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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 클라우드 환경은 분산된 다수의 컴퓨팅 자원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고 하이퍼바이저를 이
용하여 생성한 가상머신을 서비스 요구사항에 알맞게 할당하여 작업을 처리한다. 클라우드를 이용

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이용되는 자원을 해당 서비스 대상 지역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

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할당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클라우드 자원 제공자

들은 해당 자원을 하나의 서비스 지역에 기반하여 할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지역에 애
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전체 서비스의 최적 품질을 보장하는 다중 서
비스 지역 기반 자원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
인 중 하나는 컴퓨팅 자원 할당이다. 각각의 클라우

드 데이터센터는 다수의 가상 머신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의 호스트 서비스의 요구 성
능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가상 머신을 할당하며 요구 
성능의 변화에 따라 가상 머신의 재할당 또는 데이터 
센터간의 이주를 수행한다. 분산 클라우드의 자원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 할 때 해당 서
비스 지역에 따라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데이터

센터 중 통신 비용과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사용자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때,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지리적 클러스터로 구축된 물리적 서버로 이루어진 
데이터센터들 중 특정 데이터센터의 자원을 집중적으

로 할당 될 수 있으며 이는 클라우드 전체 성능의 저
하를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

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다중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고 클라우

드 전체 부하 분산을 고려한 가상 머신 분산 할당 기
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분산 클라우드의 구조 및 클라우드 자원 관
리 기법을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

는 기법을 설명하고 제 4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
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분산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량의 
작은 데이터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소수의 큰 데이터센터로 이루어진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구조와 비교해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분산 
클라우드의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

은 자신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
역의 자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중앙집

중식 클라우드에 비해 높은 대역폭이 요구되는 서비

스를 제공할 때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또
한, 중앙집중식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지연시간은 서
비스 제공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QoS 를 제
공하지 못한다. 

데이터센터 내부의 서버들 간 통신효율을 위한 계
층구조를 활용한 자원할당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데이터 센터의 각 랙은 고정된 수량의 블레이드 
서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블레이드 서버는 멀티코

어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같은 블레이드 서버의 다른 
코어에서 동작하는 가상 머신은 외부 스위치의 접근 
없이 직접적으로 통신한다. 같은 랙의 다른 블레이드 
서버끼리의 통신은 랙의 탑 스위치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서로 다른 랙에 할당된 가상 머신의 통신은 탑 
스위치들을 통하기 때문에 가장 긴 지연시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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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분산 클라우드의 구조는 전체 클라우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지역과 할당 가상 머신

의 개수를 고려한 자원 할당 기법이 요구된다. 
 
2.2 클라우드 관리 및 자동화 

그림 1 은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원 할당 구조

를 보여준다. 클라우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을 요청한다. 해당 요청은 
할당 받기 원하는 가상 머신의 개수와 가상 머신 간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클라우드 관리 및 자
동화 시스템은 해당 요청에 적합한 데이터센터와 서
버를 선택하여 가상 머신을 할당한다. 해당 시스템의 
목적은 데이터 패킷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향상을 위
하여 데이터센터 내부 통신 및 데이터센터 간의 통신

의 패킷 전달 최단 경로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은 3 단계의 과정을 수행한다. 
 

1) 데이터센터 선택: 사용자의 요청 자원을 할당할 
데이터센터를 확인한다. 유저의 제약사항과 데
이터센터의 확보가능 자원을 고려하여 데이터

센터 간의 경로를 최소화 한다. 
2) 랙, 블레이드 및 프로세서 선택: 할당할 데이터

센터들을 선택한 후 데이터센터 내부의 트래픽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랙, 블레이드 및 서버를 
선택한다. 

3) 서비스를 위한 템플릿을 이용하여 실제 물리 
자원에 가상 머신을 생성한다. 가상 머신 간의 
랙 내부 통신의 통신을 고려하여 자원을 할당

한다. 
 
