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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가상 머신의 할당 기법인 매치메이킹, 라운드 로빈은 노드의 CPU 사용률을 고려하지 

않고 CPU, RAM, HDD 등의 하드웨어 사양만으로 가상 머신을 할당한다. 이 게 노드의 자원 할당 가능 여부만을 

고려한 노드 선택 과정은 자원의 균등한 분배 측면에서 효율 이라 할 수 있지만 자원의 사용률 측면에서는 효율

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과거 가상 머신 사용률을 기반으로 노드의 CPU 사용률을 계산해 가

장 작은 CPU 사용률을 갖는 노드를 선택하여 가상 머신을 할당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할당 기법의 효율성

을 검증하기 해 매치메이킹, 라운드로빈 할당 기법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 고, 실험 결과 제안하는 할당 기법을 

용한 노드들이 타 기법을 용한 노드들보다 체 인 CPU 사용률에 있어 고른 분포를 보여 제안하는 할당 기법

이 노드의 부하 분산에 효율 임을 입증하 다.

ABSTRACT

The two most popular virtual machine allocation schemes, both match making and round robin, do consider hardware specifications such 

as CPU, RAM, and HDD, but not CPU usage, which results in balanced resource distribution, but not in balanced resource usage. Thus, in this 

paper a new virtual machine allocation scheme considering current CPU usage rate is proposed while retaining even distribution of node 

resource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a cloud computing platform composed of three cloud nodes and one 

front end is implemented. The proposed allocation scheme was compared with both match making and round robin schem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performs better in even distribution of overall CPU usage, which results in efficient load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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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 [1,2]은 인터넷상의 서로 다른 물리

인 치에 존재하는 각종 컴퓨  자원들을 가상화

[3,4] 기술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

한 양만큼 편리하고 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IT 환경을 

제공하는 컴퓨  패러다임이다. 

클라우드 컴퓨  구축을 한 랫폼으로는 오 니

블라(OpenNebula)[5,6], 님버스(Nimbus)[7], 유칼립투스

(Eucalyptus)[8] 등이 있다. 각 랫폼별로 자원의 효율

인 리를 한 가상머신 스 러가 포함되어 있다. 

표 인 가상 머신 스 러로는 오 니블라의 매치메

이킹(Matchmaking)[9], Haizea, 유칼립투스의 라운드 로

빈(Round- Robin)[10] 등이 있다. 

이 스 러들은 가상 머신 생성에 필요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으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의 물리  

자원량만을 라미터로 사용한다. 이 게 노드의 자원 

할당 가능 여부만을 고려한 노드 선택 과정은 자원 분

배 측면에서 효율 이라 할 수 있지만 자원의 사용률 

측면에서 보면 효율 이지 못하다. 이유는 가상 머신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에 따라 자원 사용률이 다르고 그

에 따른 부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특정 노드는 과

부하 상태가 되고 다른 노드들은 유휴 자원이 많은 상

태가 될 것이다. 

이런 노드의 부하 분산을 해 각 스 러들은 동  

마이그 이션[11]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마이그 이

션 에 생기는 오버헤드로 인해 가상 머신의 성능이 일

시 으로 하되는 문제 이 있다[12]. 이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가상 머신 할당 시의 노드의 재 CPU 사용

률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 생성 과정에서 노드의 CPU 

사용률의 고른 분포와 부하 분산을 한 가상 머신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할당 기법은 가상 머신 할

당 과정에서 재 노드들의 일정 기간 동안 체 CPU 

사용률을 기반으로 타 노드에 비해 평균 으로 CPU 사

용률이 떨어지는 노드에게 가상 머신을 할당함으로써 

타 할당 기법들이 갖는 노드 간 CPU 사용률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켰다. 즉, 체 노드들의 CPU 사용률을 

고르게 분포시켰고, 이를 통해 효율 인 부하 분산을 

가능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에 해 기술하며,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상 머신 

할당 기법 설계  동작과정과 성능 측정을 한 클라우

드 컴퓨  테스트베드의 구축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한 가상 머신 할당 기법과 오 니블라의 매치메

이킹, 유칼립투스의 라운드 로빈 스 러의 가상머신 

할당 기법과의 차이 을 설명하고 CPU 사용률과 부하 

분산도를 측정하여 제안한 가상 머신 할당기법의 효율

성을 검증한다.

