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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nitoring Schem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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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mobile edge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is to monitor mobile devices. Due to the inherit properties 

of mobile devices, they are prone to unstable behavior that leads to failures. In order to satisfy the service level agreement (SLA), the 

mobile edge cloud administrator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hrough a monitoring sche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nitoring scheme of mobile devic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mobile edge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The proposed 

monitoring scheme is able to measure faults of mobile devices based on previous and current monitoring information. To this end, we 

adapt the hidden markov chain model, on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o monitor mobile devices. We validate our 

monitoring scheme based on the hidden markov chain model. The proposed monitoring scheme can also be used in general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to monitor virtu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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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  하나는 모바일 장치에 한 모니터링이다. 모바일 장치는 장치의 특성상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여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의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만족시키기 해서

는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결함을 측정하여 이에 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

서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장치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은 모바일 장치에 한 이  모니터링 정보와 재 모니

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 장치의 결함 발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를 해 인공지능 기법  하나인 은닉 마르코  체인 

모델을 모바일 장치에 한 모니터링 기법에 용하 다. 실험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모바일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 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머신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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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IT 산업의 주요 트 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

, IoT 등으로, 특히 클라우드의 성장과 IoT가 하게 연

되어 헬스 어와 자율주행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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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 2]. 인텔은 AutoMobility LA 2017에서 자율주행차를 

포함하여 자동차가 8시간 마다 40TB를 생산 는 소비하고 

하루에 한 자동차가 4TB의 데이터를 생산해 낼 것이라고 

발표하여 클라우드 컴퓨 의 부하를 가  시킬 것으로 상

하고 있다[3, 4].

MEC(Mobile Edge Cloud) 서비스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주변 기지국 간의 근 성을 이용하여 작업의 일부분을 오

로드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기술로, 헬스

어와 자율주행 차와 같은 실시간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

어 각  받고 있는 기술이다[5-8].

토요타, 인텔, 에릭슨 등 로벌 기업들은 엣지 컴퓨  컨

소시엄을 출범했으며, MS  아마존, HP는 IoT를 한 엣

지 클라우드 서버  소 트웨어를 공개하여 MEC 환경 구

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9, 10].

https://doi.org/10.3745/KTCCS.2018.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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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고가용성은 99% 이상의 시스템 가용성을 의미

하고 MEC 서비스는 실시간성 요구가 높아 고가용성을 보

장해야 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를 한 무정지 지향 엣지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11, 12].

MEC 환경에서 고가용성을 보장하지 않아 실시간성이 

하되는 경우에는 SLA를 반하여 결함으로 단되기 때문

에 이에 한 모니터링 기법을 포함한 측정  회복 기법에 

한 용이 필요하다[13, 14].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결함 측

을 한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장치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은 모니터링 히스토리 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 장치의 결함 발생을 측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를 해 인공지능 기법  하나인 HMM(Hidden 

Markov Chain)을 모바일 장치에 한 모니터링 기법에 

용하 다. HMM은 인공지능 분야  음성 인식, 필기 인식, 

동작 인식, 품사 태깅, 악보에서 연주되는 부분을 찾는 작업, 

부분 방 , 생물정보학에서 사용되는 기법  하나이다. 제

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MEC 리자는 모바일 

장치에 한 결함을 측정하여 데이터 백업, 복제, 체크포인

트 등 결함에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련 연구

일반 으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유형에는 크게 fail- 

stop [15, 16], omission [17, 18], Byzantine [19, 20] 결함 등으

로 나뉜다. 한 MEC에서는 모바일 장치의 이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하도 결함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21].

자율주행차와 헬스 어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장

치 는 노드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서비스 제공에 향이 미친다. 만약 이로 인해 서비

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SLA 반으로 이

어질 수 있다.

MEC의 특징을 고려한 의 네 가지 결함에 한 결함 

포용 방법과 결함 감지, 측  회피 방법에 하여 ABFT 

(algorithm-based fault tolerance), 메시지 로깅(message 

logging), 체크포인트/재시작(checkpoint/restart), 복

(redundancy) 등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MEC 환경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한 최소한의 

오버헤드를 갖는 한 모니터링 기법에 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며 모바일 장치에 한 결함을 감지하고, 측정하

기 한 방법을 용한 사례는 다.

