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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IoT, 데스크탑의 컴퓨  자원을 통합한 환경에서 다  작업을 처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통합된 컴퓨  자원(Integrated Computing Resources)에서 다  작업(Multi-Job)을 처리할 경우에는 실

시간으로 발생하는 작업 부하  규모의 컴퓨  능력이 요구된다. 한 사용자에게는 단일 작업 처

리 시간과 유사한 작업 처리 속도를 제공해야한다. 기존 클라우드 컴퓨 의 작업 처리 연구에서는 고

성능의 컴퓨  자원을 이용하여 단일 작업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다  작업 

처리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된 컴퓨  자원에서 두 개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 처리량을 향상 시키는 다  작업 스 링(MJS-MM)을 제안한다. MJS-MM은 서 미션된 작업을 

분할(Decomposition)하고 가용 컴퓨 의 성능기반 작업을 수행하여 총소요시간(Makespan)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1. 서론

   통합된 컴퓨  자원 환경은 모바일, IoT, 데스크탑 등

의 동종  이기종의 컴퓨  자원으로 구성되고 고속 

컴퓨   다양한 컴퓨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  

작업 컴퓨 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요청한 다  작업들을 

컴퓨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컴

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된 컴퓨  자원은 컴퓨  

자원을 추가하여 컴퓨  능력을 확장하거나 용량의 작

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통합된 컴퓨  자원 환경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연구는 단일 작업의 처리 

능력을 극 화 하는 고성능 컴퓨  연구에 비해 미흡하다. 

한 통합된 컴퓨  자원기반 다  작업 컴퓨 의 작업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단일 작업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작업 처리 속도를 제공하기 어렵고, 자원 측면에서는 지속

으로 요청되는 작업을 여러 컴퓨  자원으로 분산하여 

작업 부하 발생을 이는 고가용성 고려가 필요하다[1, 2, 

3, 4].

   본 논문에서는 통합된 컴퓨  자원 환경에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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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성능을 기반으로 다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의 총소

요시간을 최소화 하는 MJS-MM(Multi-Job Scheduling 

for Minimum Makespan)을 제안한다. MJS-MM은 실시

간으로 서 미션되는 작업을 분할하고, 컴퓨  성능기반으

로 작업의 총소요시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컴퓨  

자원에 할당한다. 

2. 련연구

   기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에서 고도의 계산 능

력을 요구하는 고속 컴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 2]. 

pipsCloud[1]는 원격을 통한 실시간으로 규모 작업 처리

를 한 동  자원 리 제안하 고, Dazhong[2]은 자원 

확장에 따른 고성능 컴퓨 의 성능을 평가하 지만 실시

간으로 발생하는 다  작업 처리에 한 스 링 방법은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  작업이 발생할 경우 작업의 

총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스 링을 제공한다. 

   한 클라우드 컴퓨 에서의 컴퓨  자원 리  작

업 처리 방법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3, 4]. Syed[3]

은 클라우드 컴퓨 에 필요한 컴퓨  자원의 공  방법을 

제안 하 으나 이기종의 자원을 통합된 자원으로 구성 고

려가 필요하다. Shamsollah[4]은 우선순 에 따른 작업 처

리 스 링을 제안하 으나 동 으로 변화하는 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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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  자원 확인이 어렵다.

   이에 통합된 컴퓨  자원 환경에서 컴퓨  자원 성능

을 고려하고 다  작업을 분할하여 처리하는 다  작업 

처리 스 링 연구가 필요하다.

3. MJS-MM 설계

   통합된 컴퓨  자원 환경에서의 총소요시간 최소화를 

한 다  작업 스 링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통합 환경에서의 MJS-MM 개요

   (그림 1)의 ①은 사용자가 컴퓨  서비스가 가능한 통

합된 자원 환경으로 분할이 가능한 작업을 서 미션 한다. 

②는 서버가 서 미션된 작업을 실시간으로 작업 큐에 

장하고 워커에 분산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분할

한다. ③은 서버가 워커의 컴퓨  자원 성능을 기 으로 

순서에 따라 분할된 자원을 할당한다. ④는 워커가 태스크

로 분할된 작업을 수행 한다 . ⑤는 수행이 완료된 태스크

는 사용자에게 송한다.

   통합된 컴퓨  자원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

은 연구실 는 학 규모에서 사용되는 PC, 노트북, 서

버, 클러스터 등의 컴퓨  자원을 통합한 환경이다. 

MJS-MM에서의 총소요시간은 컴퓨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된 컴퓨  자원 환경에 서 미션된 작업이 분할되고 

수행 완료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MJS-MM은 작업의 크기를 기 으로 태스크로 분할한

다. 가용한 모든 워커에 태스크를 분산 한다. 이미지 로

세싱의 작업 분할의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작업 분할의 

 

   MJS-MM의 서버와 워커의 통합된 컴퓨  자원 구성 

구조도는 (그림 3)와 같다. MJS-MM 통합된 컴퓨  자원 

구성의 서버 측면은 Resource Manager, Leader Manager, 

Job Manager와 워커 측면은 Task Manager, Resource 

Manager으로 리된다. 통합 컴퓨  자원의 역할은 

Viewer를 통해 구성된다.

(그림 3) MJS-MM 구조도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합된 컴퓨  자원 환경에서 컴퓨  

자원 성능을 기반으로 분할된 작업의 총소요시간을 최소

화하는 MJS-MM(Multi-Job Scheduling for Minimum 

Makespan)을 제안하 다. MJS-MM을 통해 다양한 사용

자가 요청한 작업의 처리량이 증가하 다.

   향후에는 다양한 스 링 알고리즘을 용하여 작업

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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