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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리드 컴퓨팅은 이질적인 환경에서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그리드 컴퓨팅의 환경은 유선 그리드 환경에 모바일 장치들을 통합하는 무선 그리

드와, 사용자의 이동성을 고려한 모바일 그리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모바일 장치는 성능 면에서 비약

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용자도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그리드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를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결함 포용적 자원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1) 모바일 장치의 배터리 잔

류량 정보, 이동성 정보, 장치의 성능 정보를 고려하여, 2) 모바일 장치들의 순위를 계산하고 k개의 그룹

으로 분류한 뒤, 3) 작업을 할당할 때 결함 포용을 고려하여 최상위 그룹과 차상위 그룹에 동시에 작업을 

분배한다. 모바일 장치의 순위를 매기고 그룹화하는 과정은 모바일 장치의 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이 요청될 때마다 수행하도록 한다.

1. 서  론

  그리드 컴퓨 은 이질 인 환경에서 자원 공유를 가능

하게 함으로써 작업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그리드 컴퓨 은 웹 서비스와의 결합으로 

발 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장치들을 기

존의 유선 그리드 환경으로 통합하는 무선 그리드  사

용자의 이동성을 고려한 모바일 그리드 환경으로 변화하

고 있다.

  기존의 모바일 장치(PDA, 노트북, 휴 폰 등)는 배터

리나 성능 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었지만 최근 출시되는 

장치들은 성능 면에서 데스크탑과 비교해도 될 만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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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신 자

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 배터리 용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와 동시에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캠퍼스나 오피스에서 고정 으로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유 의 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

게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그리드에서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드에서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는 것에 한 연구는 

크게 인터페이스로의 이용과 자원으로의 이용으로 나  

수 있다. 즉, 모바일 장치를 기존 그리드 자원을 이용하

기 한 수단으로 보는 인터페이스 측면과, 모바일 장치

를 그리드 내에서 자원으로 이용하기 한 자원 측면으

로 분류한다[1]. 재까지 무선 그리드에서의 연구는 모

바일 장치를 인터페이스로만 이용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

다. 하지만 모바일 장치의 부신 발 과 유 의 격한 

증가로 볼 때, 모바일 그리드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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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그리드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를 자원으로 이용하기 하여 모바일 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결함 포용  자원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1) 모바일 장치의 배터리 잔류량 정보, 이동

성 정보, 장치의 성능 정보를 고려하여, 2) 모바일 장치들

의 순 를 계산하고 k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뒤, 3) 작업

을 할당할 때 결함 포용을 고려하여 최상  그룹과 차상

 그룹에 동시에 작업을 분배한다. 모바일 장치의 순

를 매기고 그룹화하는 과정은 모바일 장치의 동 인 특성

을 고려하여 작업이 요청될 때마다 수행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모바일 장치의 기본

인 성능 뿐만 아니라 작업 수행 후에도 배터리의 용량

이 남아있는지,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재 모바일 그리

드 망을 벗어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장치에 작

업을 할당하기 때문에 작업 수행 후에 결과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 모바일 장

치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를 비하여 두개의 모바일 장

치 그룹들에 동시에 작업을 할당하므로 작업의 신뢰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무선 그

리드  련 연구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4

장에서는 작업 할당 시 모바일 장치를 선택하는 기 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언  향후 연

구 계획을 제시한다.

2 . 련연 구

  그리드 컴퓨 은 지리학 으로 분산되어 있는 고성능 

컴퓨  자원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동하여 조직과 지역에 

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2].

  이런 그리드 컴퓨 은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모바일 

장치의 성능 향상과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

바일 장치들을 기존의 그리드 환경으로 통합하는 무선 

 모바일 그리드 환경으로 변화하 다. [7]에서는 모바

일 장치를 기존 그리드 환경으로의 통합을 제안하고, 이

를 한 록시 기반 시스템 구조를 소개하 다.

  무선 그리드에 한 표 인 연구로는 Akogrimo

(access to knowledge through the grid in a mobile 

world) 로젝트가 있다[9]. 이 로젝트는 자원의 이동

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그리드 컴퓨  환경을 목표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재 이 로젝트에서 나타나는 모바일 

장치의 이용 측면을 살펴보면 단지 데이터 수집을 한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

  모바일 장치는 기존 유선 그리드에서의 자원들과 비교

했을 때 배터리 측면이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6]에서는 

배터리가 제한된 핸드핼드 장치에서 멀티미디어 어 리

이션을 수행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에서

는 무선 그리드 환경에서 스 러를 overall 스 러와 

proxy 스 러의 2단계로 구분하여 소모되는 평균 배터

리 비율을 최소화하 다.

