찬가지로, 포그 컴퓨  환

경에서도 SDN을 활용한다면 체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상태 리  포그 서버 배치 후 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버 배치와 련해서는 포그 컴퓨 에서

의 쟁 과 클라우드 컴퓨 에서의 쟁 이 조  다르다. 

클라우드 컴퓨 에서는 클라우드 운  비용을 이기 

해 가상 머신을 배치하거나 옮김으로써 로드 밸런싱이나 

장애 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포그 컴퓨  환경에서는 

헬스 어, 증강 실, STLS(Smart Traffic Light 

System) 등과 같은 응답 시간에 민감한 애 리 이션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포그 서버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운  비용 인 측면뿐만 아니라 애 리 이션 사용자의 

QoS를 충족시키는 것도 요하다. 때문에 포그 서버를 

배치할 때 어떤 포그 디바이스에 서버를 배치할 것인가

에 한 고려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서버를 배치할 것

인가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포그 서버를 배치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challenge를 생각해볼 수 있다:

(i) 어떤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두면 불필요한 

트래픽 발생을 일 수 있는가?

(ii) 포그 서버를 어떤 호스트와 가까이 배치하면 서

비스 응답속도가 향상되는가?

(iii) 어떤 경우에 포그 서버를 배치( 는 추가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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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컴퓨  리소스 낭비가 은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연구실에서도 포그 

서버 배치 기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연

구에서는 주로 클라이언트, 포그 디바이스  데이터 사

이의 거리 계를 이용한 포그 서버 배치에 해 다뤘

었다[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디바이스 간의 홉 수를 

활용하여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장 이 있는 반

면에 디바이스의 리소스  추가 인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차이 이 있었다.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패턴을 이용한 포그 서버 

배치 방법을 제안하 다. 두 연구 모두 포그 서버 배치 

방법을 다루지만, 앞선 연구는 데이터 이동 최소화를 목

표로 하고 있고 본 논문은 네트워크 트래픽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 다르다.

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에서의 서

버 배치 연구에서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포그 서버 배

치 방법에 근한다. 그 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가용 

컴퓨  리소스 는 에 지 효율성 정도만 배치 기 으

로 두고 연구한다. 그러나 포그 컴퓨 의 근본 인 목

은 반응 속도에 민감한 애 리 이션을 지연 없이 빠른 

속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때문에, 포그 서버를 배치 할 

때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치 정보, 네트워크 상

에 발생하는 트래픽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포그 서버를 배치함에 있어서 잠재  사용자와의 거

리를 최소화한다는 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포그 디

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배치하는 방법이 응답 지연 시간

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포그 서버를 추가 배치

함에 따라 포그 디바이스의 가용 컴퓨  리소스가 어

들게 된다. 그러면 각 서버의 가동률은 작은데 반해 

장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

다. 때문에, 불필요한 서버 배치를 이기 해 사용자

의 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치를 고

려해 포그 서버를 배포한다고 해도 컴퓨  리소스가 낭

비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추가 으로 네트워크 상에 

발생하는 트래픽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활용한다면 해

당 치와 인 한 포그 디바이스에 우선 으로 포그 서

버를 배치하여 네트워크 상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로컬 

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앞서 말한 challenge에 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i) 포그 서버를 배치할 때,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지 에 우선 으로 포그 서버를 배치함

으로써 트래픽을 로컬로 분산시킨다.

(ii) 사용자와 가까운 치에 우선 으로 포그 서버를 

배치함으로써 요청에 한 응답 속도를 높인다.

(iii) 앞서 사용한 두 가지 기 을 용하여 포그 서버

를 배치함으로써 컴퓨  리소스 낭비 없앤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포그 컴퓨

과 련된 기존 연구를 간략히 다룬다. 제3장에서는 

포그 서버 배치를 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해 알

아본다. 제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포그 서버 배치 방식

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에 해서 이야기한다.

2. Related Work

포그 컴퓨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을 한 포그 서버 

배치에 한 연구가 최근 들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이번 장에서는 포그 컴퓨  환경에서 발생할 문제에 

한 연구와 포그 서버 배치 방식에 한 연구를 

으로 살펴본다.

