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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ergy aware server cluster aims to reduce power consumption at maximum while keeping QoS(quality of service) as much as energy 

non-aware server cluster. In the existing methods of energy aware server cluster, they calculate the minimum number of active servers 

needed to handle current user requests and control server power mode in a fixed time interval to make only the needed servers ON. 

When loads change rapidly, QoS of the existing methods become degraded because they cannot increase the number of active servers so 

quickly. To solve this QoS problem, we classify load change situations into five types of rapid growth, growth, normal, decline, and rapid 

decline, and apply five different thresholds respectively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active servers. Also, we use a flexible scheme to 

adjust the above classification criterion for multi threshold, considering not only load change but also the remaining capacity of servers to 

handle user requests. 

We performed experiments with a cluster of 15 servers. A special benchmarking tool called SPECweb was used to generate load 

patterns with rapid chang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QoS of the proposed method is improved up to the level of energy 

non-aware server cluster and power consumption is reduced up to about 50 percent, depending on the loa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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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 지 감형 서버 클러스터에서는 에 지 감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환경에서만큼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면서 력소비를 최 로 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에 지 감형 서버 클러스터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재의 사용자요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버 수를 계

산하여 해당 서버만을 활성화하도록 서버 원 모드를 일정주기마다 제어한다. 부하가 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서버 수를 빨리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부하추세를 증, 증가, 완만, 감소, 감하는 

5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서버 수를 계산할 때 각 상황에 맞는 다  임계치를 용한다. 한 부하추세를 5등 으로 나 는 기 을 

서버가 부하를 추가로 감당할 수 있는 잔여용량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추가로 사용한다. 

실험은 서버 15 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수행하 다. SPECweb이라는 문 벤치마킹 툴을 이용하여 부하가 격하게 변화하는 패턴들을 

생성하여 사용하 다. 실험 결과는 서비스품질은 에 지 감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식 수 으로 향상되었으며, 소비 력은 부

하 패턴에 따라 최  약 50% 감되었음을 보여 다. 

키워드 : 에 지 감형 서버 클러스터, 서버 원 모드제어, 서비스품질, 다  임계치

1. 서  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들을 직  운용하는 데

이터 센터는 “ 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력 소비량

이 많은 곳으로 그린 IT를 실 하는 데 있어 우선 인 고려 

상이다. 데이터 센터는 크게 IT 장비와 이를 안정 으로 

운용하기 한 기반 설비로 나  수 있다. IT 장비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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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ntional Server clustering b) Energy-saving Server Cluster

Fig. 1. Two Types of Server Clustering

Fig. 2. Configuration of Energy-saving Server Cluster

터 센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

는 체 에 지 소비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한다[1]. 

데이터 센터에서 에 지 소모 비 이 가장 높은 서버들에

서 에 지 소모를 이는 방법들로는 1) 에 지 감형 서버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법[2], 2) 멀티코어/멀티 로세서를 

사용하는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한 서버 내 CPU 력 소모

를 최소화하도록 서버 운 체제에서 에 지 감형 스 링

을 사용하는 방법[3], 3) 서버 클러스터에서 부하 상황에 따

라 필요한 수만큼의 서버들만 ON 하고 나머지는 OFF 하는 

에 지 감형 서버클러스터 리기법[4] 등이 있다. 

기존의 에 지 감형 서버 클러스터 리 기법들을 보면 

부하의 변화에 따라 활성화하는 서버 수를 조정함으로써 

력 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부하패턴이 격하게 

변하는 경우 재빠른 처를 하지 못하여 서비스품질을 보장

하지 못하는 문제 들이 있다. 본 논문은 부하추세를 실시

간으로 단하여 격한 추세변화에도 빠른 제어를 통해 서

비스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복잡하거

나 격한 패턴 변화에도 실시간으로 하게 추세를 단

하는 방법과 단된 추세 변화 정도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각기 다르게 세 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기존의 에 지 

감형 서버 클러스터의 운 방법을 소개한다. 3 에서는 

본 논문의 제안방법을 소개한다. 4 에서는 실험  토론을, 

5 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연구배경

2.1 에 지 감형 서버 클러스터링 시스템

기존의 서버 클러스터링은 서비스품질과 높은 성능을 유

지하기 해 클러스터 내 모든 서버들이 항상 ON 되어 있

다. 반면에 에 지 감형 서버 클러스터링은 서비스품질 

 높은 성능을 가능한 한 유지하되 사용자 요청한 양을 처

리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서버 수만큼만 ON 하여 운 한

다. Fig. 1은 두 시스템의 차이 을 보여 다.

Fig. 1의 a)에서 보면, 기존 서버 클러스터링은 모든 서버

를 항상 ON하므로 사용자 요청량이 서버 총 수의 처리능

력을 과하지 않는 범 에 있다면 항상 서비스품질을 만족

하나, 사용자 요청이 을 때는 불필요하게 많은 서버를 

ON 한 셈이므로 력을 낭비하게 된다. Fig. 1의 b)에서 보

면, 에 지 감형 서버 클러스터링은 필요한 만큼의 서버

만을 ON하여 운 하므로 력 감이 가능하나, 짧은 시간 

동안 사용자 요청이 증가하는 경우 바로 처할 만큼 ON 

된 서버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서비스품질이 떨어질 수 있

다. Fig. 1의 a)와 비교해보면, 력 낭비 부분이 크게 감소

하지만 부하가 격하게 증가할 경우 사용자 요청을 바로 처

리하지 못해 서비스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OFF 된 서버를 ON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지연시간보

다 사용자 요청 증가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에 지 감형 클러스터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떠한 부하의 변화에도 서비스품질을 보

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품질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력소비를 최 로 감하는 것이다. 

