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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창의자율과제명 서버리스 컴퓨팅 서버기반 적응형 봇 클러스터 개발

참여인력 현황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연구기간 2020. 09. 01 – 2020. 12. 31
연구 필요성

- 빅데이터와 데이터마이닝의 용도로 인터넷 데이터 수집에 대한 많은 요구가 필요함

- Network Bandwidth 와 처리 Throughput를 고려할때 Distributed Agents 활용 필요함

- 클러스터 종단의 노드의 환경(region, device, ip)이 다양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엣지(Cloud Edge)구성과 함께 서버리스 컴퓨팅(Serveless Computing) 서버 구축

- 비동기식 작업단위 클러스터 노드들을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

- 이를 통해, 고수준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가지는 봇-클러스터 서비스를 구현함

그림 1: 인스턴스 기반 vs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차이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엔드노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인 웹소켓(WebSocket)을 기반으로, 연결관리를 지원함.

- [클러스터서버] 표준 웹소켓을 지원(API-Gateway)하는 엔드포인트상에서 서버리스(Lambda) 서버로 구축

하여, 클라우드 인프자 자원에서 독립적으로 개발(이식성 고려). 

- [프로토콜] 서버리스 컴퓨팅에서의 MS와 엔드노드간, 비동기식 Peer-to-Peer 메세지를 지원하며, 노드 

연결의 핸드세이킹과 상태 리포팅, 작업 대기등 연결관리 지원함. js나 python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

여, 상요자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임베딩되도록 제공.

- [관리기능] 클러스터 노드들의 상태 모니터링을 포함한, 클러스터 확장과 유지를 위한 기능 제공. 그리

고, 웹페이지 기반의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실시간 클러스터링 상태를 파악토록함.

그림 2: 연구 목포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

주요실적 / 구현결과

- [프로토콜] 분리된 Serverless Context 안에서, 요청에 의한 동기화 요청 처리 방식 구현



그림 3: 동기화 요청 처리 프로토콜 도식도

활용방안 / 기대효과

- 본 과제는 표준 웹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음 (호환성)

- 웹 소켓은 많은 브라우저에서 표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브라우저 확장툴로 이식 용이함 (유연성).

- 사용한 트래픽의 용량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비주기성 작업에 효율적인 (효율성)

- js, python 모듈지원으로 브라우저, IoT, 모바일 웹/앱에 쉽게 접목가능할 것으로 기대 (확장성)

- 웹UX 테스트 자동화나 분산 트래픽 테스트, 릴레이 채팅 어플 활용 기대 (응용성)

          



대회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출자료 공개 및 성과조사 동의서
(학생창의자율연구과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학생창의자율과제』와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소속, E-mail, 학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출자료의 공개

   ◦ 제출된 설명자료와 동영상은 ICT콜로키움 2020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는 본 행사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
지 않으시는 경우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출자료 
공개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성과조사에 관한 사항
 □ 학생창의자율과제 이후 제품화 여부, 창업여부, 제품판매 실적 변화 등 향후 성과

조사에 동의하며 현장확인, 자료의 열람, 사후관리 및 사업관련 자료 제출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성 명  :      정대욱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