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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모바일 장치의 성능이 향상되고 보급률이 증대됨에 따라 모바일 장치를 그리드 자원으로 이

용하기 위한 모바일 그리드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장치가 가지는 무선기기로써의 제약사항 즉, 무

선 통신의 불안정성, 이동으로 인한 연결 끊김 등의 문제와 배터리의 제약은 모바일 그리드를 구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학교나 회사와 같이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베터리 충전이 용의한 네트워크 그룹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제한된 성능을 발휘하는 모바일 장치에서 독립적인 소규모 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성능예측 기반 작업 스케줄링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기법은 네트워크 그룹 내의 모바일 장치의 이

용 패턴이 규칙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을 이용한다.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 그룹의 성능을 그 그룹에 속한 모바일 장치들의 성능의 

합으로 정의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바일 장치들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기존에 수집된 성능 정보

의 통계를 이용한다. 그리고  본 기법은 그리드와 네트워크 그룹, 네트워크 그룹과 모바일 장치 사이의 작

업 분배시 예측된 성능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그룹의 사용률을 높여 전체 작업의 최종 응답시간

을 줄일 수 있다.

1. 서  론

  그리드 컴퓨팅[1]은 대량의 데이터 처리나 복잡한 문제

의 해결을 위한 분산시스템 환경으로 인식되어 우주과

학, 생명과학, 경제분석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3]. 최근에 노트북이나 PDA 또는 HPC (Handheld 

Personal Computer) 등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보급이 일

반화 되고,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 향상이 뒷받침 

되면서 모바일 장치를 그리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바

일 그리드가 제안되었다[4]. 그리고 모바일 그리드의 도

전 과제로써 모바일 장치가 갖는 제한적 성능, 배터리의 

제약, 무선통신의 불안정성, 이동으로 인한 연결 끊김 등

의 문제가 제기되었다[4][5].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

1)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11- D00173)

2) 교신저자

바일 그리드의 이용 환경을 AP(Access Point)와 모바일 

장치(MD: Mobile Device)로 구성되는 모바일 네트워크

(MNet: Mobile Network)와 MNet의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회사나 학교와 같은 네트워크 그룹(NG: Network Group)

을 가정하였다. 이 환경은 (i) 모바일 장치 이용자 다수가 

밀집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원의 확보가 쉽고, (ii) 주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충전이 용이하여 배터리

의 제약이 적고, (iii) 강의실이나 사무실 같은 주요 활동 

장소에 각각 AP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무선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iv) 모바일 장치가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 환경 내에서의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그리드의 자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v) 시간에 따른 모바

일 장치의 이용 현황 통계[6][7]를 통해 볼 때, 모바일 장

치의 이용 패턴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므로 네트워크 그룹

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그룹

은 모바일 그리드의 자원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다. 그리고 NG를 이용한 모바일 그리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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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떤 작업을 모바일 그리드에 할당할 것인가?

(b) 주어진 작업을 모바일 장치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c)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의 경우, MD는 데스크탑에 비해 낮은 성능을 가지

며, NG에서 이탈하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해결 가능한 

소규모 작업이 모바일 그리드에 적합하다. 

  (b)의 경우, NG 내부에 안정적인 고성능 프록시 서버

(Proxy: Proxy Server)를 두어서 가용한 자원 및 성능 정

보를 수집하고, 기존의 유선 그리드에 있는 스케줄러

(Scheduler)가 그리드 환경에 주어진 작업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작업을 PS에서 측정한 성능을 고려하여 Proxy

에 분배한다. Proxy는 주어진 작업을 MD 각각의 성능에 

따라 작은 작업들의 집합인 작업 그룹(Job Group)을 분

배한다[8].

  (c)의 경우, Scheduler와 Proxy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

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장애가 발생할 요인

은 무선 통신의 장애나 MD의 이동이나 전원 꺼짐으로 

인한 MD의 이탈을 생각할 수 있다. 이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roxy는 작업을 할당하는 동시에 시간

제한을 정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MD의 응답이 없는 경

우 다른 장치에 같은 작업을 부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MD가 제한된 시간 내에 복귀하거나 NG 내부의 다

른 MNet로 이동했음을 Proxy에 알린 경우에는 해당 작

업 그룹의 남은 작업들은 다른 MD에 분산하여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모바일 그리드에 주어진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Proxy에서 NG에 할당된 작업이 예상 시간 내

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바일 환경에서

는 MD가 NG에 참여하거나 이탈하는 것의 예측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NG의 성능 정보는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동하고, NG에 할당된 작업의 양과 NG의 성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예

