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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상황 중심 프로그래밍(Aspect-Oriented Programming)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분산 및 병렬 

시스템의 설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상황 중심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분산 시스템의 전통적인 이슈 중의 하나인 결함 내성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상황 중심 프로그래밍[1]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일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 등장했던 상황 중심 프로그래밍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및 절차적 프로그래밍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했

다.    분산 시스템 특히 병렬 시스템의 전통적인 이슈 중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함 내성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황 중심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결함 내

성 MP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황 중심 언어가 

분산 시스템 및 병렬 시스템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잡 관리 시스템, 검사점/복구 유

틸리티[2], 미리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MPI 

(MPICH-GM)[3]을 이용한다. 즉, 상황 중심 언어를 기반

으로 일관성있는 분산 검사점 및 복구 규약을 설계 및 구

현하는 것이다. 또한, 실험 결과는 상황 중심 언어가 분산 

시스템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상황 심 언어

   최근 객제 지향 프로그래밍은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완

벽히 대체하였다.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하

더라도 코드 중복, 생산성 저하, 재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

를 피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프로그래밍 

방법이 상황 중심 언어이고, 아래의 4개의 개념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 조인포인트(joinpoint) : 횡단 관심 모듈의 기능이 삽

입되어 동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특정위치

  - 포인트컷(pointcut) : 어떤 클래스의 어느 조인포인트

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

  - 어드바이스(advice) : 각 조인포인트에 삽입되어져 

동작할 수 있는 코드

  - 위빙(weaving) : 포인트컷에 의해서 결정된 조인포인

트에 지정된 어드바이스를 삽입하는 과정

이런 4개의 개념을 이용하여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첨가할 수 있다. 

3. 결함 내성 MPI 시스템

   초기화. 초기화 부분은 MPICH-GM이 잡 관리 시스템

과 연동되는 부분이다. 원래 MPICH-GM의 초기화 부분

을 상황 중심 언어를 사용하여 MPID_VMI_Init 함수를 

MPID_VMI_Initialize_via_JMS로 바꾼다. 

   일관적인 분산 검사점 규약. 일관적인 분산 검사점 규

약은 결함 내성 MPI의 핵심 부분이 된다. 이를 위해 먼저 

MPICH-GM의 송수신 함수를 분석하여 절대로 검사점이 

잡혀서는 안 될 영역을 정의한다. 그림 1은 MPICH-GM

의 보호 영역을 보여준다. 검사점 신호가 각 MPI 프로세

스에 전달되면 MPI 프로세스는 해당 프로세스가 보호 영

역을 수행하지 않고, 보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메시지가 

없는 경우에 검사점 가능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검사점 

가능 상태가 되면, 개별 프로세스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스냅샷 메시지를 브로드 캐스팅한다. 이는 

[4]에서 제시한 분산 스냅샷 알고리즘과 비슷하다. 브로

드 캐스팅 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현재 MPI 프로세

스가 송신 함수를 끝냈지만, 반대쪽 프로세스가 아직 수

신하지 못 한 메시지(in-transit message)를 MPICH-GM

의 unexpected queue에 저장하게 해준다. 그리고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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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호 영역

ReturnType around ckptAdv () on (Jp): call(Jp,“ckpt_ckpt")
&& type(Jp, ReturnType)
{

ReturnType i ;
i = proceed (); /*ckpt_ckpt*/
if ( ret != 0 )
{
//rejoin
//device reconfiguration
//topology reconfiguration

}
}

그림 3 검사점 어드바이스(복구)

그곳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얻어온다. 브로드 캐스팅이 끝

나게 되면 개별 MPI 프로세스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보장받게 된다. “전송중인 메시지(in-transit message)와 

고아 메시지(orphan message)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

장받게 된다. 이후에 개별 프로세스는 검사점을 안전한 

저장 장치에 남긴다. 따라서 상황 중심 언어를 사용하여 

보호 영역을 구현하고, 검사점을 호출해야 한다. 그림 2는 

Eager 규약에 대한 보호 구역 구현의 예이다.

 

ReturnType around CEss () on (Jp): call(Jp,"MPID_CH_Eagerb_send_short")
&& type(Jp, ReturnType)
{

ReturnType i ;
crtical_section++;
i = proceed ();
crtical_section--;
if( critical_section == 0 && ckpt_signal_received ) do_ckpt();
return i;

}

그림 2 상황 중심 언어로 작성한 보호 구역(Eager 규약)

   일관적인 분산 복구. 일관적인 분산 복구는 장애의 종

류에 따라서 절차가 다르다. 프로세스 장애인 경우는 잡 

관리 시스템의 지역 관리자가 최신 검사점을 기반으로 다

시 개별 MPI 프로세스들을 동작시킨다. 노드 장애인 경우

에는 최근 검사점을 안전한 원격 저장 장치에서 읽어온 

후에 다른 노드에 지역 관리자를 동작시키고, 동작 관리

자가 MPI 프로세스를 기동한다. MPI 프로세스를 다시 시

작하게 되면, 기존의 병렬 작업에 다시 참여하여야 하고, 

노드의 위상 및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

  그림 3은 일관적인 분산 복구 절차를 상황 중심 프로그

래밍 기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rejoin, device 

reconfiguration, topology reconfiguration이 복구 절차

를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부분을 상황 중심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여 결함 내성 MP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

용하였다. 상황 중심 언어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와 그것들 사이의 관계(interaction)을 분리할 수 있어

서 더욱 코드 관리가 쉽고, 코드를 읽기 편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방식은 MPICH-G2[5], 

MVAPICH[6]와 같은 다른 MPI 구현물에서도 쉽게 적용

할 수 있다.

4. 실험

   실험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Hamel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수행하였다. Hamel 클러스터의 개

별 노드는 두 개의 Intel Xeon 2.8GHz CPU, 3GB의 메

모리 그리고 30GB의 SCSI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다. 실험

을 위하여 NPB 벤치마크의 LU와 BT를 이용하였다. LU

의 경우에는 1분에 한 번, BT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검사점을 남기게 하였다. 

   그림 4는 LU와 BT의 수행 시간을 보여준다. 

MPICH-GM은 원래의 미리넷 기반 MPI 구현물을 사용했

을 때의 결과이고, FT-MPI(No Ckpt)는 구축된 시스템으

로 수행하되, 검사점을 남기는 않는 방법으로 실험했을 

때의 결과이다. LU, BT의 경우 모두 수행 시간의 차이가 

거의 나질 않는다. FT-MPI(Ckpt)의 경우에는 LU/BT 모

두 수행 시간이 검사점을 남기지 않는 것 혹은 원래 

MPICH-GM의 경우보다 느리게 되는데, 이것은 검사점 

오버헤드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오버헤드이지만, 그다

지 크지 않고, [7]에서의 실험 결과 양상과 같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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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행 시간

그림 5 복구 시간

상황 중심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고 구현

하는 것 사이의 성능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는 LU의 복구 시간을 보여준다. 복구 시간 역

시 [7]에서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상황 중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결함 내성 MPI 시스템을 구현하

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결함 내성 MPI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과 성능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코드의 가

독성 및 코드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알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상황 중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분산 시

스템의 오랜 이슈 중의 하나인 결함 내성 MPI를 구현하

고,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의 

접근 방법이 성능 상의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코드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방법이 

다른 MPI 시스템에도 쉽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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