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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효율 인 에 지 감을 한 동  원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할당된 가상 머신 운용을 한 키보드와 마우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가용메모리와 CPU 

활용률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만약 시스템이 일정 시간동안 키보드와 마우스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CPU

와 가용 메모리가 미리 정의된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면 가상머신 리자 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게 종료 명령을 

내리게 되어 상당한 력 감이 가능하다. 개발된 시스템은 학 내 실제 컴퓨터 실습실에 용하여 그 성능을 평

가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dynamic power management system is propos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for multiple clients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The proposed system monitors both keyboard and mouse input from the user, available memory, and CPU usage in the virtual 

machine. If the system detects no keyboard and mouse input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and both available memory and CPU usage reach 

predefined threshold value, the manager in the virtual machine orders the client to shutdown the client machine, which results in significant 

power save. The developed system is applied to the real university computer lab an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i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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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온난화 등 환경 괴에 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

라 환경 보 을 해 정부  사회단체 등을 심으로 

력 소비량 감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한 국제  심이 증 되고 있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부문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기 시작하 다. ICT는 친환경 일 것이라는 

일반 인 인식과 달리 ICT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 으로 증가하여  세계 CO2 배출량의 2%를 차지

하며, 이는  세계 항공사 여객기가 배출하는 양과 유사

하다[1,2].

클라우드 컴퓨 은 서로 다른 물리  치에 존재하

는 다양한 도메인, 다양한 종류의 컴퓨   스토리지 자

원을 통합하여 가상화된 고성능 컴퓨  자원 집합체를 

구축하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 의 확장성을 가

진 IT 자원을 온-디멘드(On-demand) 방식으로 제공하여 

자원 효율성 극 화와 리의 최소화라는 장 을 가지

는 새로운 컴퓨터 패러다임이다[3]. 클라우드 컴퓨 은 

재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IT 분야

에서 첨단 기술로 각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기반 컴퓨터 교육 

시스템 환경에서 생성된 가상머신의 CPU의 활용률과 

메모리 활용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제 컴퓨

터 실습실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도출된 임계값을 이용

하여 동 으로 PC의 원을 리하는 메커니즘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가상머신 내 키보드와 마우스 

움직임 뿐 만 아니라 사용자의 CPU 활용률과 메모리 

활용률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미리 정의된 조건에 부

합하게 되면 가상머신 내 리자 로그램은 사용자가 

더 이상 PC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여 실제 사

용자의 PC의 클라이언트 로그램에게 소켓 통신을 

통해 종료(shutdown) 명령을 내리게 되어 PC를 종료하

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

구에 해 기술하고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  클

라이언트를 한 동  원 리 시스템 설계  동작

과정과 성능측정을 한 클라우드 컴퓨  테스트베드

의 구축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동  원

리 시스템의 동작 과정과 본 시스템을 용하여 얻

을 수 있는 력 감과 이에 따른 비용 감에 해 설

명한다.

 

Ⅱ. 련  연구

클라우드 컴퓨 은 확장성이 뛰어나고 추상화된 거

한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컴퓨  서비

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나뉜다. 클라우드 

컴퓨   IaaS를 구축 할 수 있는 오 소스 랫폼으로

는 Eucalyptus[4], OpenNebula[5], Nimbus[6] 등이 있으

며, 본 논문에서는 OpenNebula 기반 클라우드 컴퓨  시

스템을 구축하 다. 

Nordman et al.[7]은 PC와 모니터가 력을 소비 하는 

과정에서 PC의 원 리 장치의 역할을 설명하 고 

사용자가 PC를 사용하는 형태를 분석하 다. 근무일 

기 으로 PC가 꺼져있는 상태가 48%(11.6시간), 사용

하지 않는 상태가 35%(8.4시간), 사용 상태는 17%(4시

간)에 불과하다고 하 다. PC 원 리를 사용하 을 

때와 그 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CPU별로 측정하면 

인텔 386계열의 CPU는 약 40W, 인텔 펜티엄 계열의 

CPU는 약 20W를 약할 수 있었다. APM(Advanced 

Power Management)에서 권고하고 있는 PC의 하드웨어 

별 기시간 기 은 다음과 같다.

