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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Edge computing 환경에서 다수의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

안한다.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모든 데이터와 그에 대한 요청을 중심 서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수의 노드로부터 

생성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빠른 응답속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Edge computing은 분담을 통해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IoT 네트워크에 적합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대신 서로 연

결된 노드들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한 네트워크 말단에서의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어 데이터 센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러병렬 기계학습 모델 중 본 연구에서는 Stale Synchronous Parallel(SSP) 모델을 이용하여  Edge 노드에서 분산기계

학습에 적용하였다. 

키워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병렬컴퓨팅(Parallel computin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비용 측정(Cos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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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미래의 사물인터넷 환경은 다수의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예상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장치들의 대량의 데이터가 서버로 몰려 많은 

수의 Entity를 상호 연결하고 관리해야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는 

확장성 문제라고 하는데,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모든 데이터

와 그에 대한 요청을 중심 서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수의 노드로부

터 생성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응답속도가 빠르지 않다 

[1]. Edge computing은 분담을 통해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IoT 네트워크에 적합한 방법으로, 서로 연결된 노드들이 협력해

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한 네트워크 말단에서의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어 데이터 센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하지만 Edge 

말단에서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같은 학습을 위해 확장 

가능한 분산 솔루션이 필요하다. 여러 병렬 기계학습 모델 중, SSP 

모델을 이용하여 노드들에게 최적의 Staleness level을 동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의 정적 SSP모델과 비교하여 

제시된 접근방법의 성능의 우월성을 증명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Bridging models

본 연구에서는 IoT노드가 분산 된 기계 학습을 통해 집단 지성을 

만드는 시스템을 가정하였다. Edge computing 환경에서는 고도의 

융통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 아키텍처 리소스를 감지할 수 있는 

Bridge model을 필요로 한다 [3]. 제안된 기법에서 잠재적인 주제 

모델을 추론하기 위한 샘플링 아키텍처로 처음 도입된 Parameter 

Server Architecture이 사용되었다 [4]. 아래 Fig. 1은 Edge 

computing 환경에서의 파라미터 서버 프레임워크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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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chitecture of a parameter server framework in 

Edge computing environment

1.2 Stale Synchronous Parallel

최근 부분 동기 모델 또는 경계 모델이라고 하는 SSP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SSP는 작업자가 파라미터 서버에서 오래된 버전의 업데이트를 

받는 제한된 Staleness 개념을 사용한다 [5]. Staleness 에서 작업자 

는 보다 오래된 업데이트를 얻는다. 즉, 위 Fig. 1에서 음영 

영역으로 표시된 iteration 0에서  까지를 의미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제안하는 기법에서 파라미터 서버는 작업자 그룹에서 기계 학습이 

수행되는 방법을 감독하고 병렬 기계 학습에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

을 제공한다. SSP 모델은 작업자 노드에서 분산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 

노드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제거되는 동적인 환경에서 노드의 성능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동기화 모델은 분산형 기계학습 환경에 

실시간으로 적응해야 한다. 첫 번째로, SSP 모델의 계산 비용의 

성질을 확률 모델로 근사하여 분석해야 한다. 비용분포를 근사화하기 

위한 확률 모델로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하여 최적의 Staleness level을 

얻을 수 있다. Bulk Synchronous Parallel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일관성 알고리즘으로, Staleness level이 0 일 때 SSP에서 BSP가 

한 번 발생하므로 SSP 알고리즘의 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아래 

수식은 BSP 시스템의 각 각의 슈퍼스텝에 대한 비용이다 [6].

  max 

여기서 max는 최대 계산 비용, 는 모든 프로세서의 통신비용, 

은 지연도로 노드를 동기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제안된 

기법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max만을 고려한다. 

개의 노드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 max의 기대 값을 구하는 

것은 단일 슈퍼스텝에서 최대 계산 비용을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독립확률변수 에 대한 

max의 기대 값은 m ax 값과 같다. 를 가우시안 분포의 

누적분포함수라고 하면

max
 

  




  

 max
  

 ∞

∞






로 표현되며, BSP가 수렴을 위해 개의 슈퍼스텝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계산 비용은 아래와 같다.