1) 시스템 구조

Fig. 2를 보면 서버  부하분산기(load balancer)로 구성

된 서버 클러스터와 클라이언트로 나  수 있다[5]. 그림에

서 요청 흐름은 사용자 요청이 부하분산기에 달되면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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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기는 그 요청을 서버별로 분배하고 각 서버는 처리 후 

사용자에게 바로 달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림에서 메

타 데이터 흐름은 각 서버에서 소비 력을 추정하는 소 트

웨어 모듈이 부하 분산기로 클러스터 력 리에 필요한 정

보 달을 의미한다. 

2) 동작과정

Fig. 3은 에 지 감형 서버클러스터에서 동작과정을 보

여 다[5].

a) 클라이언트 : 부하분산기를 통해 서버로 사용자 요청한다.

b) 부하분산기 : 클라이언트로 받은 사용자 요청을 자신

의 설정에 따라 각 서버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각 서버로부

터 수신된 메타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부하분산 설정을 조정

하고 서버들의 원모드 결정, 제어한다. 

c) 서버 : 부하분산기를 통해 받은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

여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직  응답(Direct Routing) 한

다. 한, 서버의 소비 력을 추정하면서 각종 메타 데이터 

정보를 주기 으로 부하분산기로 달한다. 소비 력 추정

은 CPU의 사용률을 근거로 력 소모 정도를 측정한다. 

CPU가 서버의 력소모에 가장 큰 향을 다는 을 고

려하여, CPU의 SYS, I/O, WAIT 3가지 필드의 최  사용

량에서의 소비 력을 기 으로 각각 필드의 재 사용량을 

고려하여 재 소비 력을 추정한다[6]. 

Fig. 3. Procedure of Energy-saving Server Cluster

3) 서버 원 모드 제어 

주기 으로 각 서버가 보내는 상태 정보 값을 부하분산기

에서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에는 각 서버 자신들의 소비

력을 추정 값이 포함되어 있다. 상태 정보 값을 수집하는 

주기보다는 긴 일정 주기마다, 부하분산기에서는 수집한 해

당 값들을 합산하여 클러스터의 총 추정소비 력을 구한다. 

이를 서버 한 가 낼 수 있는 정수 의 성능에 해당하는 

소비 력 값(이하 임계치)으로 나 어 필요한 서버의 수를 

구하고 그만큼의 서버만이 ON 되도록 서버 원 모드를 제

어한다.

2.2 기존 연구

기존 연구를 클러스터의 총 추정 소비 력을 서버당 소비

력 임계치로 나 어 필요한 서버의 수를 구하는 데 용

하는 임계치를 하나를 사용하느냐(단일 임계치), 여러 개를 

사용하느냐(다  임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한 서버 

원 모드 제어를 고정주기(정 )마다 수행하느냐 는 가

변주기(동 )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단일 임계치 용  가변주기의 서버 원 모드 제어

Fig.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서버로부터 받은 추정 소

비 력을 특정한 하나의 임계치로 나 어 정 서버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5]. 한 이 연구에서는 트래픽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서버 원 모드 제어 주기를 동 으로 조정한

다. 인터넷 서비스의 트래픽 특성이 같은 요일의 같은 시간

에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가정 하에, 과거(같은 요

일의 같은 시간 )의 소비 력 정보를 근거로 재보다 약

간 앞선 시 에서 측한 서버들의 소비 력 정보와 재 

평균 소비 력 정보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면 트래픽 변

화가 크다는 단 하에, 서버 원 모드 제어주기를 짧게 

조정하고 그 지 않으면 길게 조정한다.

Fig. 4. Single Threshold

2) 이  임계치 용  고정주기의 서버 원 모드 제어

Fig.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임계치를 사용한다

[7]. 부하추세를 단하여 부하가 증가하는 추세이면 낮은 

임계치를 용하고 부하가 감소하는 추세이면 높은 임계치

를 용하여 보다 빠르게 필요한 서버의 수를 조정하는 방

법이다. 부하 추세는 재와 일정 시간 이  시 에서의 서

버와 부하분산기 사이에 맺어지는 TCP 연결 수 차이를 통

해 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주기(5 )마다 서버 원 

모드를 제어한다.

Fig. 5. Dual 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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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 논문의 근 방식 

사용자요청 트래픽이 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잘 처하지 못해 서비스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하

여, 필요한 서버 수를 계산할 때 단일 임계치 는 이  

임계치 신에 다  임계치를 사용한다. 한 부하추세를 

감시하여 부하추세별로 각기 다른 임계치를 사용하는데 부

하변화량뿐만 아니라 부하를 추가로 감당할 수 있는 서버의 

잔여용량을 같이 고려하여 부하추세를 단한다. 고정 주기

로 서버 원 모드를 제어하면서 부하가 증 는 감하

는 경우 바로 서버 원 모드를 추가 으로 제어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이 방법들은 부하가 변하는 상황을 서버의 잔

여용량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로 상정하여 각 상황에 따라 

필요 서버 수를 달리 계산하여 보다 빠르고 세 하게 서버 

클러스터를 제어하기 함이다. 

3. 제안하는 시스템

3.1 동작방식

기존의 고정주기의 이  임계치 기반 서버 원 제어 알

고리즘[7]을 개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부하추세를 증, 

상승, 완만, 감소, 감 5등 으로 세분하여 각기 다른 임계

치를 용하는 다  임계치 기반의 서버 원 모드 제어 방

법을 제안한다. 한 부하추세를 5등 으로 나 는 기 을 

서버가 부하를 추가로 감당할 수 있는 잔여용량에 따라 달

리 용하는 유연한 방법을 추가로 사용한다. 한, 고정

인 주기로(5 ) 서버 원 모드를 제어하는 기존 방법 이외

에 주기 으로(1 ) 부하추세를 단하는데 만일 부하가 

증하거나 감하는 경우에는 바로 서버 모드 원을 제어하

는 방법을 추가 으로 사용한다. 

