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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모바일 엣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MEC)은 높은 컴퓨팅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모바일 장치에서 가까운 MEC 

서버로 오프로딩함으로써 모바일 서비스에 높은 계산 요구량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행 대기 시간과 장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독립적 작업을 통해 MEC 시스템에 대한 작업 오프로드 일정 

및 전송 에너지 할당을 최적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MEC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무선 및 계산 리소스가 

상대적으로 균형 잡혀있는 경우 작업 오프로딩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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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고급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바일 컴퓨팅 시스템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에 모바일 장치의 

제한된 처리 능력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MEC)은 원격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과 달리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내에서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써 급부상하고 있다. 높은 컴퓨팅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모바일 장치에서 가까운 MEC 서버로 오프로딩함으로써 대기 시간 

및 장치 에너지 소비를 포함한 계산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1].

본 논문에서는 작업 오프로딩과 실행을 병렬적으로 구현하여 여러 

가지의 독립적인 작업으로 구분하고 MEC 시스템에 대한 작업 오프로

딩 일정 및 전송 에너지 할당을 최적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현재 MEC와 같은 환경에서 다중 작업의 입력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 시스템 설계를 더욱 

간단히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었다. 하지만 단일 통신 채널 및 단일 

코어를 갖는 MEC 서버는 제한적인 리소스로 인하여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2].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실행 대기 시간과 장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독립적인 작업을 통한 MEC 시스템 작업 오프로딩 

및 전송 전력 할당을 위한 기법을 제안 및 해당 기법의 우수성을 

표현한다.

Fig. 1. Mobile Edge Computing System with Mobile Device and 

MEC Server

작업 오프로딩과 실행을 병렬로 구현할 경우 모바일 엣지 실행을 

요구하는 다수의 독립적인 연산 작업을 가진 단일 사용자 MEC 

시스템을 고려하고, MEC 서버가 순차적으로 다른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 하나의 작업만 입력 데이터를 오프로드 할 수 있는 시간마다 

무선 리소스 제한 시스템을 활용한다. 작업 순서 교환 최소화를 기반으

로 실행 지연과 장치 에너지 소비의 가중치 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성이 낮은 차선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특히 전송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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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되면 최적의 오프로드 스케줄링, 즉 오프로드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은 플로우 숍 스케줄링을 활용하여 얻는다. 또한, 주어진 

작업 오프로딩 스케줄링 순서를 갖는 최적의 송신 전력 할당은 컨벡스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여러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MEC 시스템에 

대한 공동 작업 오프로딩 스케줄링과 전송 전력 할당을 기반으로 

플로우 샵 스케줄링과 컨벡스 최적화에 기반하여 실행 지연과 장치 

에너지 소비의 가중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낮은 복잡도의 차선책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특정 계산 기능을 갖춘 

모바일 장치에 대한 제안 기법의 확장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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