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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유수의 완성차 제조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실현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 중 하나는 

클라우드 연결 자동차이다[1](cloud connected vehicle). 

이를 위한 실시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차량에게 

자율주행에 관련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어려운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요구사항들로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실시간 상태 

Spark Streaming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실시간 고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법들 *  

 (Techniques to Guarantee Real-Time Fault Recovery 

in Spark Streaming Based Cloud System)  

김 정 호†        박 대 동‡         김 상 욱§          문 용 식**          홍 성 수†† 
(Jungho Kim)     (Daedong Park)     (Sangwook Kim)     (Yongshik Moon)     (Seongsoo Hong) 

요  약 실시간 클라우드의 실현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는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현존하는 

프레임워크들 중에 가장 많은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 것은 Spark Streaming이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초 단위 실시간 고장 복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Spark Streaming의 고장 복구 기법은 

정상 동작 시에 기록된 누적 변형 히스토리를 토대로 고장 직전 마지막 상태 데이터를 재연산하여 복구하기 

때문에 히스토리의 길이에 비례하여 복구 시간이 증가된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이내에 고장 복구가 

완료됨을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초기 상태 데이터를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서 읽는 시간이 수십 초에 

달하여 초 단위 고장 복구 시간을 달성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기법들을 제안한다. 이를 Spark Streaming 1.6.2에 적용하고, 실험을 통해 고장 복구 시간이 제한 시간 

이내에 완료되며 평균 약 41.57% 단축됨을 확인했다. 

 키워드: 스파크 스트리밍, 고장 복구,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Abstract In a real-time cloud environment, the data analysis framework plays a pivotal role. Spark Streaming 

meets most real-time requirements among existing frameworks. However, the framework does not meet the second 
scale real-time fault recovery requirement. Spark Streaming fault recovery time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transformation history length called lineage. This is because it recovers the last state data based on the cumulative 

lineage recorded during normal operation. Therefore, fault recovery time is not bounded within a limited time.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 second-scale fault recovery time because it costs tens of seconds to read initial 

state data from fault-tolerant storage. In this paper, we propose two techniques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e apply the proposed techniques to Spark Streaming 1.6.2.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fault recovery time is 
bounded and the average fault recovery time is reduced by up to 41.57%. 

Key words: Spark Streaming, fault recovery, real-time, data analytic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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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stateful) 작업, 실시간 고장 복구가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다. 현존하는 기술들은 배치와 

스트림 프로세싱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Hadoop 이 있으며, 후자에는 Spark 

Streaming, Storm 이 있다[2][3][4]. 표 1 은 언급된 

요구사항들에 대한 현존 프레임워크들의 충족 여부를 

나타낸다. Hadoop 과 Storm 은 언급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면 Spark Streaming 은 부분적으로 

충족하며 이에 관련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 중에서 본 논문은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에서 초 단위(second-scale) 수준의 실시간 고장 

복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법을 다룬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에서 고장 복구를 위해 

여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다[5][6][7][8][9][10][11][12][13][14][15]. 이 기법들은 

크게 하드웨어 레벨 또는 소프트웨어 레벨로 구분 된다. 

하드웨어 레벨 기법들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여분의 

컴퓨팅 서버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이는 높은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담시킨다. 

소프트웨어 레벨 기법들은 상태의 복제본 백업과 상태의 

변형 히스토리 백업 기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상태가 

갱신 될 때마다 서버들에 분산된 여러 개의 복제본들을 

동시에 갱신하고 동기화한다. 하지만 이는 정상 동작 시에 

클라우드 내 네트워크 과부화와 동기화 오버헤드를 크게 

야기한다. 후자는 작은 크기의 변형 히스토리만을 

저장하고 관리하여 고장 시에만 그 변형 히스토리에 

기반하여 상태를 재연산하고 생성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오버헤드들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마지막 분류에 Spark Streaming 의 고장 복구 기법이 

속한다. 하지만 내재적인 두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장 

복구 작업이 초 단위 수준의 실시간 고장 복구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다. 한가지 문제는 누적된 변형 히스토리의 

수가 증가될수록 비례하여 복구 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이내에 수행 완료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림 

1 은 최초 작동 이후에 누적 변형 히스토리 길이에 따른 

Spark Streaming 잡(job)의 고장 복구 시간을 나타낸다. 