Luan et al. [9]은 포그 서버 배치 후의 로컬화된 서

비스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기 해 application / scaling 

/ placement와 련된 근 방법이 필요함을 말하며 모

바일 유 를 한 포그 컴퓨  아키텍쳐를 제안했다. Yi 

et al. [10]은 포그 컴퓨   유사한 개념에 해 분석한 

뒤 기 시간, 효율성, 보편성 등을 만족시키기 한 포

그 컴퓨  랫폼 설계가 필요함을 말하며 OpenStack

을 기반으로 지연시간  역폭 측정, 가상머신 이주 

시간 측정, 얼굴 인식 시간 측정을 한 로토 타입을 

제안하고 평가 결과를 보여 다. 이처럼, 부분의 연구

에서는 포그 컴퓨  아키텍쳐를 제시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

구에서는 포그 컴퓨 의 체 구성에 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포그 컴퓨 을 구체화시키기 해서는 

포그 서버 리 방법 는 포그 서버 배치 방법과 같이 

특정 역을 선택하여 세부 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포그 컴퓨  아키텍처 련해서 Skala et al. [11]은 

아주 작은 컴퓨  리소스를 갖는 IoT 장치를 다루기 

한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말하며 Dew Computing 이라

는 개념을 제시하고 해당 역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리하는 방법에 해 제안하고 있다. Aazam et al. [12]

은 클라우드 컴퓨 과 사물인터넷의 융합인 Cloud of 

Things를 언 하면서 응 , 의료  응답 시간에 민감

한 서비스에 해서 포그 컴퓨  상에서의 계산이 필요

함을 말하며 이를 한 컴퓨  리소스 측, 리소스 할

당  가격 책정과 련한 모델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컴퓨  리소스를 기반으로 장치  서비스 

리 방법을 제시하지만 네트워크 상황에 한 고려  

서비스 제공 방법에 한 고려는 부족하다.

포그 디바이스의 컴퓨  리소스 사용과 련해 Botta 

et al. [13]은 Cloud와 IoT의 통합을 해서 통신, 퍼포

먼스, 센서 네트워크, 모니터링, 클라우드 컴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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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해 연구하고 있으며 병목 상, 클라우드와 포

그 간 역폭 보장, 자원 리 등의 문제를 분석 제시하

고 있다. Agarwal et al. [14]은 리소스 할당 최 화, 응

답 시간 최소화  처리량 최 화를 통해 클라우드 컴

퓨 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탄력 인 리소스 할당이 

필요함을 말하고 가상화 기술 기반의 리소스 로비

닝 아키텍쳐와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는 포그 컴퓨  

환경에서 처리해야 하는지에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는 포그 컴퓨  환경을 구 하

거나 애 리 이션을 배치하여 사용하기 해서 디바이

스의 컴퓨  리소스를 기 으로 근한다. 그러나 이런 

근방식에서는 포그 서버 치를 리소스는 많지만 사

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디바이스로 정해 사용자 

기 시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포그 컴퓨 의 유용성을 보여주기 해 

Varghese et al. [15]은 포그 컴퓨 을 사용하여 서비스 

품질과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실  가능성과 장

을 강조하기 해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닌 에지 서버

에서 처리하는 것의 이 을 말하고 온라인 게임 유스 

이스를 사용하여 포그 컴퓨  모델의 실  가능성을 

보여주며 사용자 평균 응답 시간이 향상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포그 디바이스의 력 소비와 송 지연에 

련한 연구로 Deng et al. [16]은 작업 부하 할당을 최

화 하기 해 포그-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에서 력 

소비와 송 지연 사이의 충안이 필요함을 말하며 트

이드 오  문제를 한 임 워크를 제안한다. 그리

고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 를 배치하는 것과 련

한 연구로 Hong et al. [17]은 포그 컴퓨  랫폼을 구

축하고 포그 서버 배치를 해 포그 디바이스의 가용 

컴퓨  리소스를 기 으로 서버 배치 우선순 를 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연구에서 제

시하는 방법들은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때

문에 포그 서버를 배치할 때, 특정 포그 디바이스에 트

래픽이 집 될 경우 발생할 병목 상 등에 응하기 

합하지 않다.

