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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Reduce 임워크의 작업 완료 시간 
단축을 한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
(A JobTracker Fault-tolerant Mechanism for Reducing Job 

Completion Time in the MapReduce Framework)

강 민 구 †    박 기 진 ††    황 병 †††

                       (Minkoo Kang)      (Kiejin Park)    (Byeonghyeon Hwang)

요 약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데이터의 분산 장  병렬 처리가 가능한 IT 

인 라 구축이 필수 이다. 이를 해서 용량 데이터의 분산 처리가 지원되는 MapReduce 임워크가 

각  받고 있다. MapReduce 임워크는 비용으로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효과 이지

만, 체 MapReduce 작업의 스 링  작업 할당을 담당하는 JobTracker가 SPOF(Single Point of 

Failure)라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MapReduce 작업 도  JobTracker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체 

MapReduce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작업 완료 시간이 증가한다. 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MapReduce 임워크의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을 설계･구 하고, 

MapReduce 테스트베드와 결함 주입 기법을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기존 MapReduce

에 비해 JobTracker 결함 허용이 용된 MapReduce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은 46.5%～64.4% 감소됨을 

확인하 다.

키워드 : 클라우드 컴퓨 , MapReduce, JobTracker, 결함 허용

Abstract In order to effectively provide cloud computing, IT infrastructure which supports 

distributed file system and parallel data processing is essential. To this end, MapReduce framework 

has been widely used for distributed processing of large-scale data. MapReduce framework has been 

proven as an efficient way to construct distributed and parallel processing system at relatively low 

cost. However, it has the problem of single point of failure (SPOF) at JobTracker that is responsible 

for scheduling and assigning of all MapReduce tasks. When JobTracker has failed, the completion time 

of the MapReduce job is increased because the entire MapReduce tasks must be restarted. To re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 we designed and implemented JobTracker fault-tolerant mechanism for 

MapReduce framework. The performance of the mechanism is evaluated by using MapReduce testbed 

and fault-injection method. As a result, the average job completion time of the mechanism is 

dramatically reduced about 46.5%～64.4% compared to the result of a naïve MapReduce.

Key words : Cloud Computing, MapReduce, JobTracker, Fault-tolerant

1. 서 론

최근 각 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 의 핵심 기술

은 수 많은 클러스터로 구성된 분산 일 시스템 내에 

장된 용량 데이터(Big Data)를 효율 으로 처리하

는 기술이며, 이를 해 Google에서는 GFS(Google 

File System)[1]과 MapReduce 임워크[2]를 제안하

다. 한 ASF(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는 

Hadoop 로젝트를 통해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을 개발하 고, Google에서 제안한 Map-

Reduce 임워크를 지원하는 랫폼을 개발하 다[3]. 

이와 같은 오  소스 기반의 HDFS와 Map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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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는 용량 데이터의 효율 인 분산 처리를 

해 Yahoo!, Facebook  Twitter 등에서 성공 으로 

사용되고 있다[4].

MapReduce 임워크는 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간 데이터를 생성하는 Map 과정과, 간 데이터를 정

리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Reduce 과정으로 구분된

다. 사용자는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해 Java 언어

를 사용하여 Map 함수와 Reduce 함수를 구 할 수 있

다[2]. HDFS는 용량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

여 복 장하는 복수 개의 데이터 노드(Data Node; 

DN)와 용량 데이터에 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장하는 하나의 네임 노드(Name Node; NN)  네임 

노드에 작업의 시작을 알리고 결과를 보고받는 클라이

언트 노드(Client Node; CN)로 구성되며(그림 1 참조), 

TCP/IP 기반의 로토콜로 연결된다[3]. 네임 노드에서

는 JobTracker를 이용하여 Map 함수와 Reduce 함수 

실행 순서에 한 스 링이 수행되며, 데이터 노드에

서는 네임 노드의 스 링에 따라 TaskTracker를 이

용하여 Map 함수와 Reduce 함수를 실행한다[5]. 이와 

련한 세부 내용은 본 논문의 2장에서 기술하 다.

