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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사용자에게 유무선 통신을 통해 컴퓨 , 메모리, 스토리지와 같은 IT 자원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구 , 아마존, 마이크로소 트와 같

은 이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벤더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종의 클라우드 자원

과 연동하는 스마트 홈 환경에서, 사용자가 홈 디바이스를 통해 이미지, 음악, 동 상과 같은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혹은 장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을 

고려할 수 있는 홈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의 구조  련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사용자가 컴퓨터 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 는 운 체제  

어 리 이션과 같은 소 트웨어 자원을 개별 으로 구매 

는 설치할 필요 없이 커다란 클라우드 인 라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원하는 때

에 원하는 크기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pay-as-you-go ) 서비스이다. 최근에 홈 환경

에서 디지털 라이   유비쿼터스 컴퓨 을 제공하기 

한 일환으로 스마트 홈 구축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를 효율 으로 운용하기 해 클라우드 자원과 연동하기 

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종의 클라우드 자원과 홈 

환경 내의 사용자를 연결하는 홈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효율 인 콘텐츠의 열람  장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사

용자가 요구하는 QoS 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클

라우드 스토리지 자원에서 콘텐츠를 리할 때는 기치 

않은 서버의 고장이나 성능 하에 비하고 신뢰성을 높

이기 해 콘텐츠의 복 복사본 ( Multi Copies ) 을 생

성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신속

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의 별도 연동 모듈이나 복잡한 추가 기능 요구사

항이 없이도 홈 게이트웨이 독립 으로 간단히 수행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사용자는 구나 최 의 환경에서 콘

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홈 클라우드 아키텍쳐

  그림 1 에서는 이종의 클라우드 자원과 연동된 홈 클라

우드 아키텍쳐를 보인다.

그림 1. 이종의 클라우드 인 라  홈 연동 구조

 

  그림 1과 같이 홈 내에 치하는 사용자가 가시 인 화

면을 제공하는 홈 디바이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를 장하거나 열람하고자 하면, 홈 게이트웨이의 홈 디바

이스 컨트롤러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한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장하고자 할 때는 먼  메타데이터 매니 가 

클라우드 메타데이터 색인  홈 메타 데이터 색인을 검

사하여 미리 입력된 사용자 우선 순  정책을 기반으로 

로컬 스토리지 서버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  한 

스토리지 서버를 선택한다. 사용자의 우선 순  기 값으

로는 클라우드 사용 비용, 속도, 성능비 등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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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콘텐츠 리를 한 홈 게이트웨이 구조

있다. 

  각 메타 데이터 색인은 해쉬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색

인 속도를 높이고 각 해쉬 값에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

를 연결하며, 각 링크드 리스트 노드의 key 값에 콘텐츠

의 ID 정보, data 값에 장될 서버의 치 번호를 장한

다. 그림 2 에 콘텐츠 리 구조  련 테이블을 보인

다.

  홈 게이트웨이에 치한 성능 모니터링 모듈은 미리 정

해진 주기   마다, 연결된 이종 클라우드 서버에 시험 

패킷을 보내어 각 서버의 응답 시간    을 

측정하고 이를 스토리지 응답 시간 테이블에 기록  갱

신한다. 이 후 해쉬 자료 구조에 연결된 링크드 리스트 노

드들은 스토리지 응답 시간 테이블에 기록된 시간 값에 

따라서 값의 크기가 작은 순서 로 정렬을 수행한다. 해당 

정렬은 사용자가 홈 게이트웨이에 콘텐츠 장 혹은 열람 

요청이 들어오기 에 완료되어져야 하며,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에 새로운 노드가 삽입될 때에도 정렬이 수행된

다. 그러므로 링크드 리스트 노드들은 항상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지는 서버에 

장된 콘텐츠의 복 복사본이 해쉬 테이블 색인에 첫 

번째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홈 게이트웨이에 콘

텐츠 열람을 요청할 때 메타 데이터 매니  모듈은 콘텐

츠의 해쉬값을 검사하여 해당 해쉬 색인에 첫 번째로 연

결된 서버와 사용자를 연결시켜주기만 하면 사용자는 자

동으로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지는 서버로부터 콘텐츠

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에서 서술한 기법 구 을 한 Pseudo code 가 표 1 

에서 보인다.

  표 1의 Pseudo code에서는 먼  ContentSave() 에서 

PrefServInST()가 수행된다. 콘텐츠 장 요청시, 사용자

가 자신이 미리 정한 서비스 약 수  배열값인 

prefSLA를 입력값으로 넣으면 PrefServInST()는 클라우

드 환경 연동시에 생성된 스토리지 SLA(Service Level 

Agreement) 테이블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선택

한 우선 순  기 값이 가장 높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버를 찾은 후 이 서버에 요청한 콘텐츠를 장한다.

ContentSave ( user, content_set ){
 content : each element of content_set
 while content = firstContent:lastContent in content_set 
do
  hashIdx = HashF( content.ID );
  j = PrefServInST( content, user.prefSLA );
  storageList[hashIdx].addList(node(content.ID, server[j]));
  StoreContent( server[j], content );
 end while
}

ContentLoad ( user, contentName_set ){
 contentName : each element in contentName_set
 while contentName = firstContentName:lastContentName 
in contentName_set do
   servList = SearchServ ( storageList, contentName );
   j = PrefServInMT ( servList, user.prefSLA );
   contentAddr = ExtractAddr ( contentName, server[j] );
   SendToUser ( user, server[j], contentAddr );
 end while
}

표 1. 콘텐츠 장  열람을 한 Pseudo Code

  사용자가 열람하기 원하는 콘텐츠들을 요청하면,  먼

ContentLoad()에서 SearchServ()를 통해 해당 콘텐츠들의 

복 복사본을 장한 서버의 리스트를 찾는다. 리스트에 

포함된 서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응답 시간 테이블

에서 PrefServInMT()를 통해 가장 좋은 모니터링 결과 

값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서버를 찾은 후 사용자가 해

당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직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직 인 개입 없이도 홈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하여 자동으로 가장 빠른 응답 시간

을 보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를 선택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종의 클라우드 자원과 연동한 스마

트 홈 환경에서 홈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효율 인 콘텐츠 

열람  장 기법을 고려하 다. 즉 사용자가 콘텐츠를 

장할 때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우선 순 를 반 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를 자동 선택하여 콘텐츠를 장

하고, 콘텐츠 열람시에는 주기 인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

한 스토리지 서버 응답 시간 테이블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에게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보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다. 이를 통

하여 홈 게이트웨이와 이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간

의 별다른 추가 모듈이나 복잡한 과정 없이도 사용자에게 

좋은 QoS 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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