· 하드 디스크 : 10 ~ 20분

· Processor(CPU) : 10분

· 모니터 : 15분

Chetty et al.[8]은 일반 가정의 PC를 상으로 PC 

원 리의 설정 황  실제 사용률을 연구하 다. 모

니터의  모드 설정 시간은 15분 이하인 경우가 

18% 고 16분에서 30분 사이로 설정된 경우가 68%

으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14% 다. 반면에 PC 

본체의 경우 PC 원 리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가 

91% 다. 이 수치는 부분의 PC 사용자가 PC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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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한 심이 없거나 설정으로 인한 소비 력 

감에 한 인식이 낮은 결과로 많은 다른 연구에서 인

용하고 있다. 

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률을 조사한 결

과 사용률이 0% ~25%가 80%나 되었고 51% ~71%는 

6.7%에 불과했다. 이는 부분 사용자가 PC의 원을 

켜둔 상태에서도 실제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의

미이며, 원 리를 이용해서 감할 수 있는 비사용 

력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Roberson et al.[9] 은 PC와 모니터의 력 소모를  

단계별로 연구하 고 ENERGY STAR의 인증을 받은 제

품과 받지 않은 제품의 기 력을 비교하 다. CRT 모

니터 보다 LCD 모니터가 사용 상태에서는 43%의 력 

소비가 고,  모드에서는 28%의 력 소비가 다

는 것을 검증하 다. PC의소비 력을 사용 상태와 

 상태로 나 어 비교한 결과 사용 상태에서는 평균 

63W의 력을 소비하지만  상태에서는 평균 4W의 

력을 소비한다고 발표하 다.

국내 연구에서는 PC의 력 낭비 요인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 다[10].

· 구형 PC 랫폼 향

· ACPI 원 리 미사용

· PC의 기 력 향

· 효율 원 공  장치의 향

PC의 CPU 종류별로 사용 모드, 비사용 모드 그리고 

기 모드로 나 어 소비 력을 측정하 는데 인텔 펜

티엄 4 CPU와 인텔 코어2 듀어 CPU를 비교한 결과 사용 

모드에서는 2배, 비사용 모드에서는 1.6 ~2.5배, 기 모

드에서는 2~3배 가량의 소비 력이 차이가 났다. PC의 

사용을 일일 9시간을 기 으로 2시간 정도의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제로 PC 1  당 1년에 인텔 펜티

엄 4 CPU 기반의 PC는 162KW, 인텔 코어2 듀어 CPU 기

반의 PC는 98KW의 력을 감할 수 있다고 계산하

다. 그러나 사용 시간과 비사용 시간을 정의한 기 이 불

분명하 다.

Ⅲ. 다  클라이언트를 한 동  

원 리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Xen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 키보드와 

마우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사용자의 PC 사용유무를 

단할 뿐 아니라 추가 으로 사용자의 가용메모리가 

실험을 통해 도출된 임계값 보다 작으면 PC의 CPU 활용

률을 검사하게 된다. CPU 활용률 역시 실험을 통해 도출

된 임계값 보다 작으면 리자 로그램은 사용자가 

재 PC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여 PC를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CPU 활용률이 임계값보다 크면 리자 

로그램은 CPU 활용률이 임계값 보다 작아질 때까지 

기하게 된다.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사용하기 해 오  

소스 클라우드 컴퓨  랫폼인 OpenNebula를 활용하

으며, 물리 인 자원을 가상화하는 하이퍼바이져로

는 Xen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  기반 환경을 구축

하 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Xen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 생성된 가상머신 내부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리자 로그램 (manager program)

이 동작한다. 리자 로그램은 가상머신 내 키보드와 

마우스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가상머신의 가용메모리

를 감지한다. 만약, 키보드나 마우스의 움직임이 일정시

간 동안 없거나 가용 메모리가 실험을 통해 도출된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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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보다 작을 경우 리자 로그램은 최종 으로 CPU 

활용률을 검사하게 된다. CPU 활용률이 실험을 통해 도

출된 임계값 보다 작을 경우 리자 로그램은 재 사

용자가 PC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하여 일정시간 

기하게 된다. 기시간 후에도 사용자의 입력이 감지되

지 않는다면 리자 로그램은 최종 으로 사용자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로그램에게 소켓통

신을 통해 종료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Log 일로 장한다.

