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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성능 컴퓨팅 자원(Computing Resources)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로 연동하여 단일 컴퓨팅 작
업을 수행하는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그리드를 구성하는 노드에 작업을 분배하는 메타 스케줄링(Metascheduling)과 노드내의 작업

을 프로세서에 적절히 할당하는 작업 스케줄링 방법을, 작업 큐와 두 개의 백필 큐를 사용하는 혼
합 기법을 사용하여, 작업 지연율(Slowdown Ratio)을 줄이고 그리드 컴퓨팅의 이용률(Utilization)을 높
이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1. 서론 

그리드 컴퓨팅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고성능 
컴퓨터, 대용량 저장장치, 첨단과학설비 등 컴퓨팅 자
원들을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병렬 분산처리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다[1]. 현재 그리드 컴퓨팅 기술은 병
렬 컴퓨팅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병렬 컴퓨팅 환경에서의 기존 병렬 작업 스케줄

링 기법을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2]. 이기종(Heterogeneous) 병렬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스케줄링 기법 중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백필(Backfill) 기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케줄링 기법이 연구 되었으며[3], 백필을 사용한 스
케줄링에서는 작업의 특성과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 연구는 2005 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 

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KRF-2005-041-D00630) 

 

시스템의 자원 효율을 높이면 작업의 지연시간이 늘
어나고, 작업의 지연 시간을 줄이면 시스템의 자원 효
율이 낮아지는 Trade-off 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작업

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자원 효율을 증가시키거나 작업의 지연시간

을 단축시켜야 한다. 
그리드 컴퓨팅 서비스들 중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

분인 스케줄링 기능은 자원들의 분산 처리에 관한 관
리와 작업 스케줄링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4]. 현
재 여러 가지 병렬컴퓨팅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연구

되어 왔으나, 대부분 작업의 계산량을 중심으로 다루

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산된 그리드 시스템에 적
합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리드를 구
성하는 각 노드에 작업들을 분배하는 메타 스케줄링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각 작업들을 각 노드

에 분배 한 후에 각 노드 내에서 작업 스케줄링을 병
행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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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시스템 상의 그리드 컴
퓨팅 노드로 제출된 작업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프
로세서 수와 예상 작업수행 시간의 특성에 따라 그리

드 요청 작업들을 구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은 
예약이 가능한 작업 큐(Job Queue)로 분배하고 우선순

위가 낮은 작업은 백필이 가능한 백필 큐(Backfill 
Queue)로 할당시킴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
법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관련 연구

를 언급하고, 3 장에서 백필 기반의 혼합 다중 큐 스케

줄링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4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5 장에는 결론을 내렸다. 

 
2. 관련연구 

 그리드 작업 스케줄링은 수행되는 작업을 처리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
행해야 할 작업을 적절한 그리드 구성 노드로 분배하

는 메타 스케줄링 과정이고, 둘째는 그리드 구성 각 
노드 내에서 적절한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 작업을 수
행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
구는 이 두 과정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었으나, 
[2]에서는 다중 큐를 이용하여 로컬(Local) 작업과 원
거리(Remote) 작업을 서로 다른 큐에 배치/예약하여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드 상의 각 노드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일괄처

리 작업(Batch Job), 상호대화형 작업(Interactive Job), 병
렬 작업(Parallel Job)으로 구분될 수 있다[5]. 일괄처리 
작업이나 상호대화형 작업은 한 노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현재 부하가 가장 적은 노드에서 수행시키거

나 부하가 한 노드에 집중되는 경우 수행중인 작업을 
다른 노드로 옮겨주는 방식으로 스케줄링하여 수행시

킨다. 병렬 작업은 동시에 여러 프로세서를 필요로 하
며, 각 노드에서 수행중인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

되지 않으면 프로세스들간의 통신에 지연이 생겨 전
체 작업 수행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6].  
병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식은 공간을 공유하는 

공간공유(Space-sharing) 방식과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

공유(Time-sharing)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간공유 
방식은 작업이 시작하여 수행이 끝날 때까지 프로세

서가 할당되는 방식이고, 시간공유 방식은 작업을 수
행할 때 프로세서를 시간을 기준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작업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시간공

유 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Global 큐와 Gang 스케

줄링이 있고, 공간공유 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Partitioning 이 있다.  
병렬 작업을 스케줄링 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

용하는 가변 분할(Variable Partitioning) 방법은 수행하

고자 하는 작업의 수행시간(Time)을 x 축으로 하고 필
요로 하는 자원 공간(Space)을 y 축으로 하여 작업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여 작업을 할당해주는 방식

