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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은 가상화를 통하여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며, 체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해 

부하가 심한 물리 서버의 가상 머신을 마이그 이션한다. 클라우드 컴퓨 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하 

분산을 통한 효율  자원 리는 더욱 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머신 부하 분산 기술의 

동향에 해서 조사한다. 

(b)(a)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에서는 가상화를 통해 한 의 물리 

서버로 다수의 가상 서버를 동작시키며 자원 사용의 효율

성을 높인다. 각 물리 서버의 가상 머신들은 다양한 워크

로드에 따라 부하가 생기게 되며, 한 물리 서버에 부하가 

집 되면 체 시스템의 성능이 하될 수 있다. 따라서 

부하 집 이 일어난 물리 서버의 가상 머신을 다른 물리 

서버로 마이그 이션하여 부하를 분산시켜줘야 한다. 

   마이그 이션을 하는 목 은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단순히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 성능 

향상에 더불어 에 지 소비를 이는 것이 추가될 수도 

있다. 에 지 소비를 이려는 경우에는 부하가 집 된 물

리 서버의 가상 머신 뿐만 아니라 부하가 무 은 물리 

서버의 가상 머신도 마이그 이션을 하는 상이 된다. 부

하가 무 은 물리 서버를 가동시키는 것은 에 지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리 서버의 가상 머신을 다

른 물리 서버로 옮긴 후에 원을 차단한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마이그 이션의 시간  제약이 

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극 활용하여 더욱 효율 인 자원 

리를 할 수 있는 부하 분산 기법 연구가 요구된다.[1]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가상 머신 부하 분산 기술의 배

경 지식을 설명하며, 3장에서는 부하 분산 기술을 비교하

며, 4장에서 결론을 내며 마친다. 1)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연
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301-13-4006))”

2. 배경 지식

   본 에서는 가상 머신 부하 분산 기술의 리방식, 부

하 메트릭, 부하 계산에 해서 설명한다. 

2.1 부하 리 방식

   부하 집  상을 해결하기 한 근 방법에는 앙 

리 방식과 분산 리 방식이 있다. 앙 리 방식은 

앙 리자 서버가 각 노드로부터 가상 머신들의 부하 정

보를 받아서 가상 머신의 마이그 이션 필요 여부와 마이

그 이션을 하게 될 목 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림 1

의 (a)에서 각 물리 서버 노드에서 실행 인 가상 머신에 

한 정보를 모아 앙 리자에게 보내면, 앙 리자가 

해당 노드가 부하가 심한가를 단하여 부하가 은 노드

로 가상 머신을 마이그 이션 시키도록 결정한다. 반면에 

분산 근 방식은 그림 1의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

한 이웃 노드들과 직  통신을 한다. 

(그림 1) 앙 리 방식과 분산 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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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리 방식 부하 메트릭 설명

T1 [1] 분산 리 CPU 부하 벡터 사용

T2 [4] 앙 리

CPU, 

네트워크, 

메모리

가상 머신의 

부하 측

T3 [5] 앙 리 CPU

유  

알고리즘을 

사용

<표 1> 가상 머신 부하 분산 기술 비교   부분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앙 리 방식을 사용하

고 있지만, 앙 리 방식의 경우에는 앙 리자가 모

든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송받기 때문에 병목 상이 일

어날 수 있으며, 앙 리자에 문제가 생기면 체 시스

템이 잘 작동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분산 리 방식에 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2.2 부하 메트릭

   어떤 물리 서버에 부하가 집 되었을 때, 이를 분산시

키기 해서는 각 물리 서버의 부하가 심하다고 단할 

기 이 필요하다. 보통 자원의 이용률이 단의 기 이 된

다. 한 개의 부하 메트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 CPU

를 사용하고, 다수의 부하 메트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I/O를 고려한다. 각 자원의 이용률

로 부하를 계산하여 임계치를 넘으면 부하가 된 노드로 

간주된다. 만약 단순히 정 으로 정해진 임계치를 일  

용하게 된다면, 다양한 워크로드의 변화에 용하기 합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난 기록들의 분석을 통해 

자원 이용률을 측하여 이를 반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

다. 

2.3 부하 계산










(1)

   Wood 외[2]가 제안한 부하 계산법은 (1)과 같다. CPU, 

네트워크, 메모리 이용률을 메트릭으로 사용하여 계산한

다. CPU, 네트워크, 메모리의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각 항

의 값이 커지는 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용률이 각 노

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에 근 하거나 이를 넘어섰

을 때 높은 가 치가 부과되어 계산된다.

   
∈∼   

(2)

   Zhao 외[3]가 제안한 부하 계산법은 (2)와 같다. (2)의 

식은 CPU와 네트워크만을 메트릭으로 사용한다. CPU와 

네트워크 이용률에 Zhao가 제시한 알고리즘 COMPARE_ 

AND_BALANCE 내의 MEASURE_COST(i)함수를 통해 

얻어진 α, β를 계수를 곱하여 부하를 계산한다. 

3. 가상 머신 부하 분산 기술 동향

   본 에서는 가상 머신 부하 분산 기술들을 비교한다.

   표 1의 Wang 외[1]가 제안한 분산 리 방식의 기술

은 CPU만을 부하 메트릭으로 고려하 다. 각 노드들은 

CPU 이용률을 포함한 부하 벡터를 무작 로 다른 노드로 

송한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두 개의 임계치를 사용하여, 

상  임계치를 넘었을 때는 가상 머신을 다른 물리 서버

로 마이그 이션하여 부하를 분산시키고, 하  임계치 

으로 떨어졌을 때는 원 낭비를 막기 해 가상 머신을  

마이그 이션 한다. 

   Weng 외[4]는 앙 리 방식의 분산 기술을 제안하

으며,  CPU, 네트워크, 메모리를 부하 메트릭으로 사용

하 다. 각 노드에서 동작하는 Local tuning 알고리즘에서

는 Roth-Erev 알고리즘의 수정본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

즘을 통하여 웹서버의 다음 구간에 생길 액세스 요청의 

수를 측하여 가상 머신의 부하를 측하 다. 

   Hu 외[5]는 앙 리 방식의 기술을 사용하 으며, 

CPU만을 부하 메트릭으로 사용하 다. 이 기술에서는 지

난 기록과 재 상태를 고려하며, 유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효율 인 부하 분산을 구 하 다. 

4. 결론

   클라우드 컴퓨 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짐

에 따라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하 분산 기

술의 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부하 분산 기술에 필요한 배경 지식에 해서 알아보았으

며, 가상 머신 부하 기술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부

분의 연구에서 가상 머신을 마이그 이션할 목 지 노드

를 찾는 데 필요한 오버헤드는 없거나 무시할 만큼 다

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지 않기 때문에 목 지 노드 

탐색 오버헤드를 고려한 분산 부하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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