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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화 기술의 발달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loud datacenter)에서의 서버 통합(server consolidation)
을 지원하며 이를 통하여 물리적 머신(physical machine, PM) 관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서버가 통합됨에 따라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VM) 간섭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성능 감소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VM 간섭과 PM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이루며 본 논

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VM 간섭 계측(quantizing)을 위한 기법과 비용 효율적 VM 배치

(placement)를 위한 휴리스틱(heuristics)을 제안한다. 
 

1. 서론 

가상화 기술의 발달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loud 
datacenter)에서의 서버 통합(server consolidation)을 지

원하며 이는 물리적 머신(physical machine, PM)들이 높

은 이용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1]. 가상 머신

(virtual machine, VM)들의 성능 보장을 위해서 하이퍼

바이저(hypervisor)는 VM 간의 성능 고립을 제공하여

야 하지만 현대 가상화 기술로는 이를 완벽하게 제공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PM 안의 VM
들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성능 저하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를 성능 간섭 혹은 VM 간섭이라 한다
[2], [3], [4].  

한편, VM 배치(placement)에는 크게 서버 통합을 최

대화 하는 것, 즉 전력 기반 접근(power based 
approach)과 워크로드(workload)를 모든 PM 에 공평하

게 할당하는 것, 즉 응용 서비스 품질 기반 접근 
(application quality of service (QoS) based approach) 의 두 
가지 상반되는 목표가 있다[5]. VM 간섭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후자의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PM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PM 
관리 비용이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PM 들이 동

작하는데 사용되는 전력 및 쿨링(cooling) 등으로 인한 
비용을 의미한다[6], [7]. 따라서 VM 간섭과 PM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이

루며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룬다. 
 

2. 비용 효율적 VM 배치 

VM 간섭으로 인한 성능 저하는 사용자의 QoS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고려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3]. 이에 따른 비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본 논문은 (1)의 우변 첫째 항과 같이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위약금을 고려

한다. 또한 PM 관리 비용은 (1)의 우변 둘째 항와 같

이 표현된다. 여기서 
ijC 는 전력 사용에 의한 단위 

비용과 자원 사용량에 따른 전력 사용량 변화[8]를 포

함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에

서의 전체 비용은 (1)과 같이 표현되며 본 논문에서의 
비용 효율적 가상 머신 배치를 위한 기법은 이를 최

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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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VM 간섭 계측(quantizing) 

VM 간섭 계측은 각 PM 의 VM 간섭 정도를 표현

하는 것을 의미하며 VM 간섭 기록(scoring) [2], 지정

(addressing)[9], 분류(classifying)[10], 색인(indexi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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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벤치마킹 툴과 같이 PM 에 특정 워크로드를 가했을 
때의 성능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VM 간섭의 
추정과 VM 이 추가되었을 때의 VM 간섭 예측을 위

한 기법을 다룬다. 현재의 VM 간섭 추정은 ,r
ijw ε 만큼

의 워크로드의 현재 성능을 기준치와 비교하여 이루

어지며 ,r
ijw ε 는 해당 PM 에서 동작하는 VM 들의 성

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정도의 워크로드로써 
결정된다. 또한 VM 이 추가되었을 때의 VM 간섭 예

측은 ,
, ( )r r Unit

i req ijt wν ⋅ 만큼의 워크로드의 현재 성능을 

기준치와 비교하며 이루어지며 ,r Unit
ijw 는 VM 안에서

의 자원 사용량을 근사하도록 결정된다. VM 간섭 계

측의 세부적인 방법론은 [12]에 나타나있다. 
 
2.2 비용 효율적 VM 배치 휴리스틱(heuristics)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의 전체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online)[13] 초기[14], [15], 
[16] VM 배치를 위한 휴리스틱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VM 사용 요청이 도착했을 때 본 휴리스틱은 VM 간

섭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AdditionalVM
iPM 과 iPM ε 를 갱

신하며 시작된다. 본 휴리스틱은 다음의 세 경우에 
따라 다른 VM 배치 전략을 취한다. 첫째, 

( )AdditionalVM
in PM 이 

,i PMn 과 같을 때 요청된 VM 은 클

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의 PM 관리 비용이 최소가 되

도록 배치된다. 둘째, AdditionalVM
iPM 과 iPM ε  모두 

,i PMn 보다 작을 때 요청된 VM 을 배치할 PM 은 
AdditionalVM

iPM 에 속한 PM 들과 VM 잔여 사용 시간 
조건을 만족하는 PM 들을 대상으로 서버 통합이 최

대로 이루어지도록 선택된다. 이는 [17]을 확장한 것

으로 여기서 VM 잔여 사용 시간 조건은 PM 에서의 
VM 들의 잔여 사용 시간이 짧을 때 요청된 VM 을 
해당 PM 으로 배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이득

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셋째, iPM ε 이 
,i PMn 과 같을때 

요청된 VM 은 VM 잔여 사용 시간 조건의 만족 정도

가 가장 큰 PM 에 배치된다. 본 휴리스틱의 세부적인 
방법론은 [12]에 나타나있다. 
 