3. 포그 서버 배치 기법

포그 서버 배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

크 리자에게 서비스 배치 요청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다. 실제 네트워크 환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배치 요청을 

받은 네트워크 리자가 포그 서버를 어떤 치에 배치

하는지에 따라서 네트워크 상황이 달라진다. 때문에 네

트워크 리자는 배치 치를 선정할 때 포그 서버가 

배치된 이후의 트래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제 3장에서는 포그 서버 배치를 해 사용할 데이터

의 수집 방법과 수집한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방향, 사용 

역폭과 같은 정보를 선택하여 사용하기 한 모델링 

과정에 해 알아본다.

3.1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는 그림 2에서처럼 사용자가 

요청하는 부분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 단에서 처리

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의 각 서버를 하나의 독자

인 서비스로 가정한다. 그런 다음 각 서비스의 사용 형

태를 분석하기 해 각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 처리량, 

리소스 사용량, 그리고 요청 횟수 등을 이용한다. 클라우

드 서버의 평균 리소스 사용률  서버의 평균 작업 수

행 시간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해, Na et al. [18]에

서는 Hadoop File System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 

별 클러스터 정보를 활용한다. 그리고 리 스에서 제공

하는 자원 모니터링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의 자원 이

용률과 시스템 자원 사용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처럼 클라우드 서버의 이용형태 분석을 해 일반

인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는 시스템 사양, 리소스 

사용량, 작업처리능력 등의 정보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수집하여 로그 형태로 장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이

런 데이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흐름을 나

타내는 로지컬 로우를 가정 한다. 한  단 로 포

그 디바이스의 컴퓨  리소스 가용량, 링크 역폭 등과 

같은 데이터를 측정해 사용한다. 이후 주어진 값들을 바

탕으로 네트워크상의 발생 트래픽을 측하고 어떤 

치에 포그 서버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한 실험을 

진행한다.

그림 2에서 네트워크 리자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

니터링한 정보(네트워크 토폴로지, 포그 디바이스 컴퓨

 리소스 등)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로우를 만든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로우에서 유의미한 정보만

을 선택하여 사용하기 해 물리  로우가 아닌 로지

컬 로우(Logical Flow)로 표 한다.

그림 2 데이터 수집 과정

Fig. 2 Data Col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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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로지컬 로우

그림 3과 같이 로지컬 로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값으로 표 하며 출발지/목 지 정보, 데이터 역

폭 사용량  컴퓨  리소스 등의 정보를 담는다. 데이

터 역폭 사용량은 데이터의 크기가 포그 서버를 거치

고 난 뒤에 어들기 때문에, 서버를 거치기  값

(before)과 후 값(after) 두 가지로 분류하여 나타낸다. 

그리고 컴퓨  리소스 정보는 데이터 처리를 해 필요

한 CPU, Memory, Storage 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4는 

로지컬 로우를 용시킨 다.

로지컬 로우는 서비스 요청에 따라 네트워크상에 수

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 네트워크 리자는 이런 여러 

개의 로지컬 로우 정보를 활용하여 로우 맵(Flow 

Map)을 생성한다. 이후 네트워크 리자가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로부터 포그 서버 배치 요청을 받으면 생성한 

로우 맵 정보를 활용하여 한 배치 치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배치 치를 정할 때에는 로우 맵을 사용

해 배치 상이 될 포그 디바이스의 Rank 정보를 만든다. 

그런 다음 포그 디바이스의 Rank 정보를 사용하여 포그 

서버가 배치될 포그 디바이스를 선택한다.

그림 5는 포그 서버가 포그 디바이스에 배치된 후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후에는 추가 인 조건을 용하여 포그 서버가 더 

배치될 것인지에 해 결정한다.

3.3 배치 치 선정을 한 요소

포그 서버 배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를 들

어 Data Source와 가까운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그림 3 로지컬 로우

Fig. 3 Logical Flow

그림 4 로지컬 로우 용

Fig. 4 Applying Logical Flow

그림 5 추가된 포그 서버에 로지컬 로우 용

Fig. 5 Applying Logical Flow with Added Fog Server

표 1 네트워크 변수

Table 1 Network Variables

를 두는 방법, 포그 서버가 놓일 수 있는 모든 치에 

배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모든 치에 포그 서버를 두

는 경우는 이상 인 방법이지만 Edge 역의 디바이스

는 컴퓨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다. 그 기 때문에 모든 

치에 포그 서버를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 한, 두 경

우 모두 포그 디바이스의 컴퓨  리소스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트에서는 네트워크상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여 더 합한 치에 포