3.2. 시스템 흐름도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도 
Fig. 2 Flowchart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3은 가상머신 내 리자 로그램과 사용자 PC

의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소켓통신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그림 3. 리자 로그램과 클라이언트 
로그램 간 소켓 통신

Fig. 3 Socket communication between manager 
and client programs

3.3.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제안하는 동  원 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

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기반 서버 가상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 다. 테스트베드의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IT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the server virtualization 

system

Front-End에는 OpenNebula가 설치되어 있으며, Xen 

기반의 클러스터 노드는 총 3 로 각 클러스터 노드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클라이언트를 한 동  원 리 시스템 

217

가상머신 10 씩, 총 30 를 생성하여 운용하 다. 테스

트베드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CPU RAM HDD OS

Front-E
nd

Quad 
Core 

2.80GHz
16GB 1TB

ubuntu
11.04 i686

Cluster 
Node 1

Core 2 
Duo 

2.80GHz
16GB 1TB

ubuntu
11.04 i686

Cluster 
Node 2

Core 2 
Duo 

2.80GHz
16GB 1TB

ubuntu
11.04 i686

Cluster 
Node 3

Core 2 
Duo 

2.80GHz
16GB 1TB

ubuntu
11.04 i686

표 1. 클라우드 컴퓨  테스트베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cloud computing testbed 

3.4 구  결과

3.4.1 제안 시스템의 구   실험

생성된 가상머신에서 키보드와 마우스의 움직임이 

일정시간 동안 감지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종료하겠다는 메시지를 송한다. 이 메시

지에 한 사용자의 응답을 일정시간 동안 기다리게 된

다. CPU 활용률이 임계값 이하이면 사용자가 아무런 작

업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여 해당 PC를 종료하

게 된다. 

그림 5. 가용 메모리가 임계값 이하인 경우 
종료 메시지 화면

Fig. 5 Screen shot of shutdown message due to 
low available memory 

한, 가용 메모리가 임계값 이하가 되면 리자 로

그램은 해당 사용자의 가상머신이 작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단하여 종료 메시지를 송하게 된

다. 종료 메시지를 보내고 일정시간 동안 기한 후, 사

용자가 임의로 취소를 하지 않고, CPU 활용률이 임계값 

이하이면 해당 PC를 종료하게 된다. 그림 5는 가용 메모

리가 임계값 이하 일 경우의 화면이다.

그림 5와 같이 키보드나 마우스, 가용 메모리가 리

자 로그램의 조건에 부합하여 종료되는 상황이 되더

라도  CPU 활용률이 임계값 이상이면 모든 종료 메커니

즘을 취소하고 CPU 활용률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질 때

까지 기하게 된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Windows Update나 기타 요한 작업이 동작 일 경우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그램이 기하고 있는 도

 만약, CPU 활용률이 임계값 이하가 되면 리자 로

그램은 사용자가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단하게 되어 해당 PC를 종료하게 된다. 이와 같은 

CPU를 고려한 메커니즘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효율

이며 동 으로 사용자의 PC의 원을 제어하여 력

감 뿐만 아니라 실습실 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시스

템 운 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6은 가용 메모리가 임계값 이하로 종료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CPU 활용률이 임계값 이상이기 때문에 

종료가 안 되는 경우이다.

