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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비용 효율성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나 주어진 응

용의 행태에 따른 적절한 자원할당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하게 

구성된 가상클러스터와 응용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목적은 OpenStack 기반 

가상화 자원을 사용하여 생성된 클러스터 환경을 상태분석 도구인 Ganglia 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Utility 함수의 결과는 각 응용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만족시키는지 판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1. 서론 

최근 크게 변하는 IT 기술들 중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다. 이것은 하드웨어를 통해서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팅 환경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환경이다[1]. 이러한 특징은 사용자가 어떠한 시스템

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적 효과 

및 IT 인프라의 유연성이 있다. 또한 주어진 물리적

인 컴퓨팅 자원 보다 많은 가상머신(virtual machine) 

인스턴스를 제공함으로써 FutureGrid[2], XSEDE 등의 

프로젝트에서 HPC 및 HTC 환경 테스트베드로 활용되

고 있다.  

가상화 컴퓨팅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동

적인 자원 프로비저닝을 통해 응용에서 필요한 자원

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자원제공은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잘 구성된 운영환경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가상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

해서는 응용 수행 과정에서 자원 이용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동적인 자원활동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OpenStack 을 활용하여 가상화

된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한 후 각 노드의 성능과 상

태 분석을 해주는 도구인 Ganglia 를 결합함으로 클

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컴퓨팅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OpenStack 을 사용하여 사적 클라우드

(private cloud)를 구성한다. Ganglia 사용하여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수집정보를 기반

으로 최적 계산자원을 할당하기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유틸리티 함수(utility function)를 정의한다. 

이를 위해 제안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상자

원에서 Hadoop 응용, MPI 응용 및 ROOT 기반 분석응

용의 수행을 분석한 후 자원할당의 결정을 분석방법

론을 적용한다. 논문의 결과는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

팅 자원에서 다양한 분산 및 병렬 응용의 특성에 따

른 효율적인 자원할당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의 2 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OpenStack 

및 Ganaglia 를 기술한 후 3 장에서는 제안한 자원분

석 프레임워크를 기술하고 4 장에서는 실험환경 및 

분석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5 장에서 기

술한다. 
 

2. 관련기술 

2.1 OpenStack  

OpenStak 은 Apache 에서 제공되는 Private Cloud 

Computing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3]. OpenStack 은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3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다. Nova 는 VM 의 생성된 VM 

이 실행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다른 한 부

분인 Swift 는 저장 공간의 역할을, Glance 는 V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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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Horizon 을 통해 이 모든 구조를 UI 를 통해 쉽게 관

리할 수 있다. OpenStack 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개발 되었기 때문에 구조가 다른 private cloud 제공 

툴에 비해 복잡하지만, 그만큼 더욱 개발될 여지가 

있다.  

OpenStack 외에도 Eucalyptus, Open Nebula, 

Nimbus 와 같은 오픈 소스 Private Cloud 를 고려하였

지만 커다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른 유사 연구에

서도 이미 도입하거나 계획 중 이었기 때문에 여러 

후보군중 OpenStack 을 프로비저닝 도구로 선정을 하

였다. 

 

2.2 Ganglia 

Ganglia 는 클러스터 안에 있는 노드들의 상태를 

모니터링를 위한 오픈 소스 도구이며 UC Berkeley 에

서 개발 되었다[4]. 크게 Gmond 와 Gmetad 라는 두가

지의 데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는데, Gmond 는 

클러스터 안의 모든 노드에서, Gmetad 는 클러스터를 

이루는 경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가동되어 클러스터

의 노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Ganglia 를 설치할 때 Gmond 와 Gmetad 의 설치를 따

로 하게 된다.  그리고 시계 열 분석에 특화 되어 있

는 RRD(Round Robin Database)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유효하다. 본 연구에는 

가상환경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 후 클러스터를 

Ganglia 를 통해 성능 비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  Ganglia 구조 

 
3. 자원분석프레임워크 

물리 및 가상 컴퓨팅환경에 대한 성능분석을 위
해서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측정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주어진 작업 부하

(workload)의 성능의 기준을 처리 시간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실험을 수행할 때, 각각의 컴퓨팅 작업에 