[22]에서는 통 인 체크포인  기술의 오버헤드를 이

기 한 게으른 체크포인트 방법을 제안하 으며, 부분의 

결함은 비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는 실험 결과와 마지막 결함이 발생한 후에는 결함 발생률

이 감소한다는 실험을 통해 결함 발생률이 낮은 기간 동안

에는 체크포인  주기를 차 으로 감소시켜 오버헤드를 

이는 방법을 제공하 다. 하지만 체크포인  주기가 차

으로 감소할수록 컴퓨  시간도 증가하게 되어 이때 결함

이 발생하면 롤백에 의해 더 많은 컴퓨 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23]에서는 복과 체크포인  기술을 동시에 용하 을 

경우에 하여 100시간 이상의 다양한 응용들의 실행 시간

을 이는 데 얼마나 효과 인지에 한 연구와 최 의 복

제 계수, 체크포인트 시간 간격을 구하기 한 수학  모델

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응용들

을 상으로 다양한 모델링을 통하여 실험을 진행하 지만 

MEC 환경에서는 장시간 응용보다는 실시간 응용의 비 이 

더 크기 때문에 MEC 환경에서는 합한 방안은 아니며 

MEC 응용에서의 실행시간을 이는 데에 얼마만큼의 효과

가 있을지에 한 고려는 부재하다.

3.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

MEC 환경에서는 높은 이동성을 가진 모바일 장치들에 

하여 엣지 클라우드 서버간 빈번한 서비스 이주가 발생하

여 이에 한 결함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기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엣지 클라우드 서버간의 작업 이주 시 데이터

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태정보와 서비스의 상태

정보를 달해야 한다. MEC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는 상

으로 불안정하며, 다수가 엣지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 엣지 클라우드 서버는 컴퓨  자원이 제한 이기 때

문에 이주 과정에서 모바일 장치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는 사용자 입장에서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높은 이동

성을 고려해야 하는 서비스의 QoS 보장을 해 이주 시 생

기는 결함에 한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하다.

MEC 환경에서의 결함의 기 은 서비스의 크기, 네트워

크 속도, 데드라인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기법을 설계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정보를 기 으로 임계값을 과할 경우 

이를 결함으로 간주할 수 있다.

Fig. 1은 HMM 모델에 한 그림으로 HMM에서는 은닉

된 상태와 찰 가능한 결과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

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은 모니터링 정보를 HMM에서 

찰 가능한 상태로 간주하여 은닉된 상태에 한 확률을 

구해 결함을 측정하고 추후에 이에 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Table 1은 HMM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나열하고 있다.

Fig. 1. The Hidden Markov Ch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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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tion Meaning

T The length of the observation sequence.

N The number of states in the model.

M The number of observation symbols.

Q
The distinct states of the Markov process, 
that is, {q0, q1, ..., qN-1}.

V
The set of possible observations, that is, 
{0, 1, ..., M-1}.

A The state transition probabilities.

B The observation probability matrix.

π The initial state distribution.

O
The observation sequence, that is, 
{O0, O1, ..., OT-1}.

X
The hidden state sequence, that is,
{X0, X1, ..., XT-1}.

Table 1. Notation used in the HMM

� Input:

− Model λ = (A, B, π)

− Observations O = (O0, O1, …, OT-1)

1. for  i = 0, 1, …, N - 1 do

        α0(i) = πibi(O0)

    end for

2. for  t = 0, 1, …, T - 1 do

        for i = 0, 1, …, N – 1 do

               
  

  

    

        end for

    end for

Fig. 2. The Forward Algorithm

� Input:

− Model λ = (A, B, π)

− Observations O = (O0, O1, …, OT-1)

1. for  i = 0, 1, ..., N - 1 do

        βT-1(i) = 1

    end for

2. for  t = T–2, T–3, …, 0 do

        for i = 0, 1, …, N – 1 do

               
  

  

      

        end for

    end for

Fig. 3. The Backward Algorithm

HMM을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기법에 용하기 해 

다음의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모델 λ = (A, B, π)와 찰 시 스 O가 주어졌을 때, 

P(O|λ)를 결정하는 문제

• 모델 λ = (A, B, π)와 찰 시 스 O가 주어졌을 때, 

마르코  로세스의 최 의 상태 구하는 문제

먼  P(O|λ)를 구하기 해 X = (x0, x1, ..., xT-1)를 상태 

시 스라고 할 때 B의 정의에 의해 다음을 구할 수 있다.