속도로 증가되는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해 클라

우드 컴퓨 에서는 비교  값싼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클러스터(Cluster)를 구성한다[6]. 고성능 컴퓨 (High- 

Performance Computing) 시스템의 노드 고장(Failure)

과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를 연구한 논

문[7]에서는 컴퓨  노드의 증가로 인해 노드 고장 확률

이 증가함을 보 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의 QoS 

(Quality of Service)와 SLA(Service Level Agreement) 

보장을 해 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의 결함 

허용 능력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MapReduce 임워크의 표 인 결함 허용 기술

그림 1 MapReduce 임워크를 지원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

은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성공 으로 사용되어온 Check-

pointing 기술[8-10]을 들 수 있다. 재의 Hadoop에서

는 Map 과정 는 Reduce 과정에서 작업 실패(Task 

failure)는 Heartbeat를 이용하여 감지되고 있으며, 감지

된 시 에서 가장 최근에 장해둔 Checkpoint로의 

Rollback을 실행함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 다른 노드에 

해당 작업을 재실행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서 노드 고

장과 작업 실패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 다[5]. 하지만 

이러한 Checkpointing 기술은 데이터 노드의 결함에 

해서만 처하고 있으며, SPOF(Single Point Of Fai-

lure)인 네임 노드의 JobTracker 결함은 고려하지 못하

고 있다.

[11]에서는 MapReduce 임워크의 JobTracker가 

SPOF임을 지 하 지만, 이에 한 구체 인 해결 방

법을 제시하지 못하 으며, [12]에서는 Hadoop의 네임 

노드의 SPOF 문제를 해결하고자 Hot-Standby 개념의 

결함 허용 방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Hot-Standby 개

념의 결함 허용 방법은 기존의 네임 노드와 결함에 

응하기 한 백업 네임 노드를 함께 동작함에 따라 시

스템의 자원 소모가 크다는 단 이 있다. Apache Derby 

시스템의 서버 복제를 통한 결함 허용 방법을 제안한 

연구[13]에서는 멀티스 딩(Multi-threading)을 지원하

지 않기 때문에 용량 병렬 처리 시스템인 Hadoop에는 

합하지 않은 단 이 있다. Apache에서는 Zookeeper 

로젝트를 통해 Hadoop의 서버 셋(Set)을 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버 사이에 리더를 선출하여 시스템

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14]. 그러나 이 방법은 분산형 어 리 이션의 고

가용성 제공에 을 맞춘 것으로, MapReduce의 

SPOF 문제 해결에 직 인 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하고 있

던 JobTracker가 결함이 발생한 JobTracker를 체하

는 Cold-Standby 개념을 용한 JobTracker의 결함 

허용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Map-

Reduce 임워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을 설명하 으며, 4장에서는 제안된 

메커니즘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결론을 내렸다.

2. 기존 MapReduce 임워크: 데이터 노드 

결함 허용

MapReduce 임워크의 체 인 작동 과정(그림 2 

참조)은 크게 비 과정과 실행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우선 비 과정은 ① MapReduce Application에서

의 runJob 메소드 실행으로 시작되며, runJob 메소드 

실행으로 인해 JobClient 객체가 생성된다. 이 객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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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pReduce 임워크의 작동 과정

② JobTracker로부터 새로운 Job ID를 할당 받고, Job

에 한 정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③ HDFS로부터 

작업 실행에 필요한 자원(i.e. 실행 소스 일, 환경설정 

일 등)을 클라이언트 노드에 복사한다. 이후 ④ 

JobClient는 네임 노드의 JobTracker에게 ‘Submit Job’ 

메시지를 송하여 작업 실행을 한 비가 완료되었

음을 알린다.

비 과정 완료 후에는 다음의 실행 과정이 따른다. ⑤ 

네임 노드의 JobTracker는 Job 기화(Initialization) 

 Job 스 링을 수행한다. 이후 스 에 따라 ⑥ 실

행할 Job의 용량 데이터의 분할 일에 한 정보를 

HDFS로부터 가져온다. ⑦ TaskTracker는 JobTracker

에게 작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Heartbeat

를 주기 으로 송하며, JobTracker는 이를 통해 재 

가용한 TaskTracker에게 Map 작업 는 Reduce 작업

을 할당하거나 TaskTracker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 

리할 수 있다. ⑧ TaskTracker는 JobTracker로부터 

할당된 작업의 실행에 필요한 용량 데이터의 분할 

일 정보를 HDFS로부터 가져온 후, ⑨ 새로운 JVM 

에 TaskRunner 객체를 생성하여 ⑩ Map 작업 는 

Reduce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노드와 네임 노드는 물리 으로 

동일 노드 는 동일 랙(Rack)에 치하며, 데이터 노

드는 수백에서 수천 개로 구성된다. JobTracker는 일정 

시간 동안 Heartbeat 송이 없는 TaskTracker는 고

장으로 간주하여 작업에서 배제시킨 다음, 해당 작업의 

우선순 를 높여 다른 데이터 노드의 TaskTracker에게 

할당하고, 고장 직  Checkpoint에서의 작업 내용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데이터 노드의 

