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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SDN 기반 네트워크에서 fog computing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Fog computing
아키텍처는 컴퓨팅 및 배터리 자원의 제약이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기기들에게 테스크 오프로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oT의 저지연/고성능 서비스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fog computing 아키텍처에서는 고정
된 IoT 기기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IoT 기기도 서비스 대상 단말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의 이동성을
고려한 오프로딩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저지연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IoT 서비스의 경우, 오프로딩 이후 단말이 이동했
을 때 새로운 fog computing 노드와의 새로운 통신 연결 및 테스크 오프로딩 과정을 다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QoS(Quality of Service)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테스크 또는 테스크의 결과를 이동 후의 fog computing 노드로 미리 migration 시키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rule 또한 미리 배치시킴으로써 통신 지연 및 서비스 복구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SDN, Fog Computing, QoS, 이동성, 핸드오버, 서비스 Migration, IoT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DN-based fog computing service mobility support scheme. Fog
computing architecture has been attracted because it enables task offloading services to IoT(Internet of
Things) devices which has limited computing and power resources. However, since static as well as
mobile IoT devices are candidate service targets for the fog computing service, the efficient task
offloading scheme considering the mobility should be required. Especially for the IoT services which
need low-latency response, the new connection and task offloading delay with the new fog computing
node after handover can occur QoS(Quality of Service) degrad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service mobility support scheme which considers both task migration and flow rule
pre-installations. Task migration allows for the service connectivity when the fog computing node needs
to be changed. In addition, the flow rule pre-installations into the forwarding nodes along the path after
handover enables to reduce the connection delay and service interruption time.
Key Words : SDN, Fog Computing, QoS, Mobility, Handover, Service Migration,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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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개념은 cloud 서비스를 보다 사용자 가깝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IoT(Internet

게 제공하기 위한 fog/edge computing 관련 연구에도

of Things)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적용되었다. Follow-me-fog 연구에서는 IoT 기기에서

5G 네트워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등 IoT 서비

신호 세기를 측정하다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fog

스는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1-3]. 이

node의 신호 세기가 특정 레벨 이하가 되면 target fog

렇게 IoT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

node로

터 저장 및 처리가 요구되었는데 IoT 기기들은 컴퓨팅

migration 지연 시간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였다[5,10].

서비스를

pre-migration

시켜서

task

및 배터리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

이와 유사하게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에 대한 복잡한 연산이나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

에서 단말의 이동으로 인해 최적의 CDN edge 서버가

약을 해결하기 위해 IoT 기기가 접속 가능한 장비에서

변경될 때, 기존 CDN edge 서버에서 해당 최적의 CDN

IoT 서비스를 위한 복잡한 연산을 대신 처리해주는 fog

edge 서버로 migration하는 연구들도 제안되었다[11,12].

computing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IoT
서비스의 저지연 및 고성능 지원이 가능해졌다[4].

특히

이렇게

서비스

레벨의

fog/edge/cloud

computing 및 CDN 서비스 migration과 운영, 네트워

Fog computing 서비스는 IoT 서비스가 기존의 정적

크 경로 및 트래픽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연

인 IoT 기기 뿐만 아니라 IoV(Internet of Vehicles),

구들은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기반의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등 이동하는 기기로

중앙집중적인 트래픽 관리와 글로벌 네트워크 뷰, 그리고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기기의 이동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상태 관리의 장점을 활용하여 제안

오프로딩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저지연 응답 시

하는 migration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10,12].

간을 요구하는 IoT 서비스의 경우, 오프로딩 이후 단말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migration 타이밍과 지

이 이동했을 때 이동성 지원을 위한 핸드오버 지연 및 기

연시간을 줄이는 방법, 최적의 migration 서버 선택 등

존 fog computing 노드와의 비효율적인 경로 유지로

서비스 migration에 대해 집중하였고 네트워크 입장에

인해 사용자의 QoS(Quality of Service) 저하가 발생할

서 발생할 수 있는 연결 지연에 대한 고려는 하지 못하였

수 있다[5,6]. 만약 단말의 이동 후 새로운 최적의 fog

다. 특히 SDN에서는 단말 및 서비스 서버의 변경으로 인

computing 노드를 선택해서 다시 접속을 수행하는 경

해 데이터 경로가 변경된 경우, 경로 상 전송 장비의 플

우를 고려한다면 연결을 맺는 시간과 테스트 오프로딩

로우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가 입력되면 해당 데이터는

과정으로 인한 지연 시간, 그리고 이미 이전 fog

일반적으로 SDN 컨트롤러로 전송이 되어 컨트롤러가 전

computing 노드에서 테스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적인 네트워크 뷰를 고려하여 플로우 규칙을 전송 장

다시 테스크를 수행해야 하는 오버헤드도 발생할 수 있다.

