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클라우드를 구

축하는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1〕. IaaS 클라우드 시스

템 중 하나인 OpenStack〔2〕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써, 대용량 시스템을 구성, 관리를

지원하며 구축 과정 시 약 30여 가지의 환경설정 파일

과 약 100가지의 명령어를 실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구축 시 시간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OpenStack을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일괄적인 설치가 가능한

DevStack〔3〕 또한 순차적인 구축으로 인한 시간적

Overhead 발생과 설치되는 시스템 환경에 따른 환경

설정 시 오류가 발생하여 구축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의 분석 절차를 통해 분석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1단계는 서비스별 의존

성과 연관성을 파악하며, 2단계는 이를 프로파일링하

고, ３단계는 이를 토대로 OpenStack구축을 최적화

하여 OpenStack구축 시 시간적 성능 향상 방안을 제

시한다.

[그림 1] 효율적 구축 방안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실험을 통

해 각 서비스별 의존성을 파악하기 위한 알고리즘 제시

와 프로파일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3장은 2장의 분

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4장에서는 개선된 해결된 해결책을 기반으로 얼마나

속도향상이 이루어지는지 측정하며, 5장에서는 본 논

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분 석

본 장에서는 효율적인 IaaS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서비스별 의존성을 파악 및 프로파일링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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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OpenStack은 총 6개의 서비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서비스들의 역할은 [그림 2]와 같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모두 설치되었을 때 비로소 정상적인

OpenStack이 동작하게 된다.

OpenStack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4〕는 아래

[그림 3]처럼 각각의 서비스별로 순차적인 설치 및 설

정을 하며 OpenStack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적인 설치자들은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그대로

사용하며, 순차적인 구축을 진행한다.

[그림 3]에 도시된 구축 방법에 따라 구축이 진행될

경우, 각 설치 단계가 병렬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음에

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비효율적 구축이 이루어진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각

설치 단계별 의존성 관계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고안

하였다.

알고리즘은 총 2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알고리

즘은 다운로드 및 설치와 환경설정에 대한 순서 의존성

분석 알고리즘으로써, 다운로드 및 설치와 설정 순서에

대한 오류를 검증한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첫 번째 알고

리즘의 분석을 바탕으로 설정 의존성을 판단하게 된다.

1 PROCEDURE Sequence_Dependency_Check

2 INPUT α:다운로드 및 설치,β:설정

3 BEGIN

4 IF(NoERR(Install α→β)) output_seq(α→β)

5 END IF

6 IF(NoERR(Install β→α)) output_seq(β→α)

7 END IF

8 END

[그림 4] 설치·설정 의존성 조사 알고리즘

[그림 4]의 설치·설정 의존성 알고리즘에서

는 α, β의 순서 의존성을 조사한다. 먼저 α가

진행된 후 β가 진행되었을 시 오류가 나지 않

는다면 α, β순서를 출력하여 오류가 없는 설치

순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먼저 β가 진행된

후 α가 진행되었을 시 오류가 나지 않는다면

β, α순서를 출력하여 오류가 없는 설치 순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OpenStack의 서비스별 설치·설정 의존성 검

사에서는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설정을 해야 한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설치, 설정 의존성

조사가 완료된 후, 각 서비스의 설정에 대한

의존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1 PROCEDURE Configuration_Dependency_Check
2 Proc = 오류가 없는 설정 Procedure
3 U = Proc의 집합
4 N = U 내부 Proc 개수
5 ← : 집합에서 2개의 요소를 선택하여 이동
6 BEGIN
7 REPEAT UNTIL N > 3
8 IF(Config(T ← U) = No_Error)
9 output(1st element of T)
10 END IF
11 END REPEAT
12 END

[그림 5] 설정 의존성 파악 알고리즘

[그림 5]의 설정 의존성 파악 알고리즘은 서비스들

의 설정 의존성을 파악한다. 먼저 모든 서비스가 차례

대로 2가지가 설정되어 오류가 나지 않는 조건에서, 첫

[그림 2] OpenStack 각 서비스 요소별 기능 〔4〕

[그림 3] OpenStack 기반 IaaS 구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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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의 서비스설정을 출력하며, 첫 번째 서비스설정을

완료시켜 둔 뒤 나머지 서비스들을 차례대로 2가지 쌍

으로 설정하여 오류검증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본 논

문에서의 수행 결과, Keystone과 나머지 서비스와의

설정 의존성이 존재하였다.

Ⅲ. 클라우드의 효율적 구축방안

본 절에서는 2절에서 실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효

율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Keystone과 나머지 서

비스들은 서로 의존성과 연관성이 있으며 나머지 각각

의 서비스들의 의존성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들을 순차적인 구축이 아닌

병렬적 구축 시에도 문제없이 동작하게 된다. 또한 [그

림 6]과 같이 Script를 제작하여 서비스별 구축을 병

렬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6] 도출된 OpenStack구축 Script 일부

[그림 7] 도출된 Script에 따른 OpenStack

구축 Procedure

[그림 7]과 같이 모든 서비스를 병렬적으로 다운받

아 일괄적으로 설치하도록 apt-fast 명령어를 통해 일

괄적 다운, 설치를 진행한다. 그 후 keystone 서비스

의 구축을 진행한 뒤, 나머지 모든 서비스의 병렬적인

구축을 Script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Ⅳ. 성능 평가

본 절에서는 개선 전 OpenStack 구축 시 설치 소

요시간과 Script 기반 개선 후 설치 소요시간을 나타낸

다. 실험환경은 CPU Xeon E5-2609(2.5GHz)를 사

용하였고 Memory 32GB를 사용하였으며 Storage

환경은 SSD로 진행하였다. 클라우드 환경은

ubuntu12.04에서 진행되었다.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OpenStack 구축 공식가이드로 OpenStack 구축 시

측정결과는 약 2,400초로 측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한 Script 기반 개선된 구축 해결책을 바탕으로

OpenStak 구축 시 약 480초가 소요된다. 개선 전 소

요시간은 약 2,400초로 각 서비스당 약 300초의 시간

이 소요된다. 개선 후 설치 소요시간은 약 480초로 최

대 400%까지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는 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비스별 의존성 검사와 프로파일링을 통

해 구축과정을 최적화하였고, 그에 따른 Script를 통해

구축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IaaS 클라우드 시스템인

OpenStack 구축과정에서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제작

하여 각각의 서비스 의존성과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일반화

된 알고리즘을 통해 다른 시스템들의 구축 시 의존성을

검사하여 개선된 구축과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개선 전후의 구축방법

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였다. 개선된 설치방안을 제시하

여 공식 구축 방안보다 최대 400%의 속도 개선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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