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응  약형 가상 자원 

리 기법

강동기
*
, 김성환

*
, 하윤기

*
, 윤찬

*

*한국과학기술원 기  자 공학과

e-mail:dkkang@kaist.ac.kr, s.h_kim@kaist.ac.kr, milmgas@kaist.ac.kr, 

chyoun@kaist.ac.kr

 

An Adaptive Management Scheme of Reserved 

Virtual Resource in Cloud Computing

Dong-Ki Kang*, Seong-Hwan Kim*, Youn-Gi Ha*, Chan-Hyun Youn*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KAIST

요       약
 다양한 이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원 할당 기간에 기반하여 온디맨드(On-demand)  

약형(Reserved) 인스턴스 2 가지로 구분하여 할당하는 가상 머신 인스턴스의 가격을 결정한다. 즉 자원 

할당 기간이 상 으로 짧은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만 할당 기간이 상 으

로 긴 약형 인스턴스는 가격이 렴하게 책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 정책을 기반으로 

응  약형 기반 가상 자원 리 기법을 소개하여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효과 으로 감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컴퓨  자원을 여함으로써 

직  서버를 설치, 운용  유지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모든 클라우드 컴퓨  자원은 가

상화된 인스턴스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할당되

며 할당된 기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구 , 아마존  Gogrid 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들은 일반 으로 고정된 자원 할당 기간을 기반으로 자

원 가격을 결정하는데 크게 온디맨드(On-demand) 와 

약형(Reserved) 두 가지로 나 어 가격을 책정한다[1, 2].

 온디맨드 가상 자원 인스턴스는 그때 그때 사용자의 리

퀘스트를 처리하기 한 것으로서 할당 시간은 1 시간 단

로 결정되며, 상 으로 가격이 비싸다.

 약형 가상 자원 인스턴스는 사용자의 리퀘스트의 처리 

시간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할당되며 할당 시간은 1 달에서 1 년 정도로 결정될 수 

있다. 약형 인스턴스의 경우 온디맨드보다 가격이 상

으로 렴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 정책을 기반으로 휴리스

틱 기반의 자원 할당 기법 3 가지를 제안하여 사용자의 

리퀘스트의 요구 품질을 만족하면서도 비용은 효과 으로 

일 수 있도록 한다.

2. 휴리스틱 기반 자원 할당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원 할당 기법은 클라우드 로

그림 1. 클라우드 로커링 시스템

커링 시스템에 용되며 이는 그림 1 에서 나타난다. 클라

우드 로커는 온디맨드  약형 가상 자원 풀을 구분

하여 리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리퀘스트 패턴

을 분석하여 한 수의 약형 인스턴스를 확보한다. 이 

때 확보한 약형 인스턴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추가

인 온디맨드 인스턴스 할당에 의한 비용을 이기 한 

다음과 같은 응  3 가지 자원 리 기법 (A3R : 

Adaptive 3 Resource Management) 을 용한다.

 가. 자원 재사용 (Resource Recycling)

  자원 재사용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이미 할당

된 온디맨드 가상 자원에서 작업 처리가 완료되어 유휴 

상태가 되면 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클라우

드 서비스 사용자에게 재 할당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재 클라우드 가격 정책에서는 자원은 실제 작업 처리 시

간과 계없이 미리 정의된 자원 할당 시간에 따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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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 되므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 기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원 체 (Resource Replacement)

  클라우드 로커는 사용자의 리퀘스트 패턴을 고려하여 

약형 가상 자원을 미리 확보하는데 만약 특정 자원 

flavor 타입을 요구하는 리퀘스트가 일시 으로 크게 늘어

나면 해당 flavor 타입의 온디맨드 가상 자원 인스턴스를 

많이 할당해야 하므로 이는 비용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

다. 이 때 새로운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할당하는 신 요

구 flavor 타입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유휴 상태의 약형 

인스턴스를 체 할당하여 추가 인 비용 발생을 방한

다. 이 때 체 할당 시간 동안의 해당 약형 인스턴스의 

flavor 타입에 한 리퀘스트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야 한

다.

 다. 자원 재 치 할당 (Resource Repositioning)

  온디맨드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있

는 도  유휴 상태의 약형 인스턴스가 발생하는 경우 

리퀘스트를 온디맨드 인스턴스로부터 약형 인스턴스로 

이주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할

당 시간 연장에 의한 추가 비용을 막으면서도 확보한 

약형 인스턴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한 것이다. 이 때 

온디맨드 인스턴스로부터 약형 인스턴스로의 작업 이주 

시의 오버헤드와 이주로 인한 비용 감 크기를 비교하여 

이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실험 결과

   제안하는 3 가지 가상 자원 리 기법에 한 성능을 

측정하기 해 오 스택 [3] 기반의 클라우드 랫폼이 구

축된 5 개의 물리 노드를 통해 실험을 수행하 다. 각 노

드는 2.4Ghz  16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16GB 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운 체제는 Ubuntu 12.04 를 사용하

며, 할당하는 자원 flavor 타입은 SMALL(core 1, 1GB 

RAM), MEDIUM(core 2, 2GB RAM)  LARGE(core 4, 

4GB RAM) 으로 구별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응용

으로서는 의약품 개발을 해 다양한 화합물 조합을 검색 

 계산하는 equis & zaroo 의 Chem 컴퓨  응용을 채택

하 다[4].

 그림 2 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A3R 기법을 용했을 때

와 용하지 않았을 때의 자원 할당 비용 결과를 그래

로 보이고 있다. 리퀘스트 도달 간격 시간  구간에서 제

안 기법은 기존의 자원 리 기법에 비해 우수한 자원 비

용 감을 달성한다. 뿐만 아니라 리퀘스트 도달 간격 시

간이 짧아질수록 즉 부하가 증가할수록 기존 기법에서는 

요구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제안 기법에서는 확보

한 약형 인스턴스의 이용률을 최 화하므로 추가 인 

온디맨드 인스턴스 생성 비용을 크게 감함을 확인할 수 

그림 2. A3R 기법을 통한 자원 할당 비용 감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원 할당 비용을 

감하기 한 응  자원 할당 기법 3 가지를 간단히 소

개하고 실제 클라우드 랫폼 에서의 성능 평가를 수행

하 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리퀘스트 패턴을 분석

하고 이를 토 로 측치를 정확히 도출할 수 있다면, 제

안하는 기법의 성능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응용  리퀘스트 패턴을 기반으로, 제안 기

법을 평가하여 실질 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용 가능

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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