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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팅 시스템이 복잡해 지면서 기존의 관리자에 의한 유지 보수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이 스스로 상태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 컴퓨

팅은 컴퓨팅 시스템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율 컴퓨팅 중 하나인 자가 

치유 방법은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치유하여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기법

이다. 

리부팅은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치유 방법 

중 하나이다. 리부팅은 시스템의 문제 발생 원인과 위치를 알지 못해도 시스템을 빠르고 쉽게 복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부팅 전략은 예기치 못한 데이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복구 시간이 예

상보다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

상태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리부팅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자가 치유 방법론을 제안한다. 

 

1. 서론 

컴퓨팅 시스템 환경은 나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을 수동으로 감시하는 
기존의 방식은 가용한 인력자원 확보와 비용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2]. 이에 따라 시스템이 스스로 시스

템의 상태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 컴퓨팅(Autonomic Computing)은 
컴퓨팅 시스템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기대

되고 있다[1].  
자율 컴퓨팅 중 하나인 자가 치유(Self-Healing) 방

법은 시스템에 문제(Fault)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치유하여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기법이다[3]. 
이러한 자가 치유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상태

를 수집하는 모니터링(Monitoring) 단계, 수집한 정보

를 분석하는 분석(Analysis) 단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유 정책을 결정하는 계획(Plan) 단계, 마지막

으로 치유 정책을 수행하는 실행(Execution) 단계를 
거친다[2][4][5]. 이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되는 위치

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부분을 치유하므로 핀 포인트 
치유 전략(Pin point healing strategy)이라고 부른다. 
핀 포인트 치유 전략은 시스템의 문제를 정확히 파

악하여 문제가 되는 컴포넌트만을 치유하므로 효율적

인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이
러한 핀 포인트 치유 전략은 문제를 발생시킨 컴포넌

트를 찾기가 어렵고, 그 컴포넌트를 치유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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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간의 의존성으로 인해 해당 컴포넌트만을 
따로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용화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유 
방식으로 리부팅(Rebooting) 전략이 있다. 

리부팅 전략은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으로 다
양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8]. 이러한 리부팅 전략은 시스템의 문제 발생 원
인과 위치를 알지 못해도 시스템을 빠르고 쉽게 복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실제로 현재의 인터넷 서
비스의 대부분은 클러스터(Cluster)를 구성하는 개별 
서버 중 문제가 되는 서버를 다른 서버로 대체하고 
문제가 되는 서버를 리부팅 한 후, 다시 클러스터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속시킨다. 그러나 예

기치 않은 리부팅은 데이터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으

며 이전 상태로의 복구가 용이하지 못할 경우 복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제시한다. 
 무상태 소프트웨어(Stateless Software) 
 트랜젝셔널 데이터베이스(Transactional Database) 
 마이크로리부팅(Micro-Rebooting) 
무상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상태 유지를 스

스로 할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트랜젝셔

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컨텍스트

(Context)를 저장한다. 이를 통하여 리부팅을 통한 데
이터의 손실을 예방한다. 또한 저장된 컨텍스트를 이
용하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이크로리

부팅을 통해 치유전략을 수행하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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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
구에 관하여 기술하고, 3 장에서는 무상태 소프트웨어

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자가 치유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Gray[9]는 컴퓨팅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

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소프트웨어 
버그 중에 하이젠버그(Heisenbug)와 보어버그(Bohrbug)
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버그에 대한 특징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Fox[12]는 복구 지향 컴퓨팅(ROC, Recovery Oriented 
Computing)을 제시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초기부터 
하드웨어 오류나 소프트웨어 오류, 관리자에 의한 오
류에 대한 복구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는 오류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MTTF, Mean 
Time to Failure)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복구에 걸리는 
시간(MTTR, Mean Time to Repair)을 줄이는 것이 중요

하고 이를 통하여 높은 가용성(Availability)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Candea[7]는 크래쉬-온리(Crash-Only)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저자는 클린 리붓(Clean Reboot)과 
크래쉬 리붓(Crash Reboot)의 속도 중 크래쉬 리붓의 
속도가 빠른 것을 보고, 크래쉬로 인한 데이터 손실

이 없다면 크래쉬를 통해 보다 빠른 복구 전략이 가
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태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존재하여야 하며, 각각의 상태

는 지속시간에 따라 저장형태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 
하였다.  
또한 Candea 의 다른 논문[6]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리부팅하기 위해서는 초기화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

므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마이크로리부팅이 필요하

고 이러한 마이크로리부팅을 위해서는 개별 컴포넌트

들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복구를 위한 상태 저장소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방법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가장 유사

한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특
정 도메인에 종속적인 부분이 많으며, EJB, J2EE 와 같
은 다른 외부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컴포넌트들간의 종속성으로 인해 마이크로리부팅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 시스템을 리부팅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White[11]와 Shi[10]은 마이크로리부팅으로 리부팅해

야 하는 컴포넌트를 최소화하면서 리부팅해야 하는 
컴포넌트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White 는 상
위 구조 모델 중 하나인 특징 모델(Feature Model)과 
MMKP(Multidimensional Multiple-choice Knapsack 
Problem)을 이용하여 리부팅해야 하는 컴포넌트를 다
항 시간(Polynomial Time)에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였

으며, Shi 는 컴포넌트간의 의존 관계와 공유 자원을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컴포넌

트에 리부팅이 필요한 경우 함께 리부팅해야 하는 컴
포넌트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무상태 소프트웨어 

무상태 소프트웨어(Stateless Software)는 소프트웨어

의 상태 유지를 스스로 할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저장해

야 하는 정보(Permanent Information)와 프로그램의 수
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정보(Temporary 
Information)를 가진다. 그 중 지속적으로 저장해야 하
는 정보는 손실 없이 보존되어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when)과 
정보(what)를 컨텍스트(Context)라고 한다. 
무상태 소프트웨어는 컨텍스트 정보를 안전한 저장

소에 저장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따
라서 무상태 소프트웨어는 오류(Fault)가 발생했을 경
우 그에 따른 데이터 손실이 없으며 저장된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복구(Recovery)할 수 있다. 

