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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IT 기반의 환경은 웹서비스의 랫폼의 변화, 클라우딩 컴퓨 환경으로의 진화, 스마트 시장의 

변확 로 속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개발 환경도 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

에,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SaaS기반의 모니터링 제공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양한 모니터링 환경을 지원하

고 리자가 요구한 자원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향상된 모니터링 임워크로써 클라우딩 컴퓨  환경의 

SaaS 랫폼의 고성능 비용 클러스터 리 시스템이 가능한 클라우딩 컴퓨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리

하여 본 연구의 목표는 클라우딩 컴퓨  환경의 SaaS 기반 랫폼의 효율 이고 사용자 정의 가능한 모

바일 인터페이스를 가진 3D 뷰어가 제공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 중심어 :∣3D∣맵 3D∣오픈소스∣클러스터링 관리∣클라우드 컴퓨팅∣SaaS∣ 

Abstract

Recently, IT-based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as changing in web services platform, 

evolution of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expanding the base of a smart market. 

Accordingly, monitoring development of environment is changing quickly. So a customizable 

SaaS-based monitoring tool is required to provide monitoring services. It has to support a 

variety of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 resource managers with  requested information, and 

by an enhanced monitoring framework in clouding environment of management system.  In this 

paper, the 3D viewer for the management of sensor node management system was designed 

and built. Through the 3D viewer by enhancing the accessibility and visibility, the sensor 

network will allow resources to be use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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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 소스 기반의 리 스 클러스터링 기법은 분산 컴

퓨  환경의 고효율성  비용으로 인해 가장 리 

용되고 있는 클러스터링 환경이다. 클러스터 노드 자

원 정보의 리를 해 모니터링 도구는  클러스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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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리정보에 해 필수 으로 요구되어지고 있고[2], 

SaaS는 소 트웨어 실행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공되고 있다. SaaS 환경에서 클러스터화하여 구축된 

소그룹의 클라우드 환경의 어 리 이션 실행시, 오

소스 기반의 모니터링 리시스템을 필요로 하며[3], 패

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링 제공 리 시스템이 

무한 상태이다. 즉, 최근 패러다임이 지원되는 오 소

스 기반의 클러스터 리 모니터링 도구의 임워크

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딩 컴퓨  환

경의 SaaS 기반 랫폼에서 효율 이고 사용자 정의 

가능한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가진 3D 뷰어가 제공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시스템을 통하

여 SaaS를 통한 클라우딩 환경의 자원 모니터링이 가

능하며, 고객의 성향분석, 근 패턴 추 , 모니터링 정

보를 통한 마  지원 략 수립에 도움을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하여 살펴보고, 3장

은 사용자 정의 자원 리를 한 클러스터 리 시스

템 임워크를 제시하며, 4장에서는 구 련 부분에 

하여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클러스터링 시스템은 그리드 컴퓨 과 클라우딩 컴

퓨 의 컴퓨  환경 잠재성을 가지고 차세 를 리더하

는 분산 컴퓨  기술이다[7]. 한, 클러스터링 시스템

은 과학계산, 용량 멀티미디어 같은 응용분야에 사용

되고 있다. 클러스터링 시스템에서 클러스터 리 시스

템은 필수 으로 요구되며, 실제 환경에 용 가능해야 

한다.  클러스터링 컴퓨 의 구축 로 NOW, HPVM, 

Beowulf & 구  등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클

러스터링 리 시스템의 구 을 해 모니터링 도구에 

하여 살펴본다. DRMonitor[4]는 네트워크상의 개인 

컴퓨터의 계산 자원 사용률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

로 모니터링된 자원정보를 기록하지 않지만, 부하 균형 

정책을 도와주기 해 성능평가 값을 일정시간마다 갱

신한다. 고성능 클러스터 모니터링 시스템인 

Supermon[5]은 기존의 방법보다 빠르게 노드의 행동 

모니터가 가능하나 특정 시스템에 한 모니터링을 제

한한다. NWS[6]는 SNMP로 리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한 서비스로 SNMP 에이 트를 사용하여 

범 한 자원 요소 집합을 가진다. 그러나 SNMP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은 모니터링 할 수 없다.

