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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 advance in the satellite-based remote sensing technology demands abilities to
efficiently process the massive satellite data. In this study, we focused on developing GOCI Products Re-
processing System (GPRS) based on server virtualization and distributed processing in order to efficiently
reprocess massive GOCI data.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GPRS allows raising the usage rates of
memory and central processing unit (CPU) up to about 100% and 75%, respectively. This means that the
proposed system enables us to save the hardware resources and increase the work process speed at the
same time when we process massive satelli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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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위성 기반 윈격 탐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용량 위성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능

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용량 GOCI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재처리하기 위해 서버가상화와 분산

처리를 기반으로 한 GOCI 산출물 재처리 시스템(GOCI Products Re-processing System; GPRS)을 개발

하는데 집중하였다. 실험 결과 GPRS를 이용하여 메모리 및 CPU의 사용률을 각각 약 100%, 75%까지 올릴

수 있었다. 이는 제안 시스템을 통해 하드웨어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작업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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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은 경제, 과학,

문화, 교육, 산업 등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

으며, 사회 각 분야에 IT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

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Yang et al., 2012). 위성원격탐사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자료는 위성이 발사한 이후부터

매일 지속적으로 처리 및 관리 되며, 일반적으로 수년이

지나면 수백 테라바이트(terabyte; TB)의 대용량 자료가

쌓인다(Yang et al., 2014b). 이러한 상황에서 산출물 생산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개선된 경우 그 동안 처리했던 모

든 자료들을 개선된 알고리즘으로 다시 처리해야 할 필

요성이 발생한다.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OBPG(Ocean Biology Processing Group)

는지난 1998년부터CZCS, GOCI, MERIS, MODIS Aqua

/Terra, OCTS, SeaWiFS, VIIRS, SNPP 등으로부터 얻은

해색 및 해수면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재처리 해오고 있

으며 , 각 재처리 버전 및 내용을 홈페이지 (http://

oceancolor.gsfc.nasa.gov/cms/ REPROCESSING)를통해

공지하고 있다. 또한 MODIS 육상 산출물에 대해서도

“Collection X”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재처리가 진행되

고 있으며 , 현재 Collection 6 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Justice et al., 2002).

거대한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자원활용성과 처리효율성이다(Lea

1988). 컴퓨팅 장치의 자원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술로 서버가상화가 있으며(Daniels

2009; Qian et al., 2009; Waldspurger 2002), 자료의 처리효

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분산처리가 있다(Hawick et al., 2003; Parhami 2006; Sharp

1986). 이 연구는 주어진 하드웨어 환경 하에서 처리 효

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앞서 제시한 서버가상화

및 분산처리 기술을 대용량 위성자료 처리에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버가상화는 실제 존재하는 서버의 물리적 자원들

을 논리적 자원들의 형태로 표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Daniels 2009). 가상화를 통해 물리적 하드웨어를 논리

적으로 나눔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서버는 하드웨어 리소스의 8-12%만 사용한다

고 알려져 있는데, 가상화는 이런 서버의 유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Daniels 2009,

Laudon and Laudon 2004; Yichao et al., 2012). 높은 수준

의 자원활용성은 같은 분량의 업무처리에서 요구하는

컴퓨팅 장치의 수를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를

통해 하드웨어 비용 절감, 관리 및 운영비용 절감, 전력

비용 절감, 항온/항습 비용 절감, 상면 공간 절감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Laudon and Laudon 2004).

가상화의 시초는 1960년대 후반, IBM 메인프레임 컴

퓨터의 가상 메모리에서 시작되었다(Goldberg 1974).

1970년대, 입출력 가상화 및 하이퍼바이저 혹은 가상 머

신모니터등의개념이출현하기시작하였다(Rosenblum

and Garfinkel 2005). 1990년대 후반, VMware 사 에서 처

음으로 x86 가상화 컴퓨팅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더 이

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도 가상화를 손쉽게 활

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가상 스토리지 및 논리적 파

티셔닝 등을 통해 높은 가용성 유지와 무중단 서버 운용

이 가능해 졌다. 2000년대 초반부터 CPU, 메모리, 하드

디스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해지면서 가상화에 대한 진보가 주춤해지기도 하였으

나, 최근 대용량 자료처리,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자

원 활용성이 높은 서버 관리 기술이 요구되면서 다시 가

상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Yichao et al., 2012).