따른 처리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측정한 

처리시간이 어떠한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식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2)는 어떠한 변수들이 처리시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보
통작업의 처리시간은 응용의 처리하는 횟수와 처리하

는 작업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식. 1) 에서 나타

나듯이, 작업의 개수와 개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요구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전체 처리시간이 결정된다. 여기서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되는 자원의 성능에 의해 결정

되는데, CPU, Memory, 그리고 개별 작업의 크기가 
CPU 사용량과 Memory 사용량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는 응용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부분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라는 응용이 있다면, 이 
응용은 CPU 의 처리능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Memory 는 적은 량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

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CPU 와 Memory 를 
하나의 기준으로 다루지 않고, 둘로 나누어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M 을 몇 대 사용했는

지도 처리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VM 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트워크상의 통신시간으로 인해 
시간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컴퓨팅 성능 모델 

𝑻𝑻𝑻𝑻𝑻 𝑬𝑻𝑻𝑬𝑬𝑬𝑻𝑬𝑬𝑬 = # 𝑻𝒐 𝑻𝑻𝑬𝑻 × 𝑬𝑻𝑻𝑬𝑬𝑬𝑻𝑬𝑬𝑬 𝑬𝑬𝒑 𝑻𝑻𝑬𝑻 

(식.1) 

 
(그림 2)에서 나와있는 성능에 대한모델을 통해 

유틸리티함수를 작성하여 어떻게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할당된 자원 성능 예측을 위해

서 데이터 신경망 모형, 회귀모형 등의 다양한 방
법론이 적용되어 왔다[5]. 본 연구에서는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 linear regression)을 통하여 RMRatio 를 
추정 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식. 2 와 (그림 2)와 같
이 작성된 작업당 처리시간에 관한 유틸리티함수를 
도출하였다. 각 실험환경의 CPU, 작업의 크기, 
Memory 크기, VM 의개수를 독립변수로 잡고 그에 
따른 결과인 시스템사용량, 처리시간을 실험을 통
해 수집하여 그에 맞는 유틸리티함수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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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함수의 독립변수들을 나타낸다. 
 

𝑹𝑹𝑹𝑻𝑻𝑬𝑻 =  𝜶𝟏(𝜷𝟏𝒙𝟏 + 𝜷𝟐𝒙𝟐) + 𝜶𝟐(𝜷𝟑𝒙𝟐 + 𝜷𝟒𝒙𝟑) +
 𝜶𝟑𝒙𝟐 +  𝜶𝟒𝒙𝟒 +  𝜶𝟓𝒙𝟓 + 𝜷𝟎(식.2) 

 

<표 1>유틸리티 함수의 독립 변수 
기호 독립변수 

𝒙𝟏 CPU Capacity 

𝒙𝟐 Task Size 

𝒙𝟑 Memory Size 

𝒙𝟒 Number of VM created 

𝒙𝟓 Number of Task 

 
본 실험은 물리환경과 가상환경의 성능비교분석

을해야 하는데, 클라우드의 가상환경은 물리적인 환
경의 100%의 성능을 내는 것은 자원을 과대제공

(overprovision)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이유로 
가상환경의 성능이 물리적 환경의 80%를 효율성의 
기준으로 있는 유틸리티함수를 작성이 필요하다. 그
러하므로 물리환경과 가상환경의 처리시간에 대한 성
능비를 (식. 3)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다. 

 
𝑹𝑹𝑹𝑻𝑻𝑬𝑻 =  𝑽𝑹𝑬𝑻𝑻𝑬𝑬𝑬𝑻𝑬𝑬𝑬

𝑹𝑹𝑬𝑻𝑻𝑬𝑬𝑬𝑻𝑬𝑬𝑬
(식. 3) 

4. 실험 

본 실험은 총 3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진행하였다. 

1 대는 호스트 컴퓨터로써의 제어노드, 나머지 2 대는 

응용을 처리할 계산 노드로 지정하였다. <표 1>은 본 

실험에 사용 될 컴퓨터의 환경을 나타낸다.  

