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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능형 IoT 어플리케이션 및 5G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Edge-Cloud 컴퓨팅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원 수요에 따라 IoT 어플리케이션은 계산이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짧은 작업을 Edge 

또는 Cloud로 Offloading 하여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Edge-Cloud 컴퓨팅 시스템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당하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자원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dge-Cloud 컴퓨팅 시스템에서 자원 활용

도를 최대화하고 Offloading 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 제약하에서 Task Offloading과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Task Offloading 및 자원 할당을 위한 최적 결정을 고려하기 위해 심층 강화 학습이 적용된

다. 이를 위해 최적화 문제를 Markov 결정 프로세스로 공식화한 다음 Deep Q-Network(DQN)를 활용하여 Task 

Offloading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찾는다. 따라서, 현재의 Edge와 Cloud에 남은 자원을 고려하여 동적 Edge-

Cloud 컴퓨팅 환경에서 DQN을 활용해 강화 학습 에이전트의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Task를 최적으로 Offload

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하는 기법이 최소 비용으로 자원 활용을 최대화하고 최소 작업 거부로 Task 

Offloading을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휴리스틱 접근 방식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함을 증명한다.

키워드: Deep Q-Network, Edge-Cloud 컴퓨팅, 자원 할당,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IoT, 5G 네트워크

Abstr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ntelligent IoT applications and 5G network services, a new paradigm has led to 

the emergence of edge-cloud computing. Depending on resource demand, IoT applications must offload to the edge 
or cloud to perform computationally complex and low latency tasks. Therefore, intelligent resource management 
techniques are needed for Edge-Cloud computing system to allocate resources more efficiently. In this paper, we 
aim to optimize task offloading and resource allocation under delay constraint to maximize resource utilization 
and minimize offloading rejection in Edge-Cloud computing system. We apply deep reinforcement learning to 
consider optimal decisions for task offloading and resource allocation. For optimal task offloading, we formulate 
the optimization problem as a Markov Decision Process (MDP), and then utilize Deep Q-Network (DQN) to find 
the optimal policy. And we prove that the proposed technique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heuristic approach in simulation results with maximizing resource utilization, with minimum cost.

Key words: Deep Q-Network, Edge-Cloud computing, Resource allocation, Markov process, IoT, 5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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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 인터넷(IoT) 및 5G 무선 네트워크의 발전은 

증강/가상 현실과 같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출

현을 가능하게 했다. 제한된 자원을 갖는 IoT 장치

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특히 지연에 민감한 어플

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1][2]. 따라서, 

IoT 장치가 계산 집약적 작업의 계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엣지 혹은 클라우드로 오프로드 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높은 대기 시

간과 데이터 전송 지연은 자동 운전, 증강 현실, 가

상 현실과 같은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기에

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엣지 컴퓨팅은 일부 

컴퓨팅 자원을 IoT 장치와 가까운 엣지 단으로 가져

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엣지 서버는 오프로딩된 

계산 집약적 작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클라우드로 

보내는 대신 작업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3].

컴퓨팅 오프로딩을 통해 IoT 장치는 계산 집약적

이고 지연에 민감한 작업을 엣지 서버가 장착된 근

처 기지국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엣지 서버의 연

산 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산 대기 시간이 길

어지고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엣지 

서버 또는 클라우드 서버로 작업을 분담해야 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작업 분담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 및 작업 오프로딩에 

대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제시 된다[4]-[14]. 그러나 

IoT 장치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엣지-클라우드 네

트워크의 동적 특성으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갖는 장치에 대한 

컴퓨팅 오프로딩 및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는 Deep 

Q-Network (DQN) 기반 엣지-클라우드 컴퓨팅 기

법을 제안한다. 엣지-클라우드 자원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자원 할당 및 오프로딩 최적화 문제

에 중점을 두고, DQN을 이용한 지능형 작업 오프로

딩 및 자원할당 방법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다. 엣

지-클라우드 환경은 매우 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 학습의 DQN은 이를 효율적으로 탐색

