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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그린IT의 이슈와 더불어 컴퓨터 자원을 효율 으로 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서

비스들이 거 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의 수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

우드 컴퓨 에 존재하는 리소스들을 조합하여 여러 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클라

우드 마켓 시스템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 은 제한된 리소스들을 바탕으로 가격

과 성능에 맞는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러나 클라우드 마켓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에 한 연구

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 한 클라우드 마켓 내의 리소스들을 리하기 한 클라우드 

마켓 시스템과 마켓 내의 QoS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리소스 추천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를 이용하여 

효율 인 리소스 분배와 리소스 리 서비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마켓 모델을 제공해 다.

1. 서론

   최근 들어,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기술이 증가함하고 컴퓨터 산업에의 그린IT와 함께 산

화를 해 사용되는 엄청난 컴퓨터 자원들을 효율 으로 

리하기를 원함에 따라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확장된 새

로운 컴퓨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그  하나가 클라우

드 컴퓨 이다. 클라우드 컴퓨 은 서로 다른 물리 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리소스들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이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요구들이 나오게 되고 발달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수 의 확장성을 가진 IT자원들을 서비스

하여 제공하는 컴퓨 이다. 기존 개인용 컴퓨터나 기업의 

서버에 개개인이 장하 던 로그램과 데이터가 인터넷

으로 속할 수 있는 가상화된 형 컴퓨터에 장되고 

개인용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슥성도 수용하여 필요한 어 리 이션을 수행할 수 있

는 이용자 심의 컴퓨터 환경을 제공해 다. 기 

Google과 Amazon 같은 형 벤더들이 주축을 이루어 리

소스를 제공하 지만 재는 다양한 벤더들이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1]

  재 클라우드 컴퓨 을 제공해주는 업체에서는 하드웨

어뿐만 아니라 랫폼과 서비스까지 IT환경을 한 부

분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웹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발자과 연구자, 사업의 수요

에 따라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HaaS(Hardware as a Service)로 나  수 

있다. SaaS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의 다양한 소

트웨어나 세일즈포스닷컴에서 제공하는 AppExchange 

모듈, Microsoft, Sun microsys.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

으며 PaaS는 Amazon의 Simple DB, Microsoft의 Azure

등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의 가장 표 인 HaaS의 경

우에는 Amazon의 E2C외 국내외 많은 벤더들이 자신들의 

리소스들을 가상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1][2]

 클라우드 컴퓨 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재 클라우드 컴퓨 은 특정 종속된 벤더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각 벤더들은 다른 CP(Cloud Provider)와

의 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QoS에 한 지원도 없는 상

황이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수많은 CP들 

에 가장 효율 이고 안정 인 조합을 찾아주는 추천 시

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추천시스템을 살펴보고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클라우드 마켓

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리소스를 추천  리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해 보고자 한

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로 이어지

고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은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도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추

천 시스템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클라우드 마켓을 

한 추천 시스템을 구성해보았다.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에 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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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추천 시스템을 한 기술

(1) Demographic Recommender Systems[4]

   기본 으로 사용자들의 속성(attribute)을 이용하며 사

용자 통계학 인 자료를 바탕으로 등 을 나 어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다. 즉 인구통계 인 계산을 바탕으로 사용

자들의 속성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사용자의 속성만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므로 사용자가 

활동한 수많은 로그를 분석하지 않아도 되어 시스템에 

용이 비교 으로 용이하나 개개인의 분류(classification)에 

한 어려움이 있고 통계학 인 자료를 바로 바로 업데이

트 하고 분류하여 반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천 결과

가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2) Contents-based Recommender Systems[4][6]

    콘텐츠 기반의 필터링 기술은 속성이 비슷한 서비스

를 분류하여 사용자가 원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추천해주

는 기술이다. 사용자들은 상품과 연 된 서비스에 한 추

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Over-specialization : 속성이 비슷한 서비스를 추천해주

는데 복된 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다.

▪Limited content analysis : 사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한다.

▪New user problem : 새로운 사용자는 기존의 로 일 

정보의 부재로 원하지 않는 추천을 받게 된다.