고장 복구 시간이 누적된 변형 히스토리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됨을 나타낸다. 다른 나머지 문제는 고장 복구 

과정에서 초기 상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Spark Streaming 잡의 

고장 복구 시간이 수십 초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림 2 는 

Spark Streaming 잡의 고장 복구 시간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 및 체크포인팅 기법과 

분산 병렬 파일 접근 기반 고장 복구 기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기법은 누적 변형 히스토리를 토대로 런타임에 고장 

복구 시간을 추정한다. 그 추정된 시간의 시간 제약의 

충족 여부에 따라 최신 상태를 고장 감내 

스토리지(fault-tolerant storage)에 저장한다. 이를 통해 

누적 변형 히스토리의 길이를 일정 수준 이내로 단축한다. 

따라서 고장 복구 시간은 제한된 시간 이내에 완료된다. 

두 번째 기법은 초기 상태에 해당하는 파일을 읽는 작업을 

다수의 파일 복제본들에서 병렬적으로 수행하여 읽기 

시간을 단축한다. 

본 연구진은 제안된 기법을 Apache Spark Streaming 

1.6.2 가 탑재된 다섯 대의 서버들에 구현했다. 대상 

시스템에 제안된 기법 적용 전후로 고장 복구 시간을 

측정한 결과 바운드된 시간 이내에 완료되며 기존 대비 약 

41.57% 단축된 시간 이내에 완료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최초 작동 이후에 누적 변형 히스토리 길이에 따른 

Spark Streaming 잡의 고장 복구 시간 

Figure 1. Fault Recovery Time of Spark Streaming Job 

According to Lineage 

 

 

 
그림 2. Spark Streaming 잡의 고장 복구 시간 

Figure 2. Recovery Time of Spark Streaming Job 

 

 
그림 3.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의 

상태형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 동작 개관 

Figure 3. Introduction to Stateful Micro Batch Processing 

in Spark Streaming Ba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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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의 고장 복구 

메커니즘 

이 장에서는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의 고장 복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고장 복구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동작 중에 백업된 데이터를 토대로 동작한다. 따라서 우선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고장 발생 시 

수행되는 복구 과정을 설명한다.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은 초 단위 스트림 

프로세싱(second-scale stream processing)을 제공한다.  초 

단위 프로세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시스템은 자주 

사용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재한 채로 분산 

처리를 빠르게 수행하는 Spark 에 기반한다. 하지만 

Spark 는 기능적으로 배치 프로세싱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스트림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Spark Streaming 은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micro batch processing) 형태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여 제한적으로 스트림 프로세싱을 지원한다.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은 입력 스트림 데이터(input 

stream data)를 일정 주기 동안 받아서 배치 형태로 

저장해두고 매 주기마다 쌓인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 스트림 데이터(output stream data)를 얻는 처리 

방식을 말한다.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동작은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이다. 이 프로세싱은 

비상태형(stateless)과 상태형(stateful)으로 구분된다. 

비상태형 작업은 어떤 주기에 대하여 그 주기에 입력된 

데이터 요소들만 사용하여 결과값을 얻는다. 반면 상태형 

작업은 그 주기에 입력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전 주기의 

데이터 또는 이전 주기의 결과 데이터까지 사용하여 

결과값을 얻는다. 아래 그림 3 은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에서 상태형 작업들 중 하나를 나타낸다. 이 작업은 

우선 입력 스트림 데이터가 수신될 때마다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이는 고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하나를 

꺼내 RDD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라는 자료 구조에 

적재한다. RDD 는 Spark Streaming 이 인메모리 

(in-memory) 분산 컴퓨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분할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어서 이 작업은 입력 스트림 

데이터와 초기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변형들을 

(transformation) 수행하여 결과 스트림 데이터를 출력한다. 

결과 스트림 데이터의 k 번째 데이터는 입력 스트림 

데이터의 k 번째 데이터와 결과 스트림 데이터의 k–1 

번째 데이터로부터 변형들을 수행하여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은 고장 복구를 위해 수행된 변형들을 

고장 복구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누적된 변형 히스토리를 

리니지(lineage)라고 부른다. 

그림 4 는 10 초 주기를 갖는 상태형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의 동작 예제를 나타낸다. 첫 번째 주기 동안 i1, i2, 

i3, i4 스트림 데이터가 그리고 두 번째 주기 동안 i5, i6, i7 

스트림 데이터가 입력되었다고 가정하자. 우선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은 첫 주기인 10 초 동안 스트림 

데이터가 입력되면 곧장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첫 주기가 끝나는 10 초가 되면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입력 스트림 데이터를 FIFO(first-in first-out)로 상태형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타임라인에서 

점선은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을 의미한다. 