  모바일 장치의 이동성에 한 연구는 주로 모바일 애

드혹 네트워크(Mobile Ad hoc Networks)나 무선 통신

(Wireless Communication) 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무

선 통신에서 자원 약을 해 이용하는 방법들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8]. 모바일 장치의 과거의 이동 

정보를 이용하는 히스토리 기반 기법, 모바일 장치와 베

이스 스테이션(BS) 간에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

는 신호 세기 기반 기법, 모바일 장치의 치를 알아내

기 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하는 이

동성 추  기반 기법 등이다. [3][4]는 히스토리 기반 기

법으로 이동성을 측하 다. 본 논문에서도 모바일 장

치의 이동성을 고려하기 해서 히스토리 기반 기법을 

사용한다.

  최근 들어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기 한 연구들이 이

루어지고는 있지만 자원으로 이용하기 한 연구는 극히 

으며, 한 여러 요소들을 한꺼번에 고려한 경우는 없

었다. 따라서 모바일 장치의 특성과 계된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자원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 . 시 스 템  모 델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그리드 환경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모바일 그리드 환경

  유선 그리드 환경은 여러 개의 모바일 그리드 망과 연

결되며, 하나의 모바일 그리드 망에는 내부의 모바일 장

치를 리하기 한 록시가 치한다. 하나의 모바일 

그리드 망은 하나 이상의 AP나 BS를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 장치로부터 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모바일 

그리드 망에서 작업을 처리하게 된다. 즉, 모바일 그리드 

1에서 요청 받은 작업은 모바일 그리드 1에서 처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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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해당 모바일 그리드 망 내에 작업을 처리

하기 한 모바일 장치가 부족할 경우, 이웃한 모바일 

그리드 망이나 유선 그리드로 작업을 넘겨주게 된다.

  록시는 모바일 그리드 망 내의 모바일 장치에 한 

정보를 유지  리하고, 작업 요청을 받고, 한 모

바일 장치를 선택하고, 처리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

게 된다. 그림 1에서의 MIS(Mobile Information Server)

는 모바일 그리드 망 내의 모바일 장치들에 한 각종 

정보를 장하는 서버이며 록시에 의해 리된다.

  모바일 그리드 환경에서 수행되는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록시 측의 Scheduler는 모바일 장치들에게 작업을 

할당한다. Resource Information Manager는 모바일 그리

드 망 내의 모바일 장치들에 한 각종 정보를 리하

고, Resource Monitor는 모바일 장치들의 동 인 상태를 

확인한다. Job Monitor는 재 수행되는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며, Job Replication Manager는 하나의 작업에 

해 여러 모바일 장치들에게 작업을 할당하는 책임을 진

다.

  모바일 장치 측의 Executor는 모바일 장치에서의 실제 

작업 수행을 담당하고, Capacity Monitor는 재 모바일 

장치 내의 자원 이용률을 확인한다. Job Monitor는 모바

일 장치에서 수행 인 작업의 상태를 단하며, Location 

Recognizer는 모바일 장치의 이동에 따른 재 치를 

인지한다.

그림 2 모바일 그리드 시스템 구조

  Communication Manager는 록시와 모바일 장치간의 

통신을 책임진다. 모바일 장치에서 수집된 정보나 록

시에서의 작업과 그 외의 련 정보들이 Communication 

Manager를 통해 상 편으로 달된다.

  양측에서 모두 나타나는 QoS Manager와 Security 

Manager는 작업 수행에서의 서비스 정도와 체 인 보

안을 담당한다.

4 . 자원  선 택  알 고 리 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모바일 장치를 자원

으로 사용하기 해, 다음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특성과 

계된 요소들을 고려한다.

4.1 배터리 잔류량 정보

  모바일 장치는 배터리 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작업 

수행 도 에 모바일 장치의 원이 꺼져서 결과를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요청된 작

업을 처리한 후에도 모바일 장치에는 배터리가 남아있도

록 작업 할당시 고려해야 한다.