를 들어 NG의 성능이 측정된 값보다 좋아지면 작업을 

배정받지 못한 장치가 나타나므로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

고, 성능이 나빠지면 작업을 처리할 자원이 부족하게 되

어 작업 지연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작업할당

을 위해서 Scheduler는 NG의 성능 변화를 예측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한 모바일 그리

드 시스템의 구성을 제시하고, 로그 통계를 기반으로 성

능을 예측하는 기법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스케줄링 기

법에 대하여 나타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를 서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적용된 모바일 그리드 시스템의 환경과 구성요

소에 대해 알아보고, 4장에서 NG의 성능을 예측하는 기

법과 예측된 성능을 이용한 스케줄링 기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를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모바일 환경에서 자원을 찾아 작업을 처리하는 스케줄

링 기법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MD의 가용성을 예측

하고, 가용한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가용한 시간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속도

를 유지하며 고정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MD를 가정하여 

통신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을 예측하는 기법

[9], MD가 임의의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고

려하여 확률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

을 예측하는 기법[10], 또는 배터리의 잔량을 통해 MD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예측하는 기법[11] 등이 있다. 이 

기법들은 MD의 이동성과 연결 끊김에 관한 대안을 제시

하였지만, 짧은 가용 시간과 장치의 밀집도가 낮아서 그

리드의 자원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이 가정한 환경은 모바일 그리드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MD의 밀집도가 높아서 자원 확보가 용

이하고, 각 장치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교

나 회사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모바일 그리드에 적합

한 환경으로 보고, 이 환경에서 MD의 이용 패턴이 규칙

성을 보이고 있음[6][7]을 이용하여 월별, 주별, 일별, 시

간별 로그 데이터 통계를 내고, 이를 이용하여 성능을 

예측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3. 시스템 구성

  모바일 그리드 환경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크게 

AP와 MD의 집합인 모바일 네트워크(MNet), MNet의 집

합인 네트워크 그룹(NG), 기존의 유선 그리드 등 세 부

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통신이 가능한 

강의실이나 연구실이 MNet에 해당하고,  NG를 구성한

다.기존의 그리드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NG는 그리드 내

에 존재하는 하나의 노드에 해당한다. 

그림 1  모바일 그리드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MD 간의 이질성과 낮은 통신 대역폭, 높은 연

결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MD와 그리드 환경을 직접

적으로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기 위해 

Proxy를 두었다[5]. 

  모바일 그리드 시스템에서 MD와 Proxy의 구조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며, 각각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기

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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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MDinfo { /* Mobile Device information */

  performance; /* performance information */

}

struct APinfo { /* AP information */

  MDinfo list; /* Mobile Device list */

}

struct AP_List { /* AP list */

  APinfo list; /* AP list */

}

EVENT mobile_device_handoff() { /* Mobile Device */

  send notification to proxy;

  change proxy's APinfo;

}

EVENT mobile_device_login() { /* Mobile Device */

  send MDinfo to proxy;

}

EVENT mobile_device_login() { /* Proxy */

  change proxy's APinfo;

}

do { /* Proxy */

  foreach(AP list) {

    get APinfo from AP;

    check incoming/outgoing MD list;

    calculate incoming/outgoing/total performance;

  }

  log performance information;

  next period's performance prediction;

  send performance information to Grid's scheduler;

  wait until next period ( );

} while(true)

그림 3 네트워크 그룹의 자원정보 통계 알고리즘

그림 2 프록시 서버와 모바일 장치의 구조

  Communication Module은 보안된 통신을 처리하고, 

Security Module은 MD의 인증과 작업 분배 및 결과 수집

에 관한 보안을 처리한다. 

  Proxy의 Resource Monitor는 MD의 참가/이탈을 감지하

고, 각 장치의 자원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Log 

Module을 통해 기록되고, Predictor에서 현재의 자원 정

보와 기존에 기록된 정보의 통계를 이용하여 NG의 성능 

변화를 예측하고, 예측된 값을 Scheduler가 이용할 수 있

도록 전달한다. Job Manager는 그리드에서 분배 받은 작

업을 유지 관리하고, Job Scheduler는 Job Manager의 작

업을 MD의 성능에 맞게 분할하여 분배하고, 결과를 수

집한다. 

