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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단일 모바일 기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모바일 컴퓨 을 처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모
바일 기기로 구성된 모바일 클라우드내에서는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 등의 다양한 모바일 컴퓨 이 

발생하기 때문에[1], 고성능 컴퓨 (HPC) 보다는 규모 컴퓨 (HTC)이 필요하다[2]. 한 모바일 컴퓨

 작업이 모바일 기기의 컴퓨  리소스에 어떻게 할당하는지에 한 상태 악이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합한 모바일 클라우드내 규모 컴퓨 을 한 모바일 작업 할당 시

뮬 이터(JAS-HTC)를 제안한다. JAS-HTC는 모바일 컴퓨 의 작업 할당을 시각 으로 표 하여, 규

모 컴퓨  작업 처리의 상태를 악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모바일 컴퓨 (Mobile Computing)은 이동성  휴 성

을 가진 모바일 기기의 모바일 리소스(Mobile Resource)

를 활용한 다양한 컴퓨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리소스는 메모리, 로세서, 스토리지, 통신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컴퓨  처리를 한 모바일 리소스를 

할당하는 모바일 리소스 리(Mobile Resource 

Management)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컴퓨  기술

의 비약 인 발 은 단일 모바일 기기의 모바일 리소스 

활용뿐만 아니라, 다  모바일 기기의 모바일 리소스를 통

합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Mobile Cloud Computing)

을 요구한다. 단일 모바일 기기에서는 제공하기 어렵던 모

바일 컴퓨  능력(Capacity)을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해 제공이 가능하다.

   고성능 컴퓨 (High Performance Computing)은 고도

의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컴퓨 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최소 작업 처리 속도를 도출하는 컴퓨 이다. 높

은 수 의 연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성능 컴퓨 기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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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할당이 유효하다. 그러나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에서

의 주요 모바일 컴퓨 은 과학에서 필요한 고연산 작업 

보다는 멀티미디어, 이미지처리, 소셜미디어처럼 반복되거

나 다양한 종류의 작업 처리를 요구한다[1]. 

   다양한 컴퓨  작업이나 반복되는 컴퓨  작업은 작업 

처리량 주의 연산인 규모 컴퓨 (High Throughput 

Computing)이 용이하다[2]. 따라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에서 요구하는 모바일 컴퓨 을 해서는 규모 컴퓨

의 작업 할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리소스 통합기반의 모바일 클라

우드에서 규모 컴퓨 이 용된 작업 할당 시뮬 이터

인 JAS-HTC(Job Allocation Simulator for High Throughput 

Computing)를 제안한다. 모바일 리소스로 구성된 모바일 클

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고, 계산이 필요한 작업의 개수  

가용한 모바일 리소스 설정에 따른 규모 컴퓨 을 한 

작업 할당을 나타낸다.

2. 련연구

   Amit Agarwal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작업 처리 수행

을 FCFS, RR 등의 스 링 방법을 비교하 다[3]. 이 연

구는 모바일 컴퓨 을 처리하기 한 모바일 클라우드 환

경의 고려가 미흡하다.

   Alireza Monfared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

서 모바일 고성능 컴퓨 인 MHPC의 작업 처리 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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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JAS-HTC 개요

 솔루션을 제안하 다[4]. 이 연구는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단일 작업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목 을 두

었지만, 다  작업의 처리량 증가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

다. 한 Bo Li의 연구는 MCC를 기반하여 모바일 환경에

서의 계산 집약 인 작업을 오 로드하는 방식으로 모바

일 기기로 구성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모바일 컴

퓨  작업을 처리하는 인 라 용이 없다[5].

   이에 모바일 기기로 구성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 모바일 컴퓨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작업 할당

연구가 필요하다.

3. JAS-HTC 스킴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모바일 컴퓨  작업을 분

산하여 처리하는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①은 모바일 기기로 구성된 모바일 클라우

드의 리소스를 확인하기 해서 통합된 모바일 리소스를 

모니터링한다. ②는 모바일 컴퓨  작업을 모바일 클라우

드 컴퓨 에 요청한다. ③은 모바일 클라우드내 작업 큐에 

요청 받은 모바일 컴퓨  작업을 장한다. ④는 모바일 

컴퓨  작업을 분산하기 해 컴퓨  자원 상태를 확인한

다. ⑤는 가용한 컴퓨  자원 상태기반 모바일 컴퓨  작

업을 분산한다. ⑥은 분산된 작업을 모바일 컴퓨  리소스

에 할당하고 처리한다. ⑦은 모바일 컴퓨  요청자에게 완

료된 작업 결과를 리턴한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  작업의 

분산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모바일 컴퓨  작업은 소벨 에지 디텍션 알고리즘

(Sobel Edge Detection Algorithm)을 기 으로 한다. (그

림 2)는 소벨 에지 디텍션의 결과를 이미지로 나타낸다.