부하추세기반의 다  임계치 기반의 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을 를 들어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ig. 6. An Example of Load Pattern

Fig. 6은 시간에 따라 부하가 다르게 들어오는 것을 나타

낸 그래 이다. 에서 까지는 부하가 서서히 증가하는 상

황을, 에서 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을, 에서 

에서는 부하가 증하는 상황을, 에서 까지는 부하가 서

서히 감소하는 상황을, 에서 그 이후 시간에서는 부하가 

감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와 같이 부하가 변하는 크기

에 따라 여러 상황을 상정한 후 다음과 같이 제어한다.

부하추세 증 상승 완만 감소 감

임계값 낮은값' 낮은값 간값 높은값 높은값'

용 ∼ ∼ ∼ ∼ ∼

Table 1. Application of Multiple Thresholds

기본 으로 필요한 서버 수를 구하는 공식은 기존과 동일

하다. 즉 각 서버의 추정소비 력 값을 합산하여 한 임

계치로 나 는 방법이다. 그러나 Table 1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상황에 따라 임계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각 상황에 필요

한 정 서버 수를 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다  임계치 기반의 서버 원 모드제어에서 부하추세를 

단함에 있어서 서버가 부하를 추가로 감당할 수 있는 잔

여용량에 따라 계산 기 을 달리 용하는 유연한 방법을 

추가로 용한다. 이는 같은 부하변화량이라고 하더라도 서

버의 잔여용량에 따라 부하추세를 달리 단한다는 의미이

다. 를 들어, 서버의 잔여용량이 을 때는 부하가 조  

증가하더라도 크게 변하는 것처럼 간주하며, 서버 잔여용량

이 많을 때는 그 지 않을 때보다 부하가 더 크게 증가할 

경우에 증가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

은 3.4 에서 설명한다.

3.2 동작과정

Fig. 7. Flow Chart of the Proposed System

Fig. 7에서 보인 것처럼, 제안된 시스템은 부하분산기 내

부에 서버 원 제어 시스템을 갖는다. 이는 Fig. 3의 부하

분산기 내 필요 서버 수 결정 모듈에 해당한다. 먼  각 

서버에서 매 마다 원 제어에 필요한 추정 소비 력 값과 

서버의 부하에 향을 주는 TCP 연결 수 정보를 부하분산

기에 보낸다. 부하분산기는 추정 소비 력 값으로부터 서버

잔여용량을 계산하고, 재 서버의 잔여용량 비 재 부

하변화량(TCP 연결 수 변화)을 보고 부하 추세를 증, 상

승, 평시, 하강, 감 5단계 의 하나로 구분한다. 서버잔여

용량은 서버용량에서 서버가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부하의 

크기를 뺀 나머지 크기를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기

으로 수집하는 서버의 재 소비 력량과 서버의 최  소

비 력량과의 차이를 갖고 서버잔여용량으로 간주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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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 Example of Single Threshold 

하 추세가 5단계 의 하나로 결정되는데, 부하추세가 증 

는 감이면 즉시 서버 제어하고 그 지 않으면 다음 제

어주기를 기다린다. 즉시 제어해야 하거나 제어주기가 되면 

부하 추세별 각기 다른 임계치를 용하여 필요 서버 수

를 계산한 뒤 서버 수를 조정한다. 부하분산기 내에서 수

행되는 서버잔여용량별 부하 추세 단 방법  다  임계

치 기반의 서버 수 조정 기법에 한 자세한 설명은 3.4

에서 소개된다. 

3.3 부하가 변하는 상황에서의 제안방법과 기존 방법과의 

동작 비교

다음은 제안방법과 기존 방법의 동작 차이 을 보여주는 

제들이다. 기존 방법들은 제어 주기가 5 인 고정 주기로 

서버 원을 제어한다고 하자. 제안 방법은 고정 주기에서 

뿐만 아니라 1 마다 부하 상태를 감시하면서 필요하면 서

버 원을 바로 제어한다. 각 서버는 꺼진 상태에서 활성화

되기까지 평균 7 가 걸린다고 가정한다(실제로는 서버에 

따라 수 에서 수십  사이 수 임).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서버의 성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클러스터의 활성화

된 서버들이 받을 수 있는 최  부하 크기를 의미하는 서버

용량은 서버 수에 비례한다. 단일 임계치에서 사용하는 임

계치와 이  는 다  임계치에서 사용하는 임계치를 구분

하기 해 자를 임계치, 후자를 임계치'으로 표기하기로 

하자. 아래 각 그림에서 X축은 시간, 왼쪽의 Y축은 부하의 

크기를 나타내고 오른쪽의 Y 축은 임계치, 는 임계치' 

용시 을 나타낸다.

격자무늬 역은 해당 시 에서 클러스터의 서버용량이

다. 지그재그 패턴의 역은 부하는 가해졌지만 클러스터의 

서버용량의 한계로 처리하지 못한 부하의 크기이다.

Fig. 8은 단일 임계치 알고리즘이 용된 를 나타낸다. 

단일 임계치(고정)를 사용하므로 오른쪽 Y축에서 임계치‘는 

용되지 않고 임계치만 용된다. 3  임계치란 부하크기

가 그 수 에 이르면 필요한 서버 수가 3 로 바 는 지

을 의미한다. 부하그래 를 보면 3 까지는 일정 수 을 

유지하고 3 부터 30 까지 부하가 계속 상승하다가 그 이

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서버 추가/감소할 것인지에 한 결정은 5  주기로 정하

는데 실제로 서버가 추가하기로 결정한 시 은  에서 

10, 20, 25  되는 시 이다. 5  시 에서 부하 크기가 임계

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를 추가하지 않고 그 로 진

행하며 그 다음 제어 주기인 10 에 서버를 추가하는 것으

로 결정한다. OFF 된 서버가 ON 되는데 7 가 소요되므로 

실제로는 해당서버가 17  시 부터 활성화된다. 그림에서 

보이듯 제어주기에만 서버를 추가하므로 부하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유동 인 처가 불가능하다.

