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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곳이 멀리 떨어진 데이터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단말 장치 혹은 게이

트웨이와 같은 엑세스 포인트에 가까운 엣지 사이드에 컴퓨팅 능력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을 부가함으로써 저지연/초
고속컴퓨팅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엣지 컴퓨팅의 종류로는 Mobile edge computing, Fog computing, Cloudlet 
computing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엣지 컴퓨팅을 실제 구현/구축하기 위해 현존하는 오픈 소스 플랫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다. 각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에 대해 구조 및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비교 분석함으로

써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엣지 노드를 구축 하고자 하는 산업계 엔지니어들에게 사용 사례에 부합

한 최선의 엣지 플랫폼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Edge computing is a technology that can prepare for a new era of cloud computing. Edge computing is not a remote 
data center where data is processed and computed, but low-latency/high-speed computing is realized by adding computing 
power and data processing power to the edge side close to an access point such as a terminal device or a gateway. It 
is possible. The types of edge computing include mobile edge computing, fog computing, and cloudlet computing. In this 
article, we describes existing open source platforms for implementing edge computing nodes. By presenting and 
comparing the structure, features of open source edge platforms, it is possible to acquire knowledge required to select the 
best edge platform for industrial engineers who want to build an edge node using an actual open source edge comput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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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엣지 컴퓨팅은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컴퓨팅 테

스크를 사용자와 가까운 엣지 장치로 분산하거나 오프

로딩하여 다양한 사용자 엣지 응용 시나리오를 충족시

키는 데 활용 되어질 수 있다. 즉, 엣지 영역에서 호스트 

및 단말로 흘러들어온 데이터를 컴퓨팅/분석/처리/저장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엣지 컴퓨팅을 이용하여 데이터

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곳이 멀리 떨어진 데이터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 장치들과 가

까운 엣지에 컴퓨팅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을 부가하여 컴

퓨팅 작업을 수행하여 초고속/저지연 컴퓨팅 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데이터들이 모이

는 곳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클
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몰리면 정체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빠르게 분석 결과를 

받아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달리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로컬리

티 및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킹/컴퓨팅을 가능하게 하고 

응용 대기 시간을 줄여 준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엣지 컴

퓨팅은 거의 실시간 상호 작용, 대규모 데이터 저장 및 이

동, 향상된 보안 및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컨텍스트 인

식, 대규모 및 소규모 사이트에 대한 다중 액세스 네트워

킹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용에 활용 된다.단말 데이터

가 수집되는 에지에서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분석된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엣지 컴퓨팅의 종류로는 Mobile edge computing, 

Fog computing, Cloudlet computing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이러한 세 가지 엣지 컴퓨팅 종류 안에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1-7].
본 논문에서는 StalingX, Akraino 엣지 스택[8]을 포

함하여 엣지 컴퓨팅 노드를 실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현존하는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들의 구조 및 특징 분석

에 초점을 맞춘다. 현존하는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들에 

대해 구조,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비교 분석함

으로써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엣지 노

드를 구축 하고자 하는 산업계 엔지니어들에게 목표로 

하는 사용/응용 사례에 부합한 최선의 엣지 플랫폼을 선

택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엣지 컴퓨팅 종류

본 섹션에서는 에지 컴퓨팅을 구현한 일반적인 세 가

지 종류에 대해 간략히 기술 한다. Fog Computing, 
Mobile Edge Computing, Cloudlet Computing은 엣지 

컴퓨팅의 세 가지 일반적인 종류이다.

•MEC (Mobile Edge Computing) : 컴퓨팅 액세스 및 

스토리지 용량을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에지로 가져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황 인식을 향상

시킨 분산 컴퓨팅 인프라 이다 [1-3]. MEC 노드 혹은 

서버는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 또는 매

크로 기지국과 함께 배치된다. MEC 무선 단말은 이

러한 MEC 인프라를 이용, 가상화된 자원에서 계산 

및 저장을 수행할 수 있다.
•FC (Fog Computing) : 엔드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사

이의 아키텍처 지점에 배치된 Fog Computing 노드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 컴퓨팅 인프라 이다. 이러한 노드

는 본질적으로 이기종이므로 라우터, 스위치, 액세스 

포인트,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

으로 할 수 있다 [2-3].
•Cloudlet Computing (CC) : WLAN을 통해 최종 단말 

및 사용자에게 자원을 실시간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가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이

터 센터를 이용한다 [2-3]. 고 대역폭의 원 홉 액세스

를 통해 제공하므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연 시간

이 짧다.

