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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 지향형  클라우드 업 시스템이 가지는 장 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컴퓨

 자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넓은 폭에서 선택이 가능한 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컴퓨  

자원들의 기  성능값을 사 에 알아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애 리 이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들을 

평가하고 가장 높은 성능 기댓값을 가지는 자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업(Cloud Collaboration) 시스템이란 로

커를 통해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Cloud 

Service Providers)들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아 사용자에게 

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로커를 활용한 시스템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독

립 으로 갖고 있는 가상 머신 배치(Virtual Machine 

Placement)에 사용하는 운  정책이나 실시간 배치 상황 

등은 그들이 직  련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한 로

커 단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다.  하나의 물리 

머신(PM, Physical Machine)에 몇 개의 가상 머신이 할당 

되느냐에 따라, 가상 머신 간의 간섭 효과의 정도가 달라

지기 때문에 성능이 하되면서 성능에 한 측 한 

어려워지게 된다. 사용자에게 같은 비용  최고의 성능을 

내는 자원을 탐색하여 달하기 해서는, 로커 단에서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가상 머신이 어

느 정도의 성능이 낼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한 실시간으

로 변화하는 간섭(Interference) 효과의 정도에 따라 하

될 성능의 크기 한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약형 가상 머신(Reserved Virtual Machine)과 벤

치마킹 도구를 활용하여 사 에 평균 인 성능  간섭 

효과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한 자원 탐색 기술을 제언

하고자 한다.

2. 가상 머신간의 간섭을 고려한 탐색 기법

   하나의 물리 머신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실행하고 

있을 때 이상 인 경우라면, 하나의 가상 머신이 다른 가

상 머신들의 성능에 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존하는 가상화 기술로는 간섭 효과를 완 히 없애는 것

이 불가능한다.  Xen 하이퍼바이 를 사용할 경우, CPU

는 비교  간섭 효과가 지만, 캐쉬(Cache)나 Disk I/O, 

Network I/O같은 경우에는 간섭에 의한 성능 하가 발

생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라

고 하더라도, 시간에 지남에 따라, 새로운 CPU 아키텍처

를 사용하는 물리 머신을 추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CPU 아키텍처가 공존하며 메모리 역폭의 차이나 장기

간 사용에 의한 디스크 성능 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

로 인해 가상 머신의 성능은 일정하지 않다[1].  

  클라우드 업 시스템의 장 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끔 선

택권을 보장해 다는 이다.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가 부족한 물리 머신 는, 통합(Consolidation) 정책으

로 간섭으로 인한 성능 하가 커진 상황이라면, 그 지 

않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약형 가상 머신을 미

리 구입하여 사 에 벤치마킹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등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평균 인 성능과, 성능의 

분산도에 따라, 해당 가상 머신을 사용할 경우 상되는 

성능 기 치를 측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높은 성능 기

치를 가지는 가상 머신을 제공하도록 한다.

3. 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탐색 기법

  7zip과 같이 압축하는 애 리 이션들은 CPU를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Cat과 같은 애 리 이션들은 

Disk I/O를 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애 리 이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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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자원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자원 탐색 기술이 필요한다.  를 들면, 사용자가 실행하

고자 하는 애 리 이션이 주로 CPU 연산에 의존하는 것

이라면, 다른 자원들에 발생하고 있는 간섭으로 인한 성능 

하나 평균 으로 낮은 성능을 갖고 있더라도 사용자에

게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를 알기 해서

는 사용자가 사용할 애 리 이션에 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 지향형 로커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 에 

해당 애 리 이션을 실행해보아 CPU, 캐쉬, 디스크, 네

트워크 등에 여러 자원에 한 사용 정보를 확인하여 한

다.  CPU의 경우 사용률(Utilization), 캐쉬의 경우, 캐쉬 

힛(Cache Hit)과 캐쉬 미스(Cache Miss)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스크의 경우 읽기(Read), 쓰기(Write) 횟수 

등으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자원별 간섭으로 미

치는 성능 하의 경우는, 백그라운드 애 리 이션으로 

각 자원별로 부하를 주는 벤치마킹툴과의 향도를 체크

함으로써 간섭 정도를 악할 수 있다.  

  사 에 사용자의 애 리 이션이 가지는 로그램 특성

을 악하고 이를 계수(Coefficient)화 하여 자원 탐색시 

성능 수에 곱하여 합함으로써 자원별 성능 수를 애

리 이션에 해당되게 계산하여 탐색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라면, 단순히 가상 자원의 사이즈에 따라 제공

받는 가상 자원이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들로부터 다양한 성능을 가지는 이종 자원들  평균 으

로 최고의 성능을 내면서도 간섭을 게 받고 있으며, 애

리 이션이 주로 사용하는 자원들 심으로 상 으로 

높은 성능을 가지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4. 약형 가상 머신을 활용한 성능 측정

  아마존의 경우 약형 가상 머신은 온 디맨드

(On-deman) 가상 머신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렴한다.  

클라우드 업 시스템의 로커는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

공자들로부터 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여가 가능한 가

상 머신들을 구입해와 이를 약간의 이윤을 덧붙여 사용자

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

하다.  이 때, 로커는 각 가상 머신에 한 성능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벤치마킹툴을 사용하여, 각 자원 별 

평균 인 성능을 상 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균 인 성능외에 성능의 분포도

를 조사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간섭 효과에 해서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를 들면, 평균 으로 1의 성능을 

가지던 가상 머신이, 어느 순간 1.2의 성능을 내기 시작한

다면 간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존하는 가상화 기술로는 간섭으로 인한 성능 하가 불

가피하기 때문에 감수하여야 하며, 이 두 가지 모두 로

커 단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직  로커에서 테스트하

는 수뿐이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려  리가 없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로그램의 특성을 사 에 조사하여 사

용하는 주요 자원들에 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자원들에 해 간섭이 으며 평균 인 성능 기댓값이 높

은 자원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서는, 로커 단에서 사 에 가상 머신에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렴하지만 장기간 여를 해

야만하는 약형 가상 머신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여러 사

용자에게 여러 번 매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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