그 서버를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계산을 해 사용

될 각 요소를 표 1에서처럼 기호로 나타내고 네트워크

상에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로지컬 로우로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G는 네트워크를 나타내며 D와 E으로 구성된다. D는 

포그 디바이스의 집합을 나타낸다. E는 포그 디바이스와 

코어네트워크 간의 링크 l의 집합을 나타낸다. E-Band-

width는 링크 l의 재 역폭 사용량을 나타낸다. D는 

포그 디바이스 d의 집합을 말한다. 각 포그 디바이스 d에

는 Client 는 Data Source가 붙어있다. 한 포그 디바

이스 집합 D와 Edge E는 을 이루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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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본 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치에 Client  Data Source가 존

재하는지를 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트래

픽을 로지컬 로우 f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표 1에서 로지컬 로우 f는 방향  사용 역폭, 

필요 컴퓨  리소스 정보를 담는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

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고려한 포그 서버 배치 알고리즘

을 알고리즘 1처럼 나타낸다.

여기서 ldx,C 와 ldxy,C 는 각각 포그 디바이스 dx, dy 와 

코어 네트워크 사이 링크를 나타낸다. 이 링크의 역폭 

사용량은 로지컬 로우 f의 방향 x, y와 사용 역 

Bbefore, Bafter를 활용하여 구한다. 구한 값을 바탕으로 

특정 포그 서버 배치를 한 순 를 매기게 된다. 이 때 

24번째 에서처럼 Client C 가 존재하지 않는 포그 디

바이스 d는 Rank에서 제외시킨다. 구한 Rank을 이용

하여 알고리즘 2에서는 배치할 포그 서버의 수를 정한다.

3.4 포그 서버 배치 동작 과정

앞에서 구한 Rank  정보를 바탕으로 포그 서버 배치 

동작이 실행된다. 동작 과정은 알고리즘 2와 같다. 포그 

서버 배치를 한 알고리즘에서는 앞선 알고리즘 1에서 

구한 Rank가 사용된다. 우선 첫 번째 포그 서버 배치를 

해 포그 디바이스의 Computing Resource가 충분한

지 비교한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포그 서버를 해당 포그 

디바이스에 배치한다. 처음 한 번 포그 서버 배치를 한 

후에 추가 으로 다른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배

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기 해 사용된 Rank의 

첫 번째 멤버 값인 Rank.getFirst()의 local 트래픽에 

포그 디바이스와 Core Network 사이 링크 역폭 사용

량을 나  값과 포그 서버 배치 수의 역수 값인 1/N을 

비교하게 된다.

알고리즘 2의 6번째 에서처럼 아래 조건식을 만족

해야 이후의 연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여기서 corelinkbandk 는 포그 디

바이스 dk 와 Core Network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의 

재 역폭 사용량이다. 따라서   
 corelinkbandk 는 

재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 체 역폭 사용량을 뜻한

다. N은 포그 서버가 배치된 포그 디바이스의 수를 뜻하

며 N이 커질수록 체 컴퓨  리소스 사용량이 증가한

다. 1/N은 포그 서버의 추가 배치에 따라 컴퓨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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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이 증가한 비율만큼은 이론 으로 Core Network

의 트래픽이 어야 함을 뜻한다(1/N = 1/2, 1/3, 1/4 ...). 

localtrffic 은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가 배치될 경우 

포그 디바이스가 있는 Local 역에서 처리되는 트래픽

을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은 포

그 서버가 추가 배치되었을 경우, Core Network에서 발

생하는 트래픽 비 local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비율이 

1/N보다 클 경우 포그 서버를 추가 배치동작을 함을 의

미한다.

3.5 경로 제어를 한 요소

클라우드 컴퓨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그 디바이

스로 배치하여 사용하기 해 여러 기술이 필요하다. 앞

의 그림 5에서는 경로 변경에 따른 트래픽 흐름을 간략

하게 보여줬다.