표 1 안에 정리한 것처럼 세 가지 엣지 컴퓨팅 종류에

는 사용 사례에 적합한 고유한 특징이 있다. FC는 더 적

은 자원, 낮은 지연, 다양한 장치 유형에 연결을 필요로 

하는 사용 사례에 더 적합할 수 있고, 반면 MEC와 CC
는 계산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경우와 자원 프로비저

닝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더 적합하다.

Edge Computing 
Type

FC (Fog 
Computing) MEC CC (Cloudlet 

Computing)

Device/
Location

Router/Switch, 
Access points, 

gateways
Servers in 
BS or CO

Compact size 
data centers

Table. 1 Comparison between edge comput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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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 분석

3.1.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 

최근 엣지 컴퓨팅을 위한 오픈 소스 플랫폼이 많이 등

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use case 시나리오

를 지원하고 있다. 본 섹션에서는 현재까지 소개된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을 구조, 특징 관점에서 분석 제시한

다. 이를 통해 특정 유스 케이스를 지원하는 최선의 오

픈 소스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찾을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 번째 플랫폼은 Linux Foundation에 의해 지원되는 

엣지 스택인 Akraino 이다 [9]. Akraino의 목표는 Akraino 
커뮤니티에서 생성한 다양한 사용 사례에 최적화된 엣

지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드는 것이다. Akraino의 이러

한 다양한 사용 사례에 최적화된 E2E 스택을 blueprint 
라 정의하며, 이는 클라우드 아래 인프라 계층에서 상위 

에지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에 이르기까지 에지 구현에 

필요한 모든 계층을 포괄한다. Akraino는 무선 에지 클

라우드, 통합 에지 클라우드, 원거리 분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에지 사용 사례에 구축 가능한 최초의 오픈 소스 

플랫폼을 지원하였다. 사용자는 Akranino를 이용해 사

용자 요구 사항에 따른 모든 분야의 사용 사례에 적용 

가능한 엣지 구축을 위한 blueprint를 선택할 수 있다 

[9].
그림 1은 Upstream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그리고 앞

으로 추가될 기능들을 표시한 Akraino 엣지 스택의 구

조를 나타낸다. 주황색은 Akraino와 관련된 upstream을 

나타내며, 하늘색은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나타낸다. 

Fig. 1 Akraino edge stack architecture [9]

그리고 보라색은 앞으로 추가될 기능들을 의미한다 

[9]. Akraino 엣지 스택은 5G, AI, Edge IaaS/PaaS, IoT
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 사례에 걸쳐 공급자 및 엔터프라

이즈 에지 도메인 모두에 적용되는 Edge 용 인프라 및 

응용 설계도를 이야기 한다.
AT & T, Intel 및 SK Telecom에서 참여한 Airship은 

OpenStack Foundation 의해 탄생된 플랫폼이다. 처음부

터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부트 스트랩 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편리한 엣지 노드 구축 도구이다 [10]. 그림 2 안
에 Airship 구조에서 보여 지듯이 Airship은 Helm 차트

로 이루어진 모든 플랫폼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YAML 파일 내에서 간단한 변경을 통해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있다 [10]. 
인프라는 YAML 파일을 통해 관리되며, 구축 및 업

데이트를 위한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존재한다. 플랫폼

을 자동화하기 위해 복잡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개발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Containers 및 Helm 차트는 

Airship 자체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기본 구축 단

위로 소프트웨어 오케스트레이션 로직을 엣지에 위치

시킨다. Airship은 새 차트를 추가하는 것만큼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스택을 확장할 수 있다. 모든 버전을 포함한 

Edge Computing 
Type

FC (Fog 
Computing) MEC CC (Cloudlet 

Computing)

Logical 
Proximity

One/multiple 
hops One hop One hop

Ability for real- 
time interaction High Medium Medium

Multi-tenancy Supported Supported Supported

Computation 
power Medium High High

Power 
Consumption Low High Medium

Coverage Low High Low

Server Density Medium Low High

Fig. 2 Airship simplified architect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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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상태는 선언적으로 지정되며 Airship, Helm 및 

Kubernetes는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컨테이너 구성을 

정렬한다. 모든 작업과 서비스는 컨테이너로 실행되고 

Kubernetes의 복원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원된다. 
Airship 구성 요소는 Helm 차트로 구축되고 Kubernetes
서비스로 실행되어, 이를 통해 시스템의 다른 소프트웨

어 구성 요소처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10].
위에서 설명한 Airship 엣지 스택 기능을 토대로 

Airship 엣지 스택 구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simple”, 
“flexible”, “repeatable”, “resilient”, “self-hosed”로 요약 