   소벨 에지 디텍션의 연산은 소벨 마스크를 통해 경계

선 값을 계산한다. 체 이미지에서 세부 인 경계선 계산

은 스 드를 통해 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산된 작업은 

서로 다른 모바일 리소스에 분산하여 할당한다.

(그림 2) Sobel Edge Detection Image

4. JAS-HTC 작업 분산

   본 논문에서의 통합된 모바일 리소스 기반 규모 컴

퓨 은 최 한의 모바일 컴퓨  처리량을 제공해야한다. 

한 Cloud Server가 없는 모바일 기기 기반의 통합 컴퓨

 리소스 환경이므로 가용한 모든 컴퓨  리소스를 활용

해야 한다. <표 1>은 모바일 컴퓨  처리량과 비가용 컴

퓨  리소스를 최 한으로 산출하기 한 모바일 컴퓨  

분산의 필요 요소를 나타낸다.

분산 컴퓨 요소 내용

동  리소스

- 통합된 모바일 리소스의 CPU, 메

모리, 스토리지의 최  가용 용량

- 유휴 모바일 기기의 총수

정  리소스

- 통합된 모바일 리소스의 CPU, 메

모리, 스토리지의 최  용량

- 최  모바일 기기의 총수

- 모바일 기기별 단  모바일 컴퓨

 계산 성능

모바일 컴퓨  작업
- 체 작업의 크기: 소벨 에지 디텍

션으로 계산될 체 크기

<표 1> JAS-HTC의 분산 컴퓨  요소

5. JAS-HTC 설계

   (그림 3)은 JAS-HTC의 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JAS-HTC는 세부 으로 User Interface, Distributed Job 

Manager, Resource Monitoring Manger, Integrated 

Device Manger, Viewer로 구성된다.

   User Interface는 JAS-HTC가 나타내는 모바일 클라

우드의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모바일 클라우드내 모

바일 디바이스의 환경 설정  모바일 컴퓨  작업의 환

경 설정을 제공한다. 

   Distributed Job Manager는 소벨 에지 디텍션기반 모

바일 컴퓨 의 테스크를 분할하는 기능을 한다. 

   Resource Monitoring Manger는 유휴 모바일 클라우드

내 리소스를 확인하고 작업 할당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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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JAS-HTC 구조

   Integrated Device Manger는 서로 다른 모바일 디바이

스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컴퓨  자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컴퓨  리소스 풀로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Viewer는 모바일 클라우드  작업 분할  처리 황

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진 컴

퓨  리소스에 분할된 모바일 컴퓨 의 작업이 할당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효율 인 작업 처리량을 악한다.

6. 구

   (그림 4)는 JAS-HTC의 모바일 컴퓨  처리를 실행한 

화면이다. ①은 모바일 기기별 작업 처리 상황  체 모

바일 컴퓨  작업 상태를 나타낸다. ②는 모바일 기기별 

성능  상태 그리고 개수를 설정하기 한 설정으로 구

성된다. ③은 모바일 컴퓨  작업 크기  개수를 한 설

정이다.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컴퓨  작업 설정을 통해 

모바일 리소스 통합 환경을 구성하고, 모바일 컴퓨 의 설

정을 통해 규모 컴퓨  처리의 시뮬 이터를 제공한다.

(그림 4) JAS-HTC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리소스를 통합한 모바일 클라우

드를 기반으로 규모 컴퓨  작업을 할당 시뮬 이터인 

JAS-HTC를 제안하 다. 모바일 클라우드내 모바일 컴퓨

 할당을 시뮬 이션 함으로써 규모 컴퓨 이 효율

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모바일 클라우드내 다양한 모바일 컴퓨  할

당 방법들을 용하여 방법별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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