표 2는 포그 서버 배치 후 경로 변경을 해 사용되

는 Docker 컨테이  기반 가상화 기술  SDN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6은 동일한 동작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서처럼, 포그 컴퓨  아키텍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아키텍쳐 상단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

는 클라우드 역이 있다. 그리고 간에는 SDN 제어

표 2 포그 서버 배치와 라우  과정

Table 2 Fog Server Placement and Routing Process

그림 6 포그 서버 배치와 라우  과정

Fig. 6 Fog Server Placement and Routing Process

그림 7 포그 컴퓨  실험 환경 구성

Fig. 7 Configure Fog Computing Experiment Environment

역할을 하는 SDN Controller를 두었다. 가운데에는 코

어 네트워크(SDN 에뮬 이터인 Mininet을 통해 구성)

가 존재한다. Client  Data Source와 같은 Host는 물

리  스 치를 통해 Core Network로 근한다. 클라우

드와 포그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애 리 이션을 

Docker img 형태로 보유하며 필요할 경우 포그 서버로서 

동작시킨다. 그림 7은 이를 계층 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Docker img가 배치된 후에는 Client의 요청에 응답

하는 주체를 바꿔야 한다. 이를 해서 소 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기술이 사용된다. SDN Controller는 네

트워크 리자로부터 포그 서버 배치가 완료되었음을 

달 받으면 OpenFlow 로토콜을 통해 SDN Switch

로 경로 변경을 한 Flow Rule을 내리게 된다. 그림 8

은 SDN Controller가 SDN Switch로 경로 변경을 

해 Flow Rule을 내리는 과정을 나타낸다.

3.6 클라우드 디바이스  포그 디바이스 구성

클라우드  포그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 본

으로 클라우드  포그 디바이스는 몇 가지 차이 을 갖

는다. 첫째, 클라우드는 사용자로부터 멀리 치하고 포

그는 가까이 치한다. 때문에 포그 디바이스는 주로 반

응속도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합하다. 둘째, 

포그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디바이스 에 비해 낮은 컴퓨

워를 갖는다. 때문에 아주 간단한 서비스가 아닌 이

상 클라우드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포그 디

바이스에 둘 수 없다. 이런 몇 가지 차이  때문에 포그 

디바이스에는 클라우드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체 기

능 에 사용자와 가까이 치했을 때 더 이득이 되는 

애 리 이션을 두고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일부 서비스

를 모듈 단 로 유연하게 배치하기 해서 서비스를 특정 

단 로 나눠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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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포그 서버 배치에 따른 경로 제어 과정

Fig. 8 Path Control Process According to Fog Server 

Placement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Virtual Machine(VM)을 

이용하는 하이퍼바이  기반 가상화 는 은 컴퓨  

리소스를 사용하는 컨테이  기반 가상화이다.

하이퍼바이  기반 가상화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배치

할 경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VM 단 로 사용자

에게 자원을 할당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호환성 측

면에서 좋다. 그러나 VM은 OS를 기본 으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용량이 커지는 문제 이 있다. 반면 

컨테이  기반 가상화의 경우 OS 자원을 Host OS와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Guest OS를 가질 필요가 없

어 크기 면에서 유리하고 더 가볍고 서비스를 더 빨리 

배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통 으로 클라우

드 환경은 하이퍼바이  가상화 기반이었지만 컨테이  

기반 가상화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컨테이  기반 

가상화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클라우드  포그 디바이스 구 을 해서 

컨테이  기반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당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9에서처럼 컨테이  기반 가상화 

기술인 Docker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포그 디바이스를 

구성하여 서비스가 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 다. 그

리고, 포그 디바이스 상에 SDN Switch인 OpenvSwitch

를 두어 SDN Controller의 제어를 받도록 하 다.

그림 9 클라우드  포그 디바이스 설정 다이어그램

Fig. 9 Cloud Device and Fog Device Configuration Diagram

4. 실험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한 포그 서버 배치 기법의 성능과 효

율성을 평가한다. 실험을 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

고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Client와 Data Source의 치

를 바꿔가며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제안한 배

치 기법은 2가지 배치 기법과 비교되며 해당 방식들은 

일반 인 서버 배치 방식을 고려해서 선택하 다. 실험

에서는 네트워크 체 트래픽 변화, 포그 디바이스의 컴

퓨  리소스 사용량  데이터 송 완료 시간을 평가한다.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포그 디바이스를 구성하기 해 총 4

의 Netgate사의 RCC-VE 2440 보드에 Ubuntu Server 

16.04를 기반으로 OpenvSwitch와 Docker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포그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 스 치, IoT 게이트웨이  스마트폰 등이 될 

