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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시간 마이그 이션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
러나 부분의 연구는 마이그 이션 Metric간 Trade-off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Qos 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목 에 따라 다수의 Metric을 고려해야한다. 마이그 이션 시 고려되는 요소들을 분류

하고 이를 복합 으로 고려할 수 있는 퍼지이론 기반의 마이그 이션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향후 연구에 해서도 논의한다. 

1. 서론

   라우드 서비스의 고객 수요는 세계 으로 증가하는 추

세이다. 클라우드는 통합된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부하분산을 이용하면 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부하분산을 한 방안으로 마이그 이션이 이용

되어 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QoS를 제공하

는 것이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1]. 

   기존 실시간 마이그 이션  연구들은 마이그 이션 성

능 향상을 해 속도에만 을 맞출 뿐 기시간과 자

원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복합 으로 고려한 연구는 

미비하다[4]. 이에 따라, 마이그 이션 시 성능과 비용간의 

간격에 따른 QoS 하의 우려가 있어 마이그 이션시 다

수의  metric 간  Trade-off 필요하다. 퍼지이론은 수식으

로 정의하거나 표 하기 어려운 인간의 언어, 사고를 수학

으로 다루기 분야에서 용되며, 퍼지 로직은 마이그

이션 시 다수 metric을 고려하여 동 으로 변화는 자원의 

상황을 반 한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Metric 을 고

려한 퍼지 이론 기반의 마이그 이션 타겟 머신 선정 방

법으로 타겟 머신 선정시 우선순 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한 에 지 효율까지 고려하는 것이 목 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마이그 이션을 통해 성능 향상을 

한 요소들을 정의하고 그 요소들을 복합 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2장에서는 마이그 이션에 련된 기존의 연구들

을 살펴보며, 3장에서는 성능 보장을 한 마이그 이션 

요소를 정의하고 4장에서는 다수의 metric을 고려한 우선

순  기반의 타겟머신을 서정하는 효율 인 마이그 이션 

구조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구조가 가지는 장

과 함께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들을 기술하며 결론을 맺

는다. 

2. 련연구

2.1 마이그 이션

 실시간 마이그 이션은 실행 인 가상머신을 멈추지 않

고 물리 으로 다른 곳에 치한 서버로 이동을 시키는 

기술로 부하분산, 력 운용, 유지보수 용이와 같은 장

을 가진다. 

마이그 이션 기술은 가상머신 (VM) 할당이 필요한 시

에 수행하려는 워크로드의 특성을 악하여 워크로드를 

가장 효율 으로 수행 시킬 수 있도록 가상머신을 물리  

자원에 치시킬 수 있다. 한 성능 최 화  력 운

용을 해 마이그 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그 효율을 높이

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성능 평가시 참조되는 고려되는 요소

를 기반으로 퍼지시스템에 용하기 한 metric을 아래

와 같이 분류하 다.

VM status : CPU Utilization, RAM, NET 

Target VM : Waiting Time , Execution time VM 

Status

VM downtime  : Outage duration, Power outage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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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퍼지화 과정

목표 Challenges

성능

마이그 이션 

시간 최소화

오버헤드

기시간 고려 필요

서비스 거 가능성 증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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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증가
마이그 이션 실패 비율, 

응답시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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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거  가능성 증가, 

처리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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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소비 증가,

시간 증가, 서비스 거 가능성 증가

오버헤드

(표 1)기존연구들의 방향[1~9]

 [표 1] 은 기존 연구들의 연구 방향으로 성능향상이나 에

지를 으로 한가지를 으로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한 기존의 연구들은 체 마이그 이션 시간을 

이고 있었으나 여 히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있고 체 

마이그 이션 시간을 이는 것에 해 향후 연구로 제시

하고 있었다[2~6].  

 마이그 이션 시 다수의 metric을 고려하지 않아 데이터 

센터 내의 비용(에 지 ,마이그 이션)과  마이그 이션 

성능/QoS 간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

능과 에 지 사이의 간격을 이고 다양한 metric을 고려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2 퍼지이론

 수식으로 정의하거나 표 하기 어려운 인간의 언어, 사고

를 수학 으로 다루는 퍼지 이론을 용하며, 각 가상머신

의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역폭에 따라 

VM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VM 상태에 따라 마이그 이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를 퍼지화를 

통해 퍼지입력으로 변환하며 제어 규칙에 의거하여 퍼지 

추론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 으로 역 퍼지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물리서버들의 

상이성에 한 정보를 찰하고 VM 속성을 결정할 수 있

다. 이 때 가상머신의 어떠한 속성을 퍼지로직에 용할 

것인지 결정하느냐에 마이그 이션 효율이 결정될 수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연구들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

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퍼지이론에 용하고자 한다.

3. 제안하는 구조

(그림 2) 퍼지시스템기반 마이그 이션 구조도

Monitoring :　Input metric 사용량  Power outage 

statistics 와 outage duration 시간 단 로 측정한다. 

Load Detector :　Monitoring으로 측정된 자원사용량

에 따라 Load 상태를 감지한다.

Migration Manager :　Load Detector 통해 Load 상태

에 다라 마이그 이션을 결정한다.

퍼지시스템 : 1,2차 퍼지화를 통해 마이그 이션 할 타

겟 머신에 해 우선순 를 부여한다.

퍼지화 : 입력 변수의 값의 범 를 일치하는 논의 역

(Universe of discourse)로 변화시키는 Scale Mapping 

작업을 담당

추론엔진 : 퍼지화된 Input과 Fuzzy Rule로부터 규칙

을 채택하는 의사 결정 논리(Decision-Making Logic)

디퍼지화 : 출력 변수값의 범 로 일치되는 논의 역

(Universe of discourse)로 바꾸는 Scale Mapping 작업

을 진행.

Rule 기반 엔진 : 제어 규칙의 집합

VM manager : 로드 상태에 다라 VM/PM off 결정과 

퍼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타겟 VM을 결정

모니터링을 통해 Resource Utilization (CPU, RAM, NET 

Utilization) ,Outage duration,Power outage frequently 

VM, Execution time을 측정한다. 1차 퍼지화 요소인 

Resource Utilization에 따라 VM Status 출력으로 결정한

다. VM Status는 마이그 이션의 여부를 결정하고 마이

그 이션이 결정되면 Waiting Time , Execu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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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Status에 따라 2차퍼지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출력에 

따라 우선순 를 선정하여 Target Machine을 선정하게 

된다. Waiting time 은 식 1에 의해 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1차 퍼지화과정만 거치는 연구들에 비하여 비

용과 성능과의 balance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데이터 센터의 상황에 따 downtime을 결정함으로써 에

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어진다.

(그림 3)타겟머신 선정을 한 퍼지시스템 

흐름도

.

[그림 5 ,6]은  Output에 한 멤버쉽 함수들의 값이고 

[표 3]의 변수에 기반하여 나타내었다.

metric fuzzy 변수

입력

CPU utilization VL L M H VH

RAM VL L M H VH

NET VL L M H VH

Waiting time VL L M H VH

Execution time VL L M H VH

입/출력

VM

Status(Resourc

e Utilization)

VL L M H VH

출력 Target우선순 VL~VH

(표 3) 퍼지 용을 한 변수

(그림 4) Rule 1에 따른 VM status 멤버십 함수

  

 

(그림 5) Rule 2 에 따른 Target 우선순  멤버십 함수

5. 결론  향후 계획

실시간 마이그 이션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본 논문에서는 퍼

지이론 기반의 타겟머신을 선정하는 방법에 해 제안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한 Muti-Metric 기반의 구조

를 개선하여 다양한 데이터 센터에 용하는 것이 목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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