이다. 이 과정에서 사각형을 제외한 여백 부분이 많아

지면 시스템의 자원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 방식은 
작업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 중에서 현재 시
스템의 유휴 자원으로 작업이 수행 가능한 경우에도 
우선 순위가 낮으면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작업은 수행되지 않고 자원만 남는 단편화

(Fragmentation)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성능

이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Dynamic Partitioning 이나 Gang 스케줄링 방법

이 제시 되었는데 각 노드의 클럭(Clock) 동기화 문제

나 통신상의 오버헤드 등 구현하는데 제한 점이 많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여

백의 공간에 큐에 있는 작업 중 순서를 변경하여 먼
저 수행 될 수 있도록 끼워 넣는 개념인 백필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본 기법은 현재 유휴 자원으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우선 순위가 낮아 수행되지 못하는 작업

을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
는 경우 먼저 수행시키는 스케줄링 방법이다[3]. 백필 
스케줄링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고자 
여러 방법이 연구되었는데, 수행 시간이 짧은 작업의 
우선순위를 높게 하여 작업의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
법[7], 작업의 우선 순위를 작업이 제출(Submit)되어 
기다린 시간으로 두어 작업의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
법[8],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을 백필시켜 수행하고자 
할 때 지연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지연을 허용함으로

써 시스템 자원 효율을 높인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시스템의 자원 효율과 작업의 
지연 시간 사이의 Trade-off 를 고려하지 않고 한쪽에

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자원 효율을 높
이면 작업의 지연 시간이 늘어나고 작업의 지연 시간

을 줄이면 시스템의 자원 효율이 낮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혼합 다중 큐 스케줄링 구조 

그림 1 은 혼합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각 노드는 그리드 컴퓨팅

에 참여한 컴퓨터(Worker)와 지역 스케줄러 및 전역 
스케줄러(Superscheduler)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Hybrid 스케줄링 구조란 노드 내의 스케줄링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층적 스케줄링 전략과 노드간 협
업을 위한 전역 스케줄러간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
한 De-Centralized 스케줄링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그리드 시스템 구조이다. 따라서, 이는 전통적인 
계층적 스케줄링 전략의 지역/전역 작업 스케줄링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De-Centrailzed 스케줄링 전략의 통
신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SPOF(single point of Failure)가 
없으며,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채택한 혼합 구조이다. 그러므로 혼합 구조를 적용한 
시스템은 공동으로 컴퓨팅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의 논
리적인 하나의 그룹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며 
마치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처럼 동작한다. 다시 말해 
혼합 스케줄링 구조는 메타 스케줄링과 지역 작업 스
케줄링을 병행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및 가용성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각 노드는 스케줄러와 그리드 컴퓨팅에 참여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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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들로 구성된다. 스케줄러는 순서에 의해 차례대로 
실행되는 작업 큐와 백필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두 
개의 백필 큐로 구성된다. 스케줄러는 노드 내의 모든 
컴퓨터들의 상태와 작업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

며,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되는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 작업 큐나 백필 큐에 저장하고, 
다른 노드로 작업을 보내거나 다른 노드로부터 발송

된 원거리 작업을 원거리 작업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 
두 개의 백필 큐에 분배한다. 
 

 
 

(그림 1) 혼합 그리드 시스템 구조도 
 

 
 

(그림 2) 노드 i 의 하이브리드 큐 스케줄러 

  
 작업 스케줄러는 작업번호 , 작업도착시간 

, 그리드 상의 노드 번호 등의 파라미터를 포
함하여 식 1 과 같이 작업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실
행에 필요한 프로세서의 수 와 작업을 실행시키

는데 필요한 예측수행시간 의 파라미터를 포함

한다. 

)(i
)( iTA )(k

)( iP
)( iTES

 
),,,( kPTESTAJOB iiii             (1) 

 
작업을 분류하는 과정은 첫째, 작업들을 해당 노드

의 전체 프로세서 수를 기준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식 2~식 3), 나누어진 각 그룹의 작업들을 예
상 실행시간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식 5~

식 6). 
 

W(Wide Job) : ⎣ ⎦ iii TPPTP ≤≤∗ 3
2         (2) 

M(Medium Job) : ⎣ ⎦ ⎣ ⎦3
2

3
1 ∗<≤∗ iii TPPTP     (3) 

N(Narrow Job)  : ⎣ ⎦3
11 ∗<≤ ii TPP         (4) 

L(Long Job) :          (5) ii TMEANTES ≥
S(Short Job) :          (6) ii TMEANTES <

 
두 번째 과정으로 평균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실행 시간이 크면 긴 작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짧은 
직업으로 분류한다. 평균 실행 시간은 실제 많은 작업

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평균 값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많은 작업을 실행하면 실제적인 평균치에 가
까워 지게 된다. 그림 3 은 실제 큐에 배치하기 위하

여 우선순위에 맞게 배치한 형태로, 가장 왼쪽에 있는 
작업들이 가장 우선 순위가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배치하였다. 