수 있고, 이 포그 디바이스는 범용  컴퓨  리소스를 

갖추고 있으며, LAN 는 WAN과 같은 다양한 규모의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포그 서비스의 목 에 따라 구

성될 수 있다. 실험은 WAN 환경에서 진행된다고 가정

하며, 포그 서버가 배치될 치는, 네트워크 엣지에 존

재하는 포그 디바이스와 클라이언트( 는 데이터 소스) 

간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기 으로 결정한다. 실험에서 

포그 디바이스의 네트워킹 동작은 SDN 컨트롤러의 제

어 하에 수행되며, 컨트롤러는 각 포그 디바이스에서 수

집되어 가공된 토폴로지 정보를 활용하여 포그 서버 배

치를 결정한다. SDN 컨트롤러는 ONOS[19]를 사용하

고, 이를 통해서 토폴로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포그 서버는 도커 기반으로 생성하고, 이를 이용

하여 서비스 제공을 한 서버를 구동  배치하 으며, 

서버는 Data Source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뒤 클라이

언트로 달하도록 동작 시킨다. 그리고 Raspberr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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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험 토폴로지. (a) 분산된 클라이언트가 있는 토폴로지, (b) 분산된 데이터 소스가 있는 토폴로지, (c) 분

산된 클라이언트  데이터 소스가 있는 토폴로지, 그리고 (d) 한 역에 집 된

Fig. 10 Experiment Topology: (a) Topology with distributed clients, (b) Topology with distributed data sources, (c) 

Topology with distributed client and data sources, and (d) Topology with data sources concentrated in one area

보드 4   Netgate 사의 APU1D4 4  (총 8 )를 사

용하여 Client  Data Source로서 동작하게 하 다. 

한 가상 네트워크 환경 구성에는 SDN 에뮬 이터인 

Mininet와 리 스 기본 명령어  쉘 스크립트를 사용

하 다.

4.2 실험 토폴로지 설정  실험

실험을 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서비스 제공을 

한 역폭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형성된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단일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라고 가정한다. 실험에서는 2가지 배치 기법과 

제안 기법을 비교한다. 본 실험에서 비교를 해 사용하

는 각각의 기법은 Data Source와 가까운 포그 디바이

스에 포그 서버를 두는 방식(FAD; Deploying Fog Server 

on Fog Devices Adjacent to the Data Source), 모든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두는 방식(AF; Deploying 

Fog Server on All Fog Devices)으로 칭한다. 실험 토

폴로지는 실제 네트워크의 트래픽 패턴을 최 한 반

할 수 있는 4가지 표 토폴로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Client와 Data Source 치를 지정하여 구성한다. 각 

토폴로지는 (1) Client가 분산되어 있는 토폴로지, (2) 

Data Source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토폴로지, 

(3) Client  Data Source가 분산되어 있는 토폴로지 

 (4) Data Source가 한 지역에 집 되어 있는 토폴로

그림 11 총 메모리 사용량

Fig. 11 Total Memory Usage

지로 구성한다. 실험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해 Back-

ground Traffic이 없는 환경에서 실행한다. 그리고 트

래픽 감소 여부 비교를 해 모든 Data Source는 동일

한 크기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한다.

그림 11은 각 실험 토폴로지에서 Data Source의 데

이터 크기를 1Mbyte로 했을 때의 기법별 메모리 사용

량을 나타낸다. 그래 에서는 포그 서버(도커 컨테이 )

를 실행시킬 때의 메모리 사용량과 체 메모리 사용량

을 함께 나타낸다. 토폴로지 상에서 로지컬 로우가 비

슷하게 생성되는 경우에는 기법 간에 데이터 처리를 



포그 컴퓨  구 을 한 네트워크 엣지 역 트래픽 기반 포그 서버 배치 기법  607

     

그림 12 실험 1. (a) 코어 네트워크 트래픽, (b) 데이터 송 완료 시간

Fig. 12 Experiment 1. (a) Core network traffic, (b) Data-transfer completion time

한 메모리 사용량이 비슷하다. 하지만 로지컬 로우가 

복잡해질 경우 부하가 증가하여 데이터 처리를 한 메

모리 사용량이 증가한다.

4.2.1실험 1 : Client가 분산되어 있는 토폴로지

실험 1은 그림 10(a)에 나타낸 토폴로지처럼 포그 디

바이스 4 , Data Source 1개, Client 7개로 구성된다. 

