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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과학 응용을 실행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은 클라우드 컴
퓨팅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고자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다양하며, 각
회사마다 표기하는 자원의 정보가 서로 상이하여 과학자들은 본인에게 적합한 자원을 선택하는데 많은 시
간과 노력을 소비해야한다. 이에 따라, 표준화된 자원 명세법 및 과학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응용의 특성
을 반영하여 적합한 자원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 특성 군집을 분석하여 자원을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자원은 서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과학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응용의 특성에 따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응
용의 특성을 반영한 군집을 형성한다.

1. 서

맞게 자원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응용의 특성 군집
분석을 통한 자원 분류 기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자원 명세 중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자원의 명세를 표준화한다. 자기조직
화지도 및 K - 평균 군집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자원을 분류한다. 이 때, 응용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사한
클라우드 자원을 분류한다. 응용의 특징에 따라 특정 요
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형성된 군집은 주어진 응용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자원들로 구성되게 된다. 분류된
군집은 다양한 범위를 가지는 속성들이 유사한 구성을
가진 자원끼리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자원 분류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론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
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
이 원하는 만큼 빌려 쓸 수 있다는 특성으로 각광을 받
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
사들은 A mazon EC2 [1], M icrosoft Window A zure
[2], K T Ucloud [3], Google Cloud Engine [4], NHN
Entertainment [5]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각 회사들
은 제공하는 자원의 표기법이 서로 상이하여 사용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자원을 선택하는데 이를 조사하고 비교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한다. 따라서 사용
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회사에 관계없이 자원
을 선택하기 위해 자원 명세의 표준화된 표기법이 필요
하다.
과학자들 입장에서 클라우드 자원은 다양한 특성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험하고자 하는 응용의 특
성에 따라 적합한 자원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원에 대한 분류가 필
요하다. 한편, 과학자들은 실험에 다라 다양한 실험의도
및 요구사항을 제출하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정적인 분
류법은 불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
학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응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황에

2. 관련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클
라우드 자원 분류 기법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6]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자원을 베이지안 분류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자원의 여러 가지 요소의 유
사성을 계산하여 분류한다. 특히, 특정 요소가 분류에 영
향을 크게 주기 위하여 가중치를 고려한 베이지안 식을
이용하여 특징의 유사성을 계산한다. [7] 연구는 정확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온
톨로지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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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갱신할 정도를 나타낸다.
알고리즘1에서 도출된 출력 뉴런의 정보를 이용하여
군집을 형성한다. 군집의 개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elbow
method를 적용하여 적정 군집 개수를 도출한다. 앞서 구
한 출력 뉴런의 정보를 입력하여 적정 군집 개수의 군집
을 형성한다. 이는 알고리즘 2에 설명되어 있다. 알고리
즘 1의 학습 결과를 입력으로 elbow method를 적용한
다. elbow method를 통해 적정 군집 개수를 도출한다.
해당 적정 군집개수의 군집을 형성한다.

념들 간에 정확하게 같지 않아도 유사도를 계산하여 검
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때, A HP( A nalytic
Hierachy Process) 메소드를 사용하여 SLA ( Service
Level A greement) 를 만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한다. [8] 연구는 제안하는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인터클라우드 환경에서 응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
하여 응용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군집을 형
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자원에 대해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자원을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알고리즘 1.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한 모델 학습
1. 연결가중치를 랜덤 값으로 초기화한다.
2. 새로운 입력벡터를 입력뉴런에 제시한다.

3.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한 클라우드 자원 분류 기법

3. 입력벡터와 모든 출력 뉴런들과의 거리의 제곱을

본 장에서 제안하는 분류 기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
된다.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 자
기조직화지도 훈련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K - 평균 군집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군집을 형성한다.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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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소거리를 가지는 승자뉴런을 선택한다.
3.1 자기조직화지도 및 K-평균 군집분석
자기조직화지도는 대뇌피질을 모델화한 인공신경망의
일종이다[9]. 이는 자율학습으로 훈련되며 고차원의 데
이터를 일반적으로 2차원인 저차원의 지도를 생성한다.
이 지도는 입력공간에서 주어진 훈련 샘플에 대한 이산
적인 표현을 나타내며, 입력 공간에 대한 위상 속성을
보존한다.
elbow method[10]는 군집분석 시, 군집의 개수를 결
정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다. 형성되는 군집의 개수에
따라 각 경우에 군집의 중심과 해당 군집에 속한 요소
간의 거리 합을 도출한다. 해당 값이 급격히 감소하다
군집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많이 감소하지 않은 시점이
적정한 군집의 개수로 선정한다.
K - 평균 군집분석 알고리즘[11]은 주어진 데이터를 K
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각 군집과 거리 차이
의 분산을 최소화 하는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은 자율
학습의 일종으로 군집을 형성한다.

5. 그 승자뉴런과 이웃한 출력 뉴런에 연결된 가중
치들을 갱신한다.
            