그림 6. 높은 CPU 활용률로 인한 종료 취소 화면
Fig. 6 Screen shot of shutdown cancellation due to 

high CPU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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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효율 인 실습실 운 을 한 웹기반 클라이언

트 리자

웹기반 리자 페이지에서는 다  클라이언트를 

한 동  원 리 시스템에서 각 가상머신의 IP 주소와 

온/오 라인 상태, 총 메모리와 재 가용 메모리, 그리

고 사용자의 ON/OFF 시간과 총 사용시간을 리자가 

한 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다.

웹기반 리자 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기능

들은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리하는데 있어 매우 효율

이다. 즉, 가용 메모리를 통해 재 사용자의 작업 상

태를 알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통하여 언제 어떤 컴퓨

터가 속해서 사용 이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 인 컴퓨터 실습실 리

가 가능하다. 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경우를 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

에 혹시 모를 시스템 오류로 인해 PC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빠르게 처하여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력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7은 웹기반 리

자 페이지를 나타낸 화면이다. 

그림 7. 웹기반 클라이언트 리자 화면
Fig. 7 Screen shot of web-based client manager 

Ⅳ. 제안하는 동  원 리 

시스템의 성능 평가

4.1. 실험 시나리오

실험은 일반 인 학 컴퓨터 련 학과 실습실 환경

에서 CPU와 메모리의 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

고 한, 특정 부하 상황에서 CPU와 메모리의 활용률

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 다. 본 실험을 하는 이유는 

원 리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기 해 CPU와 메모리

의 정확한 임계값을 얻기 해서이다. 한, 일반 으로 

PC를 종료하 을 경우 OS에 상 없이 모든 로그램이 

종료되었거나 는 안 되었을 경우 백그라운드로 동작

되는 로그램이나 기타 다양한 문제에 의하여 종료가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 인 성능을 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실험이 필요

하다.

표 2는 정상 부하  과부하 상태에서 평균 CPU  메

모리 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CPU 활용률은 기본 인 

로그램을 실행하 을 경우 평균 9.6%의 유율을 보

고, Super_PI와 기타 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하를 주

었을 경우 평균 52.1%의 유율을 보 다. 메모리 활용

률은 기본 인 로그램을 실행하 을 경우 평균 

31.9%의 유율을 보 고, Super_PI와 기타 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하를 주었을 경우 평균 46.9%의 유율을 

보 다. 분석된 자료를 통해 CPU 활용률의 임계값은 

9%, 메모리 활용률의 임계값은 체 메모리의 50%로 

정하 다. 

평균 CPU 유율(%) 평균 메모리 유율(%)

N orm al

Load

Heavy 

Load

N orm al

Load

Heavy 

Load

9.6 52.1 31.9 46.9

표 2. 정상 부하와 과부하에서의 평균 CPU  
메모리 유율

Table. 2 Average share ratio of CPU and memory 
in normal and heavy load

일반 으로 CPU의 활용률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

을 경우 약 2%~10% 정도이다. 한 메모리는 아무런 작

업을 하지 않을 경우 약 25% 정도를 유하게 된다. 메모

리 임계값을 50% 보다 작게 하면, 사용자가 단순한 인터

넷 검색이나 문서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리자 로그

램은 임계값이 무 작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를 

하려고 한다. 한 임계값을 50% 보다 크게 하면 사용자

의 메모리 활용률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력 소모량이 

증가하고 PC를 사용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어도 리자 

로그램은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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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 이다.

4.2. 소비 력 감축 결과

표 3은 본 연구  학과 컴퓨터 실습실에서 실제 사용

되고 있는 시간표이다. 일정 기간 동안 컴퓨터 실습실 이

용 학생들의 PC 사용 황을 찰해본 결과, 이용 학생

들의 약 30% 정도가 PC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 퇴실을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총 30명의 학생이 이용한다고 

하면 약 9명 정도가 PC를 종료하지 않고 퇴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 화 수 목

1 시스템 

분석

(1) 
로

그래  
응용  
실습

로 
비 
 (1)