  MD의 Configuration Module은 MD의 자원 정보를 관리

하고 Proxy에 정보를 제공한다. Job Manager는 MD에 배

분된 작업을 유지 관리하고, Executor가 Configuration 

Module의 정보를 통해 Job Manager의 작업을 순차적으

로 수행하여 처리 결과를 Proxy로 전송한다.

4. 스케줄링 알고리즘

  스케줄링은 Scheduler에서 NG의 Proxy로 분배하는 것

과 NG내의 Proxy에서 MD로 분배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

어진다. 전자는 일정 시간 이후에 예상되는 NG의 성능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스케줄링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후자는 [8]의 스케줄링 기법을 응용하여 Proxy

에 분배된 작업을 NG 내의 MD들의 성능에 맞는 크기의 

작업 그룹으로 만들어 분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4.1. 성능정보 수집 및 통계

  본 연구에서는 NG에서 MD의 이용 패턴이 요일 및 시

간에 따라 일정한 형태가 나타남을 이용하여 NG의 성능 

기록을 통해 통계적으로 예측한다. 이를 위해 NG의 성능

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기록을 토대로 평균 성능을 예측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NG의 성능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MDinfo는 MD의 성능 정보이고, APinfo는 

Proxy에서 관리하는 AP 목록의 각각의 AP에 연결된 MD 

정보를 나타낸다. 

  MD는 두 가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하나는 NG의 

Proxy에 로그인하여 MD의 성능정보를 Proxy에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MD의 이동으로 AP가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Handoff 이벤트이다. 이 때 Proxy에 상태 정보

를 반영하여 성능정보 수집과 통계에 반영한다. 

  Proxy에서는 일정 주기로 AP의 정보를 수집하여 MD의 

이동여부를 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정보를 구하고, 

기존 통계와 함께 다음 주기의 성능을 예측하여 

Scheduler에 전송한다.

4.2. 성능예측

  NG의 성능예측은 최근 n주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의 

성능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시간 t의 평균 

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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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능예측 기법

struct NGinfo { /* Network Group information */

  

;  /* current performance */

   ;   /* predicted performance */

}

struct NG_List { /* NG list */

  NGinfo list; /* NG information list */

}

EVENT receive_NGinfo () {

  receive NGinfo from the proxy;

  update NG_List;

}

EVENT receive_result () {

  receive the result of job from the proxy;

  process the result;

}

do { /* Grid Scheduler */

  get current time c; /* between t and t+d */

  foreach (NG_List) {

    if (NG has no job) {

        ×  ;

      send Job(size =  ) to NG;

    }

  }

  wait until next period ( );

} while(true)

그림 5 그리드 스케줄러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 다음 주기인 t+d의 평균    와 표준편차    값

과 현재시간 측정된 성능 를 이용하여 시간 t+d의 성

능 P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  
 

 ①

  


  
 

 ②

  여기에서  
 조건은 통계범위를 나타내는데, 그

림 4와 같이 t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현재

의 성능이 일반적인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는 

통계범위를 조정하는 계수다. 만약 현재의 성능이 통계

범위에 포함된다면 ①식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②식을 사용한다. ①식은 성능의 평균값의 변화량을 이

용해 다음 주기의 성능을 구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같

은 요일, 같은 시간에서 성능 값은 통계범위 내에 있겠

지만, 공휴일이나 임시 휴일 같이 특별한 일이 있는 경

우에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②식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성능의 값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에 현재의 성능을 그대로 성능의 예측 값으로 이용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평균 성능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예측한 값은 

NG에 참가한 MD의 유동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간 t 에서  의 성능을 가진 NG가 d 시간 이후에 

   의 성능을 낸다고 할 때,    의 성능은 NG에서 

MD가 이탈하여 발생한 성능의 감소( )와 NG에 새롭

게 참가한 MD로 인한 성능의 증가(  )의 합으로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③

  MD의 이탈은 해당 장치에 할당된 작업을 처리하지 못

하고 다른 장치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작업처리시간이 지

연되어 성능의 저하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능

예측은 MD의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MD의 유동성은 [7]의 연구에서와 같이 지속적인 이용

자와 단속적인 이용자로 나타나고, 이들의 비율은 MD의 

이용자 수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 주기에서 MD의 이탈 비율 가 일정하게 나타

나므로 의 통계정보로 의 값을 ④식과 같이 얻고, 

이를 이용하여 NG의 성능 를 ⑤식과 같이 얻는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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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3 스케줄링 알고리즘

  스케줄링은 Scheduler에서 NG의 Proxy로 작업을 분배

하는 부분과 각 NG의 Proxy에서 MD로 작업을 분배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Scheduler에서 NG의 Proxy로 작업을 

