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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렬/분산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함 내성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으로 프로세스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점을 만들고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가장 최근의 상태로 복원시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
해서 연구한다. 

 

1. 서론 

병렬/분산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함 내성(fault-tolerance) 기능이 필수적이다. 시스템
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이 내재하는 결함요소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가 검사점
(checkpointing) 기법이다[2]. 검사점 기법은 현재 실행
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일에 저
장해놓았다가 장애 발생시 프로세스의 가장 최근 상
태로 임의의 시간에 복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수행되

고 있는 프로세스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감지하고 자동으
로 가장 최근의 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원격 프로
세스 검사점/복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연구한다. 

2장에서는 원격 프로세스 검사점/재시작 기법을 위
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및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
서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실험환경 및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을 맺도
록 한다. 

 
2. 프로세스 검사점/재시작 설계 

병렬/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효율적인 프로세스 검
사점/재시작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설계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들이 필요하다: 

 
Portable Batch System (PBS): PBS[3]는 프로세스를 시

작하고, 감시하고, 종료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다.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는 PBS를 통해 시작된다. 

Process Launcher: 대상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명세서를(예: 호스트, 환경 변수) PBS 에 전달하는 사
용자 프로그램으로 대상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 

Process Manager 로부터 프로세스 관리 정보를 받고, 
Process Manager에 대상 프로세스와 관련된 명령(검사
점/재시작)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Process Manager: PBS로부터 대상 프로세스 명세서
를 전달 받아 대상 프로세스를 기동하고, 관리한다. 
관리 정보를 Process Launcher 에 전달하고, 대상 프로
세스에 대한 명령을 Process Launcher 로부터 전달 받
아 수행한다. 

Checkpoint Library: Zandy[4]의 검사점/재시작 라이브
러리를 수정한 것으로, Process Manager와 IPC 통신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프로세스의 검사점을 
저장하는 부분이다. 

Checkpoint Server: 대상 프로세스의 검사점 이미지 
파일이 보관되는 서버다. 프로세스 장애 발생 시 
Process Manager의 요청에 따라 해당 프로세스의 검사
점 이미지 파일을 Process Manager에게 전송한다. 

 
그림 1은 앞서 설명한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구성하

였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이다. 
 

 
 

(그림 1) 원격 검사점/재시작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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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Process Launcher 

Process Launcher 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그래픽 사용
자 인터페이스(GUI)로 구현하였다. 또한 이식성을 고
려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는 Java 를 선택하였고 GUI 는 
Java Swing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2는 Process Launcher
의 실행화면이다. 상단에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CommandPanel 이 있고 중간 부분에는 시스템의 
상태 및 검사점 작업에 관한 기록을 출력하는 
ControlMessagePanel 이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원격
에서 실행시킨 프로그램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OutputPanel이 있다. CommandPanel을 통해 기술한 프
로그램 명세서를 제출하면 PBS script 로 변환하여 
PBS 서버를 호출하고 이에 따라 PBS 서버는 기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Process Manager 를 fork/exec 하
여 Process Launcher와 TCP/IP 연결을 맺게 된다. 

 
CommandPanel

MainPanel

JobControl Message

Output(stdout/stderr) Message

 
(그림 2) Process Launcher 

 
Process Manager 

Process Manager 는 대상 프로세스의 명세서를 전달
받아 대상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관리한다. 또한 대상 
프로세스의 실시간 관리 정보를 Process Launcher 에 
전달하고 관련된 모든 명령을 Process Launcher 로부터 
전달받아 수행하게 된다. Process Manager는 C로 작성
하였으며 주요 함수는 다음과 같다: 

 
Main: Process Manager 가 사용하는 모든 시그널

(SIGCHLD, SIGUSR1, SIGUSR2)의 시그널 핸들러를 등
록하고 Process Launcher 와 채널을 생성한다. 그리고 
실행할 프로그램 명세를 Process Launcher 로부터 받아 
수행하는 함수이다. 

Sig_child_handler: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발생
하는 시그널을 처리한다. 즉, 정상적으로 종료하였는
지 비정사적인 종료인지 확인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
하는 함수이다. 

