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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Wearable 기기, 스마트폰 등 많은 종류의 기

기들이 다양한 물리적인 상황들을 인지하고 활용하

기 위하여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기기 간, 그리고 기기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이용하

여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공유되는 개념인 IoT

(Internet of Things), 그리고 더 나아가 IoE(Internet

of Everything)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스

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C-ITS(Collaborative Intel-

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스마트 환경 등 다양

한 IoT 응용 서비스가 연구되고 발전하게 되었고[1-

3], IoT 기기들의 통신방식을 고려한 mMTC(mas-

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는 5G의 핵심 

통신 타입으로 정의되었다[4].

이러한 IoT 서비스들은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

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

다가 처리 지연 및 코어 네트워크 부하 증가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사용

자 근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그 컴퓨팅 개념이 

도입되었다[5]. 하지만 IoT의 특성 상 물리적으로 인

접한 IoT 기기들의 다수 요청이 짧은 시간 내에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적으로 설치된 포그 컴퓨팅 노

드(Fog Computing Node, FN)에도 부하가 집중될 

수 있다. 최근에는 해당 이슈를 고려하여 정적으로 

설치된 FN 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FN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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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프로딩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6-

11]. 이러한 동적인 FN들은 이동성으로 인해 기회적

으로 자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적 포그 컴퓨

팅 노드(Opportunistic FN, OFN)라는 용어로 정의

되었고[7], 차량, 스마트폰, 드론 등 그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8]. OFN 관련 연구로는 OFN을 통해 

테스크를 오프로딩 연구[6,9], 재난 상황 등 네트워크 

인프라 사용이 불가할 때 OFN을 통한 기회적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연구[7], 그리고 OFN을 통해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받는 연구[10,11]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위치 기반 서비스는 IoT 핵심 서비스들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 디바이스 찾기,

물류 시스템, 그리고 지능형 차량 시스템 등 다양한 

상용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12].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IoT 기기의 위

치 관리가 필요한데, IoT 기기의 위치 관리는 크게 

IoT 기기 스스로의 위치 업데이트 또는 참조 노드의 

도움을 통한 위치 업데이트를 통해 운영될 수 있다

[12]. 하지만 IoT 기기들은 인접한 영역에 다수가 존

재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기가 위

치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되면 네트워크 입장에서 시

그널링 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 업데이트를 지연시키거나[13,14], 중요 위치에

서만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연구[15], 그리고 그룹을 

형성하여 대표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연구[16,17]

등이 제안되었는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IoT 기기들

의 자체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만이 고려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IoT 기기들의 위치 업데

이트를 기회적으로 가용한 자원인 OFN을 통해 수행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시그널링 부하를 줄이고 OFN

의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OFN 활용 연구

OFN은 기회적으로 연결성과 자원 가용성을 제공

하기 때문에 이동성 및 서비스 지연 이슈 등 기존의 

정적인 FN과는 다른 다양한 새로운 특징들을 고려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 특히 OFN을 통한 테스

크 오프로딩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기회

적인 가용성을 고려하여 OFN과 FN의 협력적 처리 

또는 OFN들간의 분산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처리 등

이 아키텍처로 고려되고 있다[6,9]. Y.Kyung의 연구

[6]에서는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테스크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지연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여 지연에 민

감한 요청들은 정적인 FN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

하고, 지연에 둔감한 요청들은 동적인 OFN을 통해 

기회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Y.Liu의 연구[9]에서는 다수의 

테스크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크 간의 의존

성을 고려하면서 서비스 지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OFN 및 FN 가용 자원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OFN을 통한 컨텐츠 공유 서비스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L.Yao의 연구[10]에서는 

사용자들의 사회적 유사성 및 경로 히스토리를 기반

으로 OFN에 컨텐츠를 캐싱하여 캐시 hit 비율을 높

이고 컨텐츠 서비스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Y.Zhao의 연구[11]에서는 OFN들 간의 컨택

을 Markov chain 모델을 통해 모델링하고, 최적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OFN 컨텐츠 캐싱 방법을 제

안하였다.

2.2 IoT 시스템의 위치 관리 연구

IoT 시스템에서 다수의 IoT 기기들이 수행하는 

위치 업데이트로 인한 네트워크의 시그널링 부하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17]. H. Fu

의 연구[13]와 C. Lee의 연구[14]에서는 시간 지연 

타이머를 적용하여 타이머가 만료되기 전의 이동은 

체류 시간이 매우 짧은 이동이기 때문에 핑퐁 효과를 

줄이고자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시

그널링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H.

Ko의 연구[15]에서는 기기의 이동 패턴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체류 시간이 긴 위치에서 업데이트를 수

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Markov decision process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H. Fu의 연구[16]에서는 중앙집

중적으로 위치 관리 매니저에 의해 기기들의 이동 

패턴이 분석되고 유사한 이동 패턴을 갖는 기기들을 

그룹으로 지정하여, 그룹 리더에 의해서만 위치 업데

이트가 수행되도록 구성하여 업데이트 시그널링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제안하였다. 또한 H. Ko의 연구

[17]에서는 확률적 게임 모델을 기반으로 분산적인 

그룹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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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치 정확도를 보장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IoT 기기들

의 자체적인 자원활용을 통해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OFN과 같이 이동하는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

았다.

