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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 는 cloud computing 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프러다임에 대해서 정부와 많은 IT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를 제시한 크리스토프 비시글리아의 생각대로, 
cloud 라는 공간에 개인 컴퓨팅 환경을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를 분석하여 
향 후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가상 데스크 톱 연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것은 향 후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를 가상

화 기술로 통합해,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컴퓨팅 능력까지 주문 방식(On-
demand)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컴퓨터

를 살 필요도 없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

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환경에서도 보안문제를 대체

할 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고려하는 많은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업
무망과 인터넷 망 분리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려하

고, 각 기업에서는 중요한 고객 정보를 중앙에 관리 
보호 할 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려

고 한다. 또 많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센터

에는 편리한 컴퓨터 관리와 경비절감을 위해서 클라

우드 컴퓨팅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이 논문은 향 후 지금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대신 할 
모바일 장치나 ThinClient 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을 구축하여 그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네
트워크 트래픽 폭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해결

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2. 문제제기 

지금의 컴퓨터 환경은 CS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원격지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더 정확하거나 방대하다. 그래서 사용

자들은 이런 서버를 통해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온다. 이런 CS 환경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은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사용 후 더 이상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에서는 서버와 자신의 

컴퓨터인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데이터 센터 안에 존
재하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네트워크 통신은 
빠르나,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용자까지는 클라이언트

의 결과 화면 데이터가 들어와야 한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세션을 유지

하는 트래픽과 사용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 트래픽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한다. 3 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 테스트 한 결과를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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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 환경 소개 

테스트는 VMware View 라는 가상데스크톱 제품을 이
용하였고, 사용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슬라이드 
쇼로 보는 환경으로 각각 ThinClient 와 애플사의 iPod
로 전송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 Test 구성도 

 
가상 데스크톱 OS 로 사용된 Windows XP 는 원격접속 
기능을 제공하는데 TCP port 3389 를 사용한다. 그림 5
는 TCP 3389 로 접속 했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 유형

을 캡처한 그림이다. TCP 특성상 오류체크 기능이 있
어, 오류 난 데이터들은 재전송이 발생하였다.  

 
(그림 3) TCP 방식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방식은 UDP 방식의 접속 방식이

다. 그림 6 은 UDP 방식으로 접속했을 때 대역폭 사용

량을 캡처한 것이다. 일정한 패턴으로 패킷이 나오면

서 라우터의 CPU 사용량도 TCP 일 때보다 낮았다.  

 
(그림 4) UDP 방식 

1 대의 가상 컴퓨터를 이용하여 TCP 와 UDP 를 5 분 

30 초 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 UDP 방식이 약 1MB 
정도 트래픽이 적게 발생 되었고 평균 대역폭 사용량

도 낮았다. 
Protocol 전송 데이터랑 (byte) 평균 전송속도(Kbps)

TCP 25,635,812 590.7 
UDP 24,541,554 492.0 

(표 1) 전송 데이터랑 
 
 
4. 결론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인터

넷 웹 페이지를 보아도, 이 디스플레이 트래픽을 캐
싱하거나 압축하여 여러 사용자들에게 보낼 수는 없
다. 각 사용자는 시간적 간격이 두고 다른 화면을 보
기 때문이다.  
향 후 클라우드 컴퓨팅이 컴퓨터의 TCO 를 절감하

고 그린 IT 의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그 절감한 만큼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장해야 하고, 고 성능의 네트워

크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들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상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 앞으로는 사용자까지의 데
이터 전송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유비쿼터스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

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컴퓨터를 언제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대역폭 폭주

로 접속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유비쿼터스 환
경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유
비쿼터스로 가는 길목에 있는 환경이라면 네트워크 
대역폭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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