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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  환경의 자동화 로세스 구

김호승, 이태 , 이동섭, 권순각, 박유

동의 학교 컴퓨터소 트웨어공학과

Implementation of  Process automation system for Cloud 

Computiong Environments

Ho-Seong Kim, Tae-Huk Lee, Dong-Sub Lee, Soon-Kak Kwon, Yoo-Hyun Park

Dept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요       약
 재의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톱, 서버 등의 VM(Virtual Machine)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VM의 환경설정  생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

퓨  환경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VM 환경에 한 데이터 입력으로 가상 서버  데스크톱의 생성과 환

경설정, 제공까지의 과정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구 한다.

1. 서론

   최근 클라우드 컴퓨 의 장 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데

스크톱 가상화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

른 가상 서버, 데스크톱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 서버, 

데스크톱을 사용하기 해서는 리자에서 사용자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한다. 리자가 VM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환경을 만든다. 환경을 만들 때 필

요한 정보는 VM의 아이디, 비 번호, 물리 인 자원, IP 

등이 요구된다. 이 게 사용자 설정, VM사원 변경, VM설

정 단계를 거치면 최종 으로 사용자에게 VM을 배포하게 

된다. VM 하나를 만들기 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 환경을 효율 으로 구축하기 한 자

동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의 과정

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VM의 환경의 정보를 입력하고 복

잡한 과정 없이 한 번에 사용자에게 VM이 배포되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 의 활용성을 데스크톱 가상화 

측면에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 에 간단한 환

경 정보 입력만으로 빠른 시간에  VM을 생성하여 배포하

는 것이 목 이다.

2. 본론

  

2.1 시스템 Architecture

Xenserver Broker – 사용자가 정의한 OS, CPU, 

Memery, Network 정보를 토 로 VM을 생성하고 unique

한 클라우드 정보인 VM의 uuid와 MAC  address를 

Cloud Manager에게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Xendesktop VM agent – 사용자 ID설정, IP등 

network 설정, PC이름 설정, 도메인 가입등을 자동화 하

고, VM을 클라우드 인 라에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Windows 2008 AD Server – 사용자 권한 리, 속 

인증등 계정을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Web 자동화 Broker – 사용자가 VM을 생성하기 하

여 정보(OS, vCPU, Memroy, network 등)를 입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Xendesktop(DDC) Broker – 사용자의 VM을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loud Manager – Web 자동화 Broker에게 VM생성 요

청을 받으면 Xenserver Broker, Xendeskop VM agent에

게 VM생성에 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VM이 

완성되면 AD/DDC 등록 요청을 수행하는등 클라우드 인

라 반의 자동화 구축 제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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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enDesktop Automation) 처리 흐름도

3. 구

3.1 사용자의 ID, 비 번호의 개인정보와 CPU 개수 

Memory, OS종류, IP등의 VM정보를 입력할수 있는 Web 

Server 개발

- Asp.net 기반의 Web Server로 제작

- 사용자의 ID, OS종류, CPU개수, Memory용량, PC이름 

, IP 주소, VM이름정보를 수집

- Cloud Manager로 VM생성요청

- Windows 208 AD Server로 사용자 등록 요청

- Xendesktop(DDC) Broker로 VM, 사용자 등록 요청

- 그림 2는 VM생성을 해 사용자  리자가 VM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 그림 3은 생성된 VM의 상태를 시각 으로 표 한 화면

이다.

3.2 Cloud Manager 개발

- Xenserver Broker, Xendesktop VM agent로 정보를 

송하고, 처리한 정보를 받아 메모리에 장하고 Web 

자동화 Broker로 결과를 송해 다.

- Xenserver Broker, Xendesktop VM agent의 연결 상태

를 확인하고 상태를  Web 자동화 Broker로 송해

다.

3.3 VM을 생성하는 Xenserver Broker 개발

-Cloud Manager를 통해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VM을 복

제한다.

-복제한 VM의 고유 uuid와 MAC Adress를 Cloud 

Manager로 송해 다.

3.4 VM의 자원, 사용자를 설정하는 Xendesktop VM 

agent 개발

- VM의 사용자 ID설정

- IP, 게이트웨이 등 네트워크 설정

- PC이름 설정

- 재기동

그림2. 사용자와 VM의 정보를 입력하는 Web 

화면

그림 3. VM생성 후 생성 목록과 VM의 상태를 나타낸 

화면

4. 결론

본 논문은 사용자가 VM을 요구하면 Web에서 간단한 정

보를 입력하면 SSD, Server CPU를 장착한 용량 서버

에서 3분 이내의  빠른 시간 안에 VM생성  설정을 처

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구 되었다. 그리고, Web

에서 VM의 상태를 Memory, CPU 등의 상세 인 물리자

원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가 되면 기

존의 VM생성 과정을 단순화하여 기존의 VM생성 시간인 

1시간내외를 최  3분까지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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