Ⅱ. 련연구

매치메이킹은 기본 으로 FCPU의 잔량 순 를 매긴 

뒤 가상머신을 할당한다. FCPU는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U의 양으로 할당 여유분을 나타내는 ACPU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FCPU는 가상머신들의 CPU 사

용 여부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지는 값이며, ACPU는 가

상머신들에 할당되고 남은 양을 의미하므로 고정 인 

값이다. 따라서 수시로 계속 변하는 값을 참조하여 가상

머신을 할당하므로 실제 으로 노드의 부하 분산에는 

효과가 없다. 만약 순 가 같을 경우에는 오 니블라에 

등록되어진 노드의 순서에 따라 할당이 된다.  매치메이

킹은 그림 1과 같이 물리  자원의 각 구성 요소들에 

해 속성을 정의하고 수치화를 시킨다. 

그림 1. 매치메이킹 기법의 정규 표 식
Fig. 1. The regular expression of the match mak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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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로빈은 작업의 실행 순서 등을 결정하는 방법

으로 CPU 스 링, 네트워크 DNS 스 링, 가상 머신 

스 링 등 여러 자원들의 선택 는 공유 문제 해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운드 로빈은 가상 머신 할당 스 러에도 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순차 으로 순환하며 자원을 할당 하

는 방식은 서버 자원의 균등한 자원 분배를 가능  한다. 

즉, 존재하는 모든 노드에 차례 로 가상 머신을 할당함

으로써 자원 활용률을 고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의 

균등 배분 측면에선 좋으나 노드의 CPU 사용률을 고려

하지 않는 단 이 있다. 

Ⅲ. CPU 사용률을 고려한 가상머신 

할당 기법

매치메이킹, 라운드 로빈은 노드의 재 CPU 사용

률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후 노드들의 부하를 측

할 수 없다. 이는 같은 CPU를 갖는 가상머신이라 할지

라도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노드간 CPU 사용률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하 분산 측면에서 약

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상머신 할당 요구에 의한 노드 선택 시에 물리  

자원의 할당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활용 

상태까지 같이 고려하는 가상머신 할당 기법을 소개

한다. 

3.1 NSSL(Node Selector Service Layer)

그림 2의 NSSL(Node Selector Service Layer)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할당 기법을 추상화하여 표 한 그림이

다. NSSL은 NIM(Node Information Module), NSM(Node 

Selector Module),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된다. NSSL

은 사용자 계층과 OpenNebula 계층 사이에 치하며 할

당 기법의 실제 클라우드 컴퓨  용을 해 JAVA로 

모듈을 작성하 고 노드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장하기 해 My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하 다. 

NIM은 데이터베이스에 가상머신들의 최근 CPU 사

용률을 장 는 불러오는 역할을 수행하며, NSM은 

NIM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 의 노드를 찾

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 제안하는 할당 기법의 계층도
Fig. 2. Hierarchy of the Proposed Allocation Scheme

3.2 체 수행 과정

그림 3은 제안하는 할당 기법의 체 수행 순서도이다. 

  

 

그림 3. 제안하는 할당 기법의 체 수행 과정
Fig. 3. Flowchart of the Proposed Alloc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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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이 생성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가상머신의 생성 요구를 받는다.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가상 머신의 이  사용 정보

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없으면 재 노드의 체 

CPU 사용률/노드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머신의 수

로 나 어 입한다. 

∙노드의 체 CPU 사용률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

은 CPU 사용률을 보이는 노드를 선택한다. 

∙선택된 노드에 여유 CPU가 있는지 확인한다.

∙오 니블라의 ONE 데몬에 달할 가상머신 템

릿 일을 작성한다. 

∙가상머신이 생성되면 3 의 간격으로 데이터베이

스에 CPU 사용량을 기록한다. 