P(O|X,λ) = bx0(O0)bx1(O1) … bxT-1(OT-1) (1) 

한 π와 A의 정의에 의해 P(X|λ)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X|λ) = πx0ax0,x1ax1,x2  … axT-2,xT-1 (2)

P(O,X|λ) = P(O|X,λ)P(X|λ)이므로 가능한 모든 상태 시

스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P(O|λ) = 


  

= 


      (3)

P(O|λ)를 효율 으로 구하기 해 Fig. 2와 같이 향 알

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마르코  로세스의 최 의 상태 시 스를 구하기 해 모든 

경로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다음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βt(i) = P(Ot+1, Ot+2, … OT-1 | xt = qi, λ) (4)

βt(i)를 구하는 후향 알고리즘은 Fig. 3과 같다. 이제 t = 

0, 1, …, T-1 와 i = 0, 1, …, N-1에 하여 γt(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γt(i) = P(xt=qi|O,λ) (5)

αt(i)는 t 시간 까지의 확률을 계산하고 βt(i)는 t 시간 이

후의 확률을 계산하므로 γt(i)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γt(i) = αt(i)βt(i)/P(O|λ) (6)

따라서 t 시간에서의 최 의 상태는 xt = maxγt(i) 이다.

4. 실험 평가

이 장에서는 제안한 결함 측정 모니터링 기법의 성능을 

알아보기 하여 이벤트 기반 로그래 (event driven 

programming) 방식을 사용하여 성능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

를 분석한다. 실험에서 사용한 라미터 값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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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A

 



 

 


 

 

B

  



 

 


  

  

π   

O
(2, 1, 0, 1, 1)

(2, 1, 0, 1, 1, 2, 1, 0)

Table 2. Parameters for Experiments

라미터 A는 


 


 

 
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Stable 상태일 때 다음 단계에서 Stable 상태일 확률은 60%

이고 Unstable 상태일 확률은 40%이다. Unstable 상태일 때 

다음 단계에서 Stable 상태로 이될 확률은 40%이고 

Unstable 상태로 이될 확률은 60%이다. 라미터 A에서 

각 행의 모든 값의 합은 1을 가진다.

라미터 B는 


 


  

  
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

다. Stable 상태일 때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정보가 L(low)

이 나타나는 경우는 10%이고 M(medium)이 나타나는 경우

는 30%이고 H(high)가 나타나는 경우는 60%이다. 한 

Unstable 상태에서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정보가  L(low)

이 나타나는 경우는 60%이고 M(medium)이 나타나는 경우

는 30%이고 H(high)가 나타나는 경우는 10%이다. 라미터 

B도 라미터 A와 마찬가지로 각 행의 모든 값의 합은 1을 

가진다.

라미터 π는    으로 모바일 장치의 로그 정보가 

없을 경우 기에 모바일 장치가 가질 상태에 한 확률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모바일 장치의 로그 정보가 없을 경우

시스템 기에 모바일 장치가 Stable 상태일 확률은 40%이

고 Unstable 상태일 확률은 60%이다.

라미터 O는 두 가지 경우에 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정보의 시 스 길이가 5인 경우와 8

인 경우에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라미터 O에서 0의 

의미는 L을 뜻하며, 1은 M, 2는 H를 뜻한다. 모바일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정보가 L → H로 

이하거나 H → L로 이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Table 3은 O = (2, 1, 0, 1, 1)에 한 상태 시 스의 확률

을 보여 다. 표에서 S는 Stable을 U는 Unstable을 의미한

다. 를 들어 UUSSS는 모바일 장치의 상태가 Unstable → 

Unstable → Stable → Stable → Stable 로 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 확률은 약 0.1631159%이다. UUSSS는 

|O| = 5인 경우에 하여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은 

경우이다.

반 로 SSUUU는 모바일 장치의 상태가 Stable → 

Stable → Unstable → Unstable → Unstable 로 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 확률은 약 11.3204478%이다. 

UUSSS는 |O| = 5인 경우에 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다.