함으로써 작업 오프로딩 및 자원 할당을 위한 최적

의 솔루션을 학습하고 찾을 수 있다. 먼저 최적화 문

제를 Markov Decision Process (MDP)로 정의한 

후, DQ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작업 오프로딩 및 자

원 할당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찾는다.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제안된 기법이 최소 비용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최소 작업 거부를 함으로써 작업 오프로

딩을 최대화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휴리스틱 기법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

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시스템 모델과 문제 정의를 설

명한다. 3장에서는 DQN 기반 적업 오프로딩 및 자원 

할당 방식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계획을 검

증하고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결과 비교에 대

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System Model 

이번 장에서는 작업 오프로딩 및 자원 할당 문제의 

시스템 모델 및 문제 정의를 자세히 설명한다. 센서, 

모바일 기기, IoT 장치와 같은 단말 기기들은 무선 

링크를 통해 기지국과 연결되고, 엣지 컴퓨팅 시스

템은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코어 클라우드와 연결된

다. 작업 요청이 수신되면 기한 내에 작업을 실행할 

엣지 또는 클라우드의 서버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이번 장에서는 작업, 통신 및 작업 오프로딩 모델과 

목적 함수를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정의한다. 

2.1. Task Model

오프로딩을 위한 개의 작업이 존재하고 시스템의 

총 작업 부하가 최종 장치의 작업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은 두변수의 튜플이며, 여기서 및 은 각각 입력

데이터의 크기(단위는 byte)와 작업 대기 시간 요구 

사항을 나타낸다. 또한, 파라미터 은 이 엣지 또

는 클라우드에 할당 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변

수를 의미한다(0은 엣지에 할당을 의미, 1은 클라우드

에 할당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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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혹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오프로드된 작

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여러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15]에서 제안한 방법은 작

업 처리를 위해 자원 중 CPU만을 고려한다. 기존의 

[16][17]에서는  라는 1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

기 위해 필요한 CPU Cycle의 수를 고려한다. 이때, 

은 작업 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CPU Cycle 

수를 의미한다. 

                           

작업 이 엣지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 할당되면 

필요한 인 CPU Cycle(가상화 기술을 통해)이 할

당된다.

2.2. Wireless Bandwidth Model

는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하

는 모든 기지국(Base Station, BS)를 의미한다. 각 

BS 는 각각마다 개의 무선 대역폭 채널의 집합 

 및 이에 따른 비용 을 갖

는다. 각 기지국은 서로 다른 수의 작업을 가지고 있

으며, 대역폭 채널을 통해 작업을 기지국으로 할당 

받게 된다. 모든 기지국의 대역폭 활용도 는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식 (3)에서 는 모든 기지국의 총 대역폭을 의미

하고, 는 오프로드된 작업을 제공하는 의 채

널의 수를 의미한다.

2.3. Computational Model

1) Edge computing: 엣지는 개의 컴퓨팅 서버 

를 포함하고 는 각 엣지 서버 

의 번째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이다. 엣지 서버의 

Computing 자원 활용도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식 (4)에서 는 엣지 컴퓨팅 서버의 총 컴퓨팅 

자원 용량이며, 는 엣지 서버에 할당된 총 작업의 

수를 의미한다.

2) Cloud computing: 클라우드에는 개의 서버 

가 있고 가 각 클라우드 서버 

의 번째 가상화 컴퓨팅 자원으로 정의한다. 클라우

드 서버의 Computing 자원 활용도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식 (5)에서 는 클라우드 서버의 총 컴퓨팅 용

량을 의미하고, 는 클라우드 서버에 할당된 총 작

업의 수를 의미한다.

2.4. Delay Model

작업 오프로딩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에는 엣지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 전달 및 처리에 소비

되는 시간이 포함된다. 작업 오프로딩 및 결과 수신

의 전체 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지연 시간이 포함

된다. 전송 지연, 전파 지연 및 처리 지연 시간이다.