3.3 클라우드 컴퓨  테스트베드 구축

제안하는 가상 머신 할당 기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테스트 

베드의 체 인 구축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클라우드 컴퓨  테스트베드 
Fig. 4. Cloud Computing Test Bed

Front-End에는 오 니블라와 제안하는 가상머신 할

당 기법을 로그램 모듈화 시킨 NSSL이 설치되어 있

다. Front-End에는 사용자의 가상 머신 생성 요구를 받

고 그에 따른 할당 작업을 수행한다. Node 1~3에는 가

상화 랫폼 Xen이 설치되어 있다. Node에 가상머신이 

생성되어 구동되게 된다. 테스트베드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CPU RAM HDD OS

Front-E

nd

Dual Core 

2.13GHz
2GB 230GB

ubuntu9.0

4 i686

Node 1

Core 2 

Duo 

2.80GHz

8GB 460GB
ubuntu8.0

4 i686

Node 2

Core 2 

Duo 

2.80GHz

8GB 460GB
ubuntu8.0

4 i686

Node 3

Core 2 

Duo 

2.80GHz

8GB 460GB
ubuntu8.0

4 i686

표 1. 클라우드 컴퓨  테스트베드 사양 
Table 1. Cloud Computing Test Bed Specification

3.4 고려사항

3.4.1 Xen의 스 러 특성 고려

Xen은 가상 머신의 생성  리를 해 Credit 스

러를 사용한다. Credit 스 러는 가상 머신별로 

cap이라 불리는 일정한 가 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가

치만큼 남는 유휴 CPU 자원을 더 할당해 주는 방식

이다. cap의 리는 IDD(Isolated Driver Domain)라는 

계층에서 수행한다. 처음 Xen은 서버 환경에서의 가상

화를 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cap을 분배하는 정책은 

서버에 최 화되었다. IDD는 디스크 I/O 작업 요구량

이 많은 가상 머신에게 cap을 우선 으로 주게 되는데 

서버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작업은 디스크 I/O 는 

네트워크 문제지만 다수의 가상 머신을 구동시키는 

클라이언트 환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더라도 디스크 I/O가 은 

가상 머신은 cap의 분배에서 소외될 수 있고 이는 성능

에도 향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가상 머

신이 생성되기 때문에 가상 머신들의 정확한 CPU 사

용량을 측정하기 해 Credit 스 러의 cap을 고정시

킨다. 

3.4.2 가상 머신의 CPU 사용률

가상 머신은 노드 안에서 구동되는 것이므로 가상 머

신의 CPU 사용량을 모두 더한 값이 해당 노드의 CPU 사

용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할당 

기법에 필요한 라미터에는 가상 머신의 과거 정보가 

필요하므로 노드의 체 CPU 사용률이 아닌 가상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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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PU 사용률을 노드 선택에 필요한 라미터로 사용

한다. 여기서 가상 머신의 과거 정보란 해당 가상 머신의 

이  사용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해 놓은 것을 의

미한다. 

3.4.3 노드 할당의 기

본 논문에서는 할당 받은 노드의 체 CPU 사용률이 

타 노드와 균등한지를 보는 것이므로 노드의 체 CPU 

사용률만을 노드 선택의 기 으로 삼는다. 

Ⅳ. 제안하는 가상 머신 할당 

기법의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가상 머신 할당 기법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성능 비교 상

은 오 니블라의 매치메이킹 스 러와 유칼립투스의 

라운드 로빈 스 러이다. 총 3 의 노드에 21 의 가

상 머신을 생성시키며 가상 머신별로 임의 크기의 부하

를 내도록 만들어졌다. 부하를 만들어내기 해 SuperPI, 

리 스의 스 러인 Crontab과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

다. 

4.1 실험 시나리오

가상 머신을 이용하는 목 이나 범 에 따라 가상 

머신의 자원 요구 사항도 달라질 것이다. 를 들어 

PC방, 학교 실습실, 백화  단말기 등과 같이 정 인 

환경이라면 가상 머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은 동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 로 웹을 통해 불특정 다

수의 사용자들에게 가상 머신을 서비스하는 경우처럼 

매우 동 인 환경이라면 가상 머신에 필요한 하드웨

어 자원은 불규칙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가상 머신 할당 기법이 에서 설명한 두 가지 경

우의 가상 머신 할당 과정에서 CPU의 사용률과 부하 

분산 측면에 어떤 장 이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

한다. 