Sequence Probability

SSSSS 0.014360028

SSSSU 0.015185222

SSSUS 0.019021767

SSSUU 0.020114845

SSUSS 0.080816903

SSUSU 0.085461016

SSUUS 0.107052732

SSUUU 0.113204478

SUSSS 0.013864855

SUSSU 0.014661594

SUSUS 0.018365844

SUSUU 0.019421230

SUUSS 0.078030113

SUUSU 0.082514084

SUUUS 0.103361259

SUUUU 0.109300875

USSSS 0.001689415

USSSU 0.001786497

USSUS 0.002237855

USSUU 0.002366452

USUSS 0.009507871

USUSU 0.010054237

USUUS 0.012594439

USUUU 0.013318174

UUSSS 0.001631159

UUSSU 0.001724893

UUSUS 0.002160688

UUSUU 0.002284851

UUUSS 0.009180013

UUUSU 0.009707539

UUUUS 0.012160148

UUUUU 0.012858927

Table 3. Probabilities of State Sequences (The Sequence of 

the Maximum Probability is SSUUU)

Sequence 

number

Probability of stable 

(S)

Probability of unstable 

(U)

0 0.8947576066 0.1052423934

1 0.5090529425 0.4909470575

2 0.1523176942 0.8476823058

3 0.4439562979 0.5560437021

4 0.5562550549 0.4437449451

5 0.8485699873 0.1514300127

6 0.4997196054 0.5002803946

7 0.1499719605 0.8500280395

Table 4. HMM Probabilities (the sequence will be SSUUS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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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O = (2, 1, 0, 1, 1, 2, 1, 0)에 한 HMM의 확

률을 보여 다. 표의 시 스 0에서 Stable 상태일 확률은 약 

89.47576066% 임을 나타내며, Unstable 상태일 확률은 약 

10.52423934% 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 스가 진행됨에 따

라 Stable 상태가 될 확률과 Unstable 상태가 될 확률 에

서 높은 것을 선택하여 상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O = (2, 1, 0, 1, 1, 2, 1, 0)에 한 가장 높은 확률을 가

지는 시 스는 SSUUSSUU로 이의 확률은 약 4.30941946%

이다. 반 로 가장 낮은 확률을 가지는 시 스는 

UUSSUUSS로 이의 확률은 약 0.00175953%이다.

제안하는 결함 측정 모니터링 기법을 실제 응용에 용하

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으로 고려할 수 

있다. 먼  모바일 장치에 한 충분한 로그 정보를 분석하

여 실험 평가에서 사용한 라미터들에 한 사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를 들어 라미터 A, B, π에 하여 

체 로그 정보를 악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일어나는 상태 

이 정보(Stable → Unstable 는 Unstable → Stable)와 

모바일 장치의 모니터링 정보(L(low), M(medium), H(high))

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험 평가에서 사용한 라미터에 한 분류를 

더 세분화하여 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를 들어 

라미터 A의 경우 Stable 상태와 Unstable 상태 두 가지로

만 나 는 것이 아니라 Stable, Semi-stable, Unstable 상태 

세 가지로도 나 어 고려할 수 있다. 한 리자가 원하는 

경우 네 가지 이상의 상태로도 나 어 모바일 장치에 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라미터 B에 해서도 L, M, 

H의 세 가지 수 이 아니라 더 정 한 수 으로 나 어 모

바일 장치에 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 모니터링 정보(N개의 상태 시 스)를 기반으로 

재 모바일 장치의 L, M, 는 H의 상태에 따라 모바일 

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할 것인지 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에 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

하여 모바일 장치의 데이터 백업, 복제, 체크포인트, 합의 알

고리즘 등의 결함에 한 조치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한 제안하는 결함 측정 모니터링 기법은 모바일 장치 뿐

만 아니라 일반 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MEC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장

치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기법은 

인공지능 기법  하나인 HMM을 용하여 모니터링 기법

을 기반으로 모바일 장치의 상태 정보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을 제시하고 이를 실험 평가를 통해 검증하 다. 제안한 모

니터링 기법을 용하여 MEC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SLA 반을 이고 결함에 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수

집하는 모니터링 정보는 서비스의 크기, 네트워크 속도, 데

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리자의 정책에 

따라 측정 정보를 세분화하여 용할 수 있다. 실험 결과 A, 

B, π, O의 라미터 값에 하여 모바일 장치의 상태를 확

률값에 따라 Stable 는 Unstable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로는 재귀함수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의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하여 동  로그래 (dynamic 

programming) 방식을 용하여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데이

터 백업, 복제, 체크포인트 등 클라우드 서비스 는 응용에 

통합하여 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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