 

 

(그림 1) 무상태 소프트웨어의 구성 

무상태 소프트웨어는 그림 1 과 같이 무상태 소프

트웨어 컴포넌트(Stateless Software Components), 컨텍스

트 컨트롤러(Context Controller), 트랜젝셔널 데이터베

이스(Transactional Database), 오류 탐지 모듈(Fault 
Detection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무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실제로 소프트웨어

가 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수행한다. 무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컨텍스트 
컨트롤러로부터 컨텍스트 정보를 받아 그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한 경우 작업을 통해 갱신된 컨텍스트를 데이터베이

스에 기록하고 종료한다. 
컨텍스트 컨트롤러는 트랜젝셔널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컨텍스트 정보를 가져와 어떠한 소프트웨어 컴포

넌트를 수행시켜야 할 지를 결정한다. 또한 소프트웨

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이크로리부팅을 통하

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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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젝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무상태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와 통신하며 보존해야 할 정보를 저장한다. 데
이터베이스의 트랜젝션(Transaction)은 무상태 소프트

웨어 컴포넌트가 동작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실행 도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롤백(Roll Back)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오류 탐지 모듈은 무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컨텍스트 컨
트롤러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 오류 
탐지 방식은 워치독(Watchdog)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컨텍스트 컨트롤러가 워치독 타이머를 설정하

고 프로그램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의 수행을 종료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
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상적인 상태의 무상태 소프트웨어의 실행 순서는 

그림 2 와 같다.  
1. 컨텍스트 컨트롤러가 컨텍스트 정보를 트랜젝

셔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다. 
2. 컨텍스트 컨트롤러는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무

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컨텍스

트 정보를 전달한다. 
3. 컨텍스트 컨트롤러는 오류 탐지 모듈을 설정하

고 무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실행시킨다. 
4. 무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컨텍스트 정보

를 읽어 해야 할 일을 결정한 후 수행한다. 
5. 무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수행한 작업이 

정상 종료된 경우에 트랜젝셔널 데이터베이스

에 컨텍스트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6.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4. 무상태 소프트웨어의 자가 치유 방법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주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서 발생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해당 작업

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지 못하는 경우, 오류 탐지 

모듈은 이를 감지하여 컨텍스트 컨트롤러에게 알린다. 
오류 탐지 모듈은 상태 분석 방식(State Analysis), 오류 
분석 방식(Fault Analysis) 등으로 구현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워치독 방식을 사용하였다. 

오류가 탐지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리

부팅을 통한 치유가 수행된다. 마이크로리부팅은 전
체 시스템을 리부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이 의
심되는 컴포넌트만을 리부팅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
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경우 리부팅에 의한 데
이터 손실이 없어 안정적으로 리부팅이 가능하다. 

리부팅 후에 컨텍스트 컨트롤러는 트랜젝셔널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마지막으로 정상 종료된 컨텍스트를 
불러와 다시 그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

게 함으로써 치유를 수행한다. 
그러나 리부팅을 통하여 치유를 수행하였음에도 오

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트랜젝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컨텍스트 히스토리(Context History)를 이용하여 치유를 
수행하게 된다. 컨텍스트 히스토리는 정상적으로 종

료된 컨텍스트 정보의 집합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되

어 있다. 소프트웨어의 치유는 시간의 역순을 따라 
컨텍스트 정보를 가져와 마이크로리부팅을 통하여 수
행되게 된다. 이러한 치유는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 
할 때까지 반복하거나 사전 정의된 리부팅 회수만큼 
치유 정책을 수행하고 종료하게 된다. 
다음은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자가 치유 방법

이다. 
1. 오류 탐지 모듈이 오류를 감지하여 컨텍스트 

컨트롤러에게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린다. 

2. 오류 탐지 모듈은 트랜젝셔널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마지막으로 정상 종료된 컨텍스트를 가져

온다. 

3. 컨텍스트 컨트롤러는 받아온 컨텍스트에 해당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리부팅한다. 

4. 리부팅된 컴포넌트에게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

한다. 

(그림 2) 무상태 소프트웨어의 동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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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상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작업을 다시 수

행한다. 

6. 작업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두가지로 작동한다. 

A. 정상적으로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무상태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작업을 완료한 경우 정

상 상태로 복귀한다. 

B. 비정상적으로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한다. 

7. 컨텍스트 컨트롤러가 트랜젝셔널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바로 이전 컨텍스트 정보를 가져온다. 

8. 3 번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5. 평가 

제안된 방법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여주지만 치유 
방법을 위한 오버헤드로 인해 성능상의 하락이 발생

한다. 성능 하락은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트랜젝셔널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에서 주로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버헤드는 데이터베이스와

의 접근 회수와 저장되는 컨텍스트 정보의 양에 의존

적이다. 
본 논문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소프

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오버헤드를 측

정하기 위하여 같은 일을 수행하는 일반 소프트웨어

를 구현하였다. 수행한 결과 약 15% 정도의 성능하락

이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성능하락은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 및 데

이터 손실에 따른 비용 감소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로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6. 결론 

리부팅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자가 치유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용이하

다. 그러나 전체 시스템을 리부팅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시스템의 오동작이나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무상태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 리부팅을 통한 
자가 치유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성능상 
약간의 오버헤드가 존재하지만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
일 수 있으며 데이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이크로리부팅을 
통한 효율적인 자가 치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

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마이크로리부팅을 적용하는 방
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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