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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급증함에 따라 방대해 지는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IT 서비스 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요

구되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용자와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때문에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는 방대한 데이터 관

리를 서비스하기 위해 많은 전력이 소모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은닉마르코프 모델을 적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키워드: 클라우드(cloud),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저전력(low power consumption)

I. 서 론

최근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급증함에 따라 방대해 지는 데이터들

을 관리하기 위하여 IT 서비스 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요구되

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용자와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때문에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는 방대해진 데이터의 관리 서

비스를 하기 위한 전력이 많이 소모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력 

절감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 머신의 클러스터의 상태를 갈리아

(Gallia)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은닉마르코프 모델을 기반으

로 클러스터들의 다음 상태를 예측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저전력 클라우드 시스템 모델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 3 장 에서는 본 논문의 시스템을 기술한다. 4 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Hidden Markov Model (HMM) 은 모델링하는 시스템이 미지

의 모수 (parameter)를 가진 Markov process 일 것이라고 가정하

여, 그 가정들을 학습하여 관측된 모수로부터 숨겨진 모수를 결정하

려하는 하나의 통계모델이다. regular Markov model 은 그 상태를 

직접 관찰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전이 확률 (state transition 
probabilities) 은 유일한 모수들이다. 그러나 hidden Markov 
model 은 출력들 (outputs) 이 더해진다. 각각의 상태는 가능한 

출력토큰들 (output tokens) 에 대해 확률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를 가진다. 즉 출력치만 관측되고 상태의 흐름은 관측

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은닉 마르코프 모형이라 부른다. 

III. 본 론

그림 1. 샘플링한 시스템 성능 상태

Fig 1. sampling of system performan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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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상 머신 클러스터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측정한 

수치들에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적용하여 가상 머신 클러스터들의 

다음 상태들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의 행렬 S는 가상머신 클러스터의 상태를 임의의 5가지 

상태로 정의 하였다. 각각의 상태들은 서로 다른 성능 수치들을 가지

고 있어 갈리아가 가상머신 클러스터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

인지 모니터링 한 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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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은닉마르코프를 이용한 시스템 상태 전이도

Fig 2. System state transition diagram 

based on HMM 

시간 t에서 (t+1)로 흐를 때 행렬 S의 aij는 상태 Si에서 Sj로 

이동할 확률을 나타낸다. 시간 t에서 (t+n)으로 흐르는 동안 학습한 

데이터 수치들을 기반으로 상태들이 이동할 확률을 i, j로 입력 시킨

다.  그림 2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상태 전이도이다. 상태 전이도에 

가상머신 클러스터들의 상태가 이동할 확률 들을 적용하면 각각

의 클러스터들의 다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한 

클러스터들의 상태 정보를 통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된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가상머신 클러스터의 전원

을 차단하게 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가상머신 클러스터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설계된 클라우드 시스템은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서 다음 상태를 예측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후 전원을 차단함으

로써 전력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추후 본 이론을 실제 가상머신들의 성능 수치를 이용하여 예측의 

정확성에 대해 검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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