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컴퓨팅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새로운 FEC (Fog/Edge 
Computing) 패러다임에서 제안되는 모바일 네트워
크의 가장자리(edge cloud)로 이동시켜 사용자 장비
와의 근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응용 서비스를 요구하는 엣지 디바이스(이
동객체)들의 시공간 속성 변화에 따른 동적 위치 변
화 패턴을 예측하여 FEC 환경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분배 및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corresponding author

본 논문은 FEC 환경에서 이동에이전트 기반 오프
로딩 기술 개발의 선행연구로써, 임의의 시공간 환
경에서 다수의 이동객체들의 이동경로들을 빈도수 
기반으로 분석하여 최적 이동경로를 추출하는 방법
을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 가장자리에 컴퓨팅 리소
스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Ⅱ. 최적 이동패턴 추출 제안

2.1 이동객체 및 빈발 이동시퀀스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요구되

는 응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요구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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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Fog/Edge Computing(FEC)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사용자 근접성을 지원하는 컴
퓨팅 리소스의 최적 할당 및 지연시간 감소를 위한 이동에이전트 기반 오프로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이동객체들의 방대한 시공간 이동 이력데이터 집합으로부터 복합적인 시공간 제약
을 적용한 최적 이동패턴 추출 시 수행시간 및 소요 메모리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빈발도 기반의 최적경로 추출을 통하여 향후 FEC 환경에서 계산 오프로딩을 
위한 컴퓨팅 리소스의 분배 및 배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a prior stud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offloading based on mobile agents to optimize allocation of 
computing resources and reduce latency that support user proximity of application services in a Fog/Edge Computing 
(FEC) environment.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effectively reduces the execution time and the amount of memory 
required when extracting optimal moving patterns from the vast set of spatio-temporal movement history data of 
moving objects.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useful for the distribution and deployment of computing resources for 
computation offloading in future FEC environments through frequency-based optimal path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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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는 시공간 
이동객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객체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산적 시점에서 획득됨을 가정
하고, 센서네트워크 상에서 요구되는 응용을 이동
객체로 설정한다. 이동객체들의 이동패턴 추출을 
위하여 이동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인접 공
간영역 간의 최대 시간간격 하에서 최소지지도를 만
족하는 이동시퀀스를 빈발 이동시퀀스로 정의하고, 

빈발도 적용 최적 이동패턴은 정해진 지점들 사이의 
모든 빈발 이동시퀀스들을 탐색하여 최대지지도를 
가지는 패턴으로 정의하여 최적경로를 추출한다.

2.2 최적 이동패턴 추출
이동패턴 추출은 이동객체들의 이동 이력데이터

로부터 이동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생
성하는 과정과 최적 이동패턴 추출과정으로 구분한
다.

1) 이동시퀀스 추출
이동패턴 추출을 위해서는 이동객체의 이동 공간 

이력데이터에 시간간격 제약조건 적용 및 데이터 일
반화를 통해 생성된 이동시퀀스를 사용한다. 다음 
[그림 1]은 이동객체가 이동 가능한 시공간속성 네
트워크상에서의 이동객체의 이동경로에 따른 물리
적 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1. 이동객체의 이동경로에 따른 물리적 요소

공간상의 특정 지점들 간의 최적 이동경로 추출
을 위하여 상세 수준의 이동경로가 제공되어야하므
로,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속성에서 최하위 수준으
로 일반화된  각 아동객체들의 이동공간 노드들을 
연결한 리스트 (예: [그림 1]에서 N1-N14-N19-N21) 
이동시퀀스 집합으로 사용하며, 빈발 2-node 시퀀스 
집합(예: N1-N14, N14-N19, N19-N21)으로부터 후보 
시퀀스 집합들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고 지지도를 적

용하여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빈발 시퀀스를 생
성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 시퀀스들의 항목 차수가 
점차 감소하므로 연산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공간 속성으로 일반화된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므
로 패턴 지식화를 통하여 FEC 컴퓨팅 환경에서 요
구되는 컴퓨팅 리소스 분배 및 배치에 적용이 가능
하다.