  장치 i에 해, 작업 할당 이 의 배터리 잔류량을 Bc

로 표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이후의 배

터리 량을 미리 계산한 후, 계산된 배터리 잔류량이 일정 

수  이하이면 작업을 할당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 할당 

이후의 잔류 배터리 량(Bi)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Ba는 MPEG 동 상을 재생할 때의 배터리 소비량을 말

하며, Bt는 통신에 필요한 기본 인 소비량을 말한다.

  Bi = Bc - (Jf-Js)*Ba - Bt                     (식 1)

       (단, (Bi≤0 or Bi≤10%)이면 Bi=0)

  ┌ Bc는 재 남아있는 배터리 량

  ├ Js / Jf : 작업 시작  완료 시간

  ├ Ba : 평균 배터리 소비량

  └ Bt : 작업을 주고 결과를 받기 해 필요한 배터리 량

4.2 이동성 정보 

  일반 으로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는 어느 정도의 규칙

인 경로를 통해 이동한다. 한 이런 이동은 주기 으

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로 캠퍼스에서 학생  교수

들의 이동 패턴이나, 오피스에서 회사원들의 이동 패턴

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측이 가능하다.

  모바일 장치는 기본 으로 자신의 치를 인식한다. 

휴 폰과 같은 통신 장치는 자신의 베이스 스테이션(BS)

과 통신함으로써 알 수 있고, 그 외의 핸드핼드 장치는 

GPS와 같은 치 인식 장치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신의 치 정보를 BS에 송할 수 있다.

  모바일 장치들은 하나의 모바일 그리드 망에서 다른 

모바일 그리드 망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동 정보를 록

시에게 알리고, 록시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패턴

을 만들어 유지한다. 따라서 록시는 모바일 장치의 이

동 경로를 측하여 모바일 장치가 해당 모바일 그리드 

망을 벗어나게 되면 작업을 할당하지 않도록 한다.

  모바일 장치 i가 하나의 모바일 그리드 망을 벗어나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머물 확률(Mi)은 식 2와 같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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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Mi = P(a│b) = 
 
  

                 (식 2)

        (단, 해당 모바일 그리드 망을 벗어나면 Mi=0)

  ┌ P(a│b) : 모바일 장치가 이동 시 망 내에 머물 확률

  ├ a : 모바일 장치가 망 내에 치하는 이벤트

  └ b : 모바일 장치가 이동하는 이벤트

  P(a)는 모바일 장치가 장된 이동패턴 hr을 따라 이동

하면서 망 내에 머물 확률인 P(a│hr)로, P(b)는 모바일 

장치가 이동시 이동패턴 hr를 따를 확률인 P(hr│b)로 바

꿀 수 있다. 따라서 식 2는 식 3과 같이 바꿀 수 있다.

  Mi = 


 

    

  

   
 

                    (식 3)

  ┌ P(a)=P(a│hr)=
  

   

  ├ P(b)=P(hr│b)=
 

    

  └ r : 장된 이동패턴의 수

4.3 장치 성능 정보

  모바일 장치의 성능에 한 정보는 모바일 장치가 모

바일 그리드 망 내에 들어오면 악된다.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성능 정보는 CPU, Memory, Storage로 한정하

다.

  장치의 성능에 한 정보는 작업을 할당할 때마다 계

산되므로 모바일 장치의 재 상태를 반 하게 되며, 해

당 장치의 부하가 높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당하지 않도

록 한다. 장치 i에 한 성능 정보(Ci)는 식 4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Ci = 



CCPU․



CMEM․



CSTR     (식 4)

        (단, (Ucpu or Umem or Ustr)≥70% 이면 Ci=0)

  ┌ CCPU, CMEM, CSTR은 CPU, Memory, Storage의 값

  └ Ucpu, Umem, Ustr : 각 정보들에 한 이용률

4.4 순  계산  그룹화

  모바일 장치의 순 는 식 1, 2, 4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잔류 배터리 량(Bi), 모바일 장치가 하나의 모

바일 그리드 망 내에 머물 확률(Mi), 장치의 성능 정보

(Ci) 등은 서로 독립 이며, 각각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장치에 작업을 할당할 확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모바일 

장치 i의 순 (Ri)를 구하기 해 다 선형회귀분석을 이

용하며, 이때 용하는 선형회귀직선은 식 5와 같다.

