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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 가진 IT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이다. 데이터 센터내의 가상화된 스토리지를 할당 받아 개인의 
PC 환경처럼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현재 
리소스 사용률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센터내의 할당 받은 사용자의 스토리

지 리소스 사용량, 서비스 정보, 데이터 전송률을 모니터링 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 해주는 클라우

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안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1][11]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 가진 IT 자
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이다. 또한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 를 적용한 IT 분야의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이기종의 분산된 자원을 
이용하여 가상의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그리드 컴퓨팅

개념과 필요할 때 마다 자원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유틸리티 컴퓨팅을 혼합한 개념이다. 하지

만 데이터 센터내의 가상화된 스토리지를 할당 받아 
개인의 PC 환경처럼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현재 
리소스 사용률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
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스토리지 
정보 리소스 사용량, 서비스정보, 데이터 전송률을 사
용자에게 서비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센터내의 할당 받은 
사용자의 스토리지 리소스 사용량, 서비스 정보, 데이

터 전송률을 모니터링 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 해주

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를 위한 모니터

링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모니터

링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여러 사용자들의 
모니터링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모
니터링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해

서 추후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예측이 가능

해진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서비스 

레벨 규약(SLAs)을 확립할 수 있고 시스템의 신뢰성

과 QoS 를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 설명한다. 3 장에서는 모니터링 서비스 구조에 
대해 기술하고, 4 장에서는 모니터링 서비스 인터페이

스 구조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 5 장에서는 결론과 향
후 연구사항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5]은 가상화를 통해 연결되어있는 

컴퓨터로 구성된 병렬 및 분산 시스템의 한 종류이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SLAs 에 기초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

터 내의 자원을 동적으로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그림 1 과 같

이 인터넷이 연결된 단말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접속

하여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OS 등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고 사용량에 기반하여 대
가를 지불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 메

일, 블로그, 웹 하드 서비스나 웹 호스팅 서비스를 통
해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한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물리

적인 정보량의 한계로 인해 인터넷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제한적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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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하지만 최근에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가상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되면서 광범위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IT 자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IT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되었다[1]. 
 
2.2 GMA(Grid Monitoring Architecture) 

GMA 는 OGF(Open Grid Forum)의 GMA-WG(Grid 
Monitoring Architecture Working Group)[3]에서 제안한 
그리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GMA 는 데이터 그리드

와 같은 광범위한 시스템의 많은 이기종 자원을 모니

터링 한다. GMA 는 낮은 지연, 높은 전송률, 적은 오
버헤드, 보안성, 확장성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
다. GMA 는 그림 2 과 같이 디렉토리 서비스(Directory 
Service), 생산자(Consumer), 소비자(Producer)의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GMA 구조 

디렉토리 서비스는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의 발생

정보를 관리하고 생산자는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여 
취합하고 소비자에게 모니터링 정보를 전달한다. 소

비자는 생산자로부터 전달 받은 모니터링 정보에 접
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GMA 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 구성 방식만 제

시할 뿐 구현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정의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구현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간의 호환성

이 부족하다.   
 
2.3 R-GMA (Relational Grid Monitoring Architecture) 

R-GMA [7]는 그리드 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서 유럽 데이터 그리드 프로젝트[8]에서 개발되었다. 
R-GMA 는 GMA 명세서에 대한 구현물이다. R-GMA 는 
호스트,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자
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R-GMA 는 R-GMA 클
라이언트, 에이전트, 생산자, 소비자, 중재자, 레지스

트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GMA 는 생산자에서 소
비자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데 풀(Pull) 모델과 푸쉬 (Push) 모델이 있다. 
풀 모델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에 대해서 질
의를 요청할 수 있다. 푸쉬 모델의 경우에 소비자는 
스트리밍 형태의 질의를 수행한다. 생산자는 표준화

된 스키마를 사용하여 정보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전체 모니터링 자료가 하나의 가상 데이터 베이스로 
보여지도록 한다. 
 