CPU의 사용률은 상황에 따라 측하기 힘들고 같은 

라미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여도 그 값은 오차가 존재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 머신 별로 최  CPU 사용량만

을 지정한 상태로 임의의 부하를 유도할 경우 결과 데이

터별로 값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성능 평가

의 신뢰도에 향을 끼치므로 CPU 사용량에 따라 등

별로 나 고 Xen에서의 cap 값 고정을 통해 가상 머신별

로 사용할 수 있는 CPU의 클록을 제한하 다. 즉, CPU

의 기 할당량은 같지만 다시 그 안에서 CPU의 클록

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최  부하를 지속 으

로 발생시키면 오차가 거의 없는 CPU 사용량을 얻을 수 

있다. 가장 높은 등 을 갖는 가상 머신의 최  CPU 사

용량은 실제로 할당 받은 CPU를 100% 사용했을 때의 사

용량이다. 

표 2와 3은 가상 머신의 사양이 같을 때의 자원 할당

과 가상 머신들이 가질 수 있는 최  CPU 사용량과 등

별 할당 수를 나타낸다. 

표 2. 가상 머신 사양(CPU 사양은 동일)
Table 2. Virtual Machine Specification (the same 

CPU specification)

CPU 560MHz

Memory 512MB

HDD 1GB

Network 10Mbps

표 3. 가상 머신 분류(CPU 사양은 동일)
Table 3. Types of Virtual Machines (the same 

CPU specification)

가상 머신 CPU 사용량 수

낮은 CPU 사용률 10 7

간 CPU 사용률 15 7

높은 CPU 사용률 20 7

표 4와 5는 가상 머신의 사양이 다를 때의 자원 할당

과 가상 머신들이 가질 수 있는 최  CPU 사용량과 등

별 할당 수를 나타낸다.

표 4. 가상 머신 사양(CPU 사양 다름)
Table 4. Virtual Machine Specification(Different CPU 

Specification)

CPU

280MHz,

560MHz,

840MHz

Memory 512MB

HDD 1GB

Network 1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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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 CPU 사용량 수

낮은 CPU 사용률 10 7

간 CPU 사용률 20 7

높은 CPU 사용률 30 7

표 5. 가상 머신 분류(CPU 사양 다름)
Table 5. Types of Virtual Machines(Different CPU 

Specification)

4.2 실험 결과

4.2.1 가상 머신의 사양이 동일한 경우

그림 5. 노드의 CPU 사용률 비교(CPU 사양 동일)
Fig. 5. Comparison of CPU Utilization of a Node(the 

same CPU specification)

그림 5는 스 링 기법별 노드 CPU 사용률을 비교

한 그래 이다. 기  값이 의미하는 것은 각 할당 기법을 

용한 노드들의 체 CPU 사용률에 한 평균값으로 1

의 노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 인 CPU 사용률을 

의미하며, 노드들의 CPU 사용률이 기  값에 근 하는

지 아닌지의 여부를 통해 CPU의 사용률이 고르게 분포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먼  매치메이킹의 경

우 node 3을 제외한 타 노드들의 CPU 사용률이 기  값

인 96과 큰 차이를 보이며 떨어져 있다. 라운드 로빈의 

경우 node 1의 CPU 사용률은 약 130인 반면 node 3은 70 

근처에 머물고 있어 노드간 CPU 사용률이 고르지 못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할당 기법을 용한 노드들의 경우 기

 값 96에 거의 일치하는 CPU 사용률을 보여 특정 노드

의 CPU 사용률이 떨어지거나 반 로 높은 경우를 보이

는 타 할당 기법들에 비해 CPU 사용률이 고른 장 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5회 반복 실험한 결과의 그래

이다. 