1) Transmission delay: 각 작업 에 대해, 

의 데이터를 엣지 또는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야 하

며 결과 데이터 은 다시 사용자 장치로 전송되어

야 한다. 각 작업 에 대해서 무선 채널을 통한 전송 

지연은 으로 정의 한다. 이때 엣
지 서버에서 오프로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으로 정의하며, 클라우드 서버로 오프로딩 함

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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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식 (6)과 (7)의 와 는 엣지와 클라우드 네

트워크의 대역폭을 나타낸다.

2) Propagation delay: 자원의 위치에 따라 전파 

지연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스템 모델

에서는 단순성을 위하여 엣지 서버로 오프로딩 할 때 

발생하는 전파 지연을 로 정의 하

며,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하는 

전파 지연 시간을 으로 정의한다.

2) Processing delay: 처리 지연 시간은 엣지 서버 

의 가상화된 자원 에서 작업 에 대하나 처리 

시간을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의 가상화된 자원 에

서 작업 에 대하나 처리 시간을 으로 정의

한다. 

따라서, 작업 에서 엣지 서버까지의 총 왕복 시

간 과 클라우드 서버까지의 총 왕복 시 은 

다음과 같이 전송 지연, 전파 지연, 처리 지연 시간

의 합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총 자원 비용 은 대역폭 비용  

와 엣지 서버의 처리 비용 , 클라우드 에서

의 처리 비용 으로 구할 수 있다.

, , 는 대역폭, 엣지 및 클라우드 처리 자원의 

비용 가중치를 의미한다. 이때, 총 자원 사용에 따른 

비용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5.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Optimization:

Subject to the constraints: 

3. DQN 기반 Task Offloading 과 
자원 할당 

이번 장에서는 Edge-Cloud 컴퓨팅 시스템의 최

종 장치에 대한 다중 자원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DQN-Edge-Cloud(DQNEC)라는 방법을 제시

한다. 제안된 DRL 기반 방식은 오프로딩을 위해 엣

지 또는 클라우드 서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DQN을 

적용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은 작업 오르포딩의 

수락 비율을 늘려 자원의 활용도를 늘리고 서비스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 Markov Decision Process

일반적으로 MDP 모델에는 에이전트, 상태, 행동, 

정책 그리고 보상과 같은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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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오프로딩 및 자원 최적화 문제를 MDP로 정의

한 다음 기대 수익(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정책 을 찾는다. 정책 는 각 상태 에 대한 

에 대한 확률 분포 를 통해 적절

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DQN 기반의 방

법에서 에이전트는 Edge-Cloud 환경으로부터 상태 

를 관찰하고 적절한 컴퓨팅 서버를 결정하는 행동 

를 선택하고 즉각적은 보상 를 받는다. 에이전

트의 목적은 최적의 자원 할당 정책을 찾아 장기적

인 보상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상태, 행동, 보상 모

델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정의 하도록 한다. 에피

소드의 총 시간 단계 수는 항상 대기 적업 수와 동일

하다(즉, ).

1) State: 상태 공간은 엣지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원의 상태 정보와 최종 장치에서 요청하는 모든 작

업의 정보로 정의된다. 각 시간 단계 t에서의 상태에 

대한 전체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현재 처리 작업 (

), 엣지 및 클라우드 서버에 남아 있는 총 CPU 합계 

( ), 남은 총 대역폭의 합 ( )을 포함한

다. 클라우드에 있는 각 서버의 정보, 클라우드 서버

의 수( ), 클라우드 서버의 잔여 CPU의 합( ), 클라

우드 서버의 잔여 대역폭의 합( ) 및 각 서버의 잔여 

CPU의 정보( )이 존재한다. 또한 에지 서버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해 에지 서버의 수( ), 에지 서버의 

남은 CPU의 합( ), 에지 서버의 남은 대역폭( )과 

남은 CPU의 합( )가 존재한다. 각 클라우드와 엣지 

서버에 할당된 활용도 정보도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각 작업의 데이터 

크기( )와 요청 대기 시간( )을 포함한다. 시간 단계 

t에서 상태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위의 상태에서 도 1에서 N(즉, )이며 에이

전트가 현재 결정해야 하는 작업을 나타낸다.