3. 모니터링 서비스 구조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의 할당 받
은 스토리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스토리지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3) 클라우드 자원 모니터링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니터링 서비스 구조는 그림 
3 과 같이 크게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 제공자, 그
리고 모니터링 정보를 취합하고 사용자,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모니터링 관리자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관

리자는 다시 스토리지 상태 관리자(Storage Status 
Manager), 데이터 전송 관리자(Data Transfer Manager), 
서비스 관리자(Service Manager)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다. 
스토리지 상태 관리자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에 

사용자가 할당 받아 사용하는 스토리지의 상태정보를 
모니터링 해준다. 할당 받은 스토리지의 CPU,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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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사용량을 체크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한다. 스토리지 데이터 전송 관리자는 사용자

와 할당 받은 스토리지 내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
생하는 전송률과 네트워크 상태, 전송지연시간을 모
니터링 한다. 사용자 레벨에 따라 기본 전송량을 초
과할 경우 전송을 제한하거나 추가로 사용요금을 부
과할 수 있다. 서비스 관리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는데 스
토리지 접속시간과 이용시간,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

이션 정보를 모니터링 해준다. 
각각의 관리자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모니터링 관

리자를 통해 취합되고, 사용자와 제공자에게 각각 서
비스 된다. 사용자에게 제공될 때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해 제공하며 제공자는 모든 사용자의 모니터

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 정보를 사용자

에 따라 통계화 하여 볼 수 있다.  
 
4. 모니터링 서비스 인터페이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모니터링 
정보의 발생과 전송은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서비스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이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의 가상화된 
스토리지를 할당 받았다고 가정한다. 먼저 사용자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의 할당 받은 스토리지에 접
속한다. 사용자가 스토리지에 접속하면 모니터링 관

리자 내의 스토리지 상태 관리자, 스토리지 데이터 
전송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가 사용자의 스토리지에 
접속하여 각각의 해당되는 모니터링 항목을 수집한다.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는 모니터링 관리자가 취합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 한다. 각 사용

자들에게 제공된 모니터링 결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보여지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
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정보

를 보안이 강화된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문서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RSS 문서에는 모니터링 
관리자가 취합한 모니터링 정보가 들어있는데 스토리

지의 CPU, Memory, Storage 사용량, 데이터 전송률, 서

비스 시간과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 아이디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와 히스토리 정보를 포함한다. 사용자에게는 RSS
리더를 통해 보여지게 된다. 사용자가 개인의 스토리

지에서 접속을 종료하면 스토리지에 접속해서 모니터

링 정보를 수집하던 모니터링 관리자도 접속을 종료

하게 된다. 
사용자는 모니터링 정보를 모니터링 관리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제공자는 여러 사용자들

의 모니터링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모니터링 기능은 사용자들의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해 
추후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예측해 사용자

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제
공자 사이의 서비스 레벨 규약을 확립하고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성과 QoS 를 보장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QoS 보장은 중요한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각 사용

자의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하여 추후 사용자에게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 필요

한 만큼의 자원을 할당 받아 사용하는 SOA 기반의 IT 
분야의 새로운 컴퓨팅 환경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내의 스토리지 내에 자신의 데
이터가 저장된 위치, 현재 리소스 사용률 등의 정보

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에서는 사용자의 스토리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

용자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는 사용자의 스토리지 
리소스 사용량, 서비스 정보, 데이터 전송률을 모니터

링 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의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하여 추후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니터링 서비스는 사용자와 제
공자 사이의 서비스 레벨 규약을 확립하는데 기여하

며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에 
QoS 를 보장받게 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현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정보를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이에 모니

터링 결과를 서비스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안이 철저

하게 유지 되어야 하는데 RSS 문서 보안 외에도 전송 
중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가 더 필요

하다.  또한 가젯이나 위젯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사
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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