이는 Data Source 수보다 Client 수가 많은 경우를 가

정한 토폴로지이다. 를 들면 하나의 카메라에서 발생

하는 스트리  상을 서버에서 처리한 뒤 이를 여러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러한 형태를 띤다.

그림 12-15에서, 첫 번째 그래  (a)는 포그 서버 배

치에 따른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감소를 보여주기 해

서 Data Source에서 1Mbit 단 로 데이터를 발생시키

고 포그 서버를 배치하기 /후의 코어 네트워크 상에 

발생하는 트래픽 합을 byte 단 로 나타낸다. 두 번째 

그래  (b)는 포그 서버 배치 방법에 따른 응답시간 비

교를 해 모든 요청 데이터가 완 히 처리되는데 걸리

는 시간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첫 번째 실험 토폴로지의 경우, 포그 서버 배치에 따라

서 AF 기법과 제안 기법의 로지컬 로우가 동일하게 

형성되며 때문에 트래픽 발생량이 유사하다. FAD 기법

의 경우는 Data Source와 가까운 하나의 포그 디바이

스에서 모든 Client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

리한다. 때문에, 포그 서버 배치 후의 코어 네트워크 트

래픽은 그림 12(a)에서처럼 FAD 경우 약 12.2% 정도

만 감소하 다. 그러나 AF와 Proposed의 경우는 포그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가까이에 배치되어 약 75.1% 정도 

코어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이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roposed 방식에서는 추가 포그 서버 배치 결정

을 한 가 (60/80) >= (1/2)로 

조건을 만족하여 포그 서버를 추가로 배치했다. 체 메

모리 사용량(그림 11)은 포그 서버가 많이 배치되는 방

법일 경우 상 으로 사용량이 많다. 때문에, FAD 기

법보다 AF  Proposed 기법의 체 메모리 사용량이 

더 크다. 데이터 송 완료 소요 시간(그림 12(b))은 

FAD의 경우가 한 포그 디바이스에서 Client의 모든 요

청을 처리함에 따른 부하로 인해 상 으로 크다.

4.2.2 실험 2 : Data Source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토폴로지

실험 2는 그림 10(b)에서처럼 기본 네트워크 상에 Client 

4개, Data Source 3개로 구성된다. 여러 곳의 Data 

Source로부터 발생되는 Data가 포그 서버에서 처리된 

후 Client에게 제공되는 형태이다. 를 들어, 특정 서비

스 사용자가 지리 으로 한 역에 모여 있고 지리 으

로 분산된 치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상

황을 반 한다.

이 실험의 경우 Client가 한 치에 많이 모여 있으면

서 일부 Data Source가 Client와 가까운 치에 존재한

다. Client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세 기법 모두 

동일한 로지컬 로우를 형성한다. 때문에, 모두 비슷한 

크기(약 85.9%)로 트래픽이 감소(그림 13(a))하 고 데

이터 송 완료 소요 시간(그림 13(b)) 한 비슷하게 

걸렸다. 그러나 포그 서버는 FAD 기법의 경우 3곳, AF

의 경우 4곳에 배치되고 Proposed 기법의 경우 1곳에 

배치된다. 때문에 체 메모리 사용량(그림 11) 측면에

서 Proposed 기법이 다른 두 배치 기법보다 많은 이득

을 본다.

4.2.3 실험 3: Client  Data Source가 분산되어 있는 

토폴로지

실험 3은 그림 10(c)에서처럼 기본 인 구성과 Client 

4개, Data Source 4개로 구성된다. 앞선 두 실험에서와

는 달리 Data Source와 Client가 네트워크 체에 분포

되어 있다. 본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상에 Client와 Data 

Source가 불규칙 으로 배치되어 네트워크 트래픽이 

체 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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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험 2. (a) 코어 네트워크 트래픽, (b) 데이터 송 완료 시간

Fig. 13 Experiment 2. (a) Core network traffic, (b) Data transfer completion time

     

그림 14 실험 3. (a) 코어 네트워크 트래픽, (b) 데이터 송 완료 시간

Fig. 14 Experiment 3. (a) Core network traffic, (b) Data transfer completion time

     

그림 15 실험 4. (a) 코어 네트워크 트래픽, (b) 데이터 송 완료 시간

Fig. 15 Experiment 4. (a) Core network traffic, (b) Data transfer completion time

세 번째 실험 토폴로지에서 AF 기법과 Proposed 기

법은 로지컬 로우 수는 다르지만 유사한 량의 트래픽

을 발생시킨다. FAD 기법은 인근에 Client가 존재하지 

않는 포그 디바이스 상의 포그 서버에서 Data를 수집한 

후 멀리 존재하는 Client에게 처리된 Data를 보내 다. 