3. 다중 서비스 지역을 고려한 자원 할당 알고리즘 

이번 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다중 서비스 지역을 
고려하여 클라우드의 부하분산을 적용한 데이터센터 
선택 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선택한 데이터센터의 사
용 가능한 가상 머신을 확인 및 할당하여 전체 클라

우드에서 할당 된 가상 머신 간의 통신 비용과 서비

스 지역과의 지역적 거리에 따른 지연 시간 측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1) 클라우드 자원 할당 구조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센터는 다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용자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첫 번
째 단계는 가상 머신을 할당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다. 단일 데이터센터로는 사용

자가 요청한 모든 가상 머신을 할당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해당 데이터센터가 충분

한 여유분의 가상 머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

자가 단일 지점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데
이터센터에 분산 할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클
라우드 전체의 부하를 분산시킨다. 이를 위한 자원 
할당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지역들 중 각 서비스 

지역과 가장 가까운 서비스 지역 두 개를 선택

하여 연결한다. 
2) 사용자가 요청한 전체 가상 머신의 개수를 1) 

에서 연결된 그래프의 내부 쪽에 위치한 데이

터 센터들에게 균등하게 할당한다. 
3) 요청한 가상 머신을 모두 할당할 수 없을 경우, 
3-1) 서비스 지역들과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되는 중

간 지점을 찾는다. 
3-2) 남은 요청 가상 머신을 전체 클라우드의 데이

터센터에 중 해당 지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센터에 차례로 최대한 할당한다. 

 
 1: Input 
   CL[1000][1000]: 1000 X 1000 크기의 지리정보 배열 
   SL[ ]: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지역위치 배열 
   DC[ ]: 데이터센터의 위치 배열 
   req: 사용자가 요청한 가상 머신의 개수 
 2: Output 
   DC[ ]: 선택된 데이터센터의 정보 배열 
 3: for all SL 
 4:   Find nearest two SLs 
 5:   Connect to the SLs 
 6: end for 
 7: for all DC which is inside of SLs lines 
 8:   CL[x of DC][y of DC] = selected DC 
 9: end for 
10: for all selected DC 
11:   if VMs of selected DC < req / # of selected DC then 
12:     req = req – MAX of 
       (VMs of the selected DC, req / # of selected DC) 
13:     VMs of the selected DC 
        = VMs of selected DC – Allocated VMs 
14:     select DC is near from 

       [(Xmin+Xmax ) / 2, (Ymin+Ymax) / 2] 
15:   else VMs of selected DC then 
      = VMs of selected DC – Allocated VMs 
16:   req = req – req / # of selected DC 
17:   end if 
18: end for 

(그림 2) 데이터센터 선택 알고리즘 

 
4.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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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Greedy 알고리즘, Random 알고리즘 및 제안

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Greedy 알고리즘은 
자원 할당 시 이용 가능한 가상 머신의 개수가 가장 
큰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최대한 많은 
가상 머신을 해당 데이터센터에서 할당한다. 해당 할
당 작업은 모든 요청 자원이 할당 될 때까지 반복한

다. Random 알고리즘은 임의의 데이터센터를 선택하

여 최대한 많은 가상 머신을 할당한다. 마찬가지로, 
해당 할당 작업은 모든 요청 자원이 할당 될 때까지 
반복한다.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1000 X 1000
사이즈를 가지는 클라우드의 임의위치에 데이터센터

를 생성하였다. 데이터센터가 100 개, 50 개, 그리고 10
개일 경우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지역은 
1 개, 3 개, 그리고 5 개로 평가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내에 총 1000 개의 가상 머신을 
가지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100 개의 가상 
머신을 요청했다고 가정하였다. 

각 알고리즘의 성능은 각 가상 머신들 간의 지역적 
거리의 합, 서비스 지역과 할당된 가상 머신과의 지
역적 거리 및 클라우드 전체 데이터센터들의 분산 정
도를 고려하였다. 
 

 
(그림 3) 데이터센터의 개수가 10 개일 경우 

자원할당 알고리즘 성능비교 

 

 
(그림 4) 데이터센터의 개수가 50 개일 경우 

자원할당 알고리즘 성능비교 

 

 
(그림 5) 데이터센터의 개수가 100 개일 경우 

자원할당 알고리즘 성능비교 

5. 결론 및 향후 연구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대용량의 데이터 처
리에 적합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
러 지역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게 
최적의 자원을 할당 방법은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

는 주요 기술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중 서비스 
지역을 위한 가상 머신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

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Greedy 및 Random 알고리

즘과 비교한 결과 서비스 지역 및 데이터센터의 개수

가 증가할수록 알고리즘의 효율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로는 지리적 요건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가상 머신들의 성능 및 각 서비스 지역의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자원 할당 기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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