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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빅데이터 환경에서 최근 데이터의 유동량은 폭발 으로 증가하 다. 그에 따라 

규모 IT자원  서비스 제공을 한 핵심 인 라 역할을 맡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빠른 확장 속도에 비하여 데이터센터를 통합 , 효율 으로 리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데이터센터의 빠른 유지보수, 효율  자원 리와 고신뢰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국내 여건상 외국의 사례와 같이 넓은 부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듈 형태의 데이터센터 구축 연구가 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폭발  데이터 환경과 국내 여건을 고려한 효율 인 인 라 지원을 한 모

듈러 데이터 센터의 스마트 모니터링 리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다.

1. 서론

   이 의 데이터센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

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하 다. 

하지만, 오늘날 클라우드 컴퓨 과 빅데이터 운 에 한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해야할 역할들이 빠르게 

다각화 되었다. 그로 인해 데이터센터에 요구되는 장비들

이 증가하 으며 력 사용량 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결과 으로 데이터센터의 복잡성이 매우 크게 증

가하 다. 

<표 1> 데이터센터 복잡성 증가 원인, 시만텍 2012

  

   데이터센터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한 것에 반해 이를 

효율 으로 리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

템은 상 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데이터센터의 복잡화 속도가 매우 빨라 이를 체계 으

로 리할 수 있는 표  규격의 용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력 사용의 낭비와 고장에 따른 복구 지연이 

일어나 데이터센터 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과 빅데이터 인

라 지원을 해 변화한 데이터센터를 리하기 한 스

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모니터링을 한 표  규격 에서도 가

장 일반화 되고 구 이 쉬운 SNMP 로토콜[1][2]을 사

용하여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에 한 모니터링

을 지원하며, 가상 이 화를 통해 각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 상황에 비한다. 한, 국내 실정에 맞는 

모듈식 데이터센터 운 을 한 Pod 단 의 데이터센터 

모델을 이용하여 리 형태를 단순화하며 결과 으로 데

이터센터의 구축시에 모듈·상면·수직 확장, 3D 입체 증설

이 가능하다. 더불어, 체계 인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여 력 손실을 일 수 있고 정확하고 신속한 복

구가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한다. 

2. 련연구

   이 장에서는 모니터링 데이터 송을 해 사용되는 

SNMP 로토콜과 제안 시스템의 통합 모니터링 모듈의 

토 가 되는 가상화 기술에 해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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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NMP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는 네트

워크 장비를 리 감시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되는 응용 

계층 표  로토콜로 구 이 쉽고 이식(포 )이 용이한 

장 이 있다[3].

SNMP의 구성은 리 시스템(Manager), SNMP 에이

트(Agent),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네트워

크 리 로토콜인 SNMP로 이루어진다. 

리 시스템은  데이터 모니터링을 해 에이 트에게 

GetRequest, GetNextRequest와 같은 메시지를 달하며, 

에이 트는 GetResponse를 이용하여 리 시스템에게 메

시지를 송하는 방식으로 MIB 정보를 달한다. 한, 

에이 트를 제어하기 해서는 SetRequest 메시지를 에이

트에게 달하여 특정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다. 에이

트에서 특정 정보를 비동기 으로 리 시스템에게 달

하기 한 방법으로는 Trap이 사용될 수 있다.

2.2 가상화 기술

가상화 기술은 소 트웨어 으로 독립된 가상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리 통합, 자원 활용의 극 화, 고신뢰 서비

스 제공  하드웨어  비용 감 등 많은 이 을 부여하

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화를 극 활용하

고 있는 분야로는 서버 가상화, 실시간 시스템, 시스템 모

니터링, 클라우드 컴퓨  등을 표 으로 꼽을 수 있으

며, 보안 분야에서도 가상화의 이 을 용하여 한층 높아

진 신뢰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 더불어, 최근 하

드웨어 성능의 격한 발 으로 인해 임베디드 시스템 분

야에서도 가상화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5]. 