한편, 3D 뷰어 기능을 제공하기 해 기존 RIA 환경

에서 제공되는 3D 오 소스를 용하기 해 최신 오

소스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 Papervision3D: 간단한 큐 같은 도형부터 복잡

한 3d모델과 재질까지 지원하는 3D엔진으로 가

장 유명한 래시 3D엔진이다[8].  

� Alway3D: FlashFLVe3D를 한 리얼타임 3D 엔

진으로 다양한 래쉬용 엔진과 라이 러리를 제

공한다[9].

3D 뷰어 기능은 체 클러스터링 노드의 뷰어를 제

공하기 해 맵연동을 통하여 사실 이며 근성이 빠

른 뷰어 화면을 제공하고, 클러스터링 노드들의 토폴로

지 구성을 제시하었다. 맵 연동을 한 맵 API는 메르

카토르도법이라는 지도투 법을 사용하며 가로세로의 

길이가 같은 지구 체가 들어가는 정사각형 지도를 기

반으로 zoom level에 따라 지수 으로 확 해가는 동일

한 방법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Google Maps

뿐만 아니라 Yahoo Maps, MS Live Maps 모두에 같

이 용이 되고 잇으며, 지도투 법이 같으므로, 본 

랫폼에서는 가장 인 구  맵을 용하 다

[11][12]. 

Ⅲ. 사용자 정의 자원 관리를 위한 클러스터 관

리 시스템 프레임워크

클라우  컴퓨 의 각 랫폼이 유기 으로 상호작

용하기 해 클러스터 리 시스템은 클러스터 노드를 

튜닝하고 클러스터 시스템 자원을 리한다. 해당 섹션

에서는 사용자 맞춤이 가능한 클라우딩 컴퓨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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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를 한 클러스터 리 시스템 임워크를 제시

한다. 제공되는 임워크를 CCMS라 하며[1], CCMS

는 클라우딩 환경의 다양한 클러스터 노드의  AIR 

로그래  기법[10]을 용하여 제시된 AIR 클러스터링 

노드 클라이언트, 엔터 라이즈 모니터링 서버, 리지

원을 한 스마트 모바일 노드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3DV_CCMS

AIR 

클러스터링 

노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서버(CCMS)

3D 뷰어 (3DV)

스마트 

관리 노드  

그림 1. 3DV_CCMS 전체 구성도

3.1 AIR 클러스터링 노드 

클러스터링 클라이언트 노드는 일반 으로 리 스 

환경에서 구축되며 클러스터화하여 운 된다.  이는 오

소스를 통해 구축 비용의 감  지원 리 모듈이 

활발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랫폼 

독립 인 AIR 로그래  기법을 통하여 클러스터링 

클라이언트 연동 노드를 쉘 기반의 모니터링 모듈과 함

께 제공되며 표 인 기능모듈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은 재 시스템이 어떻게 

운 되고 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표

인 정보자원으로써 로세스, 메모리, 디스크 

I/O와 네트워크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최

화하기 한 모듈이다.   

� 성능 모니터링은 어느 자원의 부족 상으로 인

해 성능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아내기 한 모니

터링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보

고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을 찾는다. 한 성

능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검하는 모듈이다.

� 로그 분석기는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작업은 로그를 통해 기록을 남고 문제가 발생했

을 경우 가장 먼  해야 할 작업이다.  

� 트래픽 리는 트래픽 사용 황을 직  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트래픽 사용량을 과하게 

되면 서버와의 차단하여 리한다.   

� 서비스 컨트롤은 시스템 제공 서비스의 상태정

보를 제공한다. 

� 추 기능은 시스템 호출을 추 함으로써 시스

템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한다. 

� 결함 & 자동 복구 모듈은 시스템 모니터링 결

함을 발견하고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 SNMP 를통해 네트웍 리  네트웍 장치와 

동작을 감시하며 통 하기 한 로토콜 모니터

링을 지원한다. 

모니터링 뷰

XML 연동 모듈

스크립트 모듈

모니터링 데몬

서버 연동 모듈
엔터프라이

즈 모니터링 
서버 

노드 A

노드 B

....