이 수행 과정은 다음 주기에서도 반복된다.  

이러한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에서 고장 복구 

기법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손실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신 상태 데이터를 복구한다. 손실되지 않는 

데이터는 RDD 와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후자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백업된 

입력 스트림 데이터, 백업된 상태 데이터 그리고 누적 

변형 히스토리이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복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장 복구 스토리지에서 백업된 

입력 스트림 데이터와 백업된 상태 데이터를 읽어서 

RDD 에 적재한다. 그 다음 누적 변형 히스토리를 읽고 

이를 토대로 고장 직전의 상태 데이터를 복구한다. 

마지막으로 복구된 상태 데이터를 토대로 고장 이후에 

수신된 입력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그림 4.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의 

상태형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의 동작 예제 

Figure 4. Example of Stateful Micro Batch Processing in 

Spark Streaming Ba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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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는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의 고장 복구 

기법의 동작 예제를 나타낸다. 이 예제는 앞 서 언급된 

그림 4 의 정상 동작 예제에서 첫 번째 주기에 대한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을 마치고 20 초가 도달하기 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다. 고장이 발생하고 

감지되면 우선 백업된 입력 스트림 데이터 i1, i2, i3, i4와 

백업된 상태 데이터 λ를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서 읽어서 

RDD 에 적재한다. 그 다음으로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서 

누적된 리니지 f(i1, λ), f(i2, o1), f(i3, o2), f(i4, o3)를 읽는다. 

이 히스토리를 순서대로 수행하여 고장 직전의 상태 

데이터 o4를 계산한다. 

 

3. 대상 시스템과 문제 정의 그리고 해결책 개관 

이 장에서는 대상 시스템을 설명하고 그 시스템 상에서 

해결할 문제를 정의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대상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으로 구분된다. 하드웨어 구성은 다수의 

컴퓨팅 노드들이 LAN(local area network)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림 6 은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이 구성은 계층화된 아키텍처(layered 

architecture)이며 하단부터 상단 순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노드마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층이 

있다. 다수의 노드들에 걸쳐 분산 자원 관리(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계층이 있다. 이 계층은 분산 파일 

시스템(distributed file system)을 포함한다. 그 위에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여러 개의 잡(job)들을 

수행한다. 잡은 여러 개의 태스크(task)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서 잡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저장할 경우 파일 복제본 세 개가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된다. 잡이 파일을 읽는 경우에는 그 세 개의 

복제본들 중 하나에서 읽어온다. 

이러한 대상 시스템에서 본 연구진은 어떤 잡에 대하여 

고장 복구 시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는 두 개의 하위 문제들로 구성된다. 하나는 고장 

복구 시간이 바운드 되지 않는 문제이다. 다른 나머지 

문제는 수십 초에 달하는 고장 복구 시간을 초 단위로 

단축하는 것이다. 각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은 고장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리니지의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리니지의 

길이는 변형 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증가한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은 복구 작업 시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읽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고장 복구 

시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고장 

복구 작업이 고장 복구에 필요한 파일을 가진 세 개의 

노드들 중 하나의 노드에서만 파일을 읽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언급된 두 가지 문제들을 각각 해결하기 위해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 및 체크포인팅 기법과 

분산 병렬 파일 접근 기반 고장 복구 기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기법은 정상 동작 시에 고장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한다. 추정된 시간을 바탕으로 고장 복구 

작업의 시간 제약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최신 상태 데이터를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 백업한다. 

이를 통해 리니지의 길이를 단축하여 고장 복구 시간이 

제한된 시간 이내에 수행 되도록 해결한다. 두 번째 

기법은 파일 읽기 작업 수행 시 단일 파일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복제본들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읽어 들여 읽기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수 

초 단위의 고장 복구 시간을 달성한다. 

