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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연동된 환경에서 각 데이터 센터에 치하고 있는 물리 노드들의 

치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연결된 네트워크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의해서 각 물

리 노드에서 생성되는 가상 자원 인스턴스의 작업 처리 성능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웹 어 리

이션과 같은 네트워크 성능에 의존도가 높은 응용의 경우 이에 한 성능 향의 정도가 매우 크게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가상 자원 인스턴

스간의 물리 인 거리  동 인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한 응  가상 자원 할당 기법을 소개한다.

1. 서론

   재 아마존, 구 , Gogrid 와 같은 멀티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가 연동된 클라우드 로커링 환경에서 클라

우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최 의 가상 자원을 제공하는 것

은 요한 이슈  하나이다[1,2]. 각 서비스 제공자가 소

유한 데이터 센터는  세계에 분산되어 치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상 머신 인스턴

스가 생성  할당되어 응용을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처

리해야 하는 응용  웹 어 리 이션과 같은 응용의 경

우에는 가상 자원 인스턴스의 컴퓨  성능 보다도 네트워

크 성능에 더욱 큰 의존성을 보인다. 일반 으로 할당되는 

가상 자원 인스턴스와 서비스 사용자의 머신 간의 물리  

거리가 길수록 홉 거리도 비례 으로 커지며 경로 사이에 

네트워크 혼잡을 겪을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

스턴스-사용자 간 물리  거리를 고려한 가상 자원 할당 

기법이 요구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

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할당되는 가상 자원 인스턴스 간의 

물리  거리  동 인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자원 할

당 기법을 제안한다. 한 제안한 기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OPNET 모델러를 기반으로 한 시뮬 이션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 그래 를 도출한다.

2.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로 일링 기

법

 최 의 자원 할당을 해 첫 번째로 분산된 클라우드 자

원에 한 네트워크 로 일링 로시져가 수행된다. 먼

 클라우드 물리 노드에 설치된 클라우드 에이젼트 마스

터는 노드의 퍼블릭 IP 주소를 수집하여 다  클라우드 

자원 로커가 가지고 있는 가상 클라우드 자원 리 풀

에 이를 등록 시킨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해당 클

라우드 자원 로커에 특정 작업 처리를 요청하면 클라우

드 서비스 사용자의 IP 주소 정보를 웹 인터페이스를 통

해 수집한다. 로커는 공개된 오 소스인 Maxmind 

GeoIP 모듈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로

커가 소유하고 있는 각 물리노드의 IP 주소를 비교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할당될 가상 자원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물리 노드의 지리  거리를 측정한다[3]. 이를 

하여 Latitude, Longitude 를 기반으로 한 Great Circle 

Distance Formula 는 다음과 같다.

   

 
   


  (1)

 이 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연결될 수 있는 유효한 

물리 노드들의 목록을 선정하는데 미리 정의된 값에 의해 

한계 개수를 정할 수 있다. 물리  거리를 기반으로 목록

이 확정되면 동 인 네트워크 정보를 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연결되는 최종 가상 자원 인스턴스를 생

성할 물리 노드를 결정한다. 

 결정 작업 이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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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SFNET 노드 간 물리  거리

시뮬 이션 라미터 값

노드 개수 14 개

링크 속도(optical fiber) 5.5 micro sec/km

구 , 아마존 데이터 센터 18, 4 개

congetion model normal distribution

request arrival model exponential distribution

모델러 OPNET Modeler 14.5

표 1. 시뮬 이션 라미터 테이블

가능한 유효 클라우드 노드간의 동 인 네트워크 상황을 

수집하기 한 작업을 수행한다. 먼  선택된 목록의 클라

우드 노드들에 벤치마크 패킷을 송하는데 송된 각 패

킷은 응답 패킷을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보내

어 turnaround 시간을 측정한다. 측정된 값은 클라우드 자

원 로커에 보고되어 기록되고 이를 기반으로 각 물리 

노드의 네트워크 로 일링이 수행된다. 이 때 각 노드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간의 네트워크 요청 부하에 한 

측을 수행하기 하여 Second-order exponential 

smoothing 기법을 사용한다. 즉 해당 기법에서는 네트워

크 요구 패턴  트 드를 동시에 반 하여 측을 수행

하는데 이를 한 Smoothing formula 는 다음과 같다[4].

    


   



   (2)

 본 기법을 기반으로 실제 네트워크 로 일링을 수행했

을 때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실제 시스템에서 

수행하기에는 국제 으로 분산된 여러 물리 노드가 필요

하기 때문에 시뮬 이션으로 성능 측정을 신 하 다. 시

뮬 이션을 하여 MATLAB 9.0  OPNET 모델러 14.5 

가 툴로서 사용되었다[5]. 미국 NSFNET 을 구성하는 라

우터의 개수는 14 개이며 구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개수는 각각 18, 4 군데가 치해 있다. 이를 시뮬 이션 

환경에 반 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이에 한 라미터

는 표 1 에서 나타난다.

 그림 4 에서는 최 의 경우  네트워크 로 일링 기

법을 용한 경우 그리고 임의로 클라우드 물리 노드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Transmission 지연 

시간을 그래 로 보이고 있다. x 축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림 4. 클라우드 후보 노드 개수에 따른 Transmission 

delay

그림 5. 네트워크 로 일링 최  일치 비율

사용자와 연결을 수행할 유효한 클라우드 노드 후보 개수

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증가할 수록 네트워크 로 일링 

기법의 성능이 최 의 경우로 수렴한다. 이는 클라우드 노

드 후보 숫자가 많을 수록 최 의 클라우드 노드를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로 일

링 기법을 용한 경우에 임의로 클라우드 노드를 선택하

는 경우와 비교하여 x 의 모든 구간에서 3 배 이상의 성

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에서는 그림 4 

에서와 유사하게 클라우드 후보 노드 개수에 따른 최  

성능과의 일치 비율을 결과 그래 로 보인다. 즉 클라우드 

후보 노드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최 의 클라우드 

노드를 선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가상 자원 

인스턴스를 제공할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데이터 센터의 물리 노드 간의 지리  거리  

동 인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한 최 의 자원 할당 기법을 

소개하 다. 한 OPNET 모델러 기반의 성능 평가를 통

해 제안한 기법이 기법을 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지연시

간을 크게 감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는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사용자 요구 패턴 

 혼잡 패턴을 용하여 실제 클라우드 시스템에 용할 

수 있는 자원 할당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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