로
그래  
응용  
실습

2
로 
비 
 (2)3

4
시스템 

분석 

(2)5 로 
비 

(3) 6

데이터     
구조

7

8

9

표 3. 로그래  실습 시간표
Table. 3 Computer lab schedule

재 컴퓨터 실습실 내 PC의 력 소모량은 각 제조

사별 부품의 평균 력 소비량에 근거하여 약 250W로 

산출되었다. 09:00~18:00시 까지는 학생들이 빈번하게 

PC를 이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PC가 사용 

이다. 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18:00~09:00시 까지 

약 15시간 동안은 PC가 기모드로 동작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 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PC 한 의 력 

사용량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수업이 각 4시간이므로 

250Wh * 4h = 1,000W 이며, 수요일은 총 8시간 수업이므

로 250Wh * 8h = 2,000W, 목요일과 요일은 각 4시간씩 

사용하므로 250Wh * 4h = 1,000W이다. 따라서 PC 한 

당 한 달 동안의 력 사용량은 36,000W가 된다.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27,000천원 정도가 된다. 

기모드의 경우 하루 동안의 PC 한 의 력 사용량은 

40Wh * 15h = 600W 이며, 한 달 사용량은 600Wh * 30 = 

18,000W이다. 이  30명의 학생  약 9명 정도가 컴퓨

터를 종료하지 않고 퇴실하기 때문에 18,000Wh * 9 = 

162,000W의 불필요한 력소모가 발생하게 된다.

한 달 기 으로 18시 이후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PC

의 력 소모량을 종합해 보면 력 사용량은 총

162,000W 이다. 이를 http://cyber.kepco.co.kr 에서 교육

용 기 요 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3,500천원의 비

용이 발생한다.

한, 표 3의 로그래  실습 시간표를 기 으로 일

과시간 내(09:00 ~ 18:00) 월요일/화요일/ 목요일/ 요일

에는 각각 5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발생

하고 수요일에는 1시간의  PC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발생한다. 력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한 달 기 으로 월

요일/화요일/목요일/ 요일에는 250Wh*5h = 1,250W 수

요일에는 250Wh*1h = 250W이므로 한 달에 총 45,000W

의 불필요한 력소모가 발생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

하면 약 4,614천원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원 리 메커니즘을 컴퓨터 

실습실에 용하여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PC를 사용

하지 않는 시간의 력 소모량을 측정하여 비용으로 환

산한 결과 일과시간(09:00~18:00)에 불필요하게 소모되

는 비용을 약 4,614천원까지 감할 수 있으며, 18:00~ 

09:00시 까지 약 15시간 동안  9 의 PC가 리자 로그

램에 의해 동 으로 원 리가 된다고 하면 한 달에 약 

13,500천원의 비용을 감할 수 있다. 

그림 8은 본 시스템 용 후 력사용량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8. 제안시스템 용 시 력사용량 비교
Fig. 8 Comparison of power consumption w/ and 

/wo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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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제안시스템을 용한 경우와 용하지 않은 

경우 력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9. 기 사용료 비교
Fig. 9 Comparison of power cost

리자 로그램을 용하기 에 비해 용하고 난 

후 력소비량이 약 57.5% 정도 었다. 력사용량에 

따른 비용 한 한 달에 약 40,000천원 소비되는 비용이 

약 23,000천원으로 어 약 57.5%의 감 효과를 가져

왔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Xen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 가상머신

에서의 키보드와 마우스의 움직임과 CPU와 메모리 활

용률을 이용하여 동 으로 PC의 원을 리하는 방법

에 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구 하여 실제 컴퓨터

실습실에 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 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용한 경우 력사용량

과 비용을 57.5% 정도 감할 수 있었다. 30 를 운 하

는 실습실의 경우 매달 약 17,000천원 정도의 기요

을 약할 수 있다. 

향후 고  학기 과 같은 교육기 의 컴퓨터 

실습실에 본 시스템을 용하면 상당한 력 감을 통

해 그린 IT를 실 에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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