고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완료됨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네임 노드의 JobTracker는 SPOF이며, 

JobTracker의 결함을 시스템 내부 으로 감지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JobTracker 고장 시 수행하고 있던 작

업 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JobTracker의 SPOF 문제를 해결하고, 

JobTracker의 결함을 감지하여 감지된 결함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

3.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

즘은 기존의 MapReduce 임워크 해당 부분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 되었다. 수정

된 부분은 클라이언트 노드의 JobClient와 네임 노드의 

JobTracker이며, 새로운 코드가 추가된 부분은 네임 노

드의 FailSafe 객체와 Cold Standby 개념으로 JobTrac-

ker를 포함하는 백업 네임 노드(Backup Name Node; 

BNN)이다(그림 3 참조). FailSafe는 시스템의 필수 구

성요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

더라도 다른 구성요소가 그 기능을 체하도록 하는 것

을 뜻하며, 기능을 완 하게 체하는 경우와 정해진 여

유 동안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한 Cold Standby 개념은 표 인 결함 복구(Reco-

very) 방법으로써,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하고 

있다가 결함 발생 시에 가동하여 그 기능을 체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

즘은 재까지 공개된 Hadoop(버  0.20.2)에서는 지원

하지 않고 있다.

JobTracker 결함 허용을 해 수정  추가 구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⑪ 네임 노드에 추가된 FailSafe 

객체는 JobTracker의 결함에 비하여 작업 정보(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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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 임워크의 작동 과정

재 작업의 진행 정도와 작업 인 TaskTracker 정보 

등)를 주기 으로 HDFS에 갱신하여 장한다. 작업 정

보를 장하는 주기는 TaskTracker가 JobTracker에게 

송하는 Heartbeat의 주기와 같다고 정의하 다. 한 

TaskTracker의 결함을 감지하기 해 JobTracker가 

TaskTracker에게 주기 으로 Heartbeat를 요구하는 기

존의 방법에서 착안하여 ⑫ FailSafe 객체가 JobTracker

에게 주기 으로 Heartbeat를 요구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Heartbeat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JobTracker에 

결함이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⑬ 이를 JobClient 객체에 

보고하는 방법이 구 되었다. 여기에서 JobTracker의 

Heartbeat를 JobClient 객체가 직 으로 수신하지 않

는 이유는 JobTracker가 정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임 노드와 클라이언트 노드 간의 Heartbeat 송을 해 

네트워크 역폭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네임 노드의 JobTracker 결함이 감지되면, JobClient

는 기하고 있던 백업 네임 노드의 JobTracker에게 

‘Operation Start’ 메시지를 송한다. 이후 백업 네임 

노드의 JobTracker는 FailSafe 객체를 통해 HDFS에 

장된 결함 발생 이 의 작업 정보(⑪)를 받아서 재 

작동 인 TaskTracker에게 JobTracker가 변경되었음

을 알리고, 기존 네임 노드의 JobTracker를 체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즉, JobClient와 FailSafe 객체  백

업 네임 노드의 JobTracker는 데이터 노드에만 용되

었던 Checkpointing 기술을 네임 노드에 확장하여 용

하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임 노드와 백업 네임 노드의 Job-

Tracker가 동시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사

용하 으며, 여기에서 “동시성”의 의미는 “결함이 발생

한 네임 노드의 JobTracker가 복구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간”을 말한다. 결함이 발생한 네임 노드의 Pri-

mary-JobTracker는 백업 네임 노드의 JobTracker가 

동작하는 동안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 Cold Standby 상

태인 Backup-JobTracker로 역할이 바 게 된다.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

을 용하면 네임 노드의 JobTracker 결함이 발생해도 

사용자 에서는 JobTracker의 결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림 4에서는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 실행 과정을 기술하 다.