그 기 때문에 다른 두 방식에 비해서 네트워크상에 트

래픽이 추가로 발생되고 데이터 송 완료 소요 시간

(그림 14(b)) 한 다른 방식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코

어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은 그림 14(a)에서 보이는 것처

럼 FAD 기법의 경우 약 17% 정도 감소하 지만 AF 

기법은 약 47.8%, Proposed 기법의 경우 약 37.5% 감

소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F 기법은 Proposed 

기법에 비해 더 많은 코어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이 

어들었지만 그에 반해 메모리 사용량이 훨씬 크다.



포그 컴퓨  구 을 한 네트워크 엣지 역 트래픽 기반 포그 서버 배치 기법  609

4.2.4 실험 4 : Data Source가 한 지역에 집 되어 있는 

토폴로지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그림 10(d)와 같다. 해당 토폴로

지는 앞선 토폴로지와는 다르게 모든 Data Source가 

특정 포그 디바이스 인근에 모여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

는 Client가 네트워크 상의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본 

토폴로지는 Data Source가 한 곳에 집 되어 Data가 

한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를 들어 

한 곳에서 모여서 발생하는 다양한 센싱 데이터를 근처 

는 원격의 사용자가 제공받는 모습이 이런 형태를 띤다.

네 번째 토폴로지의 경우 모든 Data Source가 한 곳

에 모여 있지만 Client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

에, 토폴로지 특성상 FAD 기법과 Proposed 기법에서 

배치되는 포그 서버의 치  개수가 동일하다. 코어 네

트워크상의 트래픽은 그림 15(a)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

든 기법이 약 49.4% 감소하 다. AF 기법은 네트워크 

상의 체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배치하기 때문

에 다른 두 배치 기법보다 데이터 송 완료 소요 시간

(그림 15(b))이 약간 게 걸린다. 그러나 AF 기법은 모

든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배치하는 만큼 체 메

모리 사용량(그림 11)이 다른 두 방식에 비해 월등히 크다.

5. 결론  향후 과제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엣지 역 트래픽을 기반으

로 한 포그 서버 배치 기법을 제안한다. 포그 컴퓨  환

경을 해 기본 으로 Docker를 활용하여 포그 서버 배

치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고 배치 여부에 따른 경로 

변경을 해 SDN Controller  SDN Switch를 사용

하 다.

논문에서는 Client와 Data Source 치에 따른 네트

워크 트래픽을 고려한 포그 서버 배치 기법을 제안하며 

구성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4가지 실험 토폴

로지를 구성한다. 그리고 제안한 포그 서버 배치 기법과 

다른 2가지의 기본 인 포그 서버 배치 기법을 비교하

고 이를 네트워크 상에 발생하는 체 트래픽, 메모리 

사용량, 데이터 송 시간을 통해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알 수 있듯 체 포그 디바이스에 포그 서버를 배치하

는 것은 실제 얻는 이득에 비해 컴퓨  리소스 사용 측

면에서 손해가 크다.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에 

따라 포그 서버를 히 배치하는 것이 데이터 송 

시간 비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더 효율 이라는 것

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포그 서버 배치 방법에 있어서 네트

워크 트래픽 상황을 주된 요소로 사용 한다. 그러나 배

치 문제에 있어서 네트워크 트래픽 이외에도 실제 네트

워크상의 background traffic, 제한  컴퓨  리소스, 

Client의 QoS 등을 반 한 포그 서버 배치 방법을 생각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포그 서버 배치 이후 발생하는 상

황을 반 하여 이미 배치된 포그 서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주(migration) 문제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해 향후, 앞에서 언 한 여러 상황을 반 하여 

포그 서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포그 서버를 배치  

이주시키는 추가 인 방법, SDN을 활용한 좀 더 정교

한 경로 변경 방법 등이 연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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