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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화 기술로 인하여 하나의 물리 서버에 하나 이상의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용적인 측면은 물론 리소스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가상화 환경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물리 서버에만 가상 머신이 집중해서 생성 
된다면 리소스의 효율이 떨어 지게 된다. 따라서 가상화와 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환
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OpenStack 을 사용하여 사적 클라우드를 구축한 후 Ganglia 를 사용하여 
각 가상 머신과 물리 서버의 시스템 및 리소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구축하

고자 한다. 
 

1. 서론 

 하드웨어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물리 서버의 리
소스를 추상화 시키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이를 가
상화라고 한다[1,2]. 가상화 기술은 하나의 물리 서버

에 2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구동 시킬 수 있도록 지
원한다. 가상화는 서버의 사용률을 높이고 가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3]. 따라서 전력, 공
간 등에 효율 또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적지 않은 
기업에서 이러한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4]. 

그러나 가상화의 장점에 비하여 가상화에 따른 부
하 발생과 물리 서버의 제공 리소스 활용에 대한 복
잡성이 증가하고 있다[5]. 가상화 기술은 응용 수행 
특성 및 성능 영향으로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
능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인 Ganglia 를 사용하여 물리 서
버와 가상 머신을 운영 과정에서의 시스템 현황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대표적인 가상화 환경인 
OpenStack 과 모니터링 시스템인 Ganglia 에 대해 기
술한 뒤 3 장에서는 성능 평가 환경 구축으로 구축된 
환경과 모니터링 환경에 대해 논하고 이에 대한 실험 
결과 확인에 대해 논한 뒤 마지막 4 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OpenStack 
OpenStack 은 NASA 와 RackSpace 에서 개발한 사적 

및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오
픈 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OpenStack 은 가상 머신

을 제어하는 Nova 와 가상 디스크 이미지를 관리하는 
Glance, 데이터를 저장하는 Swift, 보안 인증 담당 부
분인 keystone, OpenStack 을 더욱 쉽게 응용 통합 관
리를 시켜주는 Horizon 으로 구성 되어 있다. [6]. 

 
(그림 1)  OpenStack 구조[8] 

그림 1 은 OpenStack 의 간략한 구조를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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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용자는 Horizon 이나 CLI 환경에서 Nova API
를 사용하여 Glance API 를 호출하거나 Queue 서버를 
호출하면 Nova Compute 를 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에 
Nova API 를 통하여 Swift 나 Glance, Nova Volume 등을 
호출할 수 있다. 

OpenStack 은 여러 컴포넌트들이 모듈화 되어 구성 
되어 있으며, 메시지 기반 아키텍처로 인하여 각 컴
포넌트들은 낮은 커플링을 갖기에 확장성이 용이하다. 

이러한 컴포넌트들로 인하여 OpenStack 은 계산, 스
토리지 및 네트워크 가상화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

하며, 빠른 배치 절차와 편리한 개발 및 관리 도구를 
제공하며, 적은 유지 비용이 소요된다. 

OpenStack 이외에 오픈 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는 Eucalyptus 나 OpenNebula 등이 있으며, Xen, 
XenServer/XCP, KVM, VMware, LXC 등 다수의 하이퍼 
바이저를 지원한다. 현재 OpenStack 은 100 여 개의 국
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850 여 개의 단체에서 사용

되고 있는 등 커뮤니티 활동이 제일 활발하다[7]. 
 
2.2 Ganglia 

Ganglia 는 UC Berkeley Millennium 프로젝트에서 개
발된 분산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이며, gmond 와 
gmetad 라는 데몬으로 구성된다. [그림 2] 는    
Ganglia 의 내부 구성도를 보인 것이다.  

 

 
gmond 는 모니터링 데몬으로써 현재 자신의 시스

템 정보를 XML 형식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gmond
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머신에 설치가 되어 있어

야 한다. 또한 gmond 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시스

템 정보를 전송할 경우 8649 번 포트로 UDP 방식으

로 전송을 하며 TTL 이 1 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에 다른 네트워크로는 전송할 수 없다. [그림 3]은 
gmond 에서 전송하는 시스템 정보를 보인 것이다.  

 
<GANGLIA_XML VERSION="3.1.7" SOURCE="gmond"> 

<CLUSTER NAME="OpenStack" LOCALTIME="1379935156" 
OWNER="unspecified" LATLONG="unspecified" URL="unspecified"> 

<HOST NAME="172.31.0.8" IP="172.31.0.8" 
REPORTED="1379935151" TN="4" TMAX="20" DMAX="0" 
LOCATION="unspecified" GMOND_STARTED="1379933428"> 

<METRIC NAME="load_five" VAL="0.03" TYPE="float" UNITS=" " 
TN="13" TMAX="325" DMAX="0" SLOPE="both"> 

<EXTRA_DATA> 

<EXTRA_ELEMENT NAME="GROUP" VAL="load"/> 
<EXTRA_ELEMENT NAME="DESC" VAL="Five minute load 

average"/> 
<EXTRA_ELEMENT NAME="TITLE" VAL="Five Minute Load 

Average"/> 
</EXTRA_DATA> 

</METRIC> 
…….. 
</GANGLIA> 
(그림 3)  gmond 에서 전송하는 모니터링 정보 일부 

 
gmetad 는 gmond 에서 시스템 정보를 받아 RRD 

(Round Robin Database)에 저장하며, gmetad 는 전송 받
는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Ganglia 에서는 RRD 에 저
장된 정보를 PHP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웹 서버에 띄
우며,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 각 시스템 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3. 실험 결과  

3.1 구축된 가상화 환경  
물리 서버 3 개를 사용하여 가상화 환경을 구축한

다. 각 물리 서버의 사양은 그림 4 와 같다. 

