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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ASMATI 플랫폼은 모바일 사용자 및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지역간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BASMATI 플랫폼은 모바일 사용자를 지원하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이종
클라우드 연동 환경에서 설치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BASMATI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Application
Controller)는 Application Service Provider(ASP)가 실행하고자 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를
관리하고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위반을 탐지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재전개
(Redeployment)를 포함한 SLA 위반 처리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BASMATI 의 애플리케이션 제어기의
요구사항과 그 설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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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직접
온라인으로 요청하면 수
분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이다[1].
현재 모바일 사용자가
실행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기본적으로
서버
측
프로그램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바일 ASP
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서버
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관심사항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Point of Interest, PoI)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폭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의
부하를
경감하고
응답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위치를 사용자들이
밀집한
지역의
인근
사이트로
이동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응답속도를
개선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경험(Quality
of
Experience, QoE)을 개선할
수 있다.
2. BASMATI 소개
BASMATI 과제는 한국과
EU 간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로서 모바일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지역
간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중인 과제이다
[2].
BASMATI
플랫폼은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 이하 CSP)들의
접근 방법을 추상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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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Cloud Providers
Management 계층과
다수의 CSP 에서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금, SLA 관리, 자원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Federation
Management,
ASP 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및 관리, 최적화 등을
관리하는 Application Backend Management 등으로
구성된다.

-

-

바탕으로
최적의
Application
Deployment
Plan 을
하나 이상 생성한다.
Application
Controller 는 Decision
Maker 에서
생성한
Application
Deployment
Plan 을
받아서
Provider
Deployment 에
전달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원의 할당 및 실행을
요청한다.
그 결과로 실제
자원이
할당되고
애플리케이션의
구동이
시작되면
Application controller
는 Federation SLA
Manager 에
해당
자원에 대한 SLA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그림 1) BASMATI
플랫폼 구조
본 논문에서는 Application
Back-end
Management
부분의
한
모듈인
애플리케이션
제어기
(Application Controller)의
역할과
구조
설계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3. Application

Controller

의 역할
Application
Back-end
Management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ecision Maker
는 ASP 가 입력한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QoS
요구사항,
Knowledge
Extractor
에서 과거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 정보로부터
추출한 정보, 그리고
Resource
Broker 가
제공하는
리소스
랭킹정보
등을

(그림 2) BASMATI
애플리케이션 전개
흐름도
4. Application

Controller

설계
3 장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Application
Controller 의 구조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Application
controller 구조
Application
Controller 는
크게 3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Application
Deployment Manager:
Decision Maker 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관리를 위한 정보를
Application Repository
에 저장하고 관리한다.
Deployment
Request
Generator:
Application
Deployment Manager
가 수신한 Deployment
Plan 을
Deployment
Request 로 변경하여
Provider Deployment
에
전달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실제
할당된 자원의 정보를
수신한다.
SLA Monitoring
Connector: Federation
SLA
Monitoring 에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실제 할당된 자원의
정보를 전달하고 SLA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SLA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Application
Controller 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저장하고 참조하기
위한 저장소로 Application
Repository 를
사용한다.
Application Repository 는
Application
Back-end
Management 계층의 공유
저장소로서 Application 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각
모듈간에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준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BASMATI 과제의 목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하는
모바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와
사용패턴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
공간적으로
흩어져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연동하여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의
전개와
실행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BASMATI
플랫폼은 Application Backend
Management,
Federation
Management,
Provider
Management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계층은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
관리,
클라우드간 연동 관리,
이종 클라우드 연결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BASMATI 의
Application Controller 개발
과정은 기초 설계가 끝난
상태이며 이제 곧 모듈
구현 및 내부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유럽 파트너들이
담당하고 있는 Decision
Maker,
Provider
Management,
Federation
Management 등과
연동
시험 및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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