2) 빈발도 기반 최적 이동패턴 추출 알고리즘
빈발도 기반 최적 이동패턴 추출 알고리즘은 최

대지지도를 적용한 2-node 시퀀스 생성모듈과 최적 
이동패턴 추출모듈로 구성한다. 2-node 시퀀스 생성
모듈은 최초 출발지(S)로부터 시작하는 2-node 시퀀
스(<nodeS-nodeN>)들을 구한 후 각각에 대한 지지
도를 산출하여 최대지지도를 갖는 2-node 시퀀스를 
추출한다. 추출된 2-node 시퀀스의 연결노드인 
nodeN을 기준으로 주어진 공간 영역 내에서 목적지
(D)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 이동시퀀스들의 집합들에 
대하여 nodeN으로부터 시작하는 2-node 시퀀스 생
성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이 과정은 nodeN이 D이면 
종료하고, S로부터 순차적으로 연결된 nodeN들의 
리스트를 최적 이동패턴으로 결정하여 반환한다.

제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이동패턴 추출과정
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적 이동패턴 추출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 이동패턴 추출방법은 
사용자에 의해 주어지는 시공간제약을 만족하는 빈
발패턴을 추출하며, 이동에 따른 가중치(시간, 거리, 
혼잡도 비용 등)를 적용하지 않고 빈발도를 기준으
로 최적 이동패턴을 추출하므로 다른 알고리즘들
(A*, Dijkstra 알고리즘)에 비하여 실행속도 및 메모
리 소요량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FEC환경에서 엣지 디바이스의 응용서비스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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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이동경로에 근접한 에지 클라
우드 서버에 컴퓨팅 리소스를 분배하거나 새로운 에
지 서버를 배치하는데 적용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
팅의 계산 지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계산 오프로딩 환경 구축에 활용이 가능하다.

Ⅲ. 실험 및 평가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A*(구간범위: 5∼10Km) 
및 Dijkstra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최적 이동패턴 추
출의 효율성과 정확성 기준의 비교실험 결과를 통하
여 평가한다. 최적 이동패턴 추출 시스템은 
Windows x64 OS에서 Eclipse IDE와 JDK 8, Oracle 
10g 버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현하였고, 실
험 데이터는 서울시 도로 네트워크상에서 x_y 좌표
로 임의의 노드(교차, 분기 및 목적지)들을 설정하여 
측정된 택시 운행기록을 이동객체 ID, 노드의 x_y 
좌표 값, 유효시간’으로 표시하여 사용하였고, 이동
객체 1,000개에 대한 10시간의 위치데이터 중 일부
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지로부터 목적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약 150~500회의 경로탐색을 위한 연산시
간, 접근 노드 수 및 경로추출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
다.(상세 결과는 향후 논문지에 발표  예정임)

- 실행시간: 제안 알고리즘은 동일구간에서 경험
적 가중치를 적용한 A* 알고리즘에 비하여 연산시간
이 무시할 정도로 조금 길지만, 동심원 내에 포함된 
모든 노드들을 대상으로 탐색을 수행하는 Dijkstra 
알고리즘과는 큰 차이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 접근노드 수: 제안 알고리즘은 빈발도가 작은 
접근 대상 노드들의 수가 매 단계에서 줄어들기 때
문에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가장 적은 수의 노드 접근 
성능을 보였다. 

- 추출 정확도: 모든 탐색 대상노드들을 탐색하는 
Dijkstra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100%로 설정하여 비
교하면, A* 알고리즘이 경험적 가중치에 의한 직진
성에 의해 탐색 범위가 작으므로 최적경로 추출 확
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고, 제안 알고리즘은 짧은 연
산시간을 고려하면 최적경로 추출의 정확도는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다.

IV. 결  론

본 논문은 FEC 환경에서 컴퓨팅 리소스의 최적 
할당 및 지연시간 감소를 위한 계산 오프로딩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행이며, 이동객체들의 시공

간 이동 이력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시공간 제약을 적
용한 최적 이동패턴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빈발도가 높은 패턴을 추출하여 최적경로를 탐색하
는 제안 알고리즘은 A* 및 Dijkstra 알고리즘들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연산시간과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여 최적경로를 추출하는 장점이 있으며, 경험
적 가중치를 적용한 A* 알고리즘과의 비교 실험 결
과를 통하여 이동경로 상의 사용자 선호도 가중치를 
빈발도와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최적경로의 정확도
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은 이동객체의 이동경로나 시공간
적 동적 특성을 적용한 응용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
하므로, 이는 향후 FEC 환경에서 계산 오프로딩을 
위한 컴퓨팅 리소스의 분배 및 배치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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