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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컴퓨 의 발 은 모바일 디바이스에게 클라우드 컴퓨  기술 도입을 가져왔다. 모바일 클라우

드 컴퓨 은 워크스테이션  클러스터로 구축된 클라우드 컴퓨 과 다르게 모바일 디바이스만을 가

지고 자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클라우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조한 하드웨어 성능과 산발

인 네트워크 연결을 가진다. 모바일 클라우드의 인 라 구성을 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연결  

자원 통합이 매우 요시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의 인 라 구축을 해 연결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자원 통합  지속 인 자원 서비스 리를 제공하는 M-RIM(Mobile device - 

Resource Integration Management)을 제안한다. M-RIM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능 정보 메타데이터

기반 분산 자원을 통합하고 사용자에게 자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론*

   모바일 컴퓨  기술은 워크스테이션이나 클러스터가 제

공하던 고사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 해왔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워크스테이션  클러스터와 마찬가지

로 스토리지, 로세스, 메모리 등으로 구성된다. 한 하

드웨어 성능과 계산 능력의 한계를 개선하기 해서 클라

우드 컴퓨  기술을 도입하 다.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은 단일 모바일 디바이스로 처리 불가능한 이미지 처리  

인코딩이 가능하다. 모바일 클라우드는 분산되고 이질 인 

모바일 디바이스의 자원을 통합하고, 자원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1-4].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인 라 구축을 한 모

바일 디바이스 기반 자원 통합  자원 서비스 리를 제

공하는 M-RIM(Mobile device - Resource Integration 

Management)를 제안한다. M-RIM은 모바일 클라우드 컴

퓨 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연결 상태와 자원 성능을 확

인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로세스  스토리지 등의 자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련연구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학IC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IITP-2016-H8501-16-1014)과 SW 심 학지원사업

(R7116-16-1014)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한 이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BK21 러스 사업의 장학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Madhu[1]는 이기종의 환경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자

원을 신뢰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모바일 디바이스 자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리하는 기능 

면에서 미흡하다. Sebastian[2]은 고정된 자원을 치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연속 인 네트워크 연결이 보장된 상태에

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디바이스 사이의 네

트워크 연결이 산발 으로 발생할 경우 자원 리가 어렵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의 인 라 구축에서 이

기종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유연한 연결 리와 자원 통합

을 제공한다.

3. M-RIM 스킴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모바일 클라

우드 컴퓨 의 자원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한다.

   (그림 1)의 ①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모바일 클라우드에 

속하고, 속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자원을 확인한다. 각

각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측정하고 

측정된 모바일 디바이스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마스터 디바이스로 선택한다. ②는 마스터 디

바이스가 모바일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게 확인 메시지를 달한다. ③은 확인 메시지

를 받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사용 가능한 성능 정보를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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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디바이스에게 송한다. ④는 마스터 디바이스가 모바

일 디바이스의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자원을 통합하여 제공

한다.

(그림 1) 모바일 클라우드 자원 통합 개요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능 정보 메타데이터는 <표 1>과 

같다.

<표 1> M-RIM의 메타데이터

구성 설명

고유 번호 모바일 디바이스 고유 식별 번호

디바이스 태그 모바일 디바이스내 설정 태그

운 체제 모바일 디바이스내 운 체제 종류

디바이스 성능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성능

디바이스 상태 모바일 디바이스의 모바일 클라우드 연결 상태

디바이스 사용량 재 모바일 디바이스 자원 사용량

4. 설계  구

   M-RIM은 세부 으로 Master Manger, Cloud Pool 

Manager, Device Manager, Resource Table Manager로 구성된

다. (그림 2)는 M-RIM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M-RIM 구조

   Master Manger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마스터 상태일 경

우 동작하기 한 기능이다. Cloud Pool Manager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연결 상태와 자원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Device 
Manager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자원 성능을 측정하기 한 

기능이다. Resource Table Manager는 모바일 자원을 통합하

고 사용자에게 자원을 제공하기 한 기능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RIM의 구  화면은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M-RIM의 자원 통합 동작상태

5. 결론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의 인 라 구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M-RIM을 제안

하 다. M-RIM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을 한 자원 통

합 리를 제공하기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연결 상태

와 성능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원 서비스를 제

공하 다.

   향후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에서 작업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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