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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용대비 작업 처리의 효율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작업 요구사항에 적절한 자원을 선택하고 
요구 작업을 적절한 할당된 자원에 스케쥴링하는 플랫폼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사용
자의 SLA에 따라 작업 처리 기한 안에 요구 비용 이내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요구 작업량의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실시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결정 사항들을 최적 판단으로 대신 처리해주는 미들웨어로 클라우드 자원 
브로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자원 브로커 시스템은 작업 스케쥴링과 자원 프로비저
닝 등이 가격, 처리시간에 중요한 선택 및 수행을 한다. 기존의 많은 논문들에서의 작업 스케줄링은 
다중 테넌트 정책의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사용자들간의 가상 머신 독립에 초점을 두어 하나의 가상 
머신이 하나의 작업에 한정되도록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병렬화의 정도가 낮은 어플리케이션
의 경우 시스템 활용률이 낮아 자원 활용율이 떨어진다. 이를 다수의 작업을 멀티 태스킹, 멀티 스
레드의 방법으로 하나의 가상 머신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스레드 레벨 병렬화의 이점을 이용해 자원 
이용률을 높임으로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물리적
인 머신을 다수의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가상 머신들
로 나누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컴퓨팅 자원을 이용
하기 위한 초기 구입 비용과 서버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다이나믹한 자원 요구에 대해서도 쉽게 대처
할 수 있는 모델이다 [1]. 사용자들은 각자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CSP)들에
게 CPU, Mem, Storage 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원을 요
청한다. 이러한 자원의 크기에 따라 다른 과금 정책
이 적용되므로[2] 작업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deadline 
그리고 작업을 처리할 머신의 크기를 기반으로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작업이 어떠한 가상 머신에 할당되는가라는 문
제도 최적화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클
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사이에서 서로의 요구사
항과 정책을 중재하여 효율적인 작업 및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자원 브로커라는 미들웨어가 
연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원 프로비저닝 알
고리즘은 간단한 Two level threshold 정책을 기반으로 
VM 의 타입, 개수를 변화시킨다고 두고 이종의 가상 
자원들 사이에서 작업이 어떤 머신에 할당되어야 하

는지를 효율, 가격 대비 성능, 자원 이용량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해당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한다. 
2. 본론 

2.1 클라우드 리소스 브로커 시스템 
제안하는 클라우드 리소스 브로커 시스템은 클라우

드 API 와 연동하여 자원을 요청하는 Cloud Node 
Adaptor, 워크로드에 따라 적절한 리소스의 개수를 유
지하도록 하는 Resource Provisioning Manager, 작업을 
어떠한 가상 머신에서 구동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
는 VM Allocation Manag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번 논문에서는 VM Allocation Manager의 기능 중 일부
를 중점으로 다룬다. 

2.2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와 자원 이용률 
현재의 CPU 는 내부의 레지스터에 비해 아주 느린 

처리속도를 가지는 I/O, Memory 가 수 없이 많은 stall
들 발생시킨다. 하나의 스레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
는 경우에 한 스레드가 I/O 를 기다리는 동안 CPU 는 
idle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 자원 사용률이 떨어지고 
작업 효율이 떨어지며 결국은 전체 작업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두 스레
드가 번갈아 가며 I/O, CPU 를 요구할 경우 CPU 사용
과 I/O 사용이 오버랩 될 확률이 높아져 이용률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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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이는 멀티 코어 시스템에서 다중프로그
래밍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스레드 레벨 병렬성이 커
져 자원 이용률이 증가함을 뜻한다. 하지만 특정 정
도의 다중프로그래밍 정도를 넘어설 경우 스래싱에 
의해 자원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컨텍스
트의 잦은 교체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캐시 미스, page 
fault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아래의 왼쪽 그림에서 그
러한 경향성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스래싱을 
겪지 않도록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제한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작업을 직렬로 실행
한 경우와 병렬로 실행한 경우 이용률의 이점으로 병
렬의 경우가 좀 더 단시간에 작업을 처리함을 볼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평균 응답시간은 직렬일 경
우가 더욱 좋다는 것이다. 

 
(그림 1) 다중프로그래밍 정도와 자원 이용률 [3] 

 
(그림 2)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에 따른 수행시간 비교 

2.3 MRSV 기법을 이용한 가상 머신 할당 기법 
기존의 가상 머신 할당 기법은 각각의 가상 머신의 

독립성을 얻기 위해 하나의 가상 머신에서는 하나의 
작업만 처리하도록 하는(SRSV, Single Request per Single 
VM) 기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현재 컴퓨터 공학에서 
작업의 병렬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의 복잡도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지고 한계가 존재하므로 SRSV 의 경우에는 효율
성이 떨어질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 스
레드, 다중 프로세스를 이용해 추가적인 병렬화를 통
해 자원 이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MRSV 기법(Multi 
Request per Single VM)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
으로 SRSV 가 MRSV 보다는 응답시간이 짧아 고성능 
처리나 실시간 처리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SRSV
가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MRSV 가 유리하
다. 작업의 크기에 따라 가상 머신의 크기를 정해주
는 모듈을 통해 해당 작업이 처리되기에 적합한 가상 
머신 그룹이 선택된다. 각 가상 머신에서 해당 작업
을 처리하기에 가장 이득이 되는 수를 찾기 위해 실
제 응용의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그림 3 에서와 같이 
MRSV가 SRSV에 비해 최대의 이점을 가지는 6개를 
가상 머신의 최대의 작업 동시 처리수로 선택할 경우 
응답시간이 deadline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의 이득 
을 가진다. 가상 머신 그룹 중 특정 가상 머신 선택
은 정책에 따라 load balancing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림 3) Empirical measurement with Test Set 

가장 많은 작업을 처리하는 가상 머신에 할당하여 최
대한 사용되는 가상 머신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
다. 

2.4 실험 및 결과 
실험은 4 개의 컴퓨팅 노드(HP, Xeon E5620 2.8G, 

Core8, Mem 16GB, HDD 1TB 환경)들을 오픈스택 기반
으로 구축한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브로커에는 약물/
화학 분자의 특성을 분석해주는 과학 응용 모듈을 구
동하고 가상의 클라이언트에서는 랜덤한 크기의 작업
들을 interarrival time 을 바꾸어 가며 일정 시간 동안 
브로커에 요청하였다. 이후 반응시간, 가상 머신 비용 
등을 측정하여 SRSV 와 MRSV 를 비교할 다양한 특
성을 그래프화 하였다. 이 때 특히 ‘처리 시간에 반비
례하는 성능’을 ‘가상 머신 사용 비용’으로 나눈 ‘비
용 대비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MRSV 가 더 좋은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MRSV 가 시
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 실험 결과 

2.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RSV 기법을 이용하여 고효율을 

가지는 클라우드 자원 브로커를 설계하였다. 다중 프
로그래밍 정도의 증가에 따른 시스템 자원 이용률 변
화의 이론을 기반으로 스래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에서 각 가상 머신이 처리해야 하는 최적의 작업 할
당 수를 결정하였고 두 가지 가상 머신 선택 정책을 
보였으며 실험을 통해 MRSV 기법이 가지는 효율성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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