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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모든 IT 자원은 가상화된 자원(Virtualized Resource)의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사용자는 자신이 유한 시간만큼만 자원 사용 비용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사용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어 리 이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디맨드(On-demand)  약형(Reserved) 가상 자원 가격 정책을 제공한다. 따라서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제안 가격 정책을 기반으로 어 리 이션의 처리 상 시간  지불 비용

을 고려하여 효율 인 자원 요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

(Cloud Brokering System)을 통해 자원 할당 정책을 수행하여 연동된 다  사용자에게 비용 효율 인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  로세스를 소개한다.

1. 서론

  기존의 컴퓨  시스템과 달리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

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가 

보유한 가상 자원 인스턴스(Virtual Resource Instance)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Cloud Service Customer)는 

자신이 원하는 명세를 가진 컴퓨  자원을 할당받고 자원

을 유한 시간만큼만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지불 비용에 한 정책은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마다 

조 씩 다르지만, 아마존 EC2  GoGrid 와 같은 형 

벤더(Vendor) 들은 일반 으로 온디맨드, 약형  스팟 

인스턴스의 3 가지 형태로 가격 정책을 달리하여 사용자

에게 제공한다[1,2]. 온디맨드는 사용자가 자원을 요청하면 

즉각 으로 할당될 수 있으며 가격이 상 으로 비싸다. 

이는 일반 으로 무계획 이고 간헐 인 응용을 처리하는

데 합하다. 약형 인스턴스는 응용 처리 시간이 상

으로 긴 경우(일반 으로 한달에서 1 년 이상)에 합하며 

시간당 자원 사용 비용이 온디맨드에 비하여 렴하다. 스

팟 인스턴스는 세 가지 종류의 인스턴스  평균 으로 

가격이 가장 렴하지만 주기에 따라서 가격이 동 으로 

바 며 입찰 가격(bid price)을 사용자가 의하지 못한다

면 할당된 자원이 자동 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가장 최 의 비용으로 응용

을 처리하기 해서는 이와 같은 세 종류의 가격 정책  

응용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 인 자원 할당 요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Cloud 

Brokering System)의 아키텍쳐를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직  온디맨드  약형 가상 자원 할당 정책을 수행함

으로써 사용자가 별다른 최 화 기법을 수행하지 않고서

도 비용 최 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하는 구조  로세스를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는 처리 응용의 서비스 수  약(Service Level 

Agreement)을 만족하면서도 비용은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2.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스팟 인스턴스(Spot Instance)를 제외한 

온디맨드  약형 인스턴스만을 고려한 자원 할당 기법

이 용된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온디맨

드 인스턴스의 단  시간당 사용 비용이   이고, 약형 

인스턴스의 단  시간당 사용 비용이   일 때, 자원 총 

사용 비용은 다음과 같다.

 
  

 
 





 ×

 
 





 ×

        (1)

 이 때   는 할당받은 인스턴스의 명세(Specification) 을 

의미하며   는   타입을 가지는   번째 인스턴스의 할당 

시간을 나타내고,   은 할당받은 해당 인스턴스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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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

나타낸다. 직 으로    이지만 
 

  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같이 고려하여 한 온디맨드  약형 

인스턴스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1 에서는 자원 풀을 리하는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내고 있다. 클라우드 로커

링 시스템은 연동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

비스 품질을 주기 으로 모니터링 하여 CSP 로 일링

을 수행하며 이를 고려하여 자원 풀에 약형 가상 자원 

인스턴스에 한 로비져닝을 수행한다. 즉 단  시간당 

자원 사용 비용이 렴한 약형 인스턴스를 미리 확보하

여 온디맨드 자원을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동일한 성능 명

세를 가지는 약형 인스턴스를 신 제공하게 되면 사용

자는 감된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 다  사용자가 로커에 연동되므로 상 으로 할

당 시간이 긴 약형 인스턴스의 낭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즉 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10 명이고 

각각의 응용 처리 시간이 부 동일하게 12 시간이며, 오

버랩 되는 시간이 1 시간이라고 가정하자. 한 각 응용에 

해 요구되는 인스턴스의 성능 명세는 부 동일하게   

라고 하자. 그림 2 에서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시간 흐름

도를 나타낸다.

 이 경우 기존의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이 없을 때 각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응용을 처리하기 하여 개별

으로 온디맨드 가상 자원 인스턴스 ( 약형 가상 자원 

인스턴스는 최소 할당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각 서비스 사

용자가 개별 으로 할당받으면 자원 사용 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 를 하나씩 할당 받아야 하므로 필요한 총 

비용은 
  ××

  
  이 된다. 그러나 클라

우드 로커링 시스템이 약형 인스턴스를 미리 확보하

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약형 인

스턴스의 기본 최소 할당 시간을 1달 (=30일) 로 가정할 

때[2], 오버랩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2 개의 약형 가상 

자원 인스턴스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총 비용은 


  ×××

  
  가 된다. 일반 으로 

그림 2. 다  서비스 사용자의 응용 처리 스 쥴 시나리오

자원 할당 시간이 한 달일 때, 
  는 

  의 약 60% 

비용을 가지므로, 
  

  이 되며, 클라우드 로커

링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자원 사용 비용은 최종 으로 


  가 되므로 동일한 서비스로 응용을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로커링 시스템이 없는 경우보다 비용이 

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약형 가상 자원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자원 리 기법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의 

구조를 보이고 본 구조에서의 자원 사용 비용 감 가능

성을 확인하 다. 즉 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연동

하는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자원 리 

연구와 같이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에서의 최

화 기법의 한계 을 해결하고 약형 가상 자원을 통한 

서비스 비용 감을 달성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를 토 로 보다 일반 인 서비스 요

청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이론 모델을 세우고, 이

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자원 스 쥴링 기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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