분산처리(distributed processing)는 상호 독립적인 연

산을 서로 다른 컴퓨팅장치에서 동시에 수행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Sharp 1986). 이 기

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막대한 양의 자료를 보다 빠

르게 처리 하거나 크고 복잡한 문제를 작게 나누어 동

시에 분산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 난 2010년 발 사 된 천 리 안 해 양 관 측 위 성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은 고도 35,786

km에서 운영되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관측 위성

센서이다(Ryu et al., 2012). 이 센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약 2,500 km × 2,500 km의 해역을 약 0.5 km × 0.5 km의

공간해상도로 매일 9시부터 16시까지 매시간 관측하기

때문에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Choi et al., 2014; Yang et al., 2014a).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http://kosc.kiost.ac.kr)는

GOCI의 주관운영기관으로, 매번 관측된GOCI 위성자

료를 수신 및 처리하고 있으며, 발사 이후의 모든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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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1, 레벨 2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는

GOCI 자료를 모든 사용자에게 제한 없이 대국민 서비

스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GOCI 산출물을 위한

알고리즘이 수정 및 개선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GOCI 자료를 재처리하여 보다 향상된 품질의 해색자

료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임무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서버가상

화 및 분산처리 등의 IT를 이용하여 주어진 하드웨어 환

경 하에서 GOCI 자료의 처리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

한 시스템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위성

센터의GOCI 자료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제안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GOCI 자료 처리 현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는 국내외 해양위

성 관련 운영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이

다. 특히, 이 기관은GOCI 자료의 수신, 처리, 배포를 담

당하고 있다. Fig. 1은 해양위성센터에서 매 시간 수행하

는 일련의GOCI 자료 처리 과정 별 레벨 및 처리시간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먼저 GOCI를 통해 정지궤도상에

서 관측된 위성영상자료가 위성통신을 통해 해양위성

센터로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자료를 원시자료라 부

른다. 원시자료는 방사보정 및 기하보정을 거쳐 2차원

영상자료로 변환되며, 이를 레벨 1(Level 1) 자료라 부른

다. 레벨 1 자료에 다시 대기보정과 해색 산출 알고리즘

을 적용하면 레벨 2(Level 2)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해양위성센터에서 만들어내는 레벨 2 자료의 종류는

정규해수수출광량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

nLw), 엽록소 농도(chlorophyll concentration; Chl), 총부

유물질 농도(total suspended sediment; TSS) 등 총 30여

가지가 있으며, 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Ryu et al.,

2012). 이 후 레벨 2 자료들은 스토리지에 저장됨과 동시

에 유관기관 및 배포 서버로 전달되어 사용자에게 서비

스 된다.

해양위성센터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이 처음 운영

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6월부터 앞서 제시한 GOCI

레벨 2 자료 생산 과정을 매일 8회씩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보정 혹은 해색 산출물 생산 결

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

다. 만약, 기존 처리 방법보다 정확도가 높은 새로운 처

리 방법이 개발되면, 그 동안 기존 방법으로 처리했던

모든 자료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처리해야 하는 필

요성이 발생한다.표 2는 정규해수수출광량, 엽록소 농

도, 총부유물질 농도 등GDPS 주요 산출물의 알고리즘

개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보정 및 해색 산출물 생산 부분

즉, 레벨 2 자료(Fig. 1a)를 재처리하기 위해 서버가상화

기반 분산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맞추었다.

대기보정 및 해색 산출물 생산 작업은 천리안해양관측

GOCI Products Re-processing System (GPRS) Using Server Virtualization and Distribute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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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GOCI Data Processing

Software; GDPS)를 이용하여 처리된다. GDPS는 MFC

(Microsoft Foundation Class)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개

발된 윈도우 데스크톱 응용프로그램으로, 몇 번의 클릭

만으로 대기보정에서부터 해색 산출물 생산까지 한 번

에 처리해 낸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은 일반 사

용자가 손쉽게 GOCI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러나 각 산출 모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엽록소 농도

산출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된 경우 이 알고리즘만 업데

이트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보정부터 전

부 다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GDPS는 단일 프로세서로

만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1)등을 이용한 명

령어 수준의 병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용량 레벨 2 자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응용수준의 분산처리 기술을 이용하였다.