   ∙

BSP와 비슷하게, 단일 파라미터 서버에 할당된 일꾼 노드들은 

가우시안 분포   를 따르며 하나의 노드로 시작하여 번 

동안의 반복 비용은 아래와 같다.

   ∙  ∙

여기서 와 는 각 각 노드 정지조건(Bounded condition)의 

확률과 기대 값이고, 는 가우시안 분포의 확률변수 의 기대 

값이다. 즉, 한 노드에서 한 번 반복 실행하는 계산 비용의 정지 

조건과 비 정지 조건에서의 기대 값을 합한 것과 같다. 따라서 모든 

반복 비용의 합은 아래와 같다.

 
  



 
  





BSP의 비용은 슈퍼스텝을 통해 유도되었으며, SSP의 비용은 각 

각의 반복에 대해 유도되었다. 위 식에서 는 수렴을 위해 필요한 

총 반복 횟수이고, 는  에서  번째까지 반복과정

이다. 이는 정지조건이  번째 반복 전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번째 반복까지의 계산 비용은 각각의 비용에 

대한 확률변수의 평균의 합과 같다. n개의 일꾼 노드에 대한 계산 

비용은 확률변수 에 의해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1번 

노드가 2번 노드에 의해 정지 조건이 걸릴 확률은 아래와 같다.

   ∙  

또한 2번 노드가 첫 번째 반복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1번 노드가 

 번째 반복으로 전이되어야 한다면,

  


 




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와  사이의 Ratio distribution 

[7]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같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는 두 확률변수 

사이의 Ratio distribution에 대한 누적분포함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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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은 같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는 에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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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를 이용하여 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는 노드가 Staleness 베리어에 의해 정지되었을 때의 기대 값이

며, 정지되기 전의 비용의 기대 값은 이다. 이것은 정지 후 대기시간의 

확률변수 차의 최댓값에 대한 기대 값이다. 그리고 정지된 노드의 

수에 상관없이 대기 시간은 가장 느린 노드에 의해 변경되므로 확률변

수    가 정의되며 가우시안 분포 를 따르므로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max

위 식의 두 번째 항은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max  
∞

∞






위 수식을 통해 Staleness를 인수로 하는 SSP기법의 총 비용 

함수는 아래와 같다.

 




  


 ∙ 

  


 ∙ ∙

아래 Fig. 2는 각기 다른 Staleness level에 대한 계산 비용의 

결과 값이다. 시뮬레이션에는 100개의 노드가 사용되었으며, 각 한 

주기 동안 평균 100초의 시간을 갖는다.

Fig. 2. Estimate of computing cost according to Staleness level

위 Fig. 2에서 오른쪽 그래프는 노드비용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분

포 함수이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표준편차가 사용되었으며, 

비용은  Staleness level이 0부터 일직선의 값을 나타냈다. 중간 

정도의 표준편차에서 가 비선형으로 감소하다가 특정 

범위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마지막 그래프는 노드들 간 비용의 차이가 

적은 모델의 비용과 Staleness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결과는 노드들

의 비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Staleness level에 대한 작은 변화가 

전체 비용의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Staleness가 0인 경우 SSP는 BSP와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Staleness level이 증가함에 따라 계산비용은 감소하며 데이터의 

일관성 또한 줄어든다. 최적의 Staleness level은 컴퓨팅 비용이 최소화

되면서 노드의 데이터 일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점이다. 

   을 이용하여 최적의 Staleness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g









≅






위 Fig. 2에서 표준편차가 18인 그래프의 최적 Staleness 는 2로, 

이후의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표준편차가 각 각 30,34,38

일 때 Staleness level은 3,4,5의 값을 갖는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Staleness level을 예측하고 할당하는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Edge computing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환경에 맞게 Staleness level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

로 적대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SSP 기법과 비교 실험하여 제안된 

접근방법의 성능의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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