3. 성능 평가 

성능 평가를 위하여 그림 2 과 같이 클라우드 환경

을 구축하였다. 본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platform)으로써 오픈스택(Openstack)[18]이 사용되었고 
각 PM 은 두 개의 쿼드코어 프로세서(quad-core 
processor) Intel Xeon Processor E5620 와 14GB 의 메모리

(memory), 1000GB 의 디스크(disk)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본 실험은 VM 생성으로 인한 시간 소비의 영향

을 없애기 위하여 7 개의 VM 을 각 PM 에 미리 생성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에서 사용될 응용으로

써 SampleApplication (1, 1, 1)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응용의 각 파라메타(Parameter)는 각각 단위 CPU, 
메모리, 디스크 I/O 워크로드를 의미한다. 

 

<표 1> 변수 표기 
변수 설명 

r  
자원 종류(r = 1: CPU, r = 2: 메모리, r 
= 3: 디스크) 

,i PMn 클라우드 i 안의 전체 PM 수 
( )ijn t 시간 t 에서 PM j 안의 현재 VM 수 
c  SLA 위약금을 위한 비례 상수 
ijkP VM k 의 순간(instantaneous) 가격 

( ) r
ijkD t  시간 t 에서 VM k 의 자원 종류 r 에 

따른 성능 저하 

( )r
ijV t  시간 t 에서 PM j 의 자원 종류 r 에 

따른 자원 사용량 
(min ( ))r

ij r ijx V t (2)로 표현되는 불(Boolean) 함수 

ijC PM j 의 단위 관리 비용 
( )itc t 시간 t 에서 클라우드 i 의 전체 비용

,r
ijw ε  현재의 VM 간섭 추정을 위한 워크

로드 크기 

, ( )r
i req tν  시간 t 에서 클라우드 i 에게 요청된 

자원 종류 r 에 따른 VM 크기 
,r Unit

ijw  단위 VM 안에서의 워크로드 크기 예

측 값 
AdditionalVM

iPM VM 추가 시 VM 간섭이 생기지 않

는다고 예측되는 PM 들의 집합 

iPM ε  현재 VM 간섭이 없는 PM 들의 집합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VM 사용 요청은 응용을 

수행하고 있는 VM 의 총 개수가 20 개가 될 때까지 
30 초를 주기로 클라우드 컨트롤러(Controller)에 보내

어지게 되며 각 VM 은 2VCPU, 2GB 의 메모리, 10GB
의 디스크로 이루어진다. VM 의 서비스 시간은 2 분, 6
분, 10 분, 14 분, 18 분 중에서 임의로 선택된다. 사용자

에게 할당된 각 VM 은 실험 전에 생성된 순서에 따

라 SampleApplication (1, 3, 9), (3, 5, 11), (4, 7, 13) 중 하

나를 실행하게 되며 동작되고 있는 PM 의 개수와 각 
VM 에서의 성능 저하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monitoring) 된다. 
그림 3 는 

ijkc P⋅ 와 
ijC 의 비에 따른 정규화된 전체 

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CON 은 PM 관리 비용을 최

소화하는 VM 배치를 나타내며 FAIR 는 VM 간섭을 
최소화하는 VM 배치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를 통하

여 VM 간섭 계측으로 인한 오버헤드(overhead)를 고

려하지 않았을 때 CON 과 FAIR 와 비교하여 가장 적

은 전체 비용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오

버헤드가 고려되었을 때는 오직 1 : 3 의 비에서 가장 
적은 전체 비용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VM 간섭과 PM 관리 비

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트레이드오프를 이루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PM 들의 VM 간섭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VM 간섭 계측을 위한 기법과 
비용 효율적 VM 배치를 위한 휴리스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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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능 평가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 

 

 
(그림 2) 

ijkc P⋅ 와 
ijC 의 비에 따른 정규화된 전체 비용 

 
성능 평가를 통하여 제안하는 휴리스틱이 기존의 방

법들과 비교하여 VM 간섭 계측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고려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

었으나 해당 오버헤드가 고려되었을 때는 많은 경우

에서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를 줄이

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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