 

  y = β0 + β1x1 + β2x2 + β3x3 + ε              (식 5)

  ┌ x1, x2, x3 : 각 Bi, Mi, Ci 에 응되는 값

  ├ β0, β1, β2, β3 : 회귀계수

  └ ε : 오차

  식 5의 결과값 y가 높은 모바일 장치부터 순  Ri를 

부여하고, 체 모바일 장치들을 식 6을 이용하여 k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때 k의 값은 단일 모바일 그리드 

망 내의 체 장치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각 모바일 장치가 속하는 그룹의 번호(Gi)는 식 7을 이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

  │G│ = ⌈⌉  (1≤│G│≤k)           (식 6)

   Gi = ⌈⌉                             (식 7)

  ┌ Nd : 해당 모바일 그리드 망 내부의 모바일 장치 수

  ├ Nj : 작업 큐에 장된 체 작업의 수

  └ k : 모바일 장치 그룹의 수

4.5 결함 포용  작업 할당

  작업 할당 시 모바일 장치의 동 인 특성을 고려한다. 

즉, 모바일 장치에 할당한 작업이 모바일 장치 내부의 

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수행되지 못하거나 결과를 돌

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해 식 6에 

의해 k개로 그룹 지어진 장치들에게 동일한 작업을 복제

하여 n개의 그룹에서 동시에 수행되도록 결함 포용을 고

려하여 작업을 할당한다.(n≤k) n의 값은 모바일 그리드 

망의 특성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최상  그룹과, 다음

으로 성능이 좋은 차상  그룹의 두 그룹에 작업을 복제

하여 할당하기로 한다. 즉, n=2가 되며, 작업을 할당할 

때 최상  그룹 G1과 차상  그룹 G2 내부의 Ri 값이 높

은 모바일 장치부터 선택하여 작업을 할당한다. 차상  

그룹 G2에서의 계산 결과는 일정 시간 내에 최상  그룹 

G1로부터 결과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취한다.

  작업 할당을 해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Min-mi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10].

  선택한 모바일 장치들을 그룹화한 후 두 그룹에 동시

에 작업을 할당하는 것을 그림 3에 도식화하 고, 표 1

에는 체 인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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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job4job3job2job1 job4job3job2job1작업 큐

최상위 그룹 G1 차상위 그룹 G2

…

job1job1 job1job1job2job2 job2job2job3job3 job3job3job4job4 job4job4

동시 작업 할당

모바일 망 내의 전체 장치

그림 9 최상   차상  그룹에 동시 작업 할당

5 . 결 언   향 후  연 구  계 획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그리드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를 

자원으로 이용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배터리

가 한정되고 이동을 제로 하는 모바일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할당시 배터리 잔류량 정보, 이동성 정보, 

장치의 성능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 으며, 결함 포용을 

해 최상  그룹과 차상  그룹에 동시에 작업을 분배

하도록 하 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작업이 요청될 때마

다 수행하도록 하여 동 으로 가용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실제 모바일 그리드 환경에 용했을 때의 성능  

효용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성능을 보이도록 알고리즘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hile(Job_Queue is not empty)

{

    set(timer);

    selecting_mobile_devices( );

    ranking_grouping( );

    allocating_job( );

    if (proxy receives results from both G1 and G2)

       then discard the result from G2;

    if (timeout)

       then put the job into Job_Queue;

}

selecting_mobile_devices( )

{

    for all mobile devices in mobile grid

    {

       calculate the amount of battery of the mobile device (Bi);

       if (Bi≤0 or Bi≤10%) then Bi = 0;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sojourn of mobile device in 

the mobile grid (Mi);

       if (Device is out of the mobile grid) then Mi = 0;

       calculate the capability of the mobile device (Ci);

       if (Capability utilization rate ≥70%) then Ci = 0;

    }

}

ranking_grouping( )

{

    for all mobile devices with Bi>0, Mi>0 and Ci>0

    {

       calculate Ri using Bi, Mi and Ci;

       calculate │Gi│ by dividing devices by jobs;

       group the mobile devices into Gi;

    }

}

allocating_job( )

{

   for all mobile devices in G1 and G2

    {

       allocate job to mobile device with Ri;

    }

}

표 1 자원 선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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