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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들의 업무환경이 강력한 이동성을 가지는 모바일 환경으로 일부 이동함에 따라 적은 
전력 소모량을 만으로도 기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 가능토록 하
는 Thin Client 모델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는 사용자 별 독립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클라

우드 기술과 융합하여 단일 모바일 단말과 단일 가상 머신 간의 원격제어를 관리하는 모바일 클라

우드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해당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작업 처리의 성능은 제공되는 
가상 머신의 성능만큼의 제한이 있다. 또한 이종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시 자원 간 이질성으로 
인해 성능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단말에서 이종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여 고성능 컴퓨팅 처리를 가능

하도록 하는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고려사항 및 구조를 제안한다. 
 

1. 서론 

스마트폰 환경의 발전과 함께 모바일 단말이 가지

는 강력한 이동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의 기업에

서는 업무 환경을 모바일 환경으로 일부 이동하는 추
세에 있고 또한 과학 응용 수행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1]. 이 때 복잡한 연산을 요구로 하는 작업이 모바일 
단말에서 수행 될 경우 큰 전력 소모량을 가지게 되
며 적은 가용 자원으로 인해 긴 수행시간을 가지게 
되어 구동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말에서 수행할 작업을 원격의 서
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Offloading 방식이 제안되었

으며 이를 적용한 Thin Client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Thin Client 모델에서 모바일 단말은 단순히 GUI 와 
User Interaction 을 위한 이벤트만을 네트워크를 통해 
동기화 하도록 하고 실제 작업들은 원격의 서버 단에

서 수행되게 하는 모델이다. 또한 해당 모델은 사용

자 별 독립성을 가지는 자원 공급 기술인 클라우드와 
융합하여 사용자의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을 보
장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로 발전하였다.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를 제한하는 다수의 논문들이 
있었으며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하였다 [2]. 하지

만 기존과 같은 구조에서는 사용자의 가용 작업 처리 
성능은 가상 머신의 자원 크기에 한정된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비용과 수행시간으로 정의되는 사용

자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자원 관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성능 컴퓨팅을 SLA 를 만족

하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자원을 통해 병렬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원 관리, 자
원 할당, 작업 스케줄링 등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브
로커를 통해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 해당 브로커는 
유저의 요구사항인 SLA 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큰 가용 
자원 집합을 유지하고 가상 머신간의 경합을 줄이며 
비용 적응적인 자원 프로비저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이종의 클라우드 자원에서 발생하는 자원 간 
이질성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 프
로파일링 기법이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모바일 단말에서 이종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여 고성능 컴퓨팅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위
한 모바일 클라우드에서의 고려사항들을 설명하고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를 제안한다. 
2. 본론 

2.1 기존의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 
기존의 논문에서 제안하였던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

드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2]. 각 모바일 단말은 커넥

션 미들웨어를 통해 개별 가상 머신에 1:1 로 원격제

어를 구동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단말은 독립성을 
가지는 가상 머신의 컴퓨팅 성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크로스 플랫폼 기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상 머신의 크기에 성능이 제약되는 단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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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 [2] 

2.2 고성능 컴퓨팅 처리를 위한 이종 클라우드 환
경에서의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 

제안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기존의 구조에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작업을 처리하

며 해당 구조에서는 비즈니스 및 과학 응용의 기술

(Description)에 적합한 워크플로우를 이용한다. 구조의 
Front-end 는 기존의 구조와 일치한다. 모바일 커넥션 
미들웨어에서는 연결의 관리 및 자원 관리를 위하여 
자원 프로비저닝, 데이터 동기화, I/O 스케줄링, QoS 
관리, Admission Control 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응용프로그램은 워크플로우 저작툴과 개발 도구

를 통해 개발되어 App Repository System 을 통해 배포

되며 실행은 각 단말에 대응되는 가상 머신에서 수행

된다. 이 때 단말의 성능만으로 수행이 힘든 작업들은 
다수의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자원 관리, 자
원 할당, 작업 스케줄링, 이종 환경 관리, 모니터링 등
의 기능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브로커라는 미들웨어를 
통하여 수행된다. 

 
(그림 2) 제안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 

2.3 이종 클라우드 환경의 클라우드 브로커의 구조 
그림 3 은 제안하는 이종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클라

우드 브로커의 구조이다. 제안 시스템에서 정의한 작
업 단위인 워크플로우를 입력으로 받아 다수의 이종 
클라우드와의 계약을 통해 자원을 공급받고 작업 분
할 및 스케줄링을 통해 비용과 수행시간으로 기술되

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만족하면서 요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워크플로우는 
Scheduling Engine 을 통해 작업이 Task 단위로 분리된 
후 시작 작업을 기점으로 하여 전체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Triggering 을 관리한다. 각 Task 는 Task 

Manager 를 통해 스케줄링, 자원 할당 및 QoS 관리를 
통해 수행되어 SLA 의 Sub-Requirement 를 충족시키도

록 한다. 각 Task 가 동작하는 자원은 장기 대여 가상 
머신과 자원 Pool 을 관리하는 Resource Provisioning 
Manager 를 통하여 양자화 된 가격 정책에 적응적인 
가격 모델을 제공 받는다. 또한 자원 관리 정책 모듈

에서는 다수의 작업 Migration 정책들을 통해 비용 효
율적인 자원 제공을 수행한다. Resource Provisioning 
Manage 는 이종 클라우드의 상이한 API 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API 를 지
원하는 대응 Cloud Agent Adaptor 를 통해 요청한다. 이
종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같은 타입의 가상 머신이라

도 네트워크 구조, CSP 에서 구축한 하드웨어의 종류

등의 요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능을 보이게 된다 
[3]. 이러한 경우 같은 작업에 대해서 다른 수행시간

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SLA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CSP 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성능 프로파일링이 필
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과거 수행시간 정보, 모
니터링 및 클라우드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이용하여 
통해 자원을 분석하고 이를 수행시간 예측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 프로파일링을 수행한다. 

 
(그림 3) 클라우드 브로커 구조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작업을 위한 이종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를 제안하였다. 기
존의 모바일 클라우드 구조를 확장하여 클라우드 브
로커라는 미들웨어를 통하여 다수의 이종 자원을 제
공받아 SLA 를 만족하면서 작업 처리를 수행하는 구
조를 제안하였으며 이종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원 이
질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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