3.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IoT 기기들이 BS

(Base Station)을 통해 Location Manager로 위치 업

데이트를 수행하여 전체 IoT 기기들의 위치 관리가 

Location Manager에서 수행되는 것을 가정한다. 제

안하는 방법에서 IoT 기기들의 OFN을 통한 위치 업

데이트는 Fig. 1의 2번 과정과 같이  OFN이 IoT 기기 

근처에서 통신이 가용한 시간인 τ1과 τ2 사이에서 가

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간을 OFN 컨택 시간이

라고 명명한다. 이 때 OFN은 IoT 기기의 위치 업데

이트 메시지를 수신한 뒤에 BS 영역 내에 존재하는 

동안 BS를 통해 Location Manager에게 해당 업데이

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즉, OFN 컨택 시간에는 

IoT 기기의 위치 업데이트가 OFN으로 오프로딩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τ1 이전 또는 τ2 이후의 위치 

업데이트는 OFN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Fig. 1의 

1번 과정과 같이 IoT 기기들이 스스로 BS를 통해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IoT 기기가 이동하여 BS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시간(즉, BS 컨택 시간)인 tB는 평균 1/μB을 

갖는 general 분포를 따르며 OFN 컨택 시간인 tO는 

평균 1/μO를 갖는 exponenti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하였다[18]. tO의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와 누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

tribution Function, CDF)은 각각 식(1)과 식(2)와 같

다.

   
  (1)

   
  (2)

또한 본 논문에서 IoT 기기가 BS의 영역 내에 들

어왔을 때, OFN을 기다리기 위한 시간 지연 타이머

인 tT는 평균 1/λT을 갖는 exponential 분포를 갖는 

것을 가정하였고[19,20], tT의 PDF와 CDF는 각각 식

(3)과 식(4)과 같다.

   
   (3)

   
   (4)

위에서 설명한 모델링을 기반으로 제안하는 방법

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Fig. 2와 같다. 여기

서 tB, tO, tT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고, tF는 

IoT 기기가 BS 영역 내에서 OFN 컨택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고, τL은 tT 이후 위치 업데이트 이벤트

가 발생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먼저 tB가 tT보다 짧은 

경우에는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게 된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체류 시간이 매우 

짧은 영역에서는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음으

로써 시그널링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핑퐁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13-15]. tB가 tT보다 

클 확률 pe, 즉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할 확률은 식(5)

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5)

제안하는 방법에서 만약 tT가 지났음에도 OFN의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면 위치 업데이트는 IoT 기기

에 의해 직접 수행되며, tT가 지나기 전에 OFN 활용Location 
Manager

BS

τ1 τ2

OFN

OFN

IoT

① 

② 

Fig. 1. System model of the proposed scheme. Fig. 2. Timing diagrams of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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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상황이면 (즉, OFN 컨택 시간에 도달하

면) 위치 업데이트는 OFN으로 오프로딩 될 수 있다.

OFN으로의 기회적인 위치 업데이트 오프로딩 확률 

po는 식(6)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6)

즉 tT로 인하여 OFN을 활용한 기회적인 위치 업

데이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체류 시간이 

짧은 영역에서 불필요한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핑퐁 효과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들이 각각의 위치 업데이

트를 기회적으로 OFN을 통해 수행하는 방법을 이용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기 개별적인 업데이트 방법

[13-15]과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의 기기 개별적인 

위치 업데이트 방법은 Fig. 3과 같이 OFN에 대한 

고려는 없고, 시간 지연 타이머인 tT를 통해 불필요한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이기 때문에 위

치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확률은 식(5)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한편, OFN을 활용하게 되면 IoT 기기 입장에서는 

위치 업데이트에 대한 시그널링 부하가 감소하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지만 OFN 입장에서는 IoT 기기의 

위치 업데이트를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OFN의 자원

을 IoT 기기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택 가용한 OFN은 자신의 자원을 IoT

기기를 위해 조건 없이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가용 

분포에 따른 시그널링 부하 감소에 대한 분석에 집중

하고자 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OFN의 자원 공

유 선호도 및 가용 자원 현황을 고려한 인센티브 메

커니즘[21]을 적용하여 오프로딩 비용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향후에 그룹 기반의 업데이

트 방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 기반의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할 시점이 결정되었을 때[16,17] 제안하는 방법

을 통해 OFN을 통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들과 상충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방법들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성능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위치 업데이트

를 수행하는 방법(Basic)과 지연 딜레이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위치 업데이트를 줄이고자 한 기존 방법

(Conventional)[13-15],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Pro-

posed)을 비교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3장에서 진행

한 모델링을 검증하기 위하여 MATLAB R2018a를 

이용해서 이벤트 기반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μB와 λT의 디폴트 값은 각각 

20과 100으로 설정하였고[18,20], tB와 tO, 그리고 tT
는 각각의 분포도에 맞게 50,000번의 랜덤 값을 발생

시켜서 위치 업데이트로 인한 시그널링 부하를 측정

하였다. 본 장에서 측정한 시그널링 부하는 Basic 방

법을 기준으로 정규화(normalization) 시킨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는 모델링을 이용하여 수학적 분석을 

통해 3장에서 도출한 식(5)와 식(6)으로 계산된 결과 

값 A(Analytical Result)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

된 결과 값인 S(Simulation Result)로 표시하였다.

