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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브로커는 대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거느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공되는 자
원을 이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클라우드 이용자 사이를 중개하여 제공자 측에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이용자 측에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서비스 협정(Service Level Agreement, SLA)를 보장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을 수행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브로커의 이러한 서비스 차익거래

를 위해 필요한 VM 풀의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VM 예약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클라우드 브로커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서로 연
동되지 않는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합하여 이
용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은 이종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SLA 를 고려하여 자원을 탐색하고 
공급하고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여기서 브로커의 수익은 브로커의 이용자들로부터 
획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과 브로커가 클라우드 제
공자들에게 지불하는 자원 임대 비용의 차익으로 구
성된다. 따라서 브로커는 클라우드 제공자에 지불하

는 자원 임대 비용을 최적화하여 보다 저렴하게 서비

스 이용을 책정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때 클라우드 제공자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

원의 종류는 크게 온디멘드 자원 및 예약 자원으로 
구분된다. 온디멘드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

로 한 시간 단위의 짧은 시간 동안 비용이 과금되며 
반면 예약 자원은 최소 한달, 길게는 1 년 이상과 같
이 긴 기간 동안의 사용계약을 바탕으로 온디멘드 사
용에 대해 일정 비율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클라우드 브로커는 온디멘드 자원 및 예약 자원을

클라우드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적절히 빌려와 사용

자의 자원 임대 비용을 최적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실을 근거로 고그리드

(GoGrid)[1]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참조하여 자동 
회귀 통합 평균(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2]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수요예측을 
수행하고 적응적으로 VM 풀을 운영하는 효과적인 
VM 예약 기법을 제시한다. 

 
 

 
2. 본론 

2.1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브로커는 클라우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VM 들을 클라우드 제공자들로부터 빌린다. 이 
때 브로커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및 클라우드 이용자

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 요금 제공하기 위해 예약 
VM 의 적절한 이용이 필요하다. 

최적 예약 VM 사용에서 벗어난 두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우는 (그림 1)의 왼쪽 경우와 같이 브로

커가 관리하고 있는 예약 VM 의 숫자가 클라우드 이
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로 이 상황에서는 온디멘드 VM 을 추가로 빌려야 한
다. 

두 번째 상황은 (그림 1)의 오른쪽 부분과 같다. 이 
경우에는 예약 VM 개수보다 수요가 작아 일부 예약 
VM 이 유휴 상태로 VM 풀에 존재하는 자원의 낭비

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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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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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적 예약 VM 사용에서 벗어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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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요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약 VM 의 숫자는 시간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적으로 예약 VM 수를 
결정하여 브로커 VM 풀의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효율적 VM 예약 기법을 제안한다. 
 

2.2 비용 효율적 VM 예약 기법: C_E_VM_R 
C_E_VM_R 은 수요예측을 활용하여 적응적 자원 

예약 기법(Adaptive Resource Reservation Scheme)[3]을 
확장한 적응적 예약 VM 개수 결정 방법이다. 
C_E_VM_R 은 다음과 같이 브로커에서 적용된다. 
ARIMA 모델을 활용한 수요예측이 먼저 매 타임슬롯 
및 일정한 주기 T 마다 수행된다. 현재 수요 예측이 
수행될 때 타임슬롯 t 에서의 수요를 라 하면 수요

예측은 타임슬롯 t+1 부터 t+m 까지의 수요, 즉  
부터 까지의 값에 대해 진행된다. 이를 이용하여 
C_E_VM_R 은 매 타임슬롯에서 ( ) ( )1 2/ /o r p ek C C k D D⎢ ⎥⋅ + ⋅⎣ ⎦
을 구하여 이 값만큼의 신규 예약 VM 계약을 체결한

다. 여기서 Co 와 Cr 은 각각 지난 주기 에서의 온디

멘드 VM 및 예약 VM 임대 비용, Dp 와 De 는 각각 
해당 주기에서의 예측 수요 및 기대 수요, 그리고 k1
과 k2 는 각각 Co / Cr 및 Dp / De 의 가중치를 뜻한다.  
 

 
(그림 2) C_E_VM_R 예약 기법 적용 절차 

 
C_E_VM_R 에 사용되는 수요 예측을 위해 ARIMA 

모델이 사용되었고 이는 [4] 를 바탕으로 적용하였다. 
ARIMA 모델은 (그림 3)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동작

한다. 먼저 수요예측에 사용하기 위한 기왕 자료

(historical data)를 수집하여 자기 상관 함수

(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부분 자기 상관 함수

(partial correlation function, PACF)를 구하고 이를 이용

하여 예측에 사용할 ARIMA 모델의 차수를 정한다.  
자기 상관 함수는 수요 Xt 와 시간 지연 k 의 차이

를 보이는 수요 Xt+k 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하는 함
수이고 부분 자기 상관 함수는 두 수요 사이의 자기 
상관 함수를 구할 때 그 사이의 수요에 대한 상관관

계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여 Xt 와 Xt+k 사이의 상관관

계를 구하는 함수이다.  
결정된 차수를 바탕으로 회귀를 통한 예측모델을 

도출하고, 해당 예측 모델을 검증하여 적합할 경우 
수요예측에 적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예측모

델 도출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수요예측을 수행하는 순서를 도식화하여 다음 (그

림 3)에 순서도로 나타내었다. 
 

 
(그림 3) C_E_VM_R 수요예측 동작 순서도 

 
2.3 시뮬레이션 및 결과 

온디멘드 VM 및 예약 VM 단위 임대 가격은 고그

리드의 스탠다드 클라우드 서버 가격 중 라지(large) 
사이즈의 가격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에서의 수요 예측은 R 및 astsa 패키지[5]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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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총 VM 임대비용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브로커가 적응적으로 VM 
을 저비용으로 예약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온디멘드 및 예약 VM 의 사용 이력을 바탕으

로 다음 타임슬롯에서의 신규 예약 VM 개수를 결정

하는 ARRS 를 확장하여 선형적 예측 방법인 ARIMA
모델을 적용한 C_E_VM_R 이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기법이 ARRS 에 대해 비용 효율성을 지님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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