Fig. 9. An Example of Dual Thresholds

Fig. 9는 이  임계치 알고리즘이 용된 를 나타낸다. 

부하가 증하는 경우 임계치'가 임계 으로 용된다. 의 

에서와 달리 10 에서 입력 부하가 임계치를 넘었기 때문

에 서버 1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22 에서 

25  사이의 처리하지 못한 요청 역(지그재그 패턴의 

역)이 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에서도 

제어주기에만 서버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의 에서처럼 

활성화 타이 을 놓치게 되면 부하가 변하는 상황에서의 

유동 인 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Fig. 10. An Example of Proposed Method

Fig. 10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용된 를 

보여 다. 의 두 에서와 달리, 부하가 증하는 상황에서

는 임계치가 넘어가는 5, 14, 22 에 즉시 새로운 서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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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두 와 비교해서 처리하지 못한 요

청 역(지그재그 패턴의 역)이 더 어든 것을 볼 수 있다. 

3개의 알고리즘을 비교하면 후자일수록 처리하지 못한 요

청 역(지그재그 패턴의 역)이 더 어들고 서버용량 

역(격자무늬 역)은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처리하지 

못한 요청 역이 어든다는 것은 서버를 보다 먼  활성

화시킴으로써 처리하지 못했던 부하들을 처리해서 서비스품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버용량 역(격자무늬 

역)이 더 커진다는 것은 서버를 먼  켰기 때문에 소모 

력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3.4 부하추세 분류기 을 조정하는 유연한 다  임계치 

기반의 서버 원제어

본 논문에서는 부하추세를 단하는 기 을 서버잔여용량

을 감안하여 다르게 용한다. 우선 부하추세분류기 을 고

정하여 운 하는 다  임계치 용방식을 설명하고 다음에 

부하추세 분류기 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운 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1) 다  임계치 용방식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환경에서 서버 부하에 향을 주

는 요소로 TCP 연결 수를 본 서버 부하의 기 으로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  임계치를 용하기 해 재 부하변

화량을 5단계 증, 상승, 평시, 하강, 감 의 하나로 구

분한다. 이를 해 부하최고치에 한 일정 비율 α, β (α > 

β)에 하여 부하변화량 구간을 부하최고치 * α, 부하최고

치 * β, 부하최고치 * -β, 부하최고치 * -α 의 4개 지 을 

기 으로 5 구간으로 나  수 있다. 만일 재 부하변화량

이 부하최고치 * α보다 크면 증, 부하최고치 * α와 부하

최고치 * β 사이이면 상승, 부하최고치 * β와 부하최고치 * 

-β 사이이면 평시, 부하최고치 * -β와 부하최고치 * -α이

면 하강, 부하최고치 * -α보다 더 작으면 감으로 부하변

화를 구분한다. 

2) 서버잔여용량을 감안한 부하추세 분류 기  조정

본 논문에서는 서버의 잔여용량을 감안한 상  부하추

세에 따라 α, β 가 치를 다르게 결정한다. 부하추세는 재 

서버의 잔여용량 비 재 부하변화량을 보고 단하는데, 

이는 같은 부하변화량이라고 하더라도 서버의 잔여용량에 

따라 부하추세를 달리 단한다는 의미이다. 상  부하추

세 단을 간단히 처리하기 해, 서버의 잔여용량을 크게 

보통일 때, 을 때, 많을 때 3등분하여 그에 따라 α, β가

치를 다르게 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서버잔여용량이 보통일 때 사용하는 α, β를 각각 α보통, 

β보통이라고 하자.

a) 부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 부하변화량이 부하

최고치 * α보통보다 크면 증, 부하최고치 * α보통과 부하

최고치 * β보통 사이이면 상승이라고 단한다.

b) 부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재 부하변화량이 부하최

고치 * -β보통과 부하최고치 * -α보통이면 하강, 부하최고치 

* -α보통보다 더 작으면 감으로 부하변화를 구분한다. 

c) 부하최고치 * β보통과 부하최고치 * -β보통 사이이면 

평시로 부하변화를 구분한다.

•서버잔여용량이 을 때

a) 부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부하 증가(서버잔

여용량이 보통일 때는 평시라고 단했을 정도의 크기)에도 

부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간주하여 부하추세를 민감

하게 단한다. α보통, β보통 신에 그보다 가 치가 작은 

α민감, β민감을 용한다.

b) 부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부하 감소(서버잔

여용량이 보통일 때는 감소라고 단했을 정도의 크기)가 

있더라도 감소 추세에 있다고 단하기보다 그 감소의 폭이 

더 커야만 부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하추세를 둔

감하게 단한다. -α보통, -β보통 신에 그보다 가 치가 

큰 -α둔감, -β둔감을 용한다.

서버잔여용량 α β -β -α

많은 수 α둔감 β둔감 -β민감 -α민감

보통 수 α보통 β보통 -β보통 -α보통

은 수 α민감 β민감 -β둔감 -α둔감

Table 2. Different Weight Assignment According to the 

Remaining Server Capacity

•서버잔여용량이 많을 때

a) 부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부하 증가가 있더

라도 부하가 증가한다고 단하기보다는 그 증가의 폭이 커

야지만 부하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 즉 부하추세가 둔감

하게 바 는 것으로 간주한다. α보통, β보통 신에 그보다 

가 치가 큰 α둔감, β둔감을 용한다.

b) 부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부하 감소가 있더

라도 부하가 감소한다고 단한다. 충분한 서버잔여용량이 

있는 상황에서 부하가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약간의 부하 감

소에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단. 즉 부하추세가 민감하

게 바 는 것으로 간주한다. -α보통, -β보통 신에 그보다 

가 치가 작은 -α민감, -β민감을 용한다.