 
<표 2>실험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응용 실험을 할 시에는 각 

노드에 OpenStack 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

하였다. 물리적 환경에서의 응용 실험을 할 경우에는 

2 대의 계산 노드 컴퓨터에서 실험을 하였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응용 실험은 Hadoop 의 응용 기능인 

WordCount, K-means, Linear Regression, Pi 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 될 OpenStack 의 VM

은 <표 3>과 같다. 

각각의 노드마다 Ganglia 가 설치 되었고, 위의 

응용을 사용할 시에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작

업 처리시간 등 연구 필요한 metric 값을 SQL 

database 에 수집하여 측정하였다. 
 

<표 3>VM 인스턴스 유형 명세 

VM 자원유형 
주요하드웨어명세 

VCPU Memory(Mbyte) Disk(GByte) 

m1-small 1 2048 10 

m1-medium  2 4096 10 

m1-large 4 8192 10 

 
<표 4>는 Hadoop 의 Pi 작업 수행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통해 작성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총 7 가

지 방식의 자원 유형을 실험해 보았는데, 각각의 자
원유형에 따라 성능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사용하는 CPU 나 Memory Size 가 클수록 처리시간

은 줄어들고, VM 의 수가 많을수록 처리시간이 크게 
늘어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환경에서의 처리시간에 관한 데이

터에 가로 안에 있는 값은 물리환경과의 성능비를 나
타낸다. Pi 응용작업의 경우는 오히려 물리환경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표 4>Pi 작업 

 
 
다음은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해 회귀분석을 수행

하여 자원 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유틸리티함수

를 작성한다. <표 4>에 나온 성능비는 처리시간에서 
그대로 생성된 값으로 (그림 2)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 
시킬 수 있다. 통계분석 도구인 SPSS 를 사용하여 독
립변수들과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을 성능비에 대입하

여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표 5>, <표 6>, <표 7>은 
Pi 응용작업에서의 회귀분석 발생 값들을 나타낸다.  
R 제곱 값으로 0.83 을 얻었으며, 각 독립변수들의 P 
값이 작업크기 외에는 모두 신용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유틸리티함수를 완성

시키면 (식.4)와 같다. 유틸리티 함수로 나오는 값과 
실질적으로 측정된 값의 비교는<표 8>과 같다. 

 
 

- 150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표 5> 회귀분석 통계량 

Regression Statistics 

Multiple R 0.91 

R Square 0.83 

Adjusted R Square 0.81 

Standard Error 17.55 

Observations 59.00 

 

<표 6> 분산 분석 

  df SS MS F 
Significance 

F 

Regression 5 79184.89 15836.98 51.43 0.00 

Residual 53 16321.95 307.96 
  

Total 58 95506.84       

 

<표 7>독립 변수별 분석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 Stat P-value 

Intercept 271.54 12.87 21.10 0.00 

# of Machine -24.27 2.39 -10.14 0.00 

CPU Use -0.60 0.26 -2.34 0.02 

Memory Use -2.04 0.70 -2.93 0.00 

Task # 0.03 0.01 3.03 0.00 

Task Size 0.00 0.00 -0.66 0.51 

 
𝑹𝑹𝑹𝑻𝑻𝑬𝑻 =  𝟏𝟏. 𝟏𝟏𝒙𝟏 − 𝟎. 𝟎𝟐𝟒𝟏𝒙𝟐 − 𝟎. 𝟎𝟏𝒙𝟑 −

𝟐𝟒. 𝟐𝟐𝒙𝟒 +  𝟎. 𝟎𝟑𝒙𝟓 + 𝟓𝟒. 𝟒𝟑(식. 4) 
 

<표 8> RMRatio 예측 정확도 검증 
 MAE RMSE 
Value 13.92 17.54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OpenStack 기반의 가상화 자원을 

사용하여 사적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한 후 Ganglia 

를 사용한 후 시스템의 사용률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비교분석 방법을 제

안하였다. Ganglia 의 자원 정보를 이용하여 

Map/Reduce 작업에 대한 Utility 함수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자원

할당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지는 않

았다. 하지만 도출된 Utility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된 작업 대비 자원환경을 평가하여 가장 효용이 높은 

자원을 할당하도록 한다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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