2) Action: 제안하는 모델에서 강화 학습 에이

전트는 환경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여 행동을 선택

한다. 각 시간 단계 t에서 에이전트는 t번째 작업

( )을 오프로드하고 작업 데드라인 내에

서 실행할 작업에 리소스(대역폭 및 CPU)를 할당하

는 작업을 수행한다. 시간 단계 t에서 동작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계산 서버를 나타내고 은 작업 

에 대한 위치 에지 또는 클라우드를 선택한다. 예

를 들어 일 때  (에지 서버), 

 (클라우드 서버) 일 때, 각 

시간 단계에서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에 기반한 작업 

오프로딩 정책에 따라 행동을 선택한 다음 시간 단

계 t+1에서 환경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3) Reward: RL에서 에이전트의 목표는 보상을 최

대화하는 것인데, 이는 좋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얻

은 보상의 총 합이다. 최적화 문제는 지연 제약이 충

족되는 동안 리소스 활용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

화하는 것이다. 보상  는 수식(20)의 시간 단계 t에

서 총 자원 활용률 로 계산할 수 있다. 수식 (20)

의 시간 단계 t에서 총 비용 수식 (21) 및 수식

(22)의 시간 단계 t에서 태스크에 대한 지연 제약

을 만족해야 한다. 

3.2. Task Offloading을 위한 DQN 프레임워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학습 프로세

스에 DQN(Deep Q-network) 알고리즘을 사용했

다. DQN 알고리즘은 이산 행동 공간이 있는 환경

에 적용되는 오프 정책 알고리즘이다. DQNEC 에

이전트의 훈련 과정은 알고리즘 1에 요약되어 있다. 

DQNEC 학습 프로세스는 경험 데이터를 저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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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학습에 해당 경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리플

레이 메모리 적용한다. 리플레이 메모리는 에이전

트가 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수집하는 가장 최근의 경

험 을 저장한다. 재생 메모리의 목적

은 여러 경험들을 저장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훈련 중

에 Q 네트워크가 이전 경험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리

플레이 메모리 에서 메모리의 미니 배치(크기: ) 만

큼 추출한다. DQN은 두 개의 신경망, i) Prediction 

Network 를 함수 근사기로 사용하여 행

동 가치 함수 수식(23)에 따라 추정한다. 여기서 는 

신경망의 가중치이다. ii) 목표값 수식 (24)를 추정하

기 위한 목표 네트워크 표현하며, Target 

Network는 Prediction Network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중치 는 모든 훈련 에포크 대

신 고정된 반복 횟수 마다 에서 복사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각 미니 배치 및 확률적 경사 

하강법(SGD)으로 Q-네트워크의 매개변수 를 업데

이트한다. 

수식 (26)에서 는 학습률을 나타낸다.

4. 성능 평가

이번 장에서는 제안된 DQNEC 기법을 자원 활용률, 

작업 수락률, 작업 거부 및 비용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

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시뮬레이션 환

경은 Python 3.8 및 PyTorch 1.9.0이 설치된 Linux 

Ubuntu 20.04.02 LTS가 있는 64GB RAM 및 RTX 

3090 GPU가 있는 i9-10900K CPU를 사용하여 실험

되었다. DQNEC의 효율성은 엣지-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해 휴리스틱 1(작업에 FIFO를 적용하며, 가

능한 경우 엣지 서버 자원을 선호하는 방법)과 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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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2(자원 수요가 높은 작업에 우선순위 부여하는 방

법)의 두 가지 휴리스틱 방법으로 평가 및 비교됩니다. 

