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2009. 11)

클라우드 컴퓨 기반 개인 맞춤형 

가상머신 임  서비스 구

황인찬, 최경근, 이 환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e-mail: elinleo@hotmail.com, clove38@empal.com, blee@dju.kr

Cloud Computing-based Personalized Virtual Machine 

Lease Service

In-Chan Hwang, Gyeong-Geun Choe,Bong-Hwan Lee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Eng., Daeje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가상머신 임  서비스 구 을 해 OpenNebula 기반의 클라

우드 클러스터를 구축하 다. 클라우드 클러스터는 1 의 Front-End와 4 의 클러스터 노드로 구성하

고 클러스터 노드에는 Xen을 통하여 서버 가상화를 실 한다. 사용자는 개인 맞춤형 가상머신 요구사

항 템 릿을 작성한 뒤 Front-End를 통하여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가상 머신 임  서비스를 요청한다. 
본 실험에서 총18개의 가상머신을 임 하는 서비스를 실행하여 생성된 가상 머신의 동작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 하 다.

(그림 1) ONE기반 클라우드 클러스터 구성도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다양한 도메인, 다양한 종류의 

컴퓨   스토리지 자원 통합을 통하여 가상화된 고성능 

컴퓨  자원 집합체를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미디어, IT 

응용서비스 등 규모, 용량의 컴퓨  요구에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2008년부터 융통성 있고 동

인 IT 인 라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핫 이슈로 부

상하 다.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구

체 으로 무엇을 빌려 쓰는가에 따라 3가지(Software, 

Platform, Infrastructure)로 나 어 생각할 수 있으며, 각

각을 구 하기 한 방법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frastructure를 서비스의 상으로 정

하고 OpenNebula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구축

하고 이에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Xen기반의 가상머신

을 생성하여 개인 맞춤형 임  서비스를 구 하는데 목

을 둔다. 제 2장에서는 클라우드 클러스터  구축 환경을 

설명하고, 제 3장에서는 가상 머신 생성 실험  분석 그

리고 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클라우드 클러스터 구축

   클라우드 클러스터는 그림1과 같이 1 의 Front-End 

와 4 의 클러스터 노드로 구성 하 다. Front-End는 클

라우드와 사용자간 통신을 한 인터페이스의 역할과 클

라우드 클러스터 모니터링, 임 된 가상머신 모니터링의 

기능을 하며, 클러스터 노드는 실제 Xen기반 가상머신이 

생성되는 역할을 한다. 

   Front-End에서 확인한 클러스터 노드의 리스트는 그

림2와 같다. RVM은 해당 클러스터 노드에서 생성된 가상 

머신의 수, TCPU는 총CPU양, FCPU는 사용가능한 CPU

양, ACPU는 새로운 가상머신 생성에 할당 가능한 CPU

양, TMEM은 총 메모리양, FMEM은 새로운 가상머신에 

할당 가능한 메모리양이다.

(그림 2) 클라우드 클러스터 노드 리스트

- 125 -



제32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2009. 11)

3. 실험  분석

   가상 머신 임  서비스를 제공 받기 해서는 사용자

로부터 CPU, Memory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그림3과 

같은 VM description 일을 작성하여야 하며 Front-End

의 CLI에서 onevm create 명령어를 통해 가상 머신을 생

성할 수 있다. 

(그림 3) VM description 일  

   본 논문에서는 4 의 클러스터 노드에 18개의 각기 다

른 가상 머신을 생성한다. 그림4는 Front-End에서 모니터

링 한 18개의 가상 머신의 상태 정보이며 그림 5는 가상

머신에 SSH 속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한 결

과이다. 

(그림 4) 생성된 가상머신 리스트

(그림 5) 가상머신 SSH연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인

(그림 6) 가상머신의 콘솔에서 top 명령어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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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클러스터 노드별 가상머신 CPU 유율

   임 된 가상머신의 콘솔에서 그림6과 같이 top명령어

를 실행한 결과를 통하여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그림7은 

클러스터 노드별 가상머신 유율을 나타낸다.

4. 결론

   개인 맞춤형 가상머신 임  서비스를 구 하기 하여 

OpenNebula 기반의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구축하 다. 향

후 연구과제로는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확장하여 수많은 

가상 머신에서 HDFS를 구축할 것이다. 한 가상 머신 

모니터링 하이퍼바이 를 개발하여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 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클라우드 자원의 효용

성 향상을 한 가상머신 재배치 스 러를 설계  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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