노드 N

클러스터링 

노드

모바일 

노드

AIR 클러스터링 노드

 시스템 

모니터
성능모니터 로그 분석기

SNMP 모니터링서비스 제어 추적기능

트래픽 관리

결함/자동 

복구

그림 2. AIR 클러스터링 노드 

 

3.2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서버

RIA환경의 모니터링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오 소스 

랫폼의 맵 연동과 3D 뷰어가 지원가능하다. 스 

기반의 모니터링 서버 랫폼을 제시하며 클러스터링 

노드로부터 XML 형태로 제공된 정보는 mysql의 데이

터 베이스에 구축되며, [그림 3]에서는 지원되는 기능들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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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클러스터링 
노드

자원 분석기

자료 분석

스마트 모듈 노드

XML 모듈

스마트 연동 모듈클라이언트 연결 모듈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서버 

구성 뷰리포트 

뷰

노드 뷰

성능 챠트결함/자동 
관리 뷰

실시간 뷰이벤트 

뷰

그림 3.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서버

� 자원 수집 모듈은 클라이언트 노드로부터 수집

된 정보를 DB화하여 뷰어에 제공가능하도록 한다. 

� 성능 챠트기능을 통해 노드 정보의 모니터링 정

보를 그래픽을 통해 제공한다. 

� 이벤트 로그 뷰는 클러스터링 노드의 로그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뷰어이다. 

� 실시간 노드 정보 뷰에서는 실시간으로 노드 

정보의 업데이트기능을 제공한다.  

� 결함 & 자동 복구 기능에서는 클러스터링 노

드에 한 결함 자동복구 히스토리 기능을 리자

에게 제공한다. 

� 리포트 & 알람 기능을 통해 노드 리자의 스

마트 모바일 노드로 리노드의 정보를 XML 화하

여 제공되며, 서버화면상에 제공된다. 

3.3 스마트 모바일 노드

리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노드 리를 지원하기 해 

엔터 라이즈 모니터링 서버와 스마트 모바일 노드를 

연계하여 제공 정보에 한 지원을 제공받고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노드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제공하며, Android SDK 

2.2의 API 8 Level로 제시하 다[13]. 지원 기능은 다음

과 같다.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서버 

스마트 모바일 노드

자원 분석 모듈

연결 

관리기능
인증 XML 관리

자동 기능 뷰

저장 모듈

사용자 정의 뷰

그림 4. 스마트 모바일 노드

� 서버통신기능을 통해 서버와 연결기능을 제공한

다. 

� 실시간 정보 뷰에서는 실시간 액티비티가 모니

터링 함으로써 서버의 모니터링 지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 인증을 통해 리자 이외의 서버 연동을 제한하

도록 한다. 

� 사용자 정의 리 기능은 모니터링을 한 사용

자 정의 노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공가능하다. 

3.4 3D 뷰어 제공 플랫폼: 3DV_CCMS

오  소스의 변확 로 구  맵 연동은 다양한 GIS 

시스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

한 맵 연동 시스템으로 인해 경제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링 모니터링 도구와의 

연동은 아직 미흡함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가장 활용도

가 높은 구  맵 연동을 통한 3D 뷰어를 엔터 라이즈 

모니터링 서버에 탑재하여 클러스터링 노드의 맵 연동 

 3D 뷰기능을 지원함으로써 토폴로지를 가시화하고 

빠른 노드의 근성을 지원하며, 3D 테이터 화면연동을 

통해 체감성과 비쥬얼성을 높 다. [그림 5]에서는 3D 

뷰어 제공 랫폼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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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D 뷰어 제공 플랫폼

CCMS 지원을 한 3D 뷰어에서는 클러스터링 존 

인더, 3D 나비게이션, 클러스터링 노드 뷰, 클러스터

링 노드 자원 정보 분석 제공 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Google 3D Map 존영역 뷰어

그림 7. 상세노드 뷰어

[그림 6]에서는 존 역별로 구분된 클러스터링 역

을 보여주고 [그림 7]에서는 존 역을 클릭시 해당 그

룹의 세부 클러스터 노드의 화면을 3D형태로 화면에 

보여 다.

