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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obile Edge Computing(MEC)는 Central Cloud 에서 가지고 있던 Computation Resource 를 무선 

기지국에 적용함으로써, 코어 네트워크의 혼잡을 완화하고 단말과 서버간 지연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MEC 는 Software Defined Network(SDN)과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NFV)기술을 이용하는 5G 를 구성 기술로써, 많은 연구와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5G 네트워크에서 MEC 의 최근 연구와 표준화 동향을 소개한다. 

1.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중앙에 집중된 

거대한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최근에는 급격한 성장을 하고있는 Amazon, 

Dropbox 등의 업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중앙 집중 식의 클라우드에 새로운 서비스와 

요구사항이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수십억 개의 IoT 기기들이 

생겨날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IoT 기기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중앙 집중의 클라우드에서는 

불가능하다. 지연시간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단말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왕복하는 시간은 치명적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bile Edge Cloud(MEC)가 

제안 되었다. MEC 는 Radio Access Network(RAN) 근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중앙집중 클라우드에서 

수행되던 작업을 단말과 가까운 곳에서 수행함으로써 CN 과 

인터넷의 네트워크 혼잡을 피하고 Application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MEC 가 적용됨으로서 Local Network 의 

상태와 User 의 서비스 상태 등을 이용해 추가 적인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적용사례로는 Video Analytics, 

Augmented Reality(AR), DNS Caching 등이 있다. 

앞서 설명한 MEC 의 주요 특징으로는 4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2] 

  Local network/radio status awareness: MEC 는 단말이 

위치한 네트워크와 무선 접속 상태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에 활용가능하다. 예를 들면, MEC 에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Video 의 화질을 바꿔 줌으로서 끊어짐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Local user location awareness: MEC 는 단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User 의 위치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roximity: 단말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대부분 Central 

Datacenter 를 거치지 않고, MEC 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서 보안이 좋아지며 지연시간 또한 

좋아진다. 수많은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중앙 

클라우드까지 갈 필요 없이 MEC 에서 처리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까지 가는 트래픽을 대폭 줄일 수 있다. 

  Low latency: MEC 는 단말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하다. Robotics 와 AR 그리고 

교통제어분야에서는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로 MEC 를 

이용하면 저지연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진다. 

 
그림 1. MEC 시스템 

 



2. 표준화 

MEC 는 현재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MEC Group 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MEC 

서버에 대한 구조가 White Paper 에 설명 되어있다[1]. 

 

그림 2. MEC 서버의 구조[1] 

 

위 그림 2 는 MEC 서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MEC 

서버는 호스팅 인프라와 응용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스팅 인프라에서는 인프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하여 

Virtual Machine Image 로 배포된 MEC App 이 CPU, Memory, 

Storage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용 플랫폼의 Traffic Offload Function(TOF)는 유저 

트래픽을 인가된 응용으로 보내어 응용에서 패킷에 적절한 

처리를 한 다음 네트워크로 내보내거나 응용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Radio Network Information 

Services(RNIS)는 실시간 무선과 로컬 네트워크 정보를 

응용에 제공한다. Communication Service 는 MEC 서버내에 

응용 간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 가능한 

서비스 리스트를 Service Registry 를 통하여 응용에 제공한다. 

Registry Service 는 응용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허가 배포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MEC 응용은 통신사업자 혹은 응용 개발 사업자에 의해 

Virtual Machine(VM)형태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응용은 앞서 

설명한 플랫폼 서비스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한다. 응용에서 

Radio 자원 스케줄링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단말의 민감한 

정보 등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호스팅 플랫폼의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는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NFV) Management and 

orchestration(MANO)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 되며 ETSI MANO 

표준으로 정의 되어있다[3]. 응용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는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이다[4]. 응용의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는 응용 공급자에 의해서 관리 되어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응용에 맞게 개발 가능하다. 

 

3. 주요 연구 

 MEC Service 

Cloudlet[5]는 단말, Edge Cloud 플랫폼, Central 

Datacenter 의 three-tier 중에서 Edge Cloud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Cloudlet 은 Edge 에서 단말 

가까운 곳에 VM 을 만들어서 단말의 Computing offloading 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VM 은 단말의 요청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단말이 offloading 해야할 내용을 Cloudlet 에 

전달하면 Cloudlet 은 VM Synthesis 과정을 통해서 VM 을 

생성하고 단말에서 요청한 작업을 VM 에서 수행하게 된다. 

Cloudlet 은 Openstack 기반으로 개발되어 

“Openstack++”라는 이름으로 Open Source 로 배포 되고 

있으며, MEC 를 위한 환경 구축에 활용 될 수 있다. 

사용된예로는 Wearable 기기의 AR 과 AI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Computation Offloading 

 MEC 의 Computing 자원을 이용하여 단말의 Computation 을 

Offloading 하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CloneCloud[6]는 

단말에서 수행해야할 코드와 MEC 에서 수행해야할 코드를 

Tread 단위로 자동으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게 한다. 

MAUI[7]는 Method 단위로 Application 을 분리하여 MEC 에 

필요한 부분만 수행하도록 한다.  

 Use Case 를 만든 경우도 있다.  ME-VoLTE[8]는 

영상통화시에, Video Encoding/Decoding 을 MEC 에서 

수행하여 단말의 배터리 소모를 감소시켰다. 

  Computation Migration 

 단말이 Offloading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가까운 MEC 서버로 Migration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9]에서는 Markov decision process(MDP)를 

이용하여, 두 MEC 서버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비용을 최소화 

하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10]에서는 앞서 소개한 모델을 

확장하였다. Lyapunov optimization 을 이용하여 전송, 재구성 

비용을 최소화 하는 모델을 소개하였다. [11]에서는 

MEC 서버에서 중앙 클라우드로 Migration 하는 모델을 

소개하였다. Heuristic to-stag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용의 

최소화와 latency 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4. 결  론 

 MEC 는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엣지 노드로 컴퓨팅을 

분산하여, 지연시간을 줄이고 코어 네트워크의 혼잡을 줄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하였다. ETSI 에서는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MEC 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NFV/SDN 의 활용, 제한된 MEC 서버의 리소스 

스케줄링, 보안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Locality, Network, Service-awareness, Low-

Latency 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발굴 연구도 

진행될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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