Sig_usr1_handler: 자식 프로세스는 fork/exec 된 후 
Process Manager 에게 SIGUSR1 시그널을 보낸다. 
SIGUSR1 시그널을 받은 Process Manager 가 JOB 
RUNNING 메시지를 Process Launcher 에게 전송하는 
함수이다. 

Sig_usr2_handler: 자식 프로세스가 검사점을 수행한 
후 Process Manager 에게 SIGUSR2 시그널을 보낸다. 
SIGUSR2 시그널을 받은 Process Manager 가 
CHECKPOINT 메시지를 Process Launcher 에게 전송하
는 함수이다. 

Fork_and_exec: 실행 명세를 받아 프로세스를 실행
하는 함수이다. 

 
Checkpoint Client/Server 
검사점 이미지 파일을 저장, 관리해주는 서버 프로

세스는 Java 로 구현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의 요청에 따라 TCP/IP 연결을 맺어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를 시작하도록 구현하였다. 

 
 

4. 실험 

실험환경은 P4 1.8GHz, 512MB 메모리 기계 세 대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Process Launcher로 사용하였고 나
머지 두 대는 PBS, 검사점 서버(checkpoint server), 그
리고 Process Manager 로 사용하였다. 대상 프로세스로
는 LU factorization 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실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Process Launcher 가 LU factorization 을 위한 

명세서를 PBS script 로 변환하여 PBS 서버를 
호출한다. 

2) PBS 는 Process Manager 를 구동하고, Process 
Manager 는 LU factorization 프로그램을 
fork/exec한다. 

3) Process Manager는 Process Launcher와 TCP/IP 
연결을 맺고 실패여부를 보고한다. 

4) Process Launcher 는 사용자가 설정한 사용주
기에 맞춰 Process Manager 에 검사점 명령을 
TCP로 전달한다. 

5) 검사점 명령을 전달 받은 Process Manager 는 
IPC(SIGUSR1)를 사용하여 LU factorization 프
로세스에게 전달한다. 

6) Process Manager 는 검사점 이미지 파일을 검
사점 서버에 전송하고 성공여부를 Process 
Launcher에 전달한다. 

 
이 시스템은 프로세스 자체의 잘못된 연산과 프로

세스가 수행되는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
애를 감지하여 재시작 메커니즘을 수행한다. 프로세
스의 잘못된 연산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면 Process 
Launcher 에 프로세스 실패 보고서를 보낸다. Process 
Launcher 는 프로세스 재시작을 위한 명세서를 다시 
PBS script 로 변환하여 PBS 서버에 요청한다. PBS 는 
Process Manager 를 시작하고 Process Manager 는 검사
점 서버에 가장 최근 검사점 이미지 파일을 요청한다. 
Process Manager는 이를 이용하여 이전 상태로 복구하
여 프로세스를 재시작 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기계
가 고장이 나서 발생한 장애의 경우에는 Process 
Manager가 감지할 수 없으므로 Process Launcher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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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감지할 수 있게 설계한다. Process Launcher 는 
Process Manager 와의 TCP/IP 연결이 끊기게 되므로 
Process Manager 로부터 프로세스 실패 통지가 없으면 
“기계고장”으로 간주해 다른 기계로 이미지를 이주시
켜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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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체크포인트 회수 

 
그림 3 은 검사점 회수에 따른 총 수행시간의 변화

를 보여준다. 실험을 위해 LU factorization 의 검사점 
주기를 다르게 하여 각각 0,3,6 회 수행하게 했으며, 
각각 총 다섯 번 실험하여 그 평균값을 구했다. 검사
점을 잡지 않고 LU factorization 을 수행했을 때의 총 
수행시간은 35.49 초이며, 3 회 검사점을 잡으면 35.77
초이고, 6 회 잡으면 36.06 초로 검사점 시간이 약 0.1
초도 안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검사점 이미지 파일
의 크기는 1338KB였다. 

 
5. 결론 

프로세스 검사점/재시작 기법은 프로세스의 검사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프로세스가 수행 중에 장애
가 일어나도 적절한 검사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서 낭비하게 되는 연산자원을 최소화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호스트에서 프로세스를 시작하

고, 장애가 감지됐을 때 검사점/재시작 기법을 사용하
여 원격에서도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시스
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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