분배하는 방법은 일정 주기로 각 NG에서 보내오는 성능 

정보와 다음 주기의 성능예측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된 

성능 정보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d)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을 각 NG에 부과한다. Scheduler의 스케줄링 알고리

즘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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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MDinfo { /* Mobile Device information */

  performance; /* shared resource information */

}

struct APinfo { /* AP information */

  MDinfo list; /* Mobile Device list */

}

struct AP_List { /* AP list */

  APinfo list; /* AP list */

}

EVENT receive job () {

  receive the job from Grid's scheduler;

  job_processing ();

  send the result of job to Grid's scheduler;

}

EVENT receive result () {

  receive the result of job from mobile device;

  process the result;

}

job_processing () { 

  get current time c; /* between t and t+d */

  ′


  
;

  while (until t+d) {

    foreach (AP_List) {

      foreach (MD list) {

          if (MD has no job) {

          


 


×′ ;

          send Job(size = 


) to MD;

    } } }

    wait until next period ( ′)

  }

}

그림 6 프록시 서버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림 7 Base, Best-Fit, Performance Prediction 

Scheduling 시뮬레이션 비교

 NG의 Proxy에서 NG에 속한 MD에 작업을 분배하는 방

법은 각 MD에서 로그인 시에 전송한 성능 정보( )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d') 사이에 처리 할 수 있는 작업을 

분배하여 처리한다. Proxy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4.4.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하는 환경 요소는 다음과 같

다. 모바일 장치는 성능에 따라 
 

 
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NG는 1000개의 MD가 소속되어 

있고, 모바일 그리드 전체에는 3개의 NG가 존재한다. 

NG의 평균 성능과 표준편차는 [7]의 ‘Fall/Winter 

2003/4의 주간 모바일 장치의 이용 자료’를 참조하였다. 

테스트를 위한 NG의 실제 장치의 이용 패턴은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임의의 값을 선택하였다. 

  또한 비교 평가를 위하여 초기에 알려진 성능 비율에 

맞게 정적으로 전체 작업을 배분하는 기본 스케줄링 기

법(BS: Base Scheduling), 일정 시간 간격으로 성능 정보

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작업을 배분하는 최적합 스케줄링 

기법(BFS: Best-Fit Scheduling), 그리고 제안하는 성능예

측을 기반한 작업 스케줄링 기법(PPS: Performance 

Prediction based Scheduling) 등을 같은 환경에서 실행하

였다.

  그림 7은 개의 작업을 BS, BFS, PPS 기법으로 각각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나타낸다. BS의 경우 작업수행 초

기에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능의 변화를 반

영하지 못한 작업 분배로 인해 특정 NG에 작업 부하가 

집중되어 최종 결과 보고가 875 단위시간으로 가장 늦었

다. BFS의 경우 각 NG의 성능에 알맞게 작업을 분산시

키게 되므로 BS 기법에 비해 전체 NG의 이용률을 높여 

699 단위시간의 결과 보고 시간을 보임으로써 성능을 개

선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PPS 기법은 성능 변화

를 예측함으로써 BFS 기법보다 더욱 최적화된 성능인 

651 단위시간의 결과 보고 시간을 보인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본 논문에서 가정한 

네트워크 그룹 환경에서는 PPS 기법이 가장 효율적인 스

케줄링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그리드가 갖는 제약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학교나 회사와 같은 모바일 장

치의 이용이 집적되고, 안정적인 이용을 나타내는 네트

워크 그룹을 제시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그룹을 그리드

의 자원으로 이용할 경우, 독립적이고 소규모인 작업을 

처리하기에 처리하는 것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네트워크 

그룹에 속한 모바일 장치의 이용 패턴이 일정하게 나타

남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통계하고, 네트워크 그룹의  

성능예측을 기반한 스케줄링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능예측을 기반한 스케줄링을 위해서 네트

워크 그룹의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드

의 Sche- duler와 네트워크 그룹의 Proxy 간, Proxy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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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장치 간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작업을 스

케줄링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Base Sche- 

duling, Best-fit Scheduling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비교 

평가를 통해 네트워크 그룹으로 구성된 모바일 그리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케줄링 기법임을 보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모바일 장치의 높은 이질성과 다

양성을 고려한 모바일 장치의 성능 측정 방법을 모색하

고, 모바일 장치의 유동성으로 인한 성능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더 최적화된 스케줄링 기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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