주목할 은 부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버잔여용량 

비 부하추세가 민감/둔감하게 바 는 상황이 부하가 감소하

는 상황에서는 바 어 있다는 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Table 2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기 으로 수집하는 서버의 재 소비 

력량과 서버의 최  소비 력량과의 차이를 갖고 서버잔여

용량을 추정한다. 재 평균 소비 력량이 서버들의 최  

소비 력량에 근 할수록 서버잔여용량이 작으며, 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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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범 부하 추세 임계치

α × maxx nLive < ∆TCP 증 T1-10

   β × maxx nLive < ∆TCP <  α × maxx nLive 상승 T1-5

  -β × maxx nLive < ∆TCP <  β × maxx nLive 평시 T1

  -α × maxx nLive < ∆TCP < -β × maxx nLive 하강 T1+5

                          ∆TCP < -α × maxx nLive 감 T1+10

Table 3. Application of Multiple Thresholds according to Load Trend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수

CPU (Hz) RAM (MB)

LVS Intel Quad 2.4GHz 4096 LVS(WRR) 1

SPEC

web

Client

(Prime Client)
Intel i7 3.4GHz 8192 SPECweb 1

Besim Intel i5 2.8GHz 4096 apache 1

Real Server Intel P-4 2.26GHz 2048 apache 15

Table 4. Hardware and Software Specification for Experiment

의 최  소비 력량에서 멀어질수록 서버잔여용량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서버들의 재 평균 소비 력량을 기

으로 서버잔여용량을 추정하고 그 용량이 보통수 인가, 많

은 수 인가, 은 수 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α, β 가 치

를 용한다.

Table 2의 α, β 가 치를 가지고 다  임계치 알고리즘을 

용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여기서 TCPmax

는 서버당 최  소비 력에서의 평균 TCP 연결 수를 나타

내며, nLive는 재 활성화된 서버의 수를 의미하며, ∆TCP

는 재 부하 변화량을 의미하며, T1은 평상시 용하는 서

버당 소비 력에 한 단일 임계치를 나타낸다.

Table 3을 보면, 와 같은 기 을 두고 임의의 시 에서 

결정된 기  가 치 값들(α, β의 2가지 의 하나)과 서버당 

최  소비 력에서의 평균 TCP값(TCPmax)을 곱하고 한 

활성화된 서버의 수(nLive)를 곱해 서버잔여용량을 추정하

고 실제 ∆TCP값과 비교해 어느 구간 내에 있는지에 따라 

부하추세를 5가지 에 하나로 결정한다. 부하 추세를 결정

하면 각 추세에 따라 각기 다른 임계치를 용하여 필요한 

서버 수를 계산하고 제어한다. 

4. 실  험

4.1 실험 환경

실험을 해 Fig. 2와 같은 리 스 서버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하 다. 네트워크 스 치를 이용하여 15 의 실제 서버, 

부하분산기, 클라이언트, Besim(Backend Simulator)을 각각 

분리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 으며, Besim은 클라이언트

의 동작(로그인, 계좌이체 등)을 제어하 다. 부하분산기는 

LVS[8]를 사용하 으며 본 논문의 제안방법을 구 한 원

제어 모듈을 추가하 다. 서버들의 원모드는 ON 는 수

면 모드를 사용하 는데 OFF 모드 신에 수면 모드를 사용

한 이유는 ON 모드로 환 시 요구되는 지연시간을 최소화

하여 실험하기 한 목 이다. 부하분산기에서의 서버의 원

격제어를 해서는 WOL(Wake On Lan)과 SSH(Secure 

Shell) 메시지 송을 사용하 다. ON 모드의 서버를 수면 

모드로 변환하기 해서, SSH(Secure Shell)를 이용하여 

pm-sleep 명령어를 메시지로 상 서버에 송하 고 수면 

모드의 서버를 ON 모드로 변환하기 하여 WOL을 사용하

다. 력측정기를 사용하여 서버들의 실제 소비 력 값을 

측정하여 Zigbee를 통해 력 측정 PC로 송하 다. 클라이

언트에서 서버로 부하를 생성하기 한 벤치마크 툴로서 

SPECweb[9]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Table 4는 실

험에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사양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제 서버의 경우 서버의 최  소비 

력이 70W이고 최  소비 력에서의 평균 TCP 연결 수, 

TCPmax는 200개이다. 기 시험을 통해 실험에 사용하는 

라미터들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 다. 재 서버의 소비

력량이 최 치 기  83∼94%일 때를 서버잔여용량이 보통 

수 으로 간주하고 그 이상이면 서버잔여용량이 은 수 , 

그 이하이면 서버잔여용량이 큰 수 으로 분류하 다. Table 

2에서의 α, β, -β, -α, 가 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민

감, 보통, 둔감에 상 없이 α : β = 3 : 2 비율로 정하 고, 

α민감 : α보통 : α둔감 = 10 : 5 : 1 한 β민감 : β보통 : 

β둔감 = 10 : 5 : 1로 하 으며 α보통 = 7.5%로 하 다. 이

게 하여 결정된 α, β, -β, -α, 가 치는 Table 5와 같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임계치 는 단기 으로 사용한 값

들은 서버의 성능, 재 서버가 감당하고 있는 부하, 재 

들어오고 있는 부하 크기, 서버가 수면모드에서 부하를 처

리 가능한 상태로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값들 그 로 다른 

하드웨어 환경이나 benchmark에 바로 용할 수는 없지만 

조건들이 특정된다면 값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먼  

서버가 도달 가능한 추정 소비 력의 범 를 3등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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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ternettrend™ - Website Performance