되어질 수 있다 [10].
2018년 5월 StarlingX는 OpenStack Foundation에 의

해 탄생하였다. StarlingX는 에지 및 IoT 사용 사례에 최

적화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한다 [11]. 그림 3에서처럼

OpenStack, Kubernetes, Ceph 등과 같은 더 많은 오픈 

소스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안정성이 뛰어난 에지 

인프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호스트 관리(host 
management), 오류 관리(fault management), 서비스 관

리(service management), 소프트웨어 관리(software 
management)와 같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11]. 그림 

3의 엣지 스택을 기반으로 원격 엣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호스트에서의 노드 환경 설정, 서비스 관리,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행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서버

나 네트워크에 발생한 문제를 운영자에게 알리는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OVS-DPDK, SR-IOV를 포함한 여러 

가속화 기술도 플랫폼 내부에 구현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StarlingX는 관리 효율성과 플랫폼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최단 대기 시간, 작은 설치 공간 및 확

장성을 제공한다. 아키텍쳐 측면에서 StarlingX는 MEC

와 Cloudlet Computing의 특성에 보다 부합한다. 가상

화 자원을 기반으로 자원 프로비저닝 기능이 있기 때문

이다. 사용자 응용 사례는 MEC 범주 안에 있다 [11]. 
다음으로 CORD은 SDN, NFV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

워크 엣지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12]. 여러 오

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합한 CORD는 네트워크 운영자에

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개방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엣지를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통신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2].
CORD는 내장 서비스 기능을 갖춘 에지 데이터센터

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합하는 클라우드 네

이티브 설계 원칙을 이용한다. 데이터센터 (CORD)는 

기존 Central office를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를 위

한 엣지 클라우드로 관리한다. AT&T에서 제안한 CORD
는 그림 4와 같이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를 SDN (Software-Defined Network) 컨트롤러

로 사용하고 XOS를 오케스트레이터로 사용하여 종단

간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CORD는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다[12]. 

⦁PLATFORM: 공통 기본 계층인 PLATFORM 에는 각 

스위치에 Stratum이 로드된 Kubernetes (컨테이너 관

리시스템) 및 ONOS (SDN 컨트롤러)가 포함된다.
⦁PROFILE: PROFILE은 특정 POD 위에 동작시키기 

위해 선택된 마이크로서비스와 SDN 컨트롤러 응용

의 집합체라 이야기할 수 있다.
⦁WORKFLOW: WORKFLOW는 운영자 네트워크 안

에 POD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통합 로직이다.
⦁CI/CD TOOLCHAIN: 특정 platform, profile, workflow 

조합을 조립, 구축, 운영 및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

된다.

Fig. 4 CORD architecture [12]Fig. 3 StarlingX architect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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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NFV architecture [13]

다음으로 OPNFV는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엣지 

컴퓨팅 기능을 향상시키며, MEC 구현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OPNFV는 성능 및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켜 안

정성, 가용성 및 서비스 가용성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플

랫폼을 제공함으로써 NFV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OPNFV는 그림 5와 같이 OpenDaylight, OVN, 

OpenStack, Kubernetes, Ceph Storage, KVM, Open 
vSwitch, Linux, DPDK 및 FD.io와 같은 업스트림 프로

젝트 구성 요소를 통합하여 NFV (NFV Infrastructure) 
및 VIM (Virtualized Infrastructure Management) 구축에 

중점을 둔다. 또한 NFV 구성 요소들에 API를 제공하는 

능력은 VNF 및 MANO 구축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형

성한다. OPNFV는 ODN (OpenDaylight)을 SDN 컨트롤

러로 사용하고 ONAP (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를 오케스트레이터로 사용한다 [13]. 

OPNFV 구조는 Software Platform, Tooling and testing, 
Applications 기본 블록으로 구성되고, OPNFV 소프트

웨어 플랫폼은 다음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Virtual Infrastructure Management (VIM): OPNFV는 

OpenStack 및 Kubernetes를 이용해 가상 인프라를 관

리 한다. OpenStack은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데, 모든 기술이 NFV 도메인과 관련

이 있는 것은 아니다. OPNFV는 OpenStack의 하위 세

트를 이용해 설치하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엔

진인 Kubernetes를 이용한다. Kubernetes는 CNF (Cloud 
Native Network Functions) 용 VIM으로 설계된다.
⦁Operating Systems: OPNFV는 모든 대상 시스템에서 

Linux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Ubuntu, Centos, SUSE 
Linux가 포함된다. 

