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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합한 데이터 분산 저장 및 병렬 

처리가 가능한 IT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분산 파일 시스템 중 하나인 HDFS(Hadoop File 

System)와 병렬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MapReduce 프레임워크 관련 연구가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MapReduce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JobTracker 노드는 SPoF(Single Point of Failure)이기 

때문에, 작업 도중 JobTracker 노드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작업이 실패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MapReduce 

프레임워크의 JobTracker 노드 결함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결함허용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합한 IT 인프라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저렴하게 구축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구글(Google)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GFS (Google File System)를 

사용하여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1], GFS 와 함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HDFS(Hadoop File System)가 있다. 

대용량 데이터 분산 파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GFS, HDFS 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MapReduce 라는 분산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Framework)를 사용하고 있다[2]. MapReduce 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연관된 중간 데이터를 생성하는 맵(Map) 과정과, 중간 

데이터를 정리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리듀스(Reduce) 과정으로 구성되며, Java 언어를 

사용하여 Map 함수와 Reduce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 

MapReduce 프레임워크는 각기 작성된 Map 과 Reduce 

함수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TaskTracker 노드와, Job 의 

초기화 및 Task 스케쥴링을 위한 JobTracker 노드, 

JobTracker 노드에 작업의 시작을 알리고 결과를 보고 

받는 Client Node, 이렇게 3 가지 종류의 노드로 

구성된다. 언급된 노드들 가운데 TaskTracker 노드의 

경우, 결함(Fault)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JobTracker 노드는 Job 의 관리 및 Task 

스케쥴링을 수행하는 중요 노드임에도 불구하고 

SPOF(Single Point Of Failure)이며, JobTracker 결함 

발생에 대한 대처 메커니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JobTracker 결함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함이 발생하기 이전에 TaskTracker 의 작업을 

스케쥴링하여, JobTracker 노드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진행 중이던 MapReduce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론  

 

MapReduce 의 작동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MapReduce 작업은 MapReduce 의 runJob 메소드 

실행으로 시작된다. runJob 메소드를 실행하면 

JobClient 의 객체 한 개가 생성되며, 이 객체의 역할은 

JobTracker 노드에서 새로운 Job ID 를 할당 받고, 해당 

Job 에 대한 명세를 확인 후 HDFS 로부터 작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Client 노드로 복사한다.  

 

 
그림 1. MapReduce 작업 실행 구조   

 

작업 실행에 필요한 자원은 Job JAR 파일(실행 소스 

파일), 환경설정 파일 등이 있다. Job ID 를 할당 받고, 

작업에 필요한 자원 파일의 복사가 완료되면, ‘submit 

Job’ 메시지를 JobTracker 노드의 JobTracker 객체로 

보내서 작업 실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 되었음을 알린다.  

JobTracker 노드는 Job 의 초기화 및 Job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JobTracker 가 submit Job 메시지를 수신하면 

Job 스케쥴러의 Queue 에 해당 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을 

초기화 한다. 그 다음, Job 스케쥴에 따라 수행 차례가 

된 Job 의 첫 input split (특정 Job 을 수행하기 위한 

대용량 데이터의 조각 가운데 첫 번째 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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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S 로부터 검색한다. TaskTracker 는 

JobTracker 에게 주기적으로 신호(Heart Beat)를 

보내서 TaskTracker 의 결함 발생을 확인하도록 함과 

동시에, TaskTracker 는 Task 를 리턴 받게 된다. 

JobTracker로부터 부여 받은 Task를 수행하기 위해서, 

Task 에 해당하는 자원을 HDFS 로부터 검색한 후에 

TaskRunner 객체를 새로운 JVM 위에 생성하여 Map 

또는 Reduce 함수를 실행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MapReduce 작업이 

수행되며, Client 노드와 JobTracker 노드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랙(Rack)에 위치하고 있다. TaskTracker 노드는 

작업의 설정에 따라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 현재 

TaskTracker 노드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노드를 작업에서 배제시키고, JobTracker 에서 다시 

스케쥴링을 하여 작업이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하지만 JobTracker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SPOF 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작업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JobTracker 의 결함 발생을 대상으로 한다. 메커니즘의 

구성은 수정된 JobClient 및 JobTracker 노드에 본 

메커니즘의 실행을 위한 FailSafe 객체, Cold Standby 

개념으로의 결함허용 기법 적용을 위한 여분 

JobTracker 의 추가로 이루어진다(그림 2 참조). 

 

그림 2.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적용된 MapReduce 실행 과정  

 

FailSafe 객체의 역할은 JobTracker 노드의 결함에 

대비하여 작업 정보(Job Info)를 파일시스템에 저장해 

두는 것과 JobTracker 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JobTracker 의 HeartBeat 를 JobClient 객체로 

전송하는 것이다. 새로이 제안하는 JobClient 객체는 

JobTracker 의 HeartBeat 를 수신하고, JobTracker 의 

결함을 감지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FailSafe 

객체는, 전체 TaskTracker 노드가 HeartBeat 를 

JobTracker 에 모두 한 번 보내는 기간을 1 

주기(Period) 라고 했을 때, 1 주기에 1 회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의 결과 및 작업 중인 TaskTracker 정보, 

Job 정보 등을 분산 파일 시스템 내에 저장 및 

갱신한다. JobTracker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장 

된 내용은 1 주기에 한 번씩 갱신된다. 또한, FailSafe 

객체는 현재까지의 작업 정보를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함과 동시에 JobClient 객체로 HeartBeat 를 송신 

한다. JobTracker 의 복구 과정에서, FailSafe 객체는 

이전에 고장이 발생한 JobTracker 의 FailSafe 객채가 

분산 파일 시스템에 기록해둔 결함 발생 이전까지의 

작업 정보를 확인하여, 결함 발생 이전 상태로 복구를 

진행한다(그림 3 참조). 

기존 작업 완료 과정은 JobTracker 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었다. JobTracker 가 자신의 상태를 ‘Successful’ 

로 전환하고 작업 완료를 선언한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JobClient 는 작업 실패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알리게 된다. JobClient 는 작업 

최종 종료 시점에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여 

MapReduce 의 최종 결과, 즉 Reduce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그림 3. 결함허용 메커니즘이 적용된 MapReduce 실행 

과정 플로우차트 

 

3. 결 론 

 

본 논문은 MapReduce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JobTracker 노드의 SPO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JobTracker 노드 내에 Fail-Safe 기능을 갖춘 객체를 

포함시켜 JobTracker 고장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장 발생에 따른 작업 실행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향후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메커니즘을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용하여 본 메커니즘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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