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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을 넘어서...
엣지 컴퓨팅의 개념과 사례

□ 5G시대의 도래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
□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체기술로 주목
□ 엣지 컴퓨팅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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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시대의 도래와 함께 IoT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
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한 대안으로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이 빠르게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Amazon, Google, MS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었
던 GE, HPE, Intel, Dell, Nvidia 등 하드웨어 제조기업들이 엣지 컴퓨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
출하면서 향후 컴퓨팅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노력 중

 5G 시대의 도래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
○ 본격적인 5G 시대의 도래와 함께 IoT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인터
넷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고조


5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IoT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며, 이에 따라 관련 데이터량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
- Gartner는 201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보급된 IoT 장치수를 약 84억개로 추정하면서
2020년 경에는 260억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DC와 Cisco는 이에 더
나아가 각각 320억개와 500억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McKinsey, IDC, Cisco 등은 IoT 시장규모도 2025년경 적게는 6.1조달러에서 많게는
14.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처럼 점차 전세계적으로 5G 이동통신 기술이 상용화에 들어가면서 빠르고 끊김 없
는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IoT 기기의 보급이 급증하는 추세
[그림 1] IoT 기기 보급량 전망

자료: Gartner



[그림 2] IoT 시장 전망

자료: IoT-Inc.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응하는 기술로 최근까지 클라우드 컴
퓨팅이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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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차, IoT, 스마트 홈,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들이 주목
받으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도 대세 기술로 자리매김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의 데이터센터에서 모든 컴퓨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네트
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로봇, 드론 등 디바이스들에 대한
모든 통제가 데이터센터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진행
- 클라우드 컴퓨팅은 스마트폰 등 기기의 소형화 및 처리작업의 고도화 등이 요구되는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 작업을 위해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하
며 발전을 거듭
- 현재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 기기나 IoT 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거쳐 중앙 서버에서 필요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작업이 진행 중
- Amazon, Google, MS 등 인터넷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클라우드 컴
퓨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그림 3]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추이

자료: Forrester Research



[그림 4]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점유율

자료: Synergy Research Group

그러나 최근 들어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
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IoT 장치가 확산되고 실용화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효
율적으로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
- 따라서 중앙의 데이터센터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해서 처리한 후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받는 방식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또한 산업분야의 IoT 장치에서 처리 및 보관이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는 긴급성과 정확
성, 보안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 현재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만으로는 데이터 처리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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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한계 예시
효과
안전성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설명
순간의 네트워크 지연이나 데이터 전송 오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항공엔진, 드론
연안 석유시추 시설
사막에 위치한 물 분사 펌프
즉시성

산업기계 자체가 중앙 서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중앙서버와의 연결
이 어려움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람의 시청각 반응 능력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불과 몇 백 ms 차이만으로도 가
상현실 몰입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생체(음성, 안면)인식
효율성

스마트 팩토리

제조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대규모의 센서 데이터가 발생하며 이의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함

자료: 삼성뉴스룸, 정보통신정책동향(29권 16호) 재인용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체기술로 주목
○ 최근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기술로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이 주목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반대 방식의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용자 기기의
통제가 중앙 데이터센터에서 주로 이뤄지는 방식이라면, 엣지 컴퓨팅은 사용자 기기(혹은 로
컬 영역의 지점)에서 직접 컴퓨팅이 이뤄지는 기술
- 이론적으로 네트워크가 없어도 기기 자체에서 컴퓨팅이 구현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로컬 영역에서 직접 AI, 빅데이터 등 컴퓨팅이 수행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
를 상대적으로 크게 낮출 수 있는 기술로 평가
- Forbes는 엣지 컴퓨팅을 2018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0대 트렌드로 선정한 바
있으며, Gartner도 2018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서 5번째로 엣지 컴퓨팅을 선정
[그림 5] 컴퓨팅 기술 진화 추이

[그림 6] 엣지 컴퓨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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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료: CB Insights,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엣지 컴퓨팅은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센터 컴퓨팅 플랫폼(클라우드)에 보내
지 않고 네트워크 말단의 장치 및 기기 근처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
- 데이터가 수집되는 끝단(엣지)에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즉시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컴퓨팅 기술로 평가
-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요청이 지나가는 길(네트워크 라우터 등)이라면 엣
지 컴퓨팅을 제공할 수 있는 후보가 되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에 해당하는 스
위치나 라우터 또는 좀 더 극단적인 경우 공유기나 가정용 NAS1, 셋탑박스도 에지 컴
퓨팅을 제공 가능
[그림 7] 클라우드 컴퓨팅 vs. 엣지 컴퓨팅 개념도 비교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해 지연시간(latency)이 짧고 해킹 가능성이 낮으며, 광범위한 이동성
(mobility)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강점
- 엣지 컴퓨팅은 IoT 사물에서 직접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므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해
연산능력이 떨어지지만, 응답속도가 빠르고 광대역 통신도 불필요
- 지연시간 없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므로, 빠른 응답속도가 요구되는
환경에 효과적
- 실제로 안정성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항공엔진, 드론은 순간적인 네트워크 지연