가상화 기법으로는 크게 반가상화와 가상화로 나뉠 

수 있다[6]. 반가상화는 성능과 효율을 높이기 해 개발

되었고 가상화는 보다 실제 인 하드웨어 에뮬 이션을 

해 개발되었다[7]. 

이러한 가상 머신으로는 Xen, KVM, VirtualBox, 

VMware, QEMU 등이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는 이

다.

3.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이 의 시스템 환경에서 앙집 형 모니터링 시스템

은 모든 리소르들을 한 곳에서 리할 수 있어 직 이

고 효율 이었다. 하지만, 최근 변화한 환경에서 장비의 

다양, 다량화의 결과로 앙집 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모든 리소스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때문에 Pod 단 로 리 객체를 그룹화하여 그룹화 모니

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앙 모니터링 시스템의 과부하를 

이고 리 체계를 단순화하여 리 효율을 높일 수 있

으며, Pod 리 모듈을 통해 빠른 오류 복구와 다이 트 

리를 통한 시스템 효율을 극 화 할 수 있다.

(그림 1)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체 구성

   (그림 1)은 이러한 시스템의 체 구성을 나타낸 것으

로서 모듈형태의 Pod 구조와 이를 총  할 수 있는 

Dashboard 시스템을 보인다. Pod에는 Pod 통합 리 시

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리자는 각각의 Pod 모듈의 개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Dashboard 시스템의 모니터링 과부

하를 방지 할 수 있다. 

3.1 Pod

   Pod은 모듈형 데이터센터 리체계의 기본 단 이다. 

Pod의 기본 구성은 서버를 한 IT Rack, 무정 시스템

(PDU&UPS), CRAC(Computer Room Air Conditioner)과 

이를 리하는 Pod 통합 리 시스템이다. 각 장비에는 

별도의 임베디드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Pod 통합 리 시

스템을 통해 리,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Pod 단  리는 

앙집 형 모니터링 시스템에 비해 더 높은 확장성을 갖

으며 Pod 단 의 별도 시스템 리가 가능하기에 통합

리와 부분 리 하기가 용이하다.

3.2 Pod 통합 리 시스템

   체 모니터링 제 시스템인 Dashboard의 과부하를 

이고 즉각 인 제어와 응을 해 Pod 단  통합 리 

시스템이 존재한다. Pod 통합 리 시스템은 Pod 내부의 

모든 리소스들을 리, 모니터링하여 Dashboard를 통하지 

않고, 직 인 이벤트 핸들이 가능하다. 따라서, 

Dashboard를 통해 처리할 경우의 지연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Pod 미들웨어는 각 장비에 내장된 임베디드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과 제어를 수행한다. 미들웨어의 핵심 주체

인 Pod Daemon은 주기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장. 이 후  데이터는 Dashboard 시스템으

로 달되어 모니터링 된다. 각 장비의 데이터는 MIB로 

리되어 SNMP Agent를 통해 Pod 미들웨어에 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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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미들웨어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황에 

맞게 장비들을 히 조  가능하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되어 이 후 Dashboard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하

다. 시스템 자원 사용 경험을 축 하여 유휴 자원을 활용

하고 필요 없는 자원들을 제거함으로써 력 사용을 이

고 시스템 오류를 더 빠르게 측할 수 있다.

(그림 2) Pod 통합 리 구성

   Event Control Module은 리 리소스들의 상태를 지

속 으로 모니터링하여 특정 이벤트에 비한다. 이러한 

특정 이벤트로는 온도 상승, 력 소모량 증가 등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에 응해 다른 리소스들을 조 함으

로써 시스템이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비효율

인 자원 낭비를 막는 것이다. 

