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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모바일내 비가용 컴퓨  자원을 활용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은 구축 방식에 따라 컴퓨  자원 가용성 극 화, 이동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연결 지속에 따른 효율 인 작업 분배가 요시된다. 이러한 구축에 있어서, 실제로 효율 으로 운

이 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한 검증 도구가 요구된다. 이와 련되어, 다
양한 시뮬 이션 도구가 연구  개발되었지만,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의 이동성으로 인한 자원 풀의 

추가  삭제에 한 특성이 반 되지 않아 모의  용을 한 제한 사항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의 이동성 특징을 고려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구축을 한 자원 풀 형성 검증이 가능한 

MRM-VS를 제안한다.

1. 서론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은 구축 방식에 따라, 외부 클

라우드 컴퓨 을 사용하는 방식, 모바일 자원만으로 유기

 자원 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의 공통된 목 으로는 단일 모바일 디바이스의 제

한된 자원으로 인해 사용자의 서비스 단 을 막기 함이

다.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은 소형화되고 이동성 특징을 

가지는 다수의 모바일 디바이스들 이용하여 컴퓨  작업

의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성으로 인해 자원 

풀내 참여와 비참여가 자유스럽기 때문에 다수 모바일 디

바이스의 비가용 자원을 리하는 마스터 디바이스를 선

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자원 풀 형성을 해 기존

에 클라우드 인 라 측면 다양한 검증 도구가 개발되었지

만, 모바일 클라우드의 이동성 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모

의  용에 따라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1, 2, 3, 4, 5].*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인 라 구축에 모바일 

이동성 특징을 고려하여 검증하는 MRM-VS(Mobile 

Resource Management – Verification Simulator)를 제안

한다. MRM-VS는 모의 으로 모바일 수를 랜덤 는 사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2013-0-00684). 한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o. NRF-2017R1D1A1A09000631).

용자로부터 입력 받아, 모바일 클라우드 인 라를 해 자

원 풀을 형성한다. 마스터 디바이스 선택을 해 사용자로

부터 모바일 디바이스내 성능 자원의 가 치를 입력 받음

으로써, 다양한 가 치에 따라 선택되는 마스터 디바이스

를 확인 가능하다.

2. 련연구

   GridSim[1, 2, 5]은 스 링 알고리즘을 시뮬 이션할 

수 있는 Java 기반의 시뮬 이터이다. GridSim을 통해 가

상 환경을 쉽게 시뮬 이션 할 수 있으나, 자원 분석에 필

요한 다양한 변수를 조작하기 해 사용자가 로그램 소

스코드를 작성해야 하고 이에 한 결과를 차트 등으로 

변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UI 기반의 자원 설정, 동작과정  결과에 한 시각화

를 제공한다.

ClusterSim[3, 5]은 자바 기반 병렬 인 이벤트 시뮤 이

션 도구이다. ClusterSim은 클러스터의 워크로드  시각

 모델링을 지원한다. 한 시뮬 이터는 클러스터를 사

용자가 지정하고 클러스터간에 Message Passing 

Interface(MPI), 병렬 작업 스 쥴링 알고리즘 등의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 ClusterSim은 정 인 자원을 고려하

고, 마스터 노드 선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로 인해 마스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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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한 검증  동작 악이 쉽지 않다.

CloudSim[4, 5]은 클라우드 시스템 구성으로 데이터 센터, 

가상머신, 자원 제공 정책 등의 행동 모델링을 지원한다. 

한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 간에 가상

머신 할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과가 텍스트 기반으로 도

출되기 때문에 이를 문제의 원인  동작 과정 등을 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MRM-VS 설계

MRM-VS내 모바일 디바이스의 마스터 디바이스 선정 기

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마스터 디바이스 선정  작업 운

 (그림 1)내의 ①은 네트워크 노드 연결, ② 연결된 네트

워크내 자신 성능 정보를 로드캐스 , ③ 각 노드에게 

마스터 후보 노드 리스트를 선정하여 로드캐스 , ④ 수

집된 마스터 후보 리스트 기반 다수결에 의해 마스터 디

바이스를 선정, ⑤선정된 마스터 디바이스는 서버 활성화 

 클라이언트 연결 기를 통해 마스터 디바이스가 선정

된다. 이 후에 (그림 1)내의 ⑥ 사용자의 컴퓨  작업 요

청, ⑦ 클라이언트에 작업 분배  할당, ⑧ 완료된 작업

은 작업 분배된 클라이언트가 완료시 사용자에게 송함

으로써 작업이 운 된다. 

  MRM-VS내 모바일 디바이스의 마스터 디바이스 선정 

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MRM-VS 구조도

  MRM-VS는 사용자 제어를 한 User Interface, 마스터 

디바이스 리를 한 Master Manager, 연결된 모바일 

리를 한 Mobile Manager, 내부 으로 동작 상황을 

Viewer에서 시각화하기 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Coordinate Converter, 동작 상황을 사용자에게 시각화하는 

Viewer로 구성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인 라 구축에 모바일 

이동성 특징을 고려하여 검증하는 MRM-VS(Mobile 

Resource Management – Verification Simulator)를 제안

하 다. MRM-VS을 통해 여러 모바일에 다양한 성능 자

원의 가 치를 임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선택되는 

마스터 디바이스  운 에 해 검증을 제공하 다. 

  향후에는 MRM-VS에 다양한 작업 분배 알고리즘을 

용  검증을 한 시뮬 이터를 연구하고자 한다. 한, 

작업 분배 후 고장허용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클라우드에 

최 화된 작업 운 이 도모되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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