그림 6. 노드의 CPU 사용률 비교(CPU 사양 동일)
Fig. 6. Comparison of CPU Utilization of a Node

(the same CPU specification)

그림 6처럼 5회 반복 실험한 결과에서도 제안하는 할

당 기법이 타 가상 머신 할당 기법과 비교하 을 때, 평

균값에 더욱 근 하여 CPU의 활용과 부하 분산이 잘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매치메이킹, 라운드 로빈  제안하는 할당 

기법을 통해 얻은 노드별 CPU 사용률의 표  편차 그래

이다. 매치메이킹과 라운드 로빈의 경우 표  편차 값

은 약 6~33 사이에 치하고 변화 폭이 상당히 큰 편이며 

평균 으로 각각 19  16의 표  편차를 갖는다. 반면 

제안하는 할당 기법을 용한 경우는 약 1~6 사이의 낮

은 표  편차 값을 가지며 평균 으로 약 4의 표  편차

를 가져 노드간 CPU 사용률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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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노드의 CPU 사용률 표  편차 비교
(CPU 사양 동일)

Fig. 7. Standard Deviation Comparison of CPU Usage 
of a Node (the same CPU specification)

4.2.2 가상 머신의 사양이 다른 경우(실험 결과)

그림 8은 각 스 링 기법별 가상 머신 평균 CPU 사

용률의 체 합을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8. 노드의 CPU 사용률 비교(CPU 사양 다름)
Fig. 8. CPU Utilization Comparison of a Node 

(Different CPU Specification)

그림 6과 마찬가지로 매치메이킹과 라운드 로빈은 

체 으로 CPU 사용률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한 가상 머신의 CPU 할당량에 따라 사용량의 크기도 

변하므로 가상 머신의 CPU 사양이 동일한 경우보다 

CPU 사용률의 편차가 더 크다. 반면에 제안하는 할당 

기법을 용한 노드들의 CPU 사용률은 부분 평균값

에 근 하고 있어 CPU 사용률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PU의 고른 사용률과 그에 따른 

부하 분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사양을 갖는 가상 

머신 환경에서도 제안하는 할당 기법이 효율 임을 

나타낸다. 

그림 9는 노드별 CPU 사용률의 표  편차 그래 이

다. 매치메이킹과 라운드 로빈의 경우 그림 7과 마찬가

지로 표  편차의 변화 폭이 상당히 크며, 10~46사이의 

표  편차를 갖고, 각각 28과 19의 높은 평균 표 편차

를 갖는다. 반 로 제안하는 할당 기법의 경우, 0~15 사

이의 표  편차를 나타내며 평균 표 편차값은 9이다. 

이처럼 제안하는 할당 기법의 표  편차가 타 기법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이유는 CPU 사용률이 은 노

드에 우선 으로 가상 머신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이

런 특성으로 인해 노드에 할당되는 가상 머신의 수

가 비 칭해져 노드 간 할당 가능한 CPU의 양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CPU 사용률의 고른 분포와 부하 분

산 측면에서 볼 때 제안하는 할당 기법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노드의 CPU 사용률 표  편차 비교
(CPU 사양 다름)

Fig. 9. Standard Deviation Comparison of CPU Usage 
of a Node (different CPU specific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머신의 할당 과정에 체 노드의 

일정 기간 동안 평균 CPU 사용률을 비교하여 가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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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사용률을 갖는 노드를 선택하도록 하 다. 평균 

CPU 사용률은 CPU의 사용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노드의 실시간 CPU 사용률 보다 변화의 폭이 완만하므

로 가상 머신 할당에 필요한 노드 선택 시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 다. 이런 노드 선택 과정을 통해 타 가상 

머신 할당 기법들이 갖는 특정 노드에만 CPU 사용률이 

많거나, 은 상태, 즉 노드 간 CPU 사용률의 불균형  

부하 분산 문제를 해결하 다. 

실험은 체 가상 머신의 CPU 사양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하 다. 가상 머

신들의 CPU 사양이 같은 경우는 CPU 사용률의 폭이 

일정하지만, CPU 사양이 다양해지면 CPU 사용률의 

폭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두 경우에 매치메이킹과 라

운드 로빈을 용하여 가상 머신을 할당 하 을 때, 특

정 노드의 CPU 사용률이 떨어지거나 반 로 높은 경

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제안하는 할당 기법을 

용했을 때는 부분의 노드에서 CPU 사용률이 고른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효율 인 부하 분산이 가

능하 다. 

향후 연구 내용으로는 좀 더 규모의 테스트베드에

서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가상 머신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측하는 보다 정 한 알고리즘의 연

구가 필요하다. 한, 가상 머신이 할당되고 난 후에 일

어나는 노드의 과부하를 막기 한 부하 분산 정책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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