4. 성능 평가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의 성능 평가를 해 

MapReduce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으며, 구축 장비  

개발 환경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제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는 용량 데이터 처리를 해 수백에

서 수천 개의 데이터 노드가 HDFS를 구성하고 있지만, 

제안하는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기 해, 총 3 의 PC를 사용하여 네임 

노드  클라이언트 노드 1 와 데이터 노드 2 를 구

성하 다. 각 노드는 모두 동일한 버 의 Linux 운 체

제, Java 개발 환경  Hadoop을 설치하 고, 각 노드

는 하나의 라우터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 으로 고정 IP를 할당하 다. 데이터 노드가 다수

로 확장되어도 테스트베드 구축  개발 환경 등을 설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은 지극히 으며, 

데이터 노드 수의 증가로 인해 실제 인 용량 데이터 

일을 비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장 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MapReduce 테스트베드에 사용된 결함 주입(Fault- 

injection) 기법은 기존의 JobTracker가 동작하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의도 으로 JobTracker의 작업 수행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즉, 결함의 유형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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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 실행 과정

표 1 테스트베드 구축 장비  개발 환경

구분 사양 비고

Personal Computer
CPU: Intel Centrino, 

RAM 1GB, HDD: 60GB
총 3  (네임 노드  클라이언트 노드 1 , 데이터 노드 2 )

운 체제 Ubuntu Linux 9.10

Hadoop 버 0.20.2

소스 개발  구동 환경 Java 6 update 20

데이터 일 텍스트 일 (MapReduce 테스트 용) 5가지 일 크기 (6.5MB, 13MB, 19.5MB, 26MB, 32.5MB)

라우터 유무선 라우터 Gigabit 지원

시 인 JobTracker 고장(Failure)이며, 결함 주입 방법

은 소 트웨어 인 결함을 소스코드에 삽입한 것이다. 

결함 주입 시간 간격(i.e. 고장 시간 간격)은 정규 분포

와 삼각 분포의 난수 값으로 정의하 다. 이 게 결함 

주입 시간 간격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이유는 

MapReduce 작업의 수행 간 부분에 주로 결함이 발

생하는 특징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한 삼각 분포를 

용한 이유는 Map 작업 기와 Reduce 작업 말기의 결

함 발생을 표 하기 함이다(정규 분포의 모수는 평균

10, 표 편차 3이며, 삼각 분포의 모수는 최소값 0, 최

값 100, 최빈값 75으로 설정). 워드 카운 (Word 

Counting)을 한 총 5 가지 크기의 텍스트 일(6.5 

MB, 13 MB, 19.5 MB, 26 MB, 32.5 MB)과 8가지 결

함 주입 모드(기존 MapReduce–결함 주입 하지 않음, 

기존 MapReduce–정규 분포로 결함 주입, 기존 Map-

Reduce–삼각 분포로 결함 주입, JobTracker 결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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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텍스트 일 크기와 결함 주입 모드에 따른 평균 작업 완료 시간 (단 : )

결함 주입 모드
텍스트 일 크기

6.5 MB 13 MB 19.5 MB 26 MB 32.5 MB

기존의 MapReduce

결함 주입 하지 않음 85.95 145.55 201.30 254.05 313.55 

정규 분포로 결함 주입 130.50 220.00 303.78 382.70 471.93 

삼각 분포로 결함 주입 145.52 245.54 338.22 424.50 523.99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

결함 주입 하지 않음 86.27 146.92 203.17 256.40 314.48 

정규 분포로 결함 주입 89.10 148.90 204.95 257.30 316.75 

삼각 분포로 결함 주입 90.25 151.50 207.45 258.25 318.85 

Map 작업 에 결함 주입 87.90 147.70 204.05 256.95 315.60 

Reduce 작업 에 결함 주입 86.65 147.80 204.25 257.45 315.25 

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결함 주입하지 않

음,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

Reduce–정규 분포로 결함 주입, JobTracker 결함 허

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삼각 분포로 결함 

주입,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

Reduce–Map 작업 에 결함 주입,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Reduce 작업 

에 결함 주입)를 상으로 각 20회씩 총 800회 반복 실

험하 으며, 실험 조건에 따른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5에서는 정규 분포 는 삼각 분포의 결함 주입 

여부와 텍스트 일 크기에 따른 기존 MapReduce와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