비에 저장한다[13]. 이렇게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 입력으

전통적인 이동성 관련 연구들은 단말이 이동할 때에

로 인해 전송 장비로부터 컨트롤러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IP 세션의 연결성을 보장하면서 핸드오버 지연 시간을

packet-in 메시지로 정의되어 있다[13]. SDN 관련 연

줄이거나 버퍼링을 통해 패킷 손실률을 낮추거나 하는

구들에서는 해당 packet-in 메시지 처리로 인해 컨트롤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서비스 대상이 서버이고, 동일

러의 부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 서비스를 다른 위치의 서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

packet-in

은 고려하지 못하였다[7,8].

packet-out 메시지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송장

메시지

처리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loud network에서 사

비 입장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힘든

용자의 이동에 따라 gateway가 변경될 때, 동시에 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4,15]. 해당 지연 시간을 줄이기

스를 제공하는 data center도 최적의 data center로 변

위해 플로우 규칙을 미리 할당하기 위한 연구들이 제안

경하고자 하는 follow-me-cloud 개념연구가 진행되었

되었지만 주로 액세스 네트워크만 고려되었고 특히 fog

다[9]. Follow-me-cloud에서는 단말의 이동으로 인해

computing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는 함께 연구되지 못

GW(Gateway)가 변경될 때, 최적의 data center를 선

하였다[15,16].

택하고 해당 data center로 현재의 세션 상태 및 서비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DN 기반의 fog computing

중인 데이터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IP 세션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이동 시에 서비스 지연 시간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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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한 target fog computing 노드로의 서비스

이 현재 서빙 셀 및 이웃한 셀들의 신호세기 리포트를 통

migration 및 네트워크 연결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해 정확히 결정할 수도 있다[8]. 이렇게 위치를 결정하는

선점적인 플로우 규칙 할당을 결합한 이동성 제공 방안

연구는 하나의 큰 연구주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을 제안하고자 한다.

MN의 이동 후 위치는 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
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N의 이동 후 위치가 결정

2. 제안하는 이동성 제공 방법

이 되면 해당 위치를 기반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pFog의
task를 migration 시킬 nFog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fog

재 fog computing 노드들에 대한 자원 활용 및 부하,

computing node의 변경으로 인한 네트워크 연결 지연

그리고 이동 후 MN과의 최적 경로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간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

할 수 있다[17]. 이 때, 수행중인 task 자체를 migration

법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단말(MN)은 이동 전

시킬 수도 있고, task를 마무리한 다음 결과물을 migration

pFog(previous fog computing node)에 task 오프로

시킬 수도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follow-me-fog 컨셉

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해당 경로는 AS1

에 따라 후자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가정한다[5]. 컨트롤

(Access Switch 1)과 CS (Core Switch)로 구성되어 있

러는 nFog를 결정한 다음 pFog에게 migration을 요청

다. SDN 컨셉 기반으로 AS1, AS2, CS 등 모든 전송장비

하고 그때부터 pFog에서 nFog로의 task migration이

들은 SDN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되고 있고, flow 통계

진행된다. 이 때, nFog로 이동 시 IP 주소 영역이 변경된

정보 및 이벤트 발생 정보는 컨트롤러에게 전송하고 있

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세션이 중단되기 때문에 단말과

다. 또한 pFog와 nFog(new fog computing node) 등

pFog 사이에서 진행되던 세션도 migration이 필요하다[4].

fog computing 노드들에 대한 자원 관리 및 상태 검사

다음으로 nFog 및 AS2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두 노드

도 SDN 컨트롤러가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

사이의 최적의 경로를 선택한다. 이 또한 경로 최적화 연

한 상황에서 MN의 이동성으로 인해 AS1으로부터 AS2

구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19] 본 연구에

로 핸드오버를 시도하는데, 제안하는 방법은 AS1의 통계

서는 플로우 규칙의 선점 효과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 최

적 정보 보고로 인해 L2(Layer 2) 핸드오버 타이밍을

적의 경로가 AS2와 CS, 그리고 nFog로 구성되어 있다

SDN 컨트롤러가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3].

