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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운 엣지 플랫폼에서 동일한 머신 러닝 모델로도 확장 가능한 분석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으로 협업 분석 하는 설계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실제 사용자 분석 결과 적응적인 

컨텐츠 서비스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서로 다른 성능을 갖는 엣지가 협업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 받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화 하고 다수의 엣지에 해당 서비스를 분산 분포하여 연결한다. 해당 방법은 전체 서비스를 상호 독립적인 최소 구성 

요소로 분할하고 모든 요소가 독립적으로 연동되어 타스크를 수행하게 하며 유사한 프로세스는 공유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엣지들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분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1. 서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서비스에 활용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충분한 처리 자원과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종속성, 개인정보를 

포함한 단말의 데이터를 원거리로 전송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최근에는 

엣지 컴퓨팅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생산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는 기술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앙 클라우드 해킹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엣지의 이런한 장점으로 클라우드의 

역할 일부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엣지 디바이스는 그 특성이 단말마다 다양하여 설치 및 유지 이용에 대한 

표준화가 어렵고 장비 자체의 성능이 클라우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분석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어 성능과 그 특성이 제각각인 엣지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엣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모듈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놀리식 서비스 방식보다는 

모듈화 되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용이한 마이크로서비스[ 1 ]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엣지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협업을 통해 사용자를 분석하고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설계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해당 방법은 전체 서비스를 상호 

독립적인 최소 구성 요소로 분할하고 모든 요소가 독립적으로 연동되어 

타스크를 수행하게 하며 유사한 프로세스는 공유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엣지들간 협력으로 효율적으로 분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2.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적응적 컨텐츠 서비스

고려하는 서비스의 기본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카메라는

사용자가 방문시 얼굴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있다. 입력 

영상에서 사용자의 얼굴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얼굴 이미지만 잘라 주요한 

피처를 추출한다. 주요 피처는 멤버를 판단할 수 있는 영상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특정 멤버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듈에 

전달되어 분석된다. 분석된 결과는 컨텐츠 서비스에 전달되고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멤버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전달해야 하는지 

결정하여 서비스한다.  

그림 1은 기본 시나리오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빠른 분석을 위해 영상 분석 및 판단은 엣지에서 하고, 이 결과에 기반한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포함한 어디서든 제공되는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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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 엣지 클러스터 내부에서 각 마이크로서비스간 데이터 전송은 

MQTT 프로토콜, 마이크로서비스에서 외부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의 전송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마이크로서비스의 입출력 데이터들은 어떤 마이스크로서비스와 

연결되더라도 그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 가능하도록 그 포맷과 연동 

방식을 정의하고 서비스 배포 상황에 맞게 기술하면 플랫폼은 관련 

정보를 해석하여 배포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를 위해서 총 4 개의 

마이크로서비스를 정의하였다. 얼굴을 인식하는 마이크로서비스인 Face 

Detection(FD)는 영상 입력을 받아들여 해당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FD 가 사람의 얼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얼굴 영역에 대한 정보를 Face Extractor(FE)에 전달한다. 

FE 는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Motion Verification(MV)에 전달하고 

MV 는 사용자의 멤버 판단 결과를 Contents Service (CS)에 전달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림 2는 외부 연동과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연결 구조도를 나타낸다. 단일 그룹이 아닌 A, B 

두그룹에 대해 멤버 여부를 결과를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개인 정보의 노출 없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와 같은 외부 서비스와 연동될 수도 있다. 기존 

모놀리식 방법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약 사용자가 N 개의 

그룹의 사용자인지 각각 판별하는 서비스로 확장할 경우 N 쌍의 FD, FE, 

MV 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은 엣지에게 작업량의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서비스 방식으로 설계하여 동일한 FD, FE 가 

다수의 MV 와 연결되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면 논리적/물리적으로도 

각각 분리 되어있는 여러 엣지 활용의 조합으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마이크로서비스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을 상황에 맞는 

서로 다른 엣지에 서비스를 자유롭게 배포하고 각각의 마이크로서비스의 

연결성과 정해진 데이터 타입만 정의하여 교환함으로써 서비스의 확장과 

변경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표 1은 위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입출력 정보를 나타낸다. FD 의 입력은 카메라의 영상 

스트리밍, 출력은 TYPE_FI 로, 이미지 입력을 받으면 TYPE_FI 를 

출력하는 마이크로서비스로 정의하였다. TYPE_FI 는 MxN 크기의 사람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RGB 영상 이미지를 출력한다. 

표 1.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입출력 정보 

Identifi

er 
Input Input Type Output Output type 

FD Camera URL 
Video 

Streaming 

MQTT://mq

tt/face_ima

ge 

TYPE_FI 

FE 
MQTT://mqtt/fa

ce_image 
TYPE_FI 

MQTT://mq

tt/face_feat

ure 

TYPE_FF 

MV 

(A & 

B) 

MQTT://mqtt/fa

ce_feature 
TYPE_FF 

HTTP Post TYPE_MR 

MQTT://mq

tt/member_

result 

TYPE_MR 

CS TYPE_MR TYPE_MR - - 

TYPE_FF 는 멤버를 구분하기 위한 피처들의 집합으로 실수 

집합을 출력으로 생성한다. TYPE_MR 은 주요 피처들의 정보를 기반하여 

해당 그룹의 이름과 그 그룹 멤버로 판단되는 신뢰도 값의 집합이다. 

출력된 마지막 TYPE_MR 을 받는 CS 서비스는 결과에 기반하여 적절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3. 결론

한정된 자원과 표준화 하기 힘든 서로 다른 성능을 갖는 엣지들을 

분석에 활용 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설계 방식이 

요구된다. 엣지 클러스터를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 설계 

방식으로 마이크로서비스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활용한 멤버 분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보았다. 향후 제안한 설계를 기반하여 클라우드-엣지 

플랫폼을 연동하는 분산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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