레벨 2 자료 재처리를 위해 도입된 또 하나의 기술은

서버가상화이다. 서버가상화란 서버가 가지고 있는 실

제 물리적 자원들을 논리적 자원들의 형태로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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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OCI Level 1/2 Data List

레 벨 분 류 개 수 형식/비트
파일크기(MB)

개 당 총

1
밴드별 복사량(Radiance)

8 Unsigned
Integer/32 121

968

총 파일크기(MB) 968

2

*밴드별 해수 수출광량(Water Leaving Radiance; Lw) 8

Floating
Point/32

121

968

*밴드별 정규 해수수출광량(Normalized Lw; nLw) 8 968

**고유 광특성(Inherent Optical Property; IOP) 10 1,210

엽록소 농도(Chlorophyll Concentration; Chl) 1 121

총 부유물질(Total Suspended Sediments; TSS) 1 121

용존유기물(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1 121
Kd(490) 1 121

수중 가시거리(Under Water Visibility; VIS) 1 121

적조지수(Redtide Index; RI) 1 121

플래그(Flag) 1 121

육상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1 121

육상 EVI(Enhanced Vegetation Index) 1 121

***GOCI 레벨 2 자료 묶음 1 3,121 3,121

총 파일크기(MB) 7,356

*: 412, 443, 490, 555, 660, 680, 745, 865 nm에 대한 산출물 총 8개
**: 412, 443, 490, 555, 660 nm에 대한 흡광 및 역산란 산출물 총 10개
***: Lw, nLw, Chl, RI, TSS, CDOM, Kd(490), VIS, RI, Flag, NDVI, EVI, 등 포함

Table 2. History of GDPS products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정규 해수수출광량(nLw) -Averaged ancillary data
-Enhanced cloud masking

-Support for
Rayleigh correction

-Support for L2 Flag
-Support for real-time ancillary data

엽록소농도(Chl)
-Ocean chlorophyll 2-band (OC2) algorithm-based
Chl = _ 0.0929 + 100.2974 _ 2.2429 × R + 0.8358 × R2 _ 0.0077 × R3 

R = log ( )Rrs (490)
Rrs (555)

총 부유물질 농도(TSS) TSS = 945.07 × Rrs(555)1.137 TSS = 10c0 + c1 × ( ) + c3 × ( )
c0 = 0.08823, c1 = 1.627, c2 = 1.121

Rrs (680)
Rrs (490)

Rrs (745)
Rrs (555)

Rrs: Remote sensing reflectance



기술을 말한다(Daniels 2009). 일반적으로 서버가상화는

서버의 유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Fig. 2는 3.7 GHz 4 Cores CPU, 8 GB

RAM 환경 위에 Windows 8.1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1개의 GOCI 레벨 2 자료가 처리되는 동안에

사용되는 CPU 및 메모리의 비율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레벨 2 자료 처리 시 CPU는 약 10-30%,

메모리는 약 10-25%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서버가상화를 통해 CPU 및 메모리 사용률

을 높임으로써 같은 분량의 작업을 처리하는데 사용되

는 물리 서버(physical server)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데 중

점을 맞추고 있다. 서버의 수를 줄일수록 서버구입 비

용, 서버 관리/운영비용, 전력 사용량, 항온/항습 비용,

상면 공간, 네트워크 회선 수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서버가상화는 프로비저닝을 간소화 하도록 지원해주

며 서버 군의 중앙 관리 및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3. GOCI 산출물 재처리 시스템(GPRS)

해양위성센터는GOCI 산출물을 실시간으로 처리하

는 역할뿐만 아니라, 산출물 생산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모든 기존 자료에 대해 재처리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어진 CPU 및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GOCI 산출물을

재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Fig. 3은

서버가상화 및 분산처리를 이용한 GOCI 산출물 재처

리 시스템(GPRS)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GPRS는

크게 물리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등으로 구성된다. 물

리 서버 1대는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한 대의 컴퓨터 본

체를 의미하고, 스위치는 각 물리 서버들이 서로 통신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스토리지는 처

