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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M 간섭은 VM 프로비저닝을 할 때 예상된 VM 의 컴퓨팅 자원이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예상된 VM 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자가 보장받을 수 있도
록 랜덤 워크를 이용해 간섭을 고려한 필요 자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CPU, RAM, 스
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여러 IT 자원들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
불하는 Pay for use의 형태를 갖는 서비스로, 클라우드
로 표현되는 인터넷상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 처
리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컴퓨팅 기
술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가상화 기술이다. 이를 통해 하나
의 물리적 머신(Physical Machine, PM) 의 자원을 나눠 
여러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VM)들을 만들 수 있
게 되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
자가 원하는 양의 자원에 해당하는 VM 을 사용자에
게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을 실현시킬 수 있
다. 또한, 서버들의 효율성(Utilization) 또한 증가되었
다. 그러나 L2 캐시나 네트워크 대역폭 등의 자원은 
다른 자원들과 달리 가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PM 
내의 모든 VM 들은 위의 자원들을 공유해야 한다[1]. 
따라서 한 PM 내에 여러 VM 들이 각자의 어플리케
이션을 돌리게 되면 위의 자원들에 부하가 생겨 같은 
자원이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를 VM 간섭(VM Interference)라고 한다[2]. 
따라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 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정해놓은 경우, VM간섭으
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얻지 못해 데드라인을 
넘기게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VM 간섭은 VM 프로비저닝을 할 때 예상된 
VM 의 컴퓨팅 자원이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
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랜덤 워크를 이용해 간섭을 고려한 필요 자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는 간섭이 있더라도 예상된 VM 의 컴퓨팅 자원 이상
을 보장받게 되어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게 된다. 

2. VM 간섭에 의한 효과 

 
(그림 1) 간섭으로 인해 감소된 리소스 

그림 1 은 VM 간섭으로 인해 리소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파란 선이 사
용자가 의도한 VM 의 스펙이며, 빨간 선은 실제로 사
용자가 갖게 되는 리소스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사
용자가 의도한 양보다 더 적은 리소스만 갖게 된다. 
특히, 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VM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VM 에서의 간섭에 의한 
리소스 감소 효과가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VM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경우 간섭에 의한 효과는 훨씬 커진다. 따
라서 실제 생성되는 VM 의 리소스와 의도된 리소스 
양이 그림 1 처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을 돌리기 위해 사용된 VM 들의 실제 리소스 합이 
워크로드를 넘지 못한다면 제대로 VM 을 할당하더라
도 주어진 워크로드를 데드라인 내에 마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VM 간섭이 생기더라도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의도한 
자원을 보장받기 위해 간섭을 고려하였을 때 얼마만
큼의 자원을 요청할 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림 2 는 실험적으로 간섭의 효과를 측정한 그래

프이다. 같은 워크로드를 하나의 VM 에서 돌릴 때 약 
25초가 걸린 반면, 한 PM 내에 8개의 VM이 돌아가
고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약 45 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간섭
에 의한 리소스 감소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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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그림 2) VM 간섭이 미치는 영향 

 
3. VM 간섭 모델링 

4.1. 가정 
(1) 사용자는 구체적인 자원의 형태로 VM 을 요청

하며, 사용자가 요청한 컴퓨팅 자원만을 보장토록 하
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 
필요한 자원이 얼마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 논문
에서는 cpu, 메모리, I/O 의 3개 자원만을 고려하였다.  

(2) VM 간섭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PM 내에 있
는 VM 의 개수, VM 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주로 사용하는 자원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나, 시간적인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소스별 VM 간
섭이 평균 m, 분산 σ 인 Gaussian Distribution 을 따른
다고 생각하였다. 즉, 각 리소스 컴포넌트들이 위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를 때,  

∆VM 		~	 , σ 			 
∆VM ~	 , σ  
∆VM 				~	 , σ 									 

가 되며, VM 간섭의 크기를 (cpu, mem, io)의 형태로 
나타내면 ∆VM ∆VM , ∆VM , ∆VM  와 같이 된
다.  

(3) VM 이 다른 PM 위에 있더라도, 리소스별 VM 
간섭의 평균과 분산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같게 생
각하였다. 

4.2. 모델링 
여러 VM 들 위에서 어플리케이

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는 모든 VM 들에서의 합산된 간
섭 효과를 그림 3 과 같이 벡터의 
형태로 모델링하려고 한다. 그림 
3 에서, 빨간색 벡터는 각각의 VM
에 대한 간섭이다. 이때 모든 VM
들의 간섭 효과를 총합한 벡터를 
TI(Total Interference)라고 하였다. 

이 때, TI 의 분포를 구할 수 있으면 사용자는 의도된 
리소스에 예상된 TI 만큼의 자원을 요청함으로써 의
도된 자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TI 는 n step 을 거친 
random walk 로 모델링할 수 있다. 단, random walk 에
서는 각 스텝의 크기가 1 이었으나, 이 모델에서는 각 

스텝의 크기가 평균 m, 분산 σ 인 Gaussian 
Distribution을 따른다. 
사용자가 2 개의 VM 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자. 이 

때 각각의 VM 간섭 벡터를 ∆ , ∆ 라고 할 때, 
cpu에 해당하는 간섭을 더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TI ∆ , 	∆ ,  

이 때, TI는 두 개의 Gaussian Random Variable의 합
으로 아래의 분포를 따른다.  

TI ~N m , m , , , ,  
가정 3에 의해, TI ~N 2m , 2 	가 된다. 
같은 원리로, n 개의 VM 이 사용된 경우 n 개의 step
을 밟는 Gaussian Random Walk라고 생각하여 풀면 

TI ~	N nm , n  
가 된다. 다른 리소스 축에 대해서도 풀면 아래와 같
은 식이 나온다. 본 논문에서는 cpu, mem, i/o 의 3 개 
축만 가정하였으나, 다른 자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식
이 세워진다. 

TI ~	N nm , n  
TI ~	N nm , n  

따라서 벤치마킹 툴을 통해 리소스별로 간섭의 평
균과 분산을 측정하면 n개의 VM을 생성하였을 때의 
평균 간섭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n 개의 VM
에 의한 간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의 분포로 이루
어진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한 후 0.4(90%)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 기존에 사용자
가 요구한 자원에 추가 지급하면 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VM 자원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해 간섭을 모델
링하고 높은 확률로 모든 간섭을 다룰 수 있는 추가 
리소스 양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자원을 보장받음으로써 SLA 를 무조건 만족할 수 있
게 되며,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적당한 값을 고름으로
서 간섭도 높은 확률로 케어하면서, 자원 낭비를 최
소화하는 값도 찾을 수 있다.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의 적합성을 실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검증, 
실험하는 과정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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