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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밀도 네트워크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에 대한 사례 # 1
에지 컴퓨팅
김준우, 태유진, 백상헌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 FIF Te stb e d WG
IoT 기기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IoT 기기와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는 통상적으로 IoT 기기에서부터
물리적으로 먼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분석하는데 긴 지연시간이 초래되며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IoT 기기
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버를 배치하여 짧은 지연시간을 가지며, 외부 네트워크로 전
달되는 데이터 트래픽 양도 줄일 수 있는 에지 컴퓨팅 (Edge Computing)이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으로 각
광받고 있다.
IoT 환경 뿐만 아니라 5G 표준화에서도 AR/VR과 같은 저지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에지 컴퓨
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ETSI에서도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이라는 이름으
로 에지 컴퓨팅에 대한 참조 모델/아키텍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뿐 아니라 에지 컴퓨팅
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Huawei, Ericsson, Nokia와 같은
기존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은 에지 컴퓨팅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에지 컴퓨팅 시장을 개척
하고 있다. 반면, IBM, Amazon, Microsoft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소
프트웨어 기반의 에지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대표적인 IT 기업
인 IBM, Amazon, Microsoft의 에지 컴퓨팅을 위한 솔루션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BM은 자사의 Watson IoT와 시스코의 Edge Analytics를 결합하여 네트워크 에지 단에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과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림 1은 IBM이 제공하는 에지 컴퓨팅 솔루션인 IBM Edge Analytics의
시스템 모델이다. IBM Edge Analytics는 기존의 중앙 클라우드의 역할인 데이터 분석을 IoT 게이트웨이에 위치
한 Edge Analytics Agent (EAA)로 옮겨 실행한다. IoT 게이트웨이에 위치한 EAA는 IoT 디바이스들이 전송한
데이터들에 대해 수집, 분석, 응답을 수행하며, EAA의 데이터 관리 규칙에 따라 중요 및 긴급 데이터를 Watson
IoT Platform으로 전송하여 처리한다. IoT 디바이스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의 EAA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하며, 외부 네트워크의 데이터 트래픽 또한 줄일 수 있다. 석유 굴착지, 공장,
광산과 같은 네트워크 지연 시간에 민감하지만 대역폭이 열악한 산업을 대상으로 IBM 솔루션 비즈니스가 진행
중이며 현재 벨 캐나다, 카르타헤나 항구, 실버후크 파워보트 등의 기업에서 이를 사용 중에 있다.

그림 1. IBM Edge Analytics의 시스템 모델
(https://www.ibm.com/developerworks/community/groups/service/html/c
ommunitystart?communityUuid=3df173af-0c21-4b9c-9fd1-e8e5561ef460)

Future
Future Internet
Internet Forum
Forum

Newsletter
<95호> 2018. 07. 30

Amazon은 AWS Greengrass라는 이름으로 에지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WS Greengrass는 기존
Amazon의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인 AWS 클라우드의 로컬 컴퓨팅, 메시징, 데이터 캐싱, 동기화 및 Machine
Learning (ML) 추론 등의 기능을 로컬 디바이스로 확장하는 소프트웨어이다. AWS Greengrass의 시스템 모델
은 그림 2와 같다. AWS 클라우드의 기능을 확장한 디바이스는 데이터 관리, 분석, 저장뿐 아니라 개발자가 정한
로컬 작업 수행, 로컬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클라우드와 직접 연결된 Greengrass Core는 디바이스
인증 및 권한 부여를 통한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의 연결, Lambda 함수를 통한 로컬 리소스와 상호 작용, 디바이
스에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실행 허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AWS Greengrass는 IoT 디바이스가 로컬 이벤
트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이벤트에 대한 응답 지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필
요한 정보만을 클라우드에 전송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AWS Greengrass는 정밀 농업, 산업시설
유지보수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AWS Greengrass 시스템 모델
(https://aws.amazon.com/ko/greengrass/)
Microsoft는 자사의 Azure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여 Azure IoT Edge라는 이름의 에지
컴퓨팅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3은 Azure IoT Edge의 시스템 모델이다. Azure IoT Edge는 Azure IoT
Edge Module, Azure IoT Edge Runtime, IoT Hub로 구성된다. Azure IoT Edge Module은 Azure Machine
Learning과 같은 Azure의 서비스 또는 개발자 고유의 코드를 실행하는 컨테이너로 디바이스에 배포되어 디바이
스 로컬에서 실행된다. Azure IoT Edge Runtime은 디바이스의 로컬에서 실행되어 배포된 Azure IoT Edge
Module들을 관리하며, IoT Hub는 각 디바이스들의 정보, 작업량, 생산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분석한다.
Azure IoT Edge는 디바이스 단에서의 Azure IoT Edge Module과 Azure IoT Edge Runtime을 통해 실시간
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네트워크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Azure IoT Module은 다양한 언어
(e.g.,

Java,

Node.js,

C,

Python)를

지원하여

개발이

용이하다.

Schneider

Electric,

DroneWorks 등의 기업이 Azure IoT Edge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3. Azure IoT Edge 시스템 모델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iot-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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