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을 비교하 다. 기존의 Map-

Reduce에서는 JobTracker 고장 시 수행하고 있던 작업 

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이 정규 분포의 경우 50.5%～51.8% 증

가하 으며, 삼각 분포의 경우 67.1%～69.3% 증가하

그림 5 정규 분포 는 삼각 분포의 결함 주입 여부와 텍스

트 일 크기에 따른 기존 MapReduce와 Job-

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

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

다. 이는 정규 분포의 경우 부분 작업이 50% 정도 완

료한 시 에서 JobTracker 고장으로 인해 다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며, 삼각 분포의 경우 최소값 0, 최 값 

100, 최빈값 75로 설정함에 따라 작업이 50% 이상 완

료한 시 에서 JobTracker 고장으로 인해 다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경우에 비해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이 길어졌다. 반면에 기존 MapReduce에 비해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을 용한 MapReduce

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은 정규 분포의 경우 1.0%～

3.7%, 삼각 분포의 경우 1.7%～5.0%으로 소폭으로 증

가하 다. 이는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으로 인

해 추가된 JobTracker Heartbeat처리와 JobTracker가 

수행하고 있는 Job의 정보를 HDFS에 갱신하는 과정으

로 인해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의 1%～5% 정도가 지연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

된 MapReduce에 정규 분포로 결함을 주입하는 경우, 

기존의 MapReduce에 정규 분포로 결함을 주입하는 경

우에 비해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이 46.5%～49.0% 감소

그림 6 결함 주입 모드와 텍스트 일 크기에 따른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

Reduce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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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삼각 분포의 경우, 61.1%～64.4% 감소되었다.

그림 6에서는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Reduce를 상으로 결함 주입 모드와 텍스트 

크기에 따른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을 비교하 다. Job-

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을 용한 MapReduce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은 결함 주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규 분포로 결함을 주입한 경우 0.3%～3.3%, 삼

각 분포로 결함을 주입한 경우 0.7%～4.6%, Map 작업 

에 결함을 주입한 경우 0.2%～1.9%, Reduce 작업 

에 결함을 주입한 경우 0.4%～0.6% 증가하 다. Map 

작업 에 결함을 주입한 경우보다 Reduce 작업 에 

결함을 주입한 경우에 더 짧은 작업 완료 시간이 나온 

결과는 JobTracker 고장 시 에서 고장 이 의 상태로 

롤백하여 다시 작업해야 하는 일의 양이 Map 작업에 

비해 Reduce 작업이 더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Map 작업이 모두 완료된 다음 Reduce 작업이 시작되

는 MapReduce 임워크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 그림 6에서 평균 작업 완료 시간의 차이

가 작은 이유는 MapReduce 임워크가 용된 실제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에 비해 본 논문

의 테스트베드에서는 상 으로 작은 크기의 텍스트 

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MapReduce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성능 

평가를 통해, 기존의 MapReduce는 작업 도  JobTracker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결함 발생 시 에 따라서 최악

의 경우에는 작업 완료 시간이 약 2배로 증가될 수 있

지만,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니즘이 용된 Map-

Reduce는 그 피해(i.e. JobTracker의 Heartbeat 송, 

Job 정보를 HDFS에 Checkpointing 등)를 작업 완료 

시간의 약 5% 이내로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 결 론

클라우드 컴퓨 의 핵심 기술 에 하나인 용량 데

이터의 효율 인 분산 처리를 해 본 논문에서는 

MapReduce 임워크의 JobTracker 결함 허용 메커

니즘을 개발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JobTracker는 

MapReduce 임워크에서 SPOF이며, TaskTracker

에게 할당할 작업의 스 링 등의 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JobTracker의 고장은 곧 시스템 성

능 하로 이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Map-

Reduce를 그 로 사용하면서 일부 수정하고, 일부 추가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JobTracker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연 시간으로 작업을 완료하는 결함 허용 메

커니즘을 개발하 다. MapReduce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성능 평가를 통해, 기존 MapReduce는 최악의 경우 작

업 완료 시간이 2배로 증가됨을 확인하 으며, 이에 반

해 제안한 메커니즘을 용한 MapReduce는 작업 완료 

시간의 약 5% 수 의 지연 시간만을 허용하 고, 기존 

MapReduce에 비해 결함 발생 시 46.5%～64.4%의 작

업 시간 단축 효과를 확인하 다. 추후에는 데이터 처리

율(Throughput) 향상을 해 데이터 로컬리티(Locality)

가 고려된 MapReduce 스 링 기법에 한 연구 필

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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