등분에 따라 재 서버의 상태를 결정하고 이 상태를 고려

하여 미리 측정해둔 수면 서버가 부하처리 가능한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이하 활성화 시간) 내에 재 들어오는 부하 

크기가 재 감당 가능한 부하 크기 내에 있는지 측하여 

범  내에 있다면 보통의 임계치를 용하고 범  밖에 있

다면 조정된 임계치를 용한다. 본 논문에서 서버의 상태

를 고려하는 방법은 재 소비 력 범 가 1범 (0∼30%)에 

있을 때 서버가 감당가능 부하 크기가 100%라 가정하는 것

이고 2범 (30∼60%)에 있을 때는 감당가능한 부하가 총 용

량의 70%, 3범 에 있을 때(60% 이상) 총 용량의 40% 미

만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Power 소비(W) α β -β -α

57 이하 0.15 0.10 -0.01 -0.015

58∼66 0.075 0.05 -0.05 -0.075

67 이상 0.015 0.01 -0.10 -0.15

Table 5. Weights used in the Experiments

4.2 실험 방법

SPECweb은 원하는 패턴흐름을 생성하여 실제 클러스터 

환경에서 발생하는 시간 별 트래픽 양에 맞추어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 벤치마킹 툴이다. SPECweb에서는 

Banking과 E-Commerce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클

러스터에서 사용자 요청 패턴과 유사하게 트래픽의 종류 

한 조 이 가능하다. 

본 실험은 SPECweb Banking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진행

하 는데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제 

부하 패턴을 사용하 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격한 변화를 

보이는 가상 트래픽 패턴을 사용하 다. 첫 번째 실험의 실

제 부하 패턴은 InternetTrend™[10]의 Website Performance 

카테고리의 주문 집 시간  자료  2012/9/1∼2012/9/7까지

의 융/부동산/경제 트의 시간 별 집 도(Fig. 11)를 참

고하여 생성하 다. InternetTrend™에는 “일반사이트 & 모바

일 WEB/APP의 로그분석 솔루션  ASP서비스 Logger™”

에 의해 선별된 실측 로그분석에 의한 데이터 가운데 샘

링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여 생성된 웹 분석 데이터의 평균

값 데이터들이 카테고리/기간별로 DB화 되어 있다. 따라서 

원하는 카테고리와 시간 의 트래픽 추세를 얻을 수 있다. 

두 가지 실험 패턴에 하여, 서버 원을 항상 ON하는 

기존 방법, 단일 임계치, 이  임계치 는 다  임계치를 

용하여 서버 원 모드를 제어하는 방법 3가지를 포함하

여 총 4가지 실험을 수행하 다. 

4.3 실험 결과

1) 실험Ⅰ(실제 부하패턴)

Fig. 11의 부하패턴을 기반으로 생성한 부하패턴은 Fig. 

12이다. 최  Session은 1,200이며, 1일을 기 삼아 실험은 1

시간 수행하 다. 

Fig. 12. Load Pattern for Experiment I

Fig. 13에 처음 보이는 SPECweb workbench 그래 는 

실험 결과를 보여 다. Time good으로 표시된 란색 선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2  이내 응답받은 수를, Time 

tolerable은 4  이내 응답 수, Time fail은 응답하는 데 4  

이상 걸린 수를 의미한다. Time tolerable와 Time fail의 합

이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른 서버의 유효 응답 총수에 해당

한다. Table 6에 처음 보이는 실험 결과표에서는 각 요소를 

비율(%)로 나타내었는데 이는 유효 응답 총수에 한 각 요

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표의 Power 항목은 

해당 실험에서 소모된 서버들의 력량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표의 처리율(%)는 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마다 유효 

응답 총수가 다른데 항상 ON 방법 비 해당 방법의 유효 

응답 총수 처리 비율을 의미한다. 특정 방법에서의 Time 

good 비율은 그 해당 방법의 유효 응답 총수 비 2  이내 

응답한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해당 방법에서의 서비

스품질에 해당한다. 각 방법에서의 유효 응답 총수가 각기 

다르므로 항상 ON 방법 비 해당 방법의 서비스품질을 정

의하여 비교하려고 한다. 이를 실험 결과표에서 표 화된 

서비스품질(normalized QoS)이라고 부른다. 이 항목은 해당 

방법의 서비스품질에 해당방법의 처리율을 곱함으로써 계산

된다. 한, 실험 결과표에서 단  력당 good 응답 수 항

목을 추가로 사용한다. 이는 해당 방법에서 서비스 품질에 

해당하는 Time good에 해당되는 응답 수를 그것을 처리하

기 해 소모한 력량으로 나  값이다. 이는 력 소모 

측면에서 얼마나 양질의 good 응답인지 구분하기 해 도입

한다. 아래의 실험 결과표에서 표 화된 서비스품질과 단  

력당 good 응답수가 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 비교할 때 

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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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제어주기

Fig. 13은 모든 서버들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의 결

과이고 Fig. 14는 단일 임계치를, Fig. 15는 이  임계치를, 

Fig. 16는 다  임계치를 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4개의 실

험은 고정주기가 모두 5 로 동일하다. Fig. 13은 입력 세션

과 유사한 그래 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래

를 기 으로 다른 결과 그래 를 비교하면 후자의 알고리즘

을 용한 그래 일수록 기  그래 와 닮아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그래 의 차이는 부하가 증하는 부분에서 

Fig. 13. Result of Experiment Ⅰ(Always on)

Fig. 14. Result of Experiment Ⅰ(Single Threshold)

Fig. 15. Result of Experiment Ⅰ(Dual Thresholds)

Fig. 16. Result of Experiment Ⅰ(Multi Thresholds) 

 

두드러지는데 자의 알고리즘일수록 실제 사용자 요청을 

제 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Table 6 결과를 보면 3

개의 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 에 다  임계치 방법이 

처리율  표 화된 서비스품질 항목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력당 good 응답 수 항목에서

는 단일 임계치 방법이 비율이 제일 높으며 그 다음에 다  

임계치 방법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1  제어주기

Fig. 17은 모든 서버들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의 

결과이고 Fig. 18는 단일 임계치를, Fig. 19는 이  임계치

를, Fig. 20는 다  임계치를 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4개의 

실험은 고정주기가 모두 1 로 동일하다. 

