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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그리드 혹은 클라우드 컴퓨 환경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규모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집

약 인 작업의 실행에 있어서 확장성을 해 필수 으로 고려되는 데이터 송 부하를 분산시키는 기

법을 논하고 있다. 우리는 다수의 메모리기반의 데이터 노드를 활용하여 분할기법(Partitioning)을 기반

으로 데이터 송 부하를 이고자 하며 다수의 데이터 노드에 실시간으로 최 의 데이터의 양을 공

하는 기법에 한 이론 인 분석과 시뮬 이션을 통한 성능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1. 서론

   그리드 혹은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로벌 

컴퓨  환경이 성숙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 흩어  있는 

수천 혹은 수만 의 컴퓨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하지만 컴퓨  자원이 규모가 커지더라

도 선형 인 확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상되는 성

능을 보장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계산 자원의 낭비를 래

하게 된다. 특히 데이터 집약 인 작업의 경우 성능 하

는 부분 데이터를 계산 노드로 이동할 때 걸리는 송 

부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일반 으로 이와같은 확장성의 

하를 막기 해서 데이터의 복제(Replication)를 통하여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1]. 하지만 복제기법은 노드에 용

량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제노

드간의 동기화가 필수 이며 복제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장 공간의 낭비와 동기화를 한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규모 데이터 분석 환경의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소량의 데이터를 분할

(Partition)하여 장하는 기법을 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데이터의 분할 장을 하여 메모리기반의 데이터그리드 

환경[2]을 합하고자 한다. 즉, 계산 자원 에 일부를 데

이터 노드로 활용하여 디스크기반의 구 장이 아닌 메

모리기반 캐시에 데이터를 장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따

라서 계산자원에서는 근이 가장 효율 인 분산 데이터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와서 단  작업을 수행하게 된

다. 이러한 메모리기반의 장 구조는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소한 장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시에 

장할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될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의 사용량을 감시

하여 실행시간 에 최 의 데이터의 양을 주기 으로 공

해주는 데이터 조달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안정 인 분

산 데이터 캐시를 유지하는 기법을 논하고 있다. 

2. 환경  모델 설명

   규모의 데이터를 다수의 독립 인 하  작업으로 분

할하여 병렬처리하는 기법은 일반 으로 단일 작업 분배

기(Master) 와 계산 노드(Worker)에 의해서 수행되어왔

다. 그림. 1(a) 에서 보는것과 같이 단일 작업 분배기가 모

든 계산노드를 지원하는 구조는 작업 분배기의 병목 상

에 의해 심한 성능 하를 가져온다. 그림. 1(b) 는 데이터 

복제 기법을 사용한 이다. 계산노드는 자신과 가까운 복

제 노드에서 작업을 가지고 와서 수행한다. 하지만 계산노

드와의 통신이 없기 때문에 작업분배기는 각 복제노드에

서 수행된 작업의 정보를 다른 복제노드에 지속 으로 갱

신하여야만 작업의 복을 피할수 있다. 그림. 1(c)는 분할

기법에 해서 묘사하고 있다. 계산 노드  선정된 데이터 

노드는 자신의 메모리상에 데이터의 일부를 유지한다. 주

변의 계산 노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노드에서 작업을 가

지고 가서 수행하게 된다. 모든 데이터 노드간의 데이터는 

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 인 동기화가 필요없다. 

작업 분배기는 데이터 노드내의 데이터를 실행시간 에 

주기 으로 보충하여 데이터 노드의 안정 인 운 을 유

지시킨다. 이러한 분할 기법을 통한 데이터 캐싱기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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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노드들에서의 데이터 요청율

 데이터 센터로부터의 단  데이터 송 시간

 데이터 공 을 한 검사 주기
Single Master Offline Replication Run-time Partition

Data Node Computing Node

(그림 1) 확장성 지원을 한 데이터 복제  분할 기법

데이터 노드내에 데이터를 안정 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계산노드에서 작업을 요청했을 경우 만약 데이

터 노드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 계산 노드는 작업을 수행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노드에 도착

하는 계산 노드의 작업 요청의 수는 데이터 노드에 포함

되어 있는 계산 노드의 수와 단  작업당 수행시간의 길

이에 따라 도착률이 결정된다. 다음 장에서는 데이터 노드

의 데이터 요청 과정과 데이터 조달 기법에 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데이터 노드(Data Node) 구조 분석

3.1 데이터 요청  공  과정 

   각각의 계산 노드는 데이터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단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의 실행이 완료되면 결과

를 다시 데이터 노드에 장하고  다른 데이터를 가지

고 와서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2 에서 보는것과 같이 

량의 계산 노드가 단일의 데이터 노드에 근하여 동일한 

데이터 송 요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공 과정에

서 데이터 노드는 계산 노드들의 요청을 도착과정으로 하

고 데이터 송시간을 서비스 과정으로하는 기행렬 시

스템으로 간주 할 수 있다. 하나의 데이터 노드에서 데이

터를 요청하는 요청률은 계산노드의 수와 단일 작업의 작

업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의 데이터 노드에 도착하는 

하나의 계산 노드의 요청 간격은 단  작업 수행 시간이 

지수분포를 따르지 않는한 포아송과정을 따른다고 할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 노드에 근하는 계산 노드의 수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할 경우 데이터 노드에서 데이터의 요

청과정은 Palm-Khintchine 이론[3]에 의해 이산확률 변수

인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데

이터노드의 데이터 요청 분포를 계산 노드의 개수와 작업 

수행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포아송과정으로 정의하는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산노드의 수와 단  작업의 평균 수행

시간을 알지 못하더라도 데이터 노드에 도착하는 계산 노

드의 요청 간격  요청률만으로 데이터 노드의 성능 분

석이 가능하다. 