고 가정하였다. 최적의 경로가 결정되면 컨트롤러는 MN
과 nFog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경로에 플로우 규칙을 미리 저장한다. 이에 따라
MN이 AS2에 접속 시에 packet-in / packet-out 메시
지에 소요되는 시간 지연 없이 바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MN이 AS2 접속 시에 해당 네트워크
에서 제공하는 이동성 프로토콜에 따라 추가적인 메시지
가 요구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PMIP(Proxy Mobile
IP)네트워크의 경우 route solicitation/advertisement

[Fig. 1] Overall procedure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3].
[Fig. 2]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L2 핸드오버 타이밍을 기반으로 컨트롤러는 단말이

대 효과를 보여준다. 먼저 기존의 방법은 [Fig. 2(a)]에서

이후 접속할 AS2와 nFog, 그리고 두 노드 사이의 최적

볼 수 있듯이 단말의 이동 후 서비스 복구 시간과 경로

의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 단말의 이동 후의 위치를 결정

설정시간으로 인해 서비스 지연이 발생한다. 서비스 복구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연구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follow-me-fog 개념에서는

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할 AS2를 단순히 AS1의 이웃한

[Fig. 2(b)]와 같이 job의 pre-migration을 통해 서비스

노드들로 결정할 수도 있고[3], Markov predictor[15],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5].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확률 또는 특정 알고리즘[18] 기반의 이동 패턴 분석 방

nFog를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에 대한 플로우

법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 반면 현재 이동통신망과 같

규칙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packet-in / packet-ou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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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rvice interruption time according to the
hop count between AS and the controller.

link layer 핸드오버에 소요되는 시간은 500 ms으로 가
정하였고, 무선 및 유선 대역폭은 각각 10 Mbps와 100

[Fig. 2] Service delay of (a) conventional, (b)
follow-me-fog, and (c) proposed scheme.

Mbps로 가정하였다. [Fig. 3]은 단말이 이동한 뒤에 접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시간 지연은 특히 컨트
롤러의 부하가 클수록, 컨트롤러와의 경로의 특성에 따라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은 경
로의 재설정 이후 플로우 규칙들도 컨트롤러에 의해 선
점적으로 경로 상 장비들에 저장되기 때문에 [Fig. 2(c)]
와 같이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
듯이 이동성 프로토콜에 따라 추가적인 시그널링을 위한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 즉 단말의 이동 후 AS2에 접속
하자마자 단말과 nFog 사이의 모든 전송 장비에 플로우
규칙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packet-in / packet-out
에 소요되는 지연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속할 AS와 컨트롤러 사이의 홉 수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간을 나타낸다. Conventional 방법의 경우 이동 후
task 재시작 및 컨트롤러와의 경로 설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긴 중단 시간이 발생하고, follow-me-fog
의 경우 pre-migration을 통해 중단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pre-migration 이후에 경로 설정을 위한 지
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pre-migration과 동시에 컨트롤러의 제어 하에 선점적
으로 nFog와 단말간의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에 제일 짧
은 중단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단말의 이동 후에 컨트롤
러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으면 경로설정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이 증가하기 때문에 conventional 및 follow-me-fog 방
법은 서비스 중단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제안된 방
법은 선점적인 경로 설정으로 인해 이와 무관하게 동일

3. 성능 분석

한 지연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정들
을 기반으로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어진 네트워크는
PMIP 기반의 이동성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단말의
이동에 따라 route solicitation/advertisement (RS/RA)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였다[3]. 또한 rule placement의
효과에

집중하기

위하여

task

up/download

및

migration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은 task의 사이즈 및
fog node 간 통신이 보장된다는 가정으로 정적인 값을
이용하였다[5]. 그리고 서비스 중단 시간 계산에서 컨트
롤러는 단말의 요청을 바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RS, RA, L2 report, flow-mod는
각각 52 bytes, 92 bytes, 52 bytes, 172 bytes이며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안
본 논문은 컴퓨팅 및 배터리 자원의 제약이 존재하는
IoT 기기들에게 테스트 오프로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지연/고성능 IoT 서비스를 위한 fog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
fog 컴퓨팅 환경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은 task의
pre-migration 방법만을 고려하였고 이동 후 발생하게
되는 경로 설정을 위한 시간 지연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말의 이동 후 새로운 fog 컴

SDN 기반 Fog Computing 환경에서 서비스 이동성 제공 방안

퓨팅 노드와의 서비스 pre-migration 및 선점적인 경로
설정 및 플로우 규칙 저장 방법을 이용하여 서비스 지연
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저지연 특
성을 요구하는 IoT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본 연구
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먼저 제안하는 방법의 모델링을
통해 실환경 시나리오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
하여 성능을 입증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선점적인 플로
우 규칙 저장의 단점인 메모리 할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송 장비들의 메모리 제약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경로설
정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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