 

 
그림 5.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의 

고장 복구 메커니즘 동작 예제 

Figure 5. Example of Fault Recovery Technique in Spark 

Streaming Ba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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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상 시스템 

Figure 6. Tar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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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 및 체크포인팅 

이 장에서는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 및 

체크포인팅 기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제안된 

기법은 그림 7 과 같이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자와 체크포인팅 관리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상 

시스템에서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에 위치한다.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자는 상태형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잡에 대하여 매 주기마다 고장 복구 

시간을 추정한다. 이 추정자는 입력으로 변형과 그 수행 

시간을 받아서 고장 복구 시간 추정표에 기록한다. 그리고 

나서 총 고장 복구 시간을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고장 

복구 시간은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고장 복구 

시 리니지에 기술된 변형 작업을 동일하게 재수행되기 

때문이다. 추정된 시간이 미리 정의된(pre-defined) 

임계값을 넘을 경우 체크포인팅 관리자에게 마지막으로 

연산된 상태 백업을 요청한다. 임계값은 개발될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값이며 서비스 

개발자에 의해 설정된다. 체크포인팅 관리자는 마지막 

상태 데이터를 식별하여 고장 감내 스토리지 상에 

저장한다. 그리고 그 이전 상태 데이터를 삭제한다. 

그림 8 은 제안된 기법의 수행 예제를 나타낸다. 어떤 

잡이 주기, 적재 시간, 임계값 그리고 데드라인으로 각각 

10,000ms, 200ms, 900ms, 1,300ms 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주기는 마이크로배치 프로세싱의 수행 시간 간격이다. 

적재 시간은 초기 상태 데이터를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서 

읽어서 RDD 에 적재하는 시간이다. 임계값은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자가 체크포인팅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이다. 데드라인은 그 잡에게 허용되는 고장 

복구 시간의 상한(upper bound)값이다. 시간 순서대로 

추정된 고장 복구 시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0 초에서는 초기 데이터 λ의 적재 시간만을 고려하여 총 

고장 복구 시간은 200ms 이다. 10 초에서는 마이크로배치 

프로세싱의 변형 작업에 소요된 시간이 200ms 인 것을 

측정하고 추정표에 기록한다. 총 고장 복구 시간은 

400ms 이다. 그 이후에 20 초, 30 초, 40 초 각각 변형 작업에 

소요된 시간으로 100ms, 300ms, 200ms 를 측정하고 그 

추정표에 기록한다. 40 초에 총 고장 복구 시간은 이들을 

모두 합한 100ms 이다. 이 때 임계값인 900ms 를 

초과하므로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자는 

체크포인팅 관리자에게 체크포인팅을 요청한다. 그 

관리자는 마지막 상태 데이터인 o4를 고장 감내 스토리지 

상에 저장한다. 그리고 이전 입력 스트림 데이터 i1, i2, i3, 

i4 와 중간 상태 데이터 λ, o1, o2, o3 는 고장 복구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따라서 고장 복구 시간은 

다시 200ms 로 단축되며 데드라인 이내로 바운드된다. 

구체적으로, 10 초에서 20 초 사이에 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제안된 기법은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팅 

된 입력 스트림 데이터 i5, i6, i7과 중간 상태 결과값 o4을 

RDD 로 적재한다. 그리고 f(i5, o4), f(i6, o5), f(i7, o6)을 

연산하여 o7을 계산한다. 

 

5. 분산 병렬 파일 접근 기반 고장 복구 기법 

이 장에서는 분산 병렬 파일 접근 기반 고장 복구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 기법은 그림 9 와 같이 

대상 시스템 상에서 분산 자원 관리와 운영 체제 계층에 

각각 존재한다. 분산 자원 관리 계층에는 분산 병렬 I/O 

요청자와 I/O 데이터 병합자가 존재한다. 운영체제 

계층에는 I/O 우선 순위 관리자가 존재한다. 분산 병렬 I/O 

요청자는 단일 파일에 대한 I/O 요청을 다수의 파일 

복제본들에 대한 요청으로 변환한다. HDFS 과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은 고장 감내성을 위해 파일을 다수의 

복제본들로 관리한다. 이 요청자는 잡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한 I/O 요청과 그 파일에 대한 복제본의 개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복제본의 개수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복제본의 개수 이내에서 네트워크 스위치와 

스토리지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성능이 10Gbps, 500MB/s 인 경우 네트워크 스위치의 

성능에 병목 현상을 고려하여 복제본의 개수를 3 개로 

설정한다. 그리고 나서 분산 병렬 I/O 요청자는 요청된 

 
그림 7.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 및 

체크포인팅 기법 

Figure 7. Lineage Based Fault Recovery Estimation and 

Checkpo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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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안된 기법의 수행 예제 

Figure 8. Example of the Propo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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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영역을 복제본의 개수로 나누고 각각의 분할된 

영역에 대하여 I/O 요청을 한다. I/O 데이터 병합자는 

분할된 영역들에 대한 I/O 요청에 대한 반환값들을 

수신하여 하나의 파일로 병합한다. 