 
NS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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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Narrow
Long)

ML 
(Medium 

Long) 

MS 
(Medium 
Short) 

WL 
(Wide
Long)

WS 
(Wide 
Short)

<─────────    우선순위   ─────────>
낮음                                          높음 

(그림 3) 작업 분류 및 우선순위 
 
무한대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큐에서 실행이 

보장되는 작업의 수를 여러 개로 늘렸다. EASY 백필 
방법은 예약되는 작업의 수가 큐의 처음에 있는 한 
개의 작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예약 
작업의 수를 여러 개로 늘려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
이고 무한대기를 방지하였다. 현재 작업 큐에 있는 예
약되는 작업의 수를 , 작업의 수를 , 예약 작업

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임계치를 
rJ nJ

α 라 할 때 예약 작
업의 수는 식 7 에 의해 구하였다.  

 
α∗= nr JJ , 5.01.0 ≤≤α           (7) 

 
백필 큐의 예약 방법으로 백필 큐에 있는 작업들은 

실행되기에 필요한 프로세서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오
랫동안 실행되지 못하고 무한대기에 빠질 수 있다. 백
필 큐에서 백필 기회를 기록하여 백필되지 못한 수치

가 일정 값보다 커질 경우 이 작업을 작업 큐로 보내

어 일정 시간 후에 실행을 보장 받도록 하여 무한 대
기를 방지하였다. 백필 큐에서 백필 가능 여부를 검사

할 때 해당 작업이 백필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백필

되지 못한 횟수를 라 하고, 백필 횟수의 최대 임계

치를 
mJ

β 라 할 때, 식 8 에 의해 검사되어 작업 큐로 
옮겨지게 되어 예약 된다. 

 
β≥mJ                   (8) 

 
4.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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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혼합 다중 큐를 사용한 스케줄

링 기법의 성능 측정을 위하여 백필 비율(Backfilling 
Ratio) 조정을 통해 시스템의 자원 효율성을 분석하고 
작업의 평균 지연율(Slowdown Ratio)를 통해 다중 큐
와 원격 작업 처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능 개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스케줄링 전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지연 효과를 평균 응답 시간

(Average Response Time)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작업의 
평균 응답 시간은 식 9 와 같이 얻을 수 있다[7]. 여기

서 N 은 전체 작업 수, S 는 가장 수행이 짧은 작업의 
길이를 나타내며, resp(i)는 작업이 제출되어 끝날 때까

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exec(i)는 작업의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width(i)는 작업이 실행되기 위해 필요

한 프로세서 수를 의미한다.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데이터 생성을 위해 본 논

문에서는 평균 작업 도착 시간(Mean Arrival Time), 평
균 작업 요청 시간(Mean Estimated Execution Time), 평
균 필요 프로세서 수(Mean Width, Mean Number of 
Processor) 등을 실험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Feitelson Archive[9]의 작업부하 로그(Workload logs)의 
집합으로부터 추출하였고, 해당 파라미터를 기본값으

로 하는 확률 함수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RGD(Randomly Generated Data)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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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부하량에 따른 백필 비율 
 

그림 4 는 그리드 전체 시스템의 작업 부하량(시스

템 이용률)에 따라 백필되는 작업 비율을 Conservative 
백필 방식과 Easy 백필 방식과 비교한 결과이다. 시스

템 이용률(ρmean=λmean/μmean)이 증가함은 단위 시간당 
새로 생성된 작업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뜻하며, 
노드별 작업 도착 시간과 처리 시간을 평균을 통해 
전체 시스템 이용률을 계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Conservative 백필 방식보다Easy 백필 방식이 백필되는 
횟수가 많으며, Easy 백필 방식보다 혼합 다중 큐 스
케줄링 방식이 백필 횟수가 많다. 이는 혼합 다중 큐 
스케줄링 방식이 전체 그리드 시스템의 프로세서 사
용률을 향상시켜 보다 자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

짐을 보여준다. 또한 시스템 부하량이 증가할수록 백
필 가능성이 높은 작업 생성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3
방식 모두 백필 비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작업

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은 
예약이 가능한 큐로 분배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

은 백필이 가능한 큐로 할당하는 다중 큐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
법들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그리드 컴퓨팅 시
스템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작업 지연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효율적인 메타 스케줄링 
정책의 연구와 복합적인 작업 스케줄링 정책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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