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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디바이스는 제한된 로세서  장 공간, 배터리 수명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안으로 모바

일 엣지 컴퓨 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디바이스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력 공

에 제약이 따른다. 모바일 엣지 컴퓨 의 자원으로 활용 되려면 력 소비량에 한 리가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컴퓨  기반 모바일 디바이스의 력 소비량 감소를 한 작업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서론

   모바일 엣지 컴퓨 은 기존의 클라우드의 앙 집

인 데이터를 처리하고 역폭 사용을 이기 해 사용자

와 가까운 거리에 Core MEC Server를 구성한 새로운 형

태의 클라우드이다. 모바일 엣지 컴퓨 은 Core Cloud, 

MEC Server와 모바일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다[4]. 모바

일 엣지 컴퓨 에서는 단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요청 받

은 이미지 로세싱, 인코딩, 디코딩,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등의 모바일 컴퓨  작업을 

처리한다. 모바일 엣지 컴퓨 은 Core MEC Server를 

심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자원으로 사용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

스의 력 소비량을 고려한 작업 할당이 요구된다.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에서 장치의 리소스 제약  

네트워크 역폭 요구 증가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해 

사이버 포징 는 오 로딩과 같은 많은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1, 2, 3].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컴퓨  기반 모바일 디바

이스의 력 소비량 감소를 한 작업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2013-0-00684). 한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o. NRF-2017R1D1A1A09000631).

2. 련 연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 력을 이는 방법으로 

AP(Application Processor)의  클럭 주 수를 조 하는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배터리의 잔량이 수행하고자하는 작

업의 소모 력보다 작을 경우 작업을 수행시키기 해 

AP의 클럭 주 수를 낮추는 방법이다[5].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배터리 잔량과 AP의 클럭 주 수의 조 만을 고

려했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가능한 메모리량은 고려하

지 않았으며 작업을 수행하기 해 AP의 주 수를 낮추

면 력 소모는 어들지만 AP의 클럭 주 수를 조 하

지 않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비해 작업 처리 시간이 길어

지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터리  단 작업 

처리시간, 메모리를 고려해 작업 할당 알고리즘인 

JAA-MPC(Job Allocation Algorithm for Minimize 

Power Consumption)를 제안한다. 

3. JAA-MPC(Job Allocation Algorithm for Minimize 

Power Consump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JAA-MPC에서 처리되는 작업은 

이미지 로세싱이며 작업의 단 는 이미지 일 하나를 의

미하며 이미지 일 하나의 크기 단 는 10 MB 이고 작업 

단 가 로 표 되고 체 작업의 양은 J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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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MEC Server에 연결된 모바일 디바이스는 로 

표 되고 의 배터리 잔량 , 단  작업의 처리 시간 , 

단  작업 수용치 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며 은 다

음과 같다.

     

모바일 디바이스 의 사용가능한 메모리량은   로 표

된다. 모바일 디바이스 의 사용가능한 메모리량 을 

작업의 단  j로 나  값 로 표 되면 는 다음과 같

다.

  



 모바일 디바이스 의 배터리 잔량은 로 표 되고 모

바일 디바이스 집합 N의 체 배터리 잔량은 B로 표 되

고 다음과 같다.

 
 





 모바일 디바이스 의 작업 단  처리 시간은 로 표

된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을 원소로 갖는 집합 N은 다음과 

같다.

           

JAA-MPC알고리즘은       , B, J, j, i, k, N, 

을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작업을 분할하는 것에 있어

서 모바일 디바이스 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단한다.




≥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i가 모바일 디바이스의 집합 N

의 개수와 같은지 비교한다. 같으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같지 않으면 i의 값을 1 증가 시킨다. 

을 에 장하고  단  작업 처리 시간으로 정렬하기 

해 단  작업 처리 시간 와  을 비교한다.

가    보다 크거나 같다면 을 임시 장 공간에 

장한 다음  을 에 장하고 을  에 장

한다. k의 값이 L의 개수와 같으면 체 작업의 양을 

을 기 으로 분할해서 에게 송한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  기반 모바

일 디바이스의 력 소비량 감소를 한 작업 할당 알고

리즘 JAA-PC(Job Allocation Algorithm for Power 

Consumption)을 제안하 다. 

   향후에는 MEC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JAA-PC를 용해 소비량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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