제안하는 DQNEC를 소규모 환경과 대규모 환경의 

두 가지 유형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했다. 1) 소규모 

환경에서 작업 요구 사항은 CPU:50~100, 데이터 크

기:30~50, 데드라인:5~10ms로 설정되며 엣지 서버

의 초기 설정은 엣지 서버 수: 15, CPU: 30~60 으로 

설정한다. 클라우드의 초기 설정은 CPU: 40~80, 대

역폭: 100*15MB으로 한다. 대규모 환경에서의 엣지 

서버의 초기 설정은 엣지 서버: 30, CPU: 30~60으로 

설정하며, 클라우드 초기 설정은 클라우드 서버 수: 

30, CPU: 30~50, 사용 가능한 대역폭: 100*30MB으

로 설정한다. Task 요구는 데이터 크기: 50~70, 데드

라인:5~10ms으로 유니폼 분포에 따라 설정한다. 제

안한 기법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두 환경에서 모두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는 작업 거부율 측면에서 세 가지 방식을 비교

한 것입니다. 작업 거부율은 작업이 많아질수록 높아진

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DQNEC는 작업의 수락 

비율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거부 비율 측면에

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DQNEC는 부하 분산을 수행하

기 위해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함으로써 서버를 효율적으

로 선택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작업을 수락하

고 Offloading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용률은 일반

적으로 높은 자원 활용도를 보장하고 시스템의 유휴 시

간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QNEC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자원 활용도를 달성하고 DQN 접

근 방식이 제안하는 엣지-클라우드 시스템의 성능을 효

과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2은 제안된 기법의 평균 자원 활용도를 다른 

휴리스틱 기반의 두 기법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

다. DQNEC의 평균 자원 활용도는 앞의 그림 1와 같

이 두 환경 모두에서 항상 다른 두 비교 알고리즘보

다 높습니다. 따라서 태스크의 거부율은 자원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작업의 낮은 거

부율은 높은 리소스 활용도를 제공합니다. DQNEC

이 에지 클라우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작업 요구 사항에 따라 더 나은 서버를 선택하

고 리소스를 지능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DQNEC는 지능형 태스크 Offloading정책으로 인

해 휴리스틱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DQNEC는 최종 장치의 자원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엣지-클라우드 시스템의 

전반적인 자원 활용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림 3는 비용 측면에서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한 것

이다. 제안된 DQNEC 방식은 두 환경 모두에서 다

른 두 방식에 비해 자원 활용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적

다. 결과는 DQNEC가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DQN은 더 많은 

작업을 오프로드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작업이 클

라우드 시스템으로 오프로드되면 비용이 커진다. 그

러나 DQNEC은 보다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자원 요

구 사항, 대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서로 잘 일치

하는 서버에 작업을 할당하려고 한다.

그림 1. 두 가지 환경(a): 소규모 환경(b): 대규모 환경에서 서로 다른 작업 수에 따른 평균 작업 거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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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엣지-클라우드 환경에서 Task Offloading 및 자

원 할당 문제는 동적 네트워크 환경에서 근본적인 

과제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간주된다. 우리

는 이 최적화 문제를 MDP로 정의하고 DQN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았다. 제안된 

DQNEC 모델은 엣지-클라우드 환경에서 강화 학습 

에이전트를 통해 유저 디바이스에 서비스 제공 측면

에서 대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계산 집약적이고 

대기 시간이 짧은 작업을 엣지 또는 클라우드 서버

로 Offloading한다. 제안된 기법은 평균 비용, 평균 

자원 활용, 작업 거부율 감소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

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이 엣지-클라우드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로 제안된 DQNEC 의 성능은 작업 오

프로딩 및 자원 할당을 위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 엣

지-클라우드 네트워크를 다양한 측면과 다방면에서 

분석하여 보다 실세계와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

들고 다양한 작업 특성을 가진 수많은 IoT 장치를 

관리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연속 작업 공간에 더 적

합한 세 가지 수준의 하위 작업 Offloading을 조사

하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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