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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되어 있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시킨 이후 접근하여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의 
발전과 대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니는 IT 기업의 등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복잡도가 높
은 다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브로커(CSB)는 클라우드 사용자(CSC)와 클라우드 제공자(CSP)
를 중개하여 최적의 가상 머신(VM)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CSB의 과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이며 동시에 가장 경제적인 VM 들을 다른 CSP 들로부터 제공받아 CSC 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VM 배치를 위해 CSC 에서 요구하는 자원의 양을 예측하는 기법들을 
소개하고, 관련된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사용자(CSC)와 클라우드 제공자(CSP)에게 
투자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클라
우드 브로커(CSB)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1]. 클
라우드 브로커(CSB)는 다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CSC
와 CSP 양측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초기 가상 
머신(VM) 배치 및 이후 관리를 담당한다. 
초기 배치에서 CSB 가 양측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

정(SLA)을 만족하기 위해 자원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
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중 클라우드 환
경에서 각기 다른 CSP 에서는 각 VM 들을 다른 사이
즈와 구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CSC 가 사용하
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비하여   알맞은 VM 들

을 적절히 준비하여 제공해야 한다. 
CSB 는 메모리나 CPU 와 같은 자원의 축적된 이용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자원 이용에 대한 확
률분포를 예측한다. 
자원 수요 예측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들은 축적

된 실제 자원에 대한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와의 오차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원 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소개하고, 향후 이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경험적 예측 모델[2] 
경험적 예측 모델은 신경망 네트워크 모델을 사

용한다. 오차 정정 신경망 네트워크(ECNN)은 축적된 
이용 데이터를 학습한다. 신경망 네트워크는 여러 층

의 입력, 출력 그리고 숨겨진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들은 일련의 벡터들로 표현된다. 각 층의 뉴
런들은 다음 층의 뉴런에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연
결을 시냅스라고 일컫는다. 데이터의 학습 과정에서 
각 시냅스들에 대한 비중이 결정된다. 

 
(그림 1) 3 계층 신경망 네트워크 [2] 
신경망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력 벡터를 입력 신경에 전달하여 신경
망 시스템은 이에 따른 예상 결과벡터를 출력한다. 
각 시냅스에 무작위로 배정된 비중벡터에 의해 입력
된 값이 신경망 시스템에서 최종 예상되는 값으로 출
력된다. 여기에 실제 입력에 대한 결과 벡터를 비교
하고 오차를 보정하여 시냅스에 배정된 비중을 조정
하는 것이다. 비중이 다시 업데이트되는 속도를 학습
속도라고 하는데, 이는 0 과 1 사이의 값을 지닌다. 
학습 속도가 너무 크게 되면 지역 최적에서 예측모델
이 진동하게 되고, 반면 학습속도가 너무 작게 되면 
예측 모델이 수렴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된다. 따라서 학습 속도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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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 과정은 과거 이용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신경망 네트워크의 예상 출력이 실제 출력
에 대해 제곱오차의 합과 같은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된다. 

 
 
2.2 Time series analysis model[3] 
Time series analysis model 은 누적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로 두고 이를 다시 주기적으로 나타
나는 성분 와 주기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분 로 
분해한다. 여기서 다시 는 주기를 로 둘 때 

와 같이 나타내어 그 주기성을 볼 수 있
도록 한다. 그 때 를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 식 
(1)과 같다. 

                                 (1) 
용이한 분석을 위해 먼저 time series에 low-pass filter
를 적용하여 매끄럽게 만든다. 매끄러워진 time series
는 다시 학습구간에서 의 주기를 갖는 주기성분들
로 나누어진다. 이 주기성분 를 다시 에서 제거
하여 나머지 비주기 성분을 Auto Regressive (AR) 
process를 이용하여 모델링한다. 
이러한 Time series analysis model의 학습은 현재 입
력에 대해서도 계속되어 예측오차가 일정범위를 넘어
서게 되면 를 다시 계산하고 를 모델링하여 오차
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 

 
2.3 Markov chain과 FFT를 이용한 예측 모델[4] 
이 모델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을 지니는 워크로드에 
대한 특징을 끌어내어 예측에 사용한다. 이러한 자원
의 사용 패턴은 반복적인 계산 혹은 요청에 의해 유
발된다. 여기서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
기 위해서 신호처리에 사용되는 Fast Fourier Transform
을 이용한다. 이것으로 관찰된 부하 패턴에서 자원 
사용 변화의 우세한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다. 워크
로드의 특징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측을 할 때마다 다시 이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는 유한 개의 상태를 갖는 이산시간 Markov chain 을 
사용한다. 이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대한 예측 모
델을 만들 수 있다.  

 

(그림 2) State-driven resource demand model [4] 
이 예측 모델은 특징을 이용한 방법과 유한 개의 
상태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를 통합하여 자원 수요를 
예측한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고 몇 개의 
새로운 자원 수요 샘플을 획득한 이후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새로운 측정 샘플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을 업데이트한다. 여기서 
발생되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데이트의 
발생 조건은 오차 범위 밖의 연속적인 예측 오류 발
생(예시: 3회)와 같이 정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Multi-Cloud 환경에서 CSB 가 사용
할 수 있는 자원 수요 예측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위에 소개된 기법들을 CSB 의 자원 스케일링에 사

용했을 때 복잡한 다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CSC 입장
에서는 제한된 가격 정책 내에서 performance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하는 VM 들을 provisioning 할 수 있게 
하며 CSP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기대된다. 
소개된 자원의 초기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과 더불

어 provisioning 된 자원을 관리하는 기술을 CSB 에 적
용하면 여러 개의 CSP 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최적에 
가까운 자원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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