IV. 구현

오 소스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해 Adobe RIA 

환경의 표 인 스 빌더를 활용하여 엔터 라이

즈 모니터링 서버와 Adobe AIR 로그래 을 활용한 

AIR 클러스터링 노드를 구 하 으며, 스마트 모바일 

노드를 구 하기 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하

다. 3D 뷰어 기능을 제공하기 하여 Papervision3D

를 활용하 다. [그림 8]에서는 뷰어 생성 주요 과정을 

보여 다. 

3D 뷰포트 생성

장면 생성

카메라 생성

렌더러 생성

메터리얼 지정

객체 지정

이벤트 지정

그림 8. PV3D 뷰어 생성 과정

한, 구  3D 맵 연동을 하 으며, 지도에 3D 기능

을 추가하기 해 com.google.maps.Map3D, com.google. 

maps.View   com.google.maps.geom. Attitude 클래

스를 사용하며, Map3D 객체를 사용하여 지도의 

MAP_PREINITIALIZE 이벤트 내에서 지도뷰를 

VIEWMODE_PERSPECTIVE로 설정하여 용한다.  

구  3DMap 연동을 한 주요 연결부분의 소스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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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Map3D 
xmlns:maps="com.google.maps.*"        
mapevent_mappreinitialize="onMapPreinitialize(even
t)" 

        
mapevent_mapready="onMapReady(event)" 

   id="map" 
   sensor="false" 

key="ABQIAAAAkHPlDprVz55nbPySxODa0xT2yXp_
ZAY8_ufC3CFXhHIE1NvwkxSDyGChrn5nq0-nuAW5I8
XfrLovdg" 

        
width="100%" height="100%"/>

V. 결론 및 분석

시험 환경을 해 VMware6.5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

트 노드를 구축하고, Fedora9에 탑재된 AIR 클러스터

링 노드는 FlashPlayer 10을 통해 실행된다. [그림 9]에

서는 클라이언트 노드의 실행화면을 보여주고 [그림 

10]에서는 엔터 라이즈 모니터링 서버의 실행화면을 

보여 다. 서버를 통해 [그림 11]의 스마일 모바일 노드

로 송된 정보는 사용자가 지정한 클라이언트 노드 정

보를 송한 것으로 리자에게 노드정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다. 

 

그림 9. AIR 클러스터링 노드 화면 예

그림 10.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서버 화면 

그림 11. 스마트 모바일 노드

3DV_CCMS와 표 인 클러스터 모니터링 도구를 

비교 분석하 으며, [표 1]에서는 항목별 특징들을 보여

다. 

DRMo

nitor

Super

mon
NSW 3DV_CCMS

에러보고

및 복구
×  ○ × ○

실시간 

관리
○ × ○ ○

로그보고 ○

프로세스

스케쥴링
× × × ○

비쥴얼화 ○ × ○ ○

3D 기능 × × × ○

실행환경 agent mon
SNMP 

agent

클라우드&스

마트 환경제공

표 1. 클러스터 모니터링 도구 분석 

한, 3D 뷰어의 오 소스 용시 표 인 3D 오

소스의 비교결과, Papervision3D와 Away3D는 세그먼

트 50,50 인 Sphere 객체를 생성시의 fps를 비교해보면 

PaperVision3D에서는 평균 fps가 25~28정도인 반면, 

AWAY3D에서는 18~23 정도로 기본 3D 연산에서 

PaperVsion3D 가 더 빠르므로, 뷰어 제공기능이 

하다고 보여 진다. 

본 논문에서는 3D 기능이 제공된 클러스터링 리 

랫폼과 스마트 연동을 통한 리자 지원 제공 기능 

랫폼을 제시하 다. 3DV_CCMS 랫폼을 통해 오

소스를 통한 비용 감과 랫폼 독립 인 노드 리기

능, 마   고객 성향분석이 가능하다.  한, 고효율 

 비용의 클러스터 자원 리가 가능하다.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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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과제로써는 3D 뷰어 기능의 확 와 스마트 모바일 

노드의 연계기능을 확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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