리된 산출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서버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각 물리 서버에 다수의

가상 서버(virtual server)가 운영되도록 설정하였다. 예

를 들면, 1대의 물리 서버에 있는 CPU와 메모리 등의 하

드웨어를 4대의 가상 서버가 서로 공유함으로써 마치 4

대의 서버로 작업을 처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

계한 것이다. 물리 서버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그 위에 VMWare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여 가상화

환경을 구성하였다. 가상화 환경에 여러 대의 가상 머

신을 만든 후, 그 위에 다시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

여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다수의 가상 서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상 서버도 또한 스위치를 통해 스

토리지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가상 서버 중 한 대는 여러 가상 서버들에게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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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PU and Memory Usage Rate while a GOCI Level 2 Data is Produced(3.7 GHz 4 Core CPU, 8 GB RAM, Windows 8.1 OS).



작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스케줄러 서버라고

한다. 이 스케줄러 서버는 큐 자료구조를 이용하여 현

재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서버를 찾아내어 차례로 작

업을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할당되는 작업은GOCI 레

벨 1 자료로부터 레벨 2 자료를 생산해 내는 처리 업무

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작업이다.

Fig. 4는 분산처리 과정 중 하나의 가상서버가 처리하

는 레벨 2 자료 생산 사이클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상

서버는 스토리지로부터 968 MB의 크기를 가지는

GOCI 레벨 1 자료를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가져온다.

다음으로 가상 서버는 레벨 1 자료로부터 레벨 2 자료

를 생산해 낸 후 그 자료를 다시 같은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리지로 전달한다. 전달되는 레벨 2 자료의 크

기는 총 7,356 MB에 달한다.

물리 서버 및 가상 서버의 사양은 Table 3와 같다. 물

리 서버의 CPU 사양은 3.7 GHz 4 Cores인데 이 중 1

Core를 1대의 가상 서버에 할당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2에서처럼 8 GB 물리적 메모리를 사용하여 GOCI 레

벨 2 자료를 처리하는 동안 약 10-20%(0.8-1.6 GB)의 메

모리 사용률을 보인 점을 감안하여 1 GB의 메모리를 가

상 서버에 할당하도록 설정하였다. 물리 서버와 가상 서

버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각각 500 GB와 50 GB로 설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리 서버의 네트워크 대역폭은

1 Gbps로 설정하였으며, 가상 서버의 네트워크 대역

폭은 물리 서버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공유하면서 최대

1 Gbps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4. 성능평가

GPRS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물리 서버 1대를 대

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서버가상화 및

분산처리를 통해 메모리 자원의 낭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물리 서버의 메모리 사용률 추

이를 관찰하기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있는

tasklist 툴2)을 사용하였다. Fig. 5는 1대의 물리 서버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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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for GPRS.

Fig. 4. A GOCI Level 2 Data Production Cycle for the Virtual
Servers.

Table 3. Specifications of Physical and Virtual Servers

CPU Memory Hard Disk Network
Bandwidth

Physical
Server

3.7 GHz
4 Cores 8 GB 500 GB 1 Gbps

Virtual
Server

3.7 GHz
1 Core 1 GB 50 GB 1 Gbps (공유)



라가는 가상 서버의 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메모리 사용

률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가상 서버를 1대만 가동시

킬 경우 물리 서버는 약 20% 내외의 메모리만을 사용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80%의 메모리는 낭비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상 서버의 수가 증가

할수록 물리 서버의 메모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6대의 가상 서버를 사용할 경우 메모리 사용

률이 100%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GPRS가 CPU 자원의 낭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 CPU 사용률의 추이를 파악하

기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있는 typeperf 툴3)

을 사용하였다. Fig. 6은 1대의 물리 서버에 올라가는 가

상 서버의 수를 변화시켜가면서 CPU 사용률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결과

와 마찬가지로 가상 서버의 수가 증가할수록 물리 서버

의 CPU 사용률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

서버를 1대만 가동시킬 경우 약 10% 내외의 CPU 사용

률을 보이는 반면, 가상 서버를 6대 가동시키는 경우 약

75% 내외의 CPU 사용률을 보임으로써 물리 서버의

CPU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동시에 가동되는 가상 서버의 수가 6대를 넘는 경우

에 대한 실험은 물리 서버의 메모리 사용률이 100%를

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다.

