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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환경에서 Scientific Application Service 와 같이 computing intensive 한 job 을 최소한의 자원을 이용

해 성능을 보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Application Profiling) 기술을 제안

한다.  
 

 
 

1. 서론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유연하고 확장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업, 기관

에서 활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를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미들웨어 플랫

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인
프라(컴퓨팅, 저장, 네트워크 자원)를 서비스로 제공하

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크게 3 가지로 나뉘는

데 본 논문에선 SaaS 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많은 컴
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는 scientific application service
를 대상으로 한다. 

Scientific application service 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에서 수행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당할 것
인지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Scientific application 
service 의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이를 수
행하기 위해 너무 적은 자원을 할당하면 보장된 성능

(SLA)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은 
자원을 할당하면 필요 이상의 자원 사용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

므로 최소의 자원을 사용해 비용을 줄이면서 사용자

가 원하는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클라

우드 안의 자원을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서 서비스 성능은 어느 수준 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선 Scientific Application Service 를  최소한

의 자원을 이용해 성능을 보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Application 
Profiling) 기술을 제안한다.  

  
2.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구조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 기술을 설명하기 앞서 클
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클라우드와 사용자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
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라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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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구조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Resource Scheduling 을 통해 Cloud Service Provider 로부

터 VM 을 어플리케이션에 할당해 수행한다. Resource 
Scheduling 을 할 때 SLA 보장과 cost 최소화를 고려

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 프
로파일 또한 이 컴포넌트에서 일어난다. 
 
 
3.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Benchmark Program 들의 
Microarchitecture-independent characteristics(MICs)[1]와 
Instruction 개수를 저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Benchmark Program 들이 Cloud 의 여러 VM Type 에서 
각각 수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평균 수행시간을 미리 
저장하고 있다. 이 후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로 
new application 이 요청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MICs 및 Instruction 개수(𝑖𝑖𝑖𝑖𝑛𝑛𝑛 𝑎𝑎𝑎) 추출한다. 

 
그리고 New Application( 𝐧𝐧𝐧 𝒂𝒂𝒂 )과 Benchmark 
Program( 𝒊 )의 MICs 사이의 Distance( 𝐝𝒂𝒂𝒂,𝒊 )를 구하고 
Similarity(𝐒𝒂𝒂𝒂,𝒊)를 구한다.  

𝑆𝑎𝑎𝑎, 𝑖 =
1

𝑝𝑎𝑎𝑎, 𝑖
 

Application 과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렬 
후 k 개의 benchmark program(1,2,…,k)을 추출한 후 각 
physical node spec( p ) 및 FlavorType(j)에 대하여 
Application(PRT𝑛𝑛𝑛 𝑎𝑎𝑎,𝑗,𝑎 )의 수행 시간 예측을 수행한

다. 
𝑃𝑃𝑃𝑛𝑛𝑛 𝑎𝑎𝑎,𝑗,𝑎 = 𝐸𝐼𝑛𝑛𝑛 𝑎𝑎𝑎,𝑗,𝑎 ∗ 𝑖𝑖𝑖𝑖𝑛𝑛𝑛 𝑎𝑎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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𝑤𝑖 =  
𝑆𝑎𝑎𝑎, 𝑖

𝑆𝑎𝑎𝑎, 1 + 𝑆𝑎𝑎𝑎, 2 + ⋯ + 𝑆𝑎𝑎𝑎, 𝐾
 

 
𝐸𝐼𝑛𝑛𝑛 𝑎𝑎𝑎𝑗,𝑎   : 𝑝𝑝𝑝𝑝𝑖𝑝𝑖𝑝𝑝 𝑎𝑎𝑝𝑝𝑎𝑎𝑝 𝑝𝑒𝑝𝑝𝑒𝑖𝑖𝑒𝑖 𝑖𝑖𝑡𝑝 𝑝𝑝𝑝 

 𝑖𝑖𝑖𝑖𝑝𝑒𝑝𝑖𝑖𝑒𝑖 𝑒𝑜 𝑖𝑝𝑤 𝑎𝑝𝑝 𝑒𝑖 𝑗 𝑉𝑉 𝑃𝑇𝑝𝑝 , 𝑝 𝑃ℎ𝑇 − 𝑁𝑒𝑝𝑝   
 
이 후 예측된 수행 시간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deadline 및 cost 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VM instance 를 
제공한다. 

같은 Benchmark Program 이라도 입력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수행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식

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당 Benchmark program 의 총 
instruction 개수로 Execution Time 을 나눠 normalization
한 average execution time per instruction 으로 예측을 고
려한다. benchmark program 들과 New app 간의 similarity
로 New App 의 average execution time per instruction 을 
예측하고 예측한 값에 New App 의 총 instruction 개수

를 곱하면 New App 의 Execution time 을 예측할 수 있
다. 

 
4. 결과 

 

 
 

 
(표 2) 실험 결과 

실험에는  Open Source Cloud System 인 Eucalyptus[2]를 
이용했고 총 5 가지의 Benchmark Program 들은 사용했

다. 새로 요청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 기술을 통해 각 VM Type 에 따른 수행시

간을 예측했을 때 20%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좀 더 다양한 Benchmark Program 들을 더 추가해서 실
험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문헌 

[1]Nurmi D, Wolski R, Grzegorczyk C, Obertelli G, Soman S, 
Youseff L et al. TheEucalyptus Open-Source Cloud-
Computing System. In: Proceedings of the2009 ninth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uster computing 
and the grid, 2009, p. 124–31. 
 
[2]Nurmi D, Wolski R, Grzegorczyk C, Obertelli G, Soman S, 
Youseff L et al. The Eucalyptus Open-Source Cloud-
Computing System. In: Proceedings of the 2009 ninth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uster computing 
and the grid, 2009, p. 124–31. 
 
 
 
 

- 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