Fig. 6 EdgeX Foundry platform architecture [14]

EdgeX Foundry는 Linux Foundation 아래의 또 다른 

엣지 플랫폼 구조이며, 산업 IoT 분야에 적합한 플랫폼

이라할 수 있다 [14]. EdgeX Foundry은 엣지 프로토콜 

표준에서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킨 동시에 에지 분석, 데
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관리 

같은 부분을 강화하고, IoT 엣지에서 필요에 따라 north, 
south 통신을 지원한다. EdgeX Foundry는 그림 6에서처

럼 느슨하게 결합되어 계층화된 엣지 아키텍처로, 사용

자가 솔루션 스택에 있는 호스트 장치 기능에 따라 에지 

컴퓨팅 노드에 다양한 플러그 앤 플레이 마이크로 서비

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그림 6에서 보여지

는 바와 같이 장치 관리 및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모

두 지원하므로 모든 종류의 장치와 통신하기에 적합한 

플랫폼 구조이다 [14]. 
EdgeX Foundry는 설치 공간이 작기 때문에 게이트

웨이 및 라우터와 같은 엔드 디바이스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

용자가 자신의 컴퓨팅,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장치를 개

발하고 장치 내부에 배치하는 것이 편리하다. EdgeX 
Foundry는 다양한 액세스 장치에 위치함으로 인해 일반

적인 FC (Fog Computing) 구현으로 분류 할 수 있다.
EdgeX Foundry의 기본 구조는 그림 6과 같으며, 다음

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14].

⦁Required Interoperability Foundation (그림 6 안에 보

라색 부분): 코어 서비스 (Core Services), 디바이스 서

비스 (Device Services via SDK),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 
프레임워크 (Microservice Deployment Framework), 
데이터 플로우를 위한 APIs 제공, (Foundational APIs 
for Data Flow), 시스템 관리 (System Management), 
등록 및 구성(Registry and config)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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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Reference Services (그림 6 안에 회색 부분): 
완전한 에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필요

한 레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개발자는 이

러한 옵셔널 서비스를 부가하여 기능적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체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다. 

Fig. 7 OpenEdge architecture [15]

OpenEdge는 Linux Foundation의 또 다른 오픈 에지 

컴퓨팅 프레임워크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서비

스를 에지 장치로 확장하였다 [15]. OpenEdge는 일시적

인 오프라인 서비스, 저지연 컴퓨팅 서비스 및 디바이스 

연결, 메시지 라우팅, 원거리 동기화, 기능 컴퓨팅, 비디

오 캡쳐, 상태 보고, 구성 관리와 같은 세부 기능을 제공

한다.
OpenEdge는 새로운 엣지-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엣지 운영 관리 시스템을 또

한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여 노드,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클라우드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을 에지 노드에 자동으로 배포하여 다양한 에지 컴퓨팅 

시나리오를 동작 시킬 수 있다. AI 머신 및 5G 도로 장치

와 같은 최신 엣지 장치에 특히 적합하다 [15]. 
OpenEdge는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 통신에 사용되는 

MQTT 프로토콜을 통해 컴퓨팅 및 네트워킹을 위한 성능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OpenEdge는 Kubernetes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자체 에지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OpenEdge는 FC(Fog Computing)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구조는 그림 7에서처럼 Edge Computing Framework
과 Cloud Management Suite로 구성된다 [15].

⦁Edge Computing Framework: Edge Computing 
Framework는 에지 노드의 Kubernetes에 의해 실행되

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엣지 응용 프로그램을 관

리, 구축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에는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baetyl-init, baetyl-core, baetyl- function) 및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모든 시스템 응용 프

로그램은 Baetyl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므로 구성 할 

필요가 없다.
⦁Cloud Management Suite: Cloud Management Suite

는 노드, 어플리케이션, 구성 및 배포를 포함하여 모

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책임진다. 이러한 자원 관리

는 기능 확장, 서비스 접속, 다양한 응용 제공을 가능

케 하는 플러그 인 기능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Cloud Management Suite의 배포/구축은 매우 유연하

게 적용될 수 있다. K8S/K3S을 지원하고 단일 테넌시 

및 다중 테넌시를 지원한다. Cloud Management Suite
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은 엣지 노드 관리, 온라인 설

치, 엣지와 클라우드 사이에 동기화, 노드 정보 및 상

태 수집, 응용 구축 관리, 구성 관리 등을 포함한다.

Huawei 주도하에 탄생한 KubeEdge는 최초의 

Kubernetes 기반 엣지 플랫폼이다 [16]. 기본 컨테이너

화 된 응용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에지 호스트로 확장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KubeEdge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이미 내부에 장치 관리, 클라우드 동기화 및 서비스 유

지 관리 키트를 적용하여 에지 사이트의 Kubernetes 기
반으로 미니 클라우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KubeEdge
는 설치 공간이 작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와 같은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사용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KubeEdge
는 일반적인 FC (Fog Computing)으로 분류할 수 있으

며, key 구성 요소는 그림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16]. 

