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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환경이 가지는 용량의 데이터 수용 능력은 동 계획법에서 요구하는 동  테이블을 구

성하는데 합하다. 한 그리드 환경은 동  테이블 구성에 필요한 방 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동 계획법에 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 계획법에 합한 계산 그리드 작업 스 링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동

 테이블 분산 할당 과정과 동  테이블 구성 과정으로 나 다. 동  테이블 분산 할당 과정은 동

 테이블을 분할하고, 특정 노드에 할당하는 과정이다. 이때 각 노드는 마스터 노드와 슬 이  노

드로 분류한다. 마스터 노드는 동  테이블을 분산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동  테이블 할당 과정은 그리드 환경의 정보 획득  갱신 과정과 테이블 할당 과정으로 나

어진다. 그리드 환경의 정보 획득  갱신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① 노드는 마스터 노드에 그리드 환경 참여 요청을 하고, 마스터 노드로부터 노드 리스트를 

반환 받는다. 

② 모든 노드의 네트워크 지연 정보를 얻는다.

③ 네트워크 지연이 은 상  m개의 인  노드를 선정한다.

④ 인  노드의 목록을 주기 으로 갱신한다.

 테이블 할당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① 연 된 테이블이 할당된 노드에 인  노드 목록을 요청한다. 

② 네트워크 지연이 최소인 인  노드를 선정한다.

③ 마스터 노드에 테이블 할당을 요청한다. 

④ 해당 노드에 테이블을 할당한다.

 

      

                    (a) 상향식 접근 방법                  (b) 하향식 접근 방법

그림 1. 동적 테이블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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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테이블 구성 과정은 분산된 동  테이블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동  테이블을 할당 받은 

각 노드는 자신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동 계획법은 일반 으로 그림 1 (a) 상향식 

근 방법으로 동  테이블을 구성한다. 하지만 그림 1 (b) 하향식 근 방법으로 변형한다면 독립

성을 가진 하 문제로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병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기-한정 알고리즘에 비해 동 계획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한다. LCS(Longest Common Subsequence) 문제를 상으로 분기-한정 알고리즘과 동 계획

법의 문제 크기에 따른 총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문제 크기에 따른 총소요시간

 

그림 2를 살펴보면 분기-한정(BB)의 경우 문제 크기가 40 이상에서는 총소요시간이 격히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 계획법(DP)의 총소요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다. 따라서 문제 크기 40 

이상에서 최 해를 구하는 것은 동 계획법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문제 크기에 따른 계산 유율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문제 크기에 따른 계산 점유율

 

그림 3을 살펴보면 분기-한정(BB) 알고리즘은 문제 크기 45 이상에서는 CPU 자원을 약 100% 쓰

고 있지만 동 계획법(DP)은 CPU 자원 유율이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분기-한정 알고리즘은 문제 크기가 증가하면서 총소요시간과 CPU 유율이 격하게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리드 작업 스 링 정책은 문제 크기가 증가하여

도 총소요시간과 CPU 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리드 환경에서는 기존의 분기-한정 

알고리즘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 계획법을 한 작업 스 링 정책이 우수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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