6. 2로 돌아가 새로운 입력벡터를 처리한다.
7. 지정된 학습 횟수까지 2-6 단계를 반복한다.
알고리즘 2. K-평균 알고리즘 기반 군집 분석
1. 알고리즘 1의 학습 결과 모델을 입력한다.
2. 형성할 군집 개수에 대해 elbow method 적용한
다.
3. 특정 기울기 이하의 지점 선택한다.
4. 선택된 군집 개수로 K-means 군집분석 적용한다.
4. 실험
3장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자원 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응용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군집이 설명하는 것을 보이고
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5개의 클라우드 자원 제공
회사( A mazon EC2 [1], M icrosoft Window A zure [2],
K T Ucloud [3], Google Cloud Engine [4], NHN
Entertainment [5], Openstack [12]) 의 97개의 클라우
드 가상 자원을 명세하였다. 실험에 적용한 응용은 계산
집약적인 응용과 데이터집약적인 응용을 사용하였다. 계
산집약적인 응용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계산 양을 요구
하기 때문에 자원의 요소 중 vCPU에 가중치를 부여하였
다. 데이터집약적인 응용의 경우에는 memory에 가중치
를 부여하였다. 각 응용 별로 응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여한 가중치에 따라 자기조직화지도 모델을 형성 및
군집을 도출하였다. 자기조직화지도의 경쟁층은 8*8 모
양을 가지는 64개의 출력뉴런을 형성하였다. 또한 초기
학습율은 0.05로 설정하고 0.01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하
도록 설정하였다. 최대 반복횟수는 500번으로 설정하였
다.

3.2 클라우드 자원 분류 기법
클라우드 자원 분류 기법은 자기조직화지도 모델을 기
반으로 한다. 다양한 속성을 가진 클라우드 자원에 대해
이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자원끼리 군집을 형성한다. 자
기조직화지도 모델의 학습과정은 알고리즘1에 설명되어
있다. 연결가중치 초기화 및 새로운 입력벡터를 제시하
고, 입력벡터와 모든 출력 뉴런과의 거리의 제곱을 계산
한다.  는 입력벡터, 는 연결가중치를 의미한다. 입
력벡터는 자원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 이
름, 서비스 제공 회사명, 메모리 크기, CPU 처리속도, 네
트워크 대역폭, vCPU, 스토리지, 가격, 드라이브 종류]
와 같이 구성된다. 이 때, 응용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속
성( characteristic) 에 가중치(  ) 를 부여하여 거리의 제곱
을 계산한다. 입력 벡터는 계산된 거리에서 최소거리를
가지는 뉴런에 맵핑되며, 그 승자뉴런과 이웃한 출력 뉴
런의 연결가중치를 갱신한다. 이 때,  는 학습률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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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응용 특성 군집을 분석하여 자원을 분
류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조직화지도 기법을 이용
하여 응용의 특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군집이 형성되는
것을 보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계산집약적
인 응용, 데이터집약적인 응용에 대해 각각 특성에 가중
치를 부여하여 클라우드 자원 군집을 형성하였다. 응용
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사한 군집을 형성하여 응용을 수
행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에는 형성된 군집에서 비용 및 다른 요소를 고려
하여 유사한 자원을 대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자원 추
천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응용 특성을 반영한
군집을 기반으로 실제 응용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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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자원의 특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군집을
형성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2는 계산집약적인 응용에
대해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vCPU에 가중치를 부여
하고 군집을 형성하였다. 그림 3은 데이터 집약적인 응
용에 대해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memory에 가중치
를 부여하고 군집을 형성하였다. 각각의 자기조직화지도
훈련에 의해 형성된 경쟁층은 다른 출력 벡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라 K - 평균 군집분석 기법을 사용
하여 군집을 형성하였으므로 각기 다른 개수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8개의 군집
을, CPU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는 6개의 군집을,
memor y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는 7개의 군집을 형성
하였다. A mazon EC2의 r 3.2xlarge 자원을 예를 들어,
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m4.4xlarge,
c4.4xlarge, c3.4xlarge, F16}와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되
었다.
또한
CPU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m4.2xlarge, m4.4xlarge, m3.2xlarge, c4.4xlarge,
c3.4xlarge, r3.2xlarge, F16}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
으며, memor y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m4.2xlarge,
m3.2xlarge, r3.2xlarge, F8, High- memory6}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응용의 특징에 따라 형성되는 자원
의 군집이 다르며, 이는 어떠한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
는지에 따라 동적으로 군집이 형성된다. 군집분석은 응
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사한 속성을 가진 자원을 군집
으로 형성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Journal of Networks, Volume 9, No 11, pp.2987-2993,
November. 2014.
[7] Li Liu, Xiaofen Yao, Liangjuan Qin, Miao Zhang,
" Ontology-based Service Matching in Cloud Computing" ,
in Fuzzy Systems, 201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pp. 2544-2550, July. 2014.
[8] 안윤선, " 인터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응용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자원 분류 기법" , 2015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
대회 논문집, pp. 48-50, June. 2015.
[9] Self-Oranizing Map, Kohonen, Teuvo. " The
self-organizing map." Proceedings of the IEEE 78.9
(1990): 1464-1480.
[10] Elbow method,Ketchen, David J., and Christopher L.
Shook. " The application of cluster analysi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n analysis and critiqu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6 (1996): 441-458.
[11] K-means clustering, MacQueen, James. " Some
methods for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multivariate
observations." Proceedings of the fifth Berkeley
symposium on mathematical statistics and probability.
Vol. 1. No. 14. 1967.
[12] Openstack, http://www.openstack.org/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