GPRS를 통해GOCI 레벨 2 자료 생산 작업의 효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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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Comparison for Variations of the Memory Usage Rate with the Number of Virtual Servers on a Physical Server.

Fig. 6. A Comparison for Variations of the CPU Usage Rate with the Number of Virtual Servers on a Physical Server.



얼마나 개선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7은 1대의 물리 서버에서 동시에 구동되는 가상 서

버의 수를 증가시켰을 때 작업 처리량이 얼마나 향상되

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여기서 작업 처리량은 1대

의 물리 서버가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GOCI 레벨

2 자료 생산 작업의 수(Tasks/Hour; TPH)로 정의하였

다. 가상 서버를 1대만 가동시킬 경우 시간당 1.51개의

GOCI 레벨 2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반면, 가상 서버

를 6대 가동시킬 경우 시간당 5.57개의GOCI 레벨 2 자

료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이 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GOCI 자료를 재처리하

기 위해 서버가상화와 분산처리 기술을 이용한 GOCI

산출물 재처리 시스템 (GOCI Products Reprocessing

System; GPRS)을 개발하였다. VMWare 하이퍼바이저

를 이용하여 서버가상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자원 활

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응용 수준의 분산처리를

이용하여 작업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성능

평가 결과 서버의 메모리 사용률은 약 100%까지, CPU

사용률은 약 75%까지 증대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안 시스템을 통해 하드웨어, 전력, 항온/항습, 상면 공

간 등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시켰을 뿐만 아니

라 작업 처리 효율을 높임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방대

한 양의 위성 자료를 처리할 수 있었다.

성능평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Gbps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1대의 물리 서버에 대한 가상 서버 수의 변

화에 따른 시간 당 작업 처리량을 비교한 결과, 가상 서

버의 수는 1대에서 6대로 6배 증가하였는데 반해 작업

처리율은 1.51 TPH에서 5.57 TPH로 약 3.7배만 개선되

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가상 서버 자체가 구동될 때

도 물리 서버의 리소스를 공용한다는 것이다. 가상 서

버의 운영체제를 구동시키는데 사용하는 물리 서버의

메모리 및 CPU 사용량만큼은 자료를 처리하는데 활용

될 수 없으므로 자료 처리율의 감소로 이어진다. 향후

연구로 가상 서버의 운영체제를 구동시키는데 사용되

는 물리 서버의 리소스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오버

헤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다.

두 번째 원인은 가상 서버에서 자료처리가 완료된 후

결과물이 스토리지로 전송될 때 네트워크 회선에서 병

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Fig. 4와 같이 GPRS에서

각 가상 서버는 968 MB의GOCI 레벨 1 자료를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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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omparison for Variations of Tasks/Hour (TPH) Under the 1 Gbps Network Environment with the Number of Virtual Servers
on a Physical Server.



지로부터 1 Gbps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입력 받아 7,356

MB의 GOCI 레벨 2 자료를 생산해 낸 후 이를 다시 1

Gbps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스토리지로 전송한다. 즉,

모든 작업 처리마다 8 GB 이상의 파일이 공용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전송된다. 이 때, 구동중인 가상 서버가 1-2

대 정도인 경우에는 1 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만으로

도 자료 전송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지만, 가상 서버의

수가 많아질 경우 네트워크 대역폭의 허용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네트워크 대역폭이 포화상태에 이

른 경우 각 가상 서버들은 처리해야 할 자료들이 전달

될 때까지 유휴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작업 처리율의

감소로 이어진다. 향후 연구로 GPRS의 네트워크 회선

대역폭을 증가시켜 작업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주

1)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중앙 처리 장치(CPU) 역할을 그래픽 처
리 장치(GPU)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

2) tasklist: 현재 실행 중인 컴퓨터 프로세스들의 이름, ID, 메
모리 사용량 등을 나열해주는 툴로, MS(Microsoft Soft) 윈
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
/bb491010.aspx

3) typeperf: 현재 컴퓨터의 CPU 및 논리디스크의 사용률을 수
집해주는 툴로, MS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
/bb49096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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