5  주기 실험 결과 그래 와 비교하면 단일 임계치와 이

 임계치 알고리즘의 결과 그래 가 제어주기가 짧아져서 

격한 부하 구간에서 보다 많은 요청들을 처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ON 그래  형태처럼 

수직 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조 씩 깎여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Table 7의 결과를 Table 6과 비교하면 단일 

Fig. 17. Result of Experiment Ⅰ(Always on)

Fig. 18. Result of Experiment Ⅰ(Single Threshold)

Fig. 19. Result of Experiment Ⅰ(Dual 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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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
Power (W) 유효 응답 총수 

Time (%) 처리율

(%)

표 화된 

서비스품질

(%)

단  력당 

good 응답수Good Tolerable Fail

항상 ON 1234.0 291433 95.9 99.4 0.6 100 95.9 226.5

Single 492.4 253095 90.3 95.0 5.0 86.8 78.4 464.1

Dual 566.0 260926 93.9 96.7 3.3 89.5 84.0 432.9

Multi 596.9 276767 95.6 98.4 1.6 95.0 90.8 443.3

Table 7. Results of Experiment I (1 sec period)

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
Power (W) 유효 응답 총수 

Time (%) 처리율

(%)

표 화된 

서비스품질

(%)

단  력당 

good 응답수Good Tolerable Fail

항상 ON 1218 293559 97.0 98.8 1.2 100 97.0 233.0

Single 448.1 229469 88.7 96.0 4.0 78.2 69.4 454.2

Dual 555.9 256244 91.2 96.7 3.3 87.3 79.6 420.4

Multi 603.5 275555 96.9 97.8 2.2 93.9 91.0 442.6

Table 6. Results of Experiment I (5 sec period)

Fig. 20. Result of Experiment Ⅰ(Multi Thresholds) 

임계치 방법과 이  임계치 방법인 경우 제어주기가 5 에

서 1 로 단축됨에 따라 처리율, 표 화된 서비스품질, 단  

력당 good 응답 수 각 항목에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임계치 방법의 경우는 약간의 향상 는 같은 

수 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단일 임계치 방법과 이  임계치 방법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able 7의 결과를 보면 1  제어주기에서도 3개

의 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 에 다  임계치 방법이 처

리율  표 화된 서비스품질 항목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력당 good 응답 수 항목에서

는 단일 임계치 방법이 비율이 제일 높으며 그 다음에 다  

임계치 방법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실험Ⅱ (가상 부하패턴)

Fig. 21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격한 변화를 보이는 가상 

트래픽 패턴을 사용하 다. 최  Session은 800이고 실험 시

간은 30분이다. 

Fig. 21. Load Pattern for Experiment II

a) 5  제어주기

Fig. 22은 모든 서버들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의 

결과이고 Fig. 23는 단일 임계치를, Fig. 24는 이  임계치

를, 그리고 Fig. 25는 다  임계치를 용한 경우의 결과이

다. 4개의 실험은 고정주기가 모두 5 로 동일하다. 실험 결

과 그래 를 비교하면 첫 번째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서버를 켜놓고 실험한 결과 그래 (Fig. 22)를 기 으로 후

자의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그래 일수록 기  그래 에 

닮아간다. Table 8의 결과를 보면 3개의 서버 원 모드 제

어 방법 에 다  임계치 방법이 처리율, 표 화된 서비스

품질,  단  력당 good 응답 수 각 항목에서 제일 우수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2. Result of Experiment II (Alway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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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
Power (W) 유효 응답 총수 

Time (%) 처리율

(%)

표 화된 

서비스품질

(%)

단  력당 

good 응답수Good Tolerable Fail

항상 ON 651.1 277892 98.7 100.0 0.0 100.0 98.7 421.3

Single 349.3 186322 81.2 92.1 7.9 67.0 54.4 433.1

Dual 395.7 210741 86.4 95.1 4.9 75.8 65.5 460.1

Multi 463.3 251984 97.4 98.3 1.7 90.7 88.3 529.7

Table 8. Results of Experiment II (5 sec period)

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
Power (W) 유효 응답 총수 

Time (%) 처리율

(%)

표 화된 

서비스품질

(%)

단  력당 

good 응답수Good Tolerable Fail

항상 ON 691.1 284325 99.4 100.0 0.0 100.0 99.4 408.9

Single 392.8 202631 79.9 93.8 6.2 71.3 57.0 412.2

Dual 442.8 221393 88.4 96.0 4.0 77.9 68.9 442.0

Multi 534.8 255158 97.0 98.2 1.8 89.7 87.0 462.8

Table 9. Results of Experiment II (1 sec period)

Fig. 23. Result of Experiment II (Single Threshold)

Fig. 24. Result of Experiment II (Dual Thresholds) 

Fig. 25. Result of Experiment II (Multi Thresholds) 

b) 1  제어주기

Fig. 26은 모든 서버들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의 

결과이고 Fig. 27은 단일 임계치를, Fig. 28은 이  임계치

를, Fig. 29은 다  임계치를 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4개의 

실험은 고정주기가 모두 1 로 동일하다. Table 9의 결과를 

Table 8과 비교하면 단일 임계치 방법과 이  임계치 방법

인 경우 제어주기가 5 에서 1 로 단축됨에 따라 처리율 

 표 화된 서비스품질 항목에서 비율이 향상되지만 단  

력당 good 응답 수는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임

계치 방법의 경우는 처리율 항목에서는 같은 수 을, 표

화된 서비스품질 항목에서는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일 임계치 방법과 이  임계치 방법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Table 9의 결과를 보면 1  제어주기에서도 3개의 서