 
 본 실험에서 가상화 환경 구축은 RackSpace 에서 

배포하는 OpenStack Folsom 기반의 Alamo v.2.0 을 사
용한다. 

각 물리 서버는 각각의 호스트 네임을 주어 제어 
노드는 earth, 연산 노드 1 은 sky, 연산 노드 2 는 star
로 설정 한다. earth 에는 별도의 가상 머신을 생성하

지 않으며, sky 와 star 에서 가상 머신이 생성된다. 
earth 를 제외한 연산 노드 간에는 사적 네트워크가 

172.31.0.0/24 로 구성 되며, earth 와 연산 노드 간에는 
192.168.0.0/24 인 퍼블릭 네트워크로 구성 한다 

 
3.2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 환경은 Ganglia v.3.1.7 로 구성 하였으며, 
Ganglia 의 시스템 정보 수집을 위한 전체 구성도는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에서의 원형은 가상 머신을 
뜻하며, 사각형은 물리 서버를 표현한다. 

(그림 2)  Ganglia 내부 흐름도 

(그림 4) 물리 서버 성능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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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니터링 환경 구성도 

해당 환경에서 모든 노드에 gmond 를 설치하고 가
상 머신이 생성 되어 있거나 생성될 물리 서버에 
gmetad 와 Ganglia Web Interface 을 설치한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노드에 있는 gmond.conf 의 
receive 부분을 port 를 제외한 모든 주석 처리 해주었

으며, send 에서 mcast_join 부분을 gmond 에서 전송할 
물리 서버의 hostname 으로 설정 하였으며, cluster name
은 임의적으로 설정 하였다. 

다수의 가상 머신에서 Ganglia 를 사용한 모니터링 
환경구축을 위해서는 UDP 통신을 하기에 gmond 가 
설정 완료한 후 가상 머신에 대해 스냅샷 (snapshot) 
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해당 스냅샷을 사용하여 물
리 서버 내에 다른 가상 머신을 생성한 후에도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 하게 
된다. 

그러나 스냅샷을 이용한 가상 머신이 스냅샷을 생
성한 물리 서버가 아닌 다른 물리 서버에 생성된 경
우 생성된 가상 머신에 대해 gmond.conf 의 mcast_join
을 속해 있는 물리 서버의 아이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림 6 은 모니터링 환경이 구축된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그림 6) 시스템 환경 내부도 

 
3.3 실험 결과 

위의 사항대로 진행하면, 그림 7 - 8 과 같이 sky 에
서는 sky 에 생성된 VM 2 개와 자신을 포함한 3 대에 
대한 정보가 각각의 gmond 로 인하여 sky 의 gmetad
에 전송이 되게 되며, 모니터링은 가상 머신과 물리 
서버를 포함한 5 개 계산자원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

이 된다. 
Star 의 경우에는 자체에 대한 정보를 sky 에게 보내

므로 자신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sky 에 있는 2 개의 
가상 머신의 정보가 gmond 를 통해 gmetad 를 운영하

고 있는 star 에 전송이 되어 총 2 개 계산 자원 환경

에 대해 모니터링이 된다. 
 

 
 (그림 7)  sky 의 모니터링 화면 

 

(그림 8)  star 의 모니터링 화면 

 
모니터링 중에 시스템이 멈추거나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해당 머신의 gmond 에서 gmetad 로 시스템 
정보가 보내지지 않으므로 시스템 현황이 모니터링 
되지 않고 다운 되었다고 나온다. 

 

 
(그림 9)  Horizon 을 사용한 가상 머신 정보  

그림 9 는 Horizon 을 사용하여 OpenStack 에서 생성

된 가상 머신에 대한 상황을 보인 것이며, 이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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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머신들 중에 sky 내에 172.31.0.7 의 IP 주소를 가진 
가상 머신을 shutdown 시킨 상태다. Ganglia 를 통해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한 내용은 sky 에서 확인이 가능

하며, sky 에서 확인한 정보는 그림 10 와 같다.  
 

 
(그림 10)  Ganglia 를 통해 확인한 모니터링 정보 

  
4. 결과 

이 논문에서는 OpenStack 을 사용하여 사적 클라우

드를 구축한 후 Ganglia 를 사용하여 각 가상 머신과 
물리 서버의 시스템 및 리소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구축하였다. 본 실험에서 가상 
머신 생성과 동시에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해 자동으로 
모니터링에 추가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Ganglia 의 
기본 설정이 1 로 되어 있기에 가상 머신의 gmond 에

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물리 서버에서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가상 머신이 생성되어 있는 물리 서버에

서 확인 가능 하였다. 
그러나 다른 물리 서버에서 생성된 스냅샷을 이용

할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물리 서버의 아이피를 
현재 가상 머신이 실행 중인 물리 서버의 아이피로 
바꾸어 주고, 데몬을 재시작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가상 머신을 생성할 때 마다 처음부터 
설치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향후 본 논문에서 말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정량적

인 특성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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