Data Node

To/From 
Data Center

Input 

데이터조달과정 데이터공급과정

Output

To/From 
Computing NodesInput 

Output

  

(그림 2) 데이터 조달  공  과정 분석

3.2 안정 상태 데이터 조달 과정 분석

안정상태에서의 데이터 조달 과정이란 데이터 노드내에 

장된 데이터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법을 의미한

다. 그림 2에서 보는것과 같이 데이터노드의 데이터는 데

이터센터와 같은 단일 소스에서 제공되는 과정이다. 데이

터센터에서는 주기 으로 데이터노드를 감시하여 데이터

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만큼의 데이터를 조달한다. 데

이터 조달 과정은 에서 명시한 3개의 라미터에 의해

서 결정된다. 

τ α

Z

1j

2ĵ

τ αt

(그림 3) 시간축에서의 데이터 보유량의 변화

그림 3 은 시간축상에서 조달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 

t 에서 보충해야할 데이터의 양은 주기   동안의 소비량 

 과  을 보충하는데 걸리는 시간동안의 소비 측

치인   의 합으로 표 된다. 즉, 시간 t 에서의 데이터 

보충량 는 다음과 같다.

   
.  (1)

 의 값은 시간 t 에서의 실측값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조달시간을 측할수 있다.  만큼의 데이터를 송하

기 해 필요한 조달 시간   라고 하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

추가하여 우리는 조달시간동안에 소모되는 데이터의 양을 

고려해야한다. 이것은 의 조달 시간의 재귀  방법으로 

표 된다. 즉, 를 조달기간  동안에 소모될 데이터

의 조달 시간의 측치라 정의하면 

 


  

 … .  3)

과 같이 재귀  표 이 되며, Eq(2)과 Eq(3)의 좌항과 우

항을 더하고    ⋯  을 로 치환하면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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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따라서 데이터 노드에서 조달 시간동안의 소비 측치 

  은 시간 동안의 소비율이므로 

    

 
(5)

이며 결국는 다음과 같이 구할수 있다. 

   


  

 



 

 (6)

여기서 우리가 추가 으로 고려할것은 그림 3에서의 유지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보유량(Z)과 검사주기 ()에 한 

고찰이다. 비록 추정값에 의해 데이터를 안정 으로 조달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요청은 불확실성을 내재한 확

률  분포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 요청률에서 

보유량과 검사주기에 따른 기시간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4. 성능 평가

   계산노드가 데이터 노드에서 데이터 획득하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기행렬과정으로 모델링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시간의  성능 평가를 하여 시뮬 이션 기법

을 이용한다. 시뮬 이션 툴은 SimJava[4]를 활용하 다. 

우리는 데이터 요청 간격과 데이터 송 과정은 지수분포

를 따르는 랜덤과정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규모 그리드 

환경의 이질성(heterogeneity)를 반 한다. 한 데이터노

드의 이용률(Utilization)   로 정의한다. 그림 4 는  

최  데이터 보유량 (Z)를 20으로 고정하고 이용률()과 

검사주기()의 변화에 따른 계산노드의 데이터획득 기

시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것과 같이 동

일 검사주기에서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기시간은 증가한

다. 한 검사주기가 길수록 기시간의 분포가 높이 치

하는것을 볼수 있다.  따라서 기시간은 검사주기가 작으

면 작을수록 비례하여 작아진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림 5

는 검사시간()을 10 sec로 고정하고 이용률()과 최 보

유량(Z)의 변화에 따른 계산노드의 데이터획득 기시간

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최 보유량일 경우 이용

률이 올라갈수록 기시간은 함께 증가하는것을 볼수 있

다. 하지만 최 보유량이 클수록 반드시 기시간이 작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이용률 이상에서는 오히려 최 보

유랑이 높을수록 기시간이 높아지는것을 볼수 있다. 이

것은 이용률이 일정 수  이상 올라가면 최 보유량을 채

우기 한 소비 측치가 높아지고 이것은 결국 감시주기의 

길이를 지수 으로 높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그림 4) 검사주기  이용률변화에 따른 기시간 분포 

(그림 5) 최 보유량  이용률변화에 따른 기시간 분포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기반의 데이터그리드환경을 활용

하여 분할기법을 통한 데이터집약  작업의 송 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특히 분산된 메모리기반

의 캐시를 활용한 분할 기법과 실시간 데이터 공  기법

에 한 성능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우리는 기시

간을 최소화할수 있는 검사주기와 데이터 보유량에 한 

최 을 구하는 연구를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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