1

(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데이터 저장장치로 사무실 등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 광대
한 자료나 파일을 네트워크에 부착해 사용하기 편하게 저장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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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데이터 전송오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의 짧은
지연시간이 중요한 요구사항
- 이에 따라 엣지 컴퓨팅은 이메일, 동영상, 검색, 저장 등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로 소화
하던 기능을 넘어선 자율주행, 증강현실, 가상현실, IoT,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스마
트시티 등 차세대 기술을 지원 가능
[표 2] 클라우드 컴퓨팅 vs. 엣지 컴퓨팅 특징 비교
속성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지연시간

김

짧음

서비스지역

인터넷

로컬네트워크 인근

지역식별

불가능

가능

해킹 가능성

높음

낮음

통신방식

중앙집중식

분산형

서버 수

적음

많음

이동성 지원

제한적

광범위

자료: NxtGen,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그림 8] 클라우드 컴퓨팅 vs. 엣지 컴퓨팅 서비스 비교

자료: NTT,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엣지 컴퓨팅 적용 사례
○ 이제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Amazon, Google, MS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주도
권을 내주었던 하드웨어 제조기업들이 엣지 컴퓨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향후 컴퓨
팅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노력


GE: IoT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GE의 Predix는 대표적인 산업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계
학습 엔진과 이벤트 처리 기능을 제공하여 엣지에서 시간적 지연 없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제조,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확산 적용
[그림 9] GE의 Predix 개념도

자료: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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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IoT에 대해 로컬 컴퓨팅, 메시징, 동기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동기화 상태로 유지해 다른 디
바이스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10] Amazon의 AWS Greengrass 개념도

자료: Amazon



Apple: Apple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서비스를 하는 Google Assistant나 Amazon의
Alexa와 달리, 아이폰 자체에서 Siri 서비스를 제공해 엣지 컴퓨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정확도 측면에서 경쟁 서비스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는 높은 수준. 아이폰X의 얼굴인식 또한 아이폰 기기에서 자체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방식



HPE: 공장, 석유 굴착 장치, 공항 등 네트워크 말단 기기 주위에 설치하는 엣지 컴퓨팅 서
버인 Edgeline 상용화.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한 다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써 운영 최적화를 추구
[그림 11] Apple의 Siri/Face ID 서비스

자료: Apple



[그림 12] HPE의 엣지 컴퓨팅 서버 Edgeline

자료: HPE

Toshiba: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인 Meister 상용화. 기본적으로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하는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솔루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가까운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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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해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만 클라우드로 전송


Nvidia: 고속 영상 처리 하드웨어인 PX-2는 자율주행차의 영상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딥 러
닝 기반의 그래픽 장치. 자체 프로세서 내에서 자동차 주위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해 주위 장애물을 인식. Tesla, BMW, Audi 등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탑재
[그림 13] Toshiba의 Meister 개념도

자료: Toshiba



[그림 14] Nvidia의 PX-2 GPU

자료: Nvidia

Dell: 현재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Edge Gateway리는 IoT 게이트웨
이 상용화. 단순히 IoT 기기들에서 오는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기존 게
이트웨이와 달리, 네트워크 통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용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일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도 가능. 향후 산업용뿐
만 아니라 가정용 IoT 기기들에도 적용할 계획
[그림 15] Dell의 Edge Gateway

자료: Dell



[그림 16] Dell의 Edge Gateway 기능도

자료: Dell

AECC(Automotive Edge Computing Consortium): 엣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Toyota, Intel, Ericsson, NTT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
- 자율주행차들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해 처리하지 않고 엣지
에서 처리하고자 'Distributed Computing on Localized Network' 개념을 도입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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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엣지 컴퓨팅, 무선 접속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기술 개발 중


OpenFog: IoT 관련 엣지 컴퓨팅 의 기술개발과 표준 제정 등을 위해 Cisco, ARM, Dell,
Intel, MS, 프린스턴 대학 등 산학계가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IoT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활
발히 진행

[그림 17] AECC: 자율주행차용 엣지 컴퓨팅 컨소시엄

자료: AECC

[그림 18] OpenFog: IoT용 엣지 컴퓨팅 컨소시엄

자료: Cisco

<연구위원 김동우(dongwoo.kim@kbfg.com) ☎02)207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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