Fig. 4는 OFN 컨택 시간(1/μO)에 따라 Basic 방법

을 기준으로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정규화된 

시그널링 부하를 보여준다. 이 때 OFN 컨택 시간의 

Fig. 3. Timing diagrams of the conventional scheme.

Fig. 4. Normalized signaling load according to the OFN 

contact time (1/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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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BS 컨택 시간(1/μB)으로 설정하여 BS 컨택 

시간 내에서 OFN 컨택 시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

른 시그널링 부하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OFN 컨택 시간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 네

트워크에서 OFN의 속도가 느려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ig. 4의 (X,

Y)에서 X는 A 또는 S의 값을 갖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는 수학적 분석을 통해 계산된 결과 값,

S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된 결과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Y는 100과 50을 갖는데, 이는 λT의 값을 의미

한다. 먼저 Fig. 4를 통해 수학적 분석을 통해 계산된 

결과 값(A)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된 결과 값(S)

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를 통해 Basic

방법을 기준으로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시그널링 부하가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 지연 타이머의 적용을 

통해 불필요한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

이다. 시간 지연 타이머만의 효과는 기존 방법의 결

과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Fig. 4에서 

기존 방법의 경우 λT가 100일 때, 시간 지연 타이머 

적용을 통해 약 18.3%의 시그널링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λT가 50일 때 약 33%의 시그널링 부하를 줄

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1/μO의 비율이 커질수록 위치 업데이트가 

OFN에게 오프로딩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

에 시그널링 부하를 더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

다. 그리고 이 효과는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X,

Y)에서 Y값인 λT의 값이 감소할수록 더 커진다. 이

유는 λT의 값이 감소하면 시간 지연 타이머의 평균 

시간(1/λT)이 증가하여 OFN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ig. 4에서 1/μO의 

비율이 0.5일 때, 기존 방법에 비교하여 제안하는 방

법은 λT가 100일 때 약 6.8%의 시그널링 부하를 감소

시킬 수 있고, λT가 50일 때 약 19.2%의 시그널링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는 BS 컨택 시간(1/μB)에 따라 Basic 방법을 

기준으로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정규화된 시

그널링 부하를 보여준다. BS 컨택 시간이 증가한다

는 것은 물리적으로 IoT 기기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

는 등의 이유로 BS 영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의 제안하는 방법의 (X,

Y)에서 X는 Fig. 4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고 Y는 

0.1과 0.5를 갖는데, 이는 1/μB 대비 1/μO의 비율을 

의미한다. Fig. 5를 통해 Basic 방법을 기준으로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 모두 시간 지연 타이머의 적용

을 통해 불필요한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그널링 부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효과는 1/μB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평균 BS 컨택 시간이 줄어들면 IoT 기기가 

시간 지연 타이머 내에 해당 BS 영역 내에 들어왔다

가 다시 나갈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위치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Fig. 5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과 비교하

여 OFN을 통해 위치 업데이트를 오프로딩 시키기 

때문에 시그널링 부하를 더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효과는 Fig. 5에서 볼 수 있듯

이 (X, Y)에서 Y값인 1/μB 대비 1/μO의 비율이 커질

수록 OFN을 활용할 수 있는 OFN 컨택 시간이 증가

하기 때문에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5에서 1/μB이 1/50일 경우, 기존 방법과 비

교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1/μB 대비 1/μO의 비율이 0.1

일 때 시그널링 부하가 약 10% 감소하였고, 비율이 

0.5일 때 약 22.3%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의 위치 업데이트로 인한 

네트워크 시그널링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이동 특성으

로 인해 기회적으로 가용한 자원인 OFN을 활용하여 

위치 업데이트 메시지를 오프로딩 시키는 방법을 제

Fig. 5. Normalized signaling load according to the BS con-

tact time (1/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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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기회적인 위치 업데이트 

오프로딩 확률의 성능 분석을 위해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이벤트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

링에 대한 검증과 성능 측정을 진행하였다. 수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OFN 컨택 시간, BS

컨택 시간, 그리고 시간 지연 타이머의 평균 시간이 

시그널링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네트

워크의 시그널링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향후 IoT 기기의 다양한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모델링 및 성능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고 

위치 업데이트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간 

지연 타이머를 찾는 방향으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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