버 원 모드 제어 방법 에 다  임계치 방법이 처리율, 

표 화된 서비스품질, 단  력당 good 응답 수 각 항목에

서 제일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4 결과 분석

실험결과를 보면, 본 논문의 제안하는 방법이 부하가 

격히 증가할 때 동일 시간 내 기존의 방법들보다 많은 서

Fig. 26. Result of Experiment II (Alway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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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Result of Experiment II(Single Threshold)

Fig. 28. Result of Experiment II(Dual Thresholds) 

Fig. 29. Result of Experiment II(Multi Thresholds) 

버를 더 빠르게 활성화하여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0은 시간에 따른 활성화된 서버의 수를 보여주고 

Fig. 31은 시간에 따른 부  인 서버의 수를 보여 다. 

Fig. 32를 보면 본 논문의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단시간 내

에 여러 의 서버가 활성화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시간

에 서버용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많은 부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Fig. 32를 보면 부

하가 격히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서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 력은 상 으로 많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제안방법이 기존 방법들과 비하여 서비스품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더 많은 력을 소모한다. 서비

스품질 향상 비 력 추가 소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단  력당 서비스품질(good 응답 수)라는 기 을 만들

어 분석하 다. 만일 특정 방법이 단  력당 good 응답 

수가 다른 방법들보다 가장 높다면 그 특정 방법에서 서비

스 품질을 더 높이기 해 력을 추가 소모하는 것은 효율

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용한 실험 패턴 종류(실제 패턴 는 가상 패턴)에 

계없이, 한 제어주기가 5  는 1  상 없이, 다  임계

치 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표 화된 서비스품질이 가

장 높게 나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 다. 이는 다  임계치 

방법의 우수성(높은 서비스품질)이 제어주기에 의존 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고 하겠다. 다  임계치 방법을 다른 

방법들과 단  력당 good 응답 수 측면에서 비교하 다. 

가상 패턴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제어주기 5  는 1 에 

상 없이 다  임계치 방법의 단  력당 good 응답 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단일 임계치 방법이 높았다. 반면에 

실제 패턴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제어주기 5  는 1  상

없이 단일 임계치 방법의 단  력당 good 응답 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다  임계치 방법이 높았다. 실험에서 

사용한 가상 패턴과 실제 패턴을 비교해 보면 가상 패턴의 

경우 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본 논문에서 제

Fig. 30. Number of Activated Servers

Fig. 31. Number of Servers under Booting

Fig. 32. Estimated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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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다  임계치 방법은 가상 패턴의 경우처럼 패턴이 

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력을 가장 효율 으로 추가 

소모하면서 서비스품질을 더 향상시킨다는 에서 다른 

방법 비 더 우수하다고 하겠다. 실제 패턴을 사용한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  임계치 방법이 다른 방법 비 

서비스품질을 더 향상시키지만 단일 임계치 방법 비 단

 력당 good 응답 수가 떨어지므로 력을 가장 효율

으로 추가 소모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패턴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도 력을 가장 효율 으로 추가 소모하면서 

서비스품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서버 원 모드 제어 방법을 더 세 하게 보완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정주기의 이  임계치 기반 서버 

원 제어 알고리즘[7]을 개선한, 다  임계치 기반 서버 

원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시간

으로 악한 클러스터의 부하변화량과 서버잔여용량을 고려

하여 부하 추세를 증, 상승, 완만, 감소, 감 5등 으로 

분류하고, 부하추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된 임계

치를 용하여 필요 서버 수를 구한 다음 이를 용시킨

다. 한, 고정 인 주기로 서버 원 모드를 제어하는 기존 

방법이외에 주기 으로(1 ) 부하추세를 단하는데, 만일 

부하가 증하거나 감하는 경우에는 바로 서버 모드 원

을 제어하는 방법을 추가 으로 사용하 다. 

실험을 통해, 사용하는 패턴에 무 하게, 제어주기가 5  

는 1 이든 상 없이, 부하가 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제안방법이 단일 임계치 알고리즘과 이  임계치 알고리즘

을 용한 경우보다 서비스품질을 더 높일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반면에 기존 비 력 소모는 늘어났는데, 서비스

품질 향상 비 력 추가 소모에 한 타당성을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가상 패턴과 같이 

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단  력당 good 응답 수

가 제안방법이 단일 임계치  이  임계치 방법보다 우수

하여 력을 가장 효율 으로 추가 소모하면서 서비스 품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실제 

패턴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서비스품질을 더 높일 수 있지만, 단  력당 good 응답 

수가 제안방법이 단일 임계치 방법보다 낮아서 력을 가

장 효율 으로 추가 소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

다. 실제 패턴과 같은 상황에서도 력을 가장 효율 으

로 추가 소모하면서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

안하는 다  임계치 알고리즘을 더 세 하게 보완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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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숭실 학교 정보통신 자공학부

(학사)

2014년 숭실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심분야 :네트워크 컴퓨   보안

천 경 호

e-mail : ckh2k@q.ssu.ac.kr

2012년 숭실 학교 정보통신 자공학부 

(학사)

2014년 숭실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심분야 :네트워크 컴퓨

정 규 식

e-mail : kchung@q.ssu.ac.kr

1979년 서울 학교 자공학과(공학사)

1981년 한국과학기술원 산학과(이학석사)

1986년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컴퓨터공학석사)

1990년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컴퓨터공학박사)

1998년∼1999년 미국 IBM Almaden 연구소 방문연구원

1990년∼ 재 숭실 학교 정보통신 자공학부 교수

심분야 :임베디드  네트워크 컴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