Fig. 8 KebeEdge architecture [16]



오픈 소스 엣지 컴퓨팅 플랫폼 분석: 구조, 특징, 비교

991

⦁Edged: Edged는 사용자 응용을 관리하기 위한 엣지 

노드 위에 동작하는 하나의 에이전트이다.
⦁EdgeHub: EdgeHub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통, 클라

우드 자원 업데이트, 엣지 호스트 및 장치 상태 변화 

보고 역할을 하는 웹 소켓 클라이언트이다.
⦁EventBus: EventBus는 MQTT 서버와 소통하기 위한 

그리고 타 구성 요소들에게 등록 및 출판 기능을 제공

하기 위한 MQTT 클라이언트이다. 
⦁DeviceTwin: DeviceTwin은 클라우드에 디바이스 상

태를 저장하고 동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응

용들을 위한 query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MetaManager: MetaManager는 Edged와 Edgehub사

이에 메시지 프로세서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메

타데이터를 저장하고 혹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메타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한다.

kubeEdge의 강점은 다음처럼 요약되어질 수 있다. 
엣지와 클라우드 사이에 대역폭을 감소시키고 데이터

의 보안 기능이 엣지에 위치함으로 인해 향상된다.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 privacy를 보호한다. 개발자는 보통의 

HTTP 혹은 MQTT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 할 수 

있고, 엣지/클라우드 영역 어디에도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단순화 시킨다. 또한 사용자는 클라우드 

안에 보통의 클러스트 자원과 같이 엣지 노드를 위한 응

용을 조직화하고,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응용/
디바이스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엣지 노

드에 복잡한 기계 학습 응용, 이미지 인식, 이벤트 처리 

등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응용들을 동작시킬 수 있다 

[16].

3.2.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 비교 

표 2는 3.1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각 오픈 소스 엣

지 플랫폼을 edge computing 종류, 다양한 특징(foundation, 
scope, layer, SDN, focus, version, infra)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2 안에 각 오픈 소스 엣지 플랫폼의 

특징은 3.1절 안에 설명 한바 있다. 표 2 안에 내용을 토

대로 엣지 노드를 구축/구현하고자하는 산업계 엔지니

어들에게 실제 목표로 하는 사용/응용 사례에 부합하는 

특징을 갖는 최선의 엣지 플랫폼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제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Ⅳ. 결 론

엣지 컴퓨팅은 컴퓨팅 테스크를 사용자와 가까운 엣

지 장치로 분산하거나 오프로딩하여 다양한 사용자 엣

지 응용 시나리오를 만족시키기 위한 분산 컴퓨팅 패러

다임이다. 엣지 컴퓨팅의 구현 종류로는 Mobile edge 
computing, Fog computing, Cloudlet computing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엣지 컴퓨팅을 실제 구축하기 위해 필요

한 현존하는 오픈 소스 플랫폼들을 묘사하였다. 각 오픈 

Edge Platform Edge Computing 
Type Foundation Scope SDN Focus Latest 

version

Akraino Not classified Linux 
Foundation

Development of edge solution to 
address Enterprise, and Industrial IoT N/A All-in-one edge 

stack 2.0

StarlingX MEC or CC OpenStack 
Foundation

Development of integrated edge 
solution optimized to IoT use cases ODL Industrial IoT and 

MEC 3.0

Airship Not classified OpenStack 
Foundation Open edge computing framework Calico Openstack on 

Kubernetes 1.0

CORD CC Linux 
Foundation

Building of edge data-center and its 
framework ONOS MEC for residential, 

enterprise & mobile 6.0

OPNFV MEC Linux 
Foundation

Building of NFV and VIM to both 
cloud and edge ODL MEC for residential, 

enterprise & mobile 3.0

EdgeX Foundry FC Linux 
Foundation

Common framework for Edge 
solutions N/A Industrial IoT 4.0 

OpenEdge FC N/A Open edge computing framework N/A IoT 2.0

KubeEdge FC Linux 
Foundation

Extend native containerized 
application orchestration capabilities 

at Edge
N/A IoT 1.3

Table. 2 Comparison between open source edge computing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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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엣지 플랫폼에 대해 구조 및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오픈 엣지 플랫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오

픈 소스 엣지 컴퓨팅 플랫폼의 묘사 및 비교 분석 내용

을 통해 산업계 엔지니어들이 실제 엣지 노드 구현/구축

을 위한 최선의 엣지 플랫폼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하나

의 제반 지식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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