(3) Collaborative Recommender Systems[4][5][6]

   업 기반의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은 부분의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의견이 바로 반 되어 비교  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성향(취미, 흥미, 심 등)을 가지

고 있는 사용자들로 분류 후 기존 사용자들의 평가들을 

바탕으로 재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Cold-Start”[5], “Data Sparseness”[7] 라는 문

제 을 가지고 있다. “Cold-Start” 는 새로운 서비스가 들

어오는 경우 기존의 유사한 속성을 지닌 서비스보다 높은 

품질을 지니고 있지만 추천 시스템은 기존의 반 된 사용

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므로 새로운 서비스에 

한 심은 떨어지게 된다. “Data Sparseness”는 무 많

은 서비스에 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서비

스들에 한 평가는 종종 바 고 사용자의 수는 상 으

로 어서 추천받고자 하는 상품과 비슷한 서비스를 찾는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다.

(4) Hybrid Recommender Systems[5][6]

   하이 리드 추천 시스템은 에서 언 한 콘텐츠 기반

(Contents-based)과 업(collaborative)기반의 필터링 기

술을 함께 취한 것으로 두 가지 기술을 모두 취합하거나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나온 결과를 다른 기술을 사용

하여 처리하거나 두 가지 기술의 특징만을 취하거나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여 히 연구 

진행 이라고 할 수 있다.

2.2 클라우드 마켓 시스템

   최근 IT산업 반에서 클라우드 마켓의 한에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련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 하려는 연

구가 진행 이다.

  Amazon의 EC2(Elastic Compute Cloud)의 경우 말 그

로 탄력 있는 컴퓨  환경을 의미한다.[8] AMI(Amazon 

Machine Image)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환경을 

즉시 반 하며 S3(Simple Storage Service)의 경우 실시

간 모니터링 효율 인 리환경을 제공한다. Google의 

App Engine는 기본 인 HaaS에서 Pythone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9] Microsoft의 Live Mesh는 모바일환경과 더블

어 웹기반의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며 최근 출시된 

Window Azure 은 PaaS를 제공해 다.[10]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특정 벤더  기술에 종속 이지 않고 효율

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요구증 에 따라서 원

하는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마켓(Cloud Market)이 생겨나게 되었다.

  GRIDS(Grid Computing and Distributed Systems) 

Lab.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보면 최근 격히 증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옥션모델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지만 QoS평가를 지원하지 않으며 

HaaS 에만 제안하 다는 문제가 있으며 에 언 한 클

라우드 마켓들은 확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11]

  다양한 방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역의 클라우드 마켓을 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발 을 해보고자 한다.

3. 서비스 추천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마켓을 해 QoS  Rank 

분석을 이용하여 각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에서 효율 인 

리소스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기반

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교 없이 마켓 내에서 리소스 

등록, 수정, 삭제를 한 필터링, 모니터링 리를 제공하

여 그린IT  효율 인 리소스 사용을 한 연구 모델에 

기여한다.

3.1 리소스 등록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HaaS, PaaS, SaaS로 나  수 

있다. 클라우드 마켓에 서비스를 원하는 리소스를 제공하

기 해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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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소스 등록

리소스를 등록하기 해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로 나 어 

등록을 하며 <표1>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Step
HaaS

SaaS

PaaS

Importer
제공되는 하드웨어 CP
와 계약을 진행

제공되는 하드웨어 CP
와 계약을 진행

Validate
Module

제공되는 XML기반의 
계약서와 서비스가 동
일한지 체크

제공되는 XML기반의 
계약서와 서비스가 동
일한지 체크

QoS 
Analysis

하드웨어 성능과 네트
워크 성능의 QoS분석

네트워크 성능의 QoS
분석

Rank
Analysis

QoS와 제공되는 가격
으로 Rank분석

QoS와 제공되는 가격
으로 Rank분석

<표 1> 리소스 등록 과정

3.1.1 QoS Analysis

  클라우드 마켓에 리소스를 등록하기 해 가장 요한 

요소는 각 서비스마다의 QoS를 분석하는 것이다. QoS는 

Rank값을 측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이며 Rank값은 마켓에

서 유 가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변수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 `<표1>에서 구분한 서비스 모두 QoS측

정에 네트워크 가용 역폭을 사용하면 (수식1)과 같다.