<표 2> Pod 미들웨어 모듈별 기능 요약

모듈 기능

Pod Daemon 주기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

mon_snmp
Pod Daemon에 의해 주기 으로 수행되어 

SNMP Agent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host_#.cfg 호스트 모니터링 설정 일

commands.cfg 호스트 모니터링을 한 커맨드 정의 일

Event

Control Module

각 장비에 한 특정 이벤트에 응하여 

제어를 수행하는 모듈

FT Module 고장 감내를 한 모듈

DB Manager
모니터링 데이터를 하기 한 DB 

리 모듈

  

3.3 Pod 미들웨어 가상화와 가상 이 화

   Pod 통합 리 시스템은 하나의 임베디드 하드웨어 시

스템이지만 내부 으로 각 장비를 격리하여 별도로 리 

할 수 있는 가상 머신 시스템을 갖는다. IT Rack, CRAC, 

UPS&PDU 등을 각각 리하는 미들웨어가 가상 머신상

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리의 복잡성을 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 을 때 복구의 편의성을 높여

다. 한 하나의 가상 머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하

을 때도 체 가상 머신으로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그림 

3)의 Active Pool을 보면 Pod 미들웨어가 세 개의 가상 

머신에 각각 동작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설명

한 Event Control Module은 이러한 가상 머신 간의 통신 

모듈이다. 를 들어, CRAC을 리하는 Pod 미들웨어에

서 어떤 이벤트를 감지하 을 때, 해당 이벤트를 IT Rack

이나 UPS&PDU 리 미들웨어로 달하고 달된 이벤

트 처리를 해 미들웨어는 장비를 제어하는 모듈에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낸다. 이로써 체 

인 시스템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 구 을 해서 Pod 통합 리 시스템은 멀

티 코어 임베디드 랫폼을 사용한다. 이 의 임베디드 시

스템은 하드웨어  제한사항이 큰 계로 가상화를 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약 인 하드웨어의 성능 향

상으로 가상화를 구 하는데 큰 제약이 없어졌다. (그림 

3)은 Pod 미들웨어 가상화와 가상 이 화 시스템에 해 

나타낸다.

(그림 3) 가상화 시스템

   가상 이 화에서 Active Pool은 실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는 가상 머신이 동작하는 Pool이다. 각 가상 머신 

시스템은 모니터링을 한 할당 장비가 정해져 있어 해당 

장비로 부터만 모니터링  제어 작업을 수행한다. 

Passive Pool은 Active Pool에 있는 머신의 체 시스템

의 Pool이다. Passive Pool에는 Active Pool의 가상 머신

과 매칭되어 시스템 정상 수행 여부를 체크하는 FT(Fault 

Tolerance)Module 모듈이 존재한다. 이때, Active Pool의 

특정 가상 머신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 작동하지 못 한

다면 FT Module은 이를 감지하여 Passive Pool의 클론 

가상 머신을 활성화 하고 이 활성화된 클론 머신이 역할 

수행을 신하면서 Active Pool로 이동한다. 이 후, 

Passive Pool에는 새로운 클론 가상 머신이 생성되어 

Active Pool로 이동한 가상머신을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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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 빅데이터 수요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비하여 보다 체계

인 모니터링과 효율 인 리를 한 시스템을 설계하

다.   

   설계 시스템에서 Pod 단 의 리 체계는 복잡한 데이

터센터를 보다 단순화하여 리 가능하게 하며, Pod 통합 

리 시스템은 Dashboard에서의 리 부하를 이고 보

다 즉각 인 데이터센터의 이벤트 응이 가능하다. 이러

한 시도는 데이터센터의 력 소모량을 이고 시스템에

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빠르게 측, 비하여 체 데이터

센터 유지비용을 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한, Pod 미

들웨어 가상화와 가상 이 화 기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을  유지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장비에 한 리 복잡도를 

이고 복구의 효율성을 높여 무 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이후의 연구로는 설계 시스템의 로토타입을 구 , 실

제 하드웨어를 베이스로 하여 시스템 효율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용 데이터센터에 용 가능한 수 으로 

시스템 확장에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산

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1

0045236, PUE 1.5이하를 한 에 지 감형 모듈러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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