 


   




(수식 1) QoS of HaaS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기반으로 네트워크의 QoS가 매우 

요하다. 네트워크 QoS를 측정하기 해 가용 역폭, 지

연, 지터  손실에 한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으며 

HaaS QoS측정에 반 되며 HaaS는 CPU, 메모리, 장장

치로 구분되며 는 HaaS의 제공되는 물리 인 장치들을 

의미한다. SaaS와 PaaS의 경우는 네트워크 QoS만을 측

정한다.

3.1.2 Rank Analysis

QoS못지않게 서비스의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격이

다. 사용자는 동일한 성능의 서비스라면 당연히 가격이 

렴한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다. 처음 서비스를 등록하면서 

계약서 역할을 하는 XML의 Cost태그들의 정보로 가격을 

가지고 (수식2)와 같이 S-Rank값을 계산하게 되며 이 

Rank는 추천시스템의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지속 으로 

갱신된다. HaaS와 SaaS, PaaS의 가격의 합과 QoS결과 

값을 곱함으로 Rank값을 유출해 낸다.

    ×
    
   
   

(수식 2) S-Rank

3.2. 클라우드 마켓을 한 추천 시스템 구조

   클라우드 마켓 내 리소스 추천 시스템의 핵심 가 치

인 S-Rank를 구축하여 (그림2)와 같이 동작한다.

(그림 2) 추천 시스템

클라우드 마켓 내에 리소스를 등록하기 원하는 다양한 

CP들은 본 추천 시스템에 속하여 리소스 등록을 요구

한다. 이런 명령은 Web Portal을 통해 Request Manager

에게 달되며 Request Manager는 사용자의 요구가 리소

스 등록인지 분배인지를 단하고 등록일 경우 Resource 

Register는 리소스의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된 리소스의 

정보는 각 Repository에 장되고 Resource Monitering에 

따라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시간 감시된다.

  등록된 소 트웨어 즉 서비스 들은 Application Specific 

Service에서 직  Web Portal을 통해 서비스를 원하는 사

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소 트웨어 같은 고정된 리소스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895 -



들은 Resource Manager를 통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하여 

효율성이 증가된다.

  Resource Manager는 시스템의 핵심 모듈로써 마켓 시

스템을 제어하고 다양한 CP들을 리하게 된다. 리를 

해서는 3개의 장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요구

에 의해 분배된 리소스의 논리 인 조직인 VO(Virtual 

Organization)와 마켓의 비용과 측정된 성능을 장하는 

Policy 장소와 리소스들의 상태를 장하는 Resource 

장소를 Resource Manager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장하

게 된다. Resource Manager는 Provision Manager를 통해 

Cloud Provider에서 가상의 환경을 구축해주는 역할도 하

게 된다.

3.4 문가 추천 시스템 평가

   기존의 추천 시스템을 클라우드 마켓에 용함으로써 

진화하는 마켓을 제공해  수가 있다. 이를 해서 클라

우드 서비스에 한 기반 데이터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을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기존의 고정 인 서비스 제공 모델에서 다이내믹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안하 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비즈니스 하고 싶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켓이 생기게 되고 사

용자는 합리 인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ontents-based, Collaborative 

필터링 기술을 혼합한 Hybrid 필터링 기술을 사용한 추천 

시스템을 클라우드 마켓에 용하 고 기존 추천 시스템

의 문제 을 다음 <표 3>과 같이 해결함을 알 수 있다.

       기술

문제
Using Social Network

Cold-Start XML기반의 계약으로 미리 정보를 제공

New-member 서비스의 로 일 정보 이용

Over-
specialization HaaS, PaaS, SaaS로 정의

Data 
Sparseness S-Rank 이용

<표 3> 클라우드 마켓에서 기존 추천 시스템

        문제 에 한 해결책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추천 시스템들을 알아보고 클라

우드 마켓의 효율 인 리소스 리를 해 Hybrid 추천 

시스템보다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문가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면한 환경에 때라서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발  가능한 응용 시스템이다. 기존

의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을 추천해주는 연구들은 

진행이 되었지만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천해주 것은 새롭

게 시도되는 연구라는 에서 평가가치가 있다. 향후과제

로 QoS  S-Rank를 좀 더 발  시켜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와 추천 시스템을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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