운영체제 계층의 I/O 우선순위 관리자는 분산 병렬 I/O 

요청자에 의해 요청된 I/O 요청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고장 복구를 위한 I/O 요청은 다른 

잡의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을 위한 I/O 요청에 비해 

우선적으로 수행된다. I/O 우선순위 관리자는 분산 병렬 

I/O 요청자로부터 고장 복구를 위한 I/O 요청인지 

나타내는 식별자를 전달받는다. 그 관리자는 그 식별자에 

따라 I/O 요청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그 우선순위는 I/O 

요청을 처리하는 태스크에게 부여되며 요청된 시점부터 

요청을 완료할 때까지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6. 구현 및 실험을 통한 검증 

이 장에서는 제안된 두 가지 기법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각각의 실험 

목적, 실험 시나리오 및 설계,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시나리오 모델링 및 구현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각 

실험의 결과를 측정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첫 번째 

실험의 목적은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 중 고장 발생시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의 제한된 시간 이내에 완료됨을 

검증한다. 두 번째 실험의 목적은 그 고장 복구 시간이 

단축되었는지 검증한다.  

본 실험의 시나리오는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실시간 클라우드에 요구되는 스트림 프로세싱 

형태의 최단시간 경로 검색 작업이다. 이 작업은 모든 

차량들의 위치 정보와 차량들의 목적지를 입력으로 

받는다. 이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통량을 추정한다. 

추정된 교통량을 반영하여 어떤 차량이 최단 시간으로 

자신의 목적지를 가기 위한 최단 시간 경로를 결정한다.  

차량에서 발생한 센서 데이터를 입력 스트림 데이터로 

수집한다.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을 통해 입력 스트림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맵 데이터와 병합하고 고장 감내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그리고 나서 그 병합된 데이터는 

가공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에게 전달된다. 

이 일련의 작업들이 수행됨에 있어서 허용되는 최대 

수행 시간과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 주기를 각각 20 초와 

10 초로 가정했다. 그 이유는 교통량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차량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5 초 주기로 클라우드에 전송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한 클라우드가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 숫자를 

약 25 만 대로 가정했다. 이 때 요구되는 최대 입력 스트림 

데이터의 크기는 근사적으로 차량당 데이터 크기인 

4KB 와 운행 차량 수인 25 만을 곱하여 1GB 이다. 따라서 

입력 스트림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에 대하여 언급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장 복구에 허용되는 

최대 시간은 10 초이다.  

표 2 는 실험 환경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10 은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의 SW 

동작 원리 및 구조를 나타낸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는 Apache 의 Spark Streaming 을 사용했다. 

정상적인 동작 상황의 경우 드라이버 노드에서 임의로 

 
그림 9. 분산 병렬 파일 접근 기반 고장 복구 기법 

Figure 9. Distributed Parallel File Access Based Fault 

Recovery Technique 

 
그림 10. SW 구성과 구조 

Figure 10. SW Configuration and Structure 

표 2. 실험 환경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Table 2. Experimental Setup 

HARDWARE 

Computing 

Server 

CPU Intel i7 3.6GHz Quad-Core 

Memory DDR3 32GB 

Storage 1TB (SSD * 2) 

Network 
Topology Fully Connected Network 

Bandwidth 10Gb/s 

SOFTWARE 

Data Analytics Framework Spark Streaming 1.6.2 

Distributed File System Hadoop 2.6.4 

Operating System Ubuntu 14.04.3 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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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센서 입력 스트림 데이터는 수행자들 중 하나에서 

실행되는 수신자 태스크에 의해 다수의 워커 태스크로 

복제되어 분산된다. 태스크는 각 워크 노드에 위치한 

수행자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수행 단위이다. 각 태스크는 

복제된 데이터의 분산 처리를 통해 결과 스트림 데이터를 

생성하며 최종 결과인 맵 데이터를 열 대의 SSD 들로 

구성된 HDFS 에 저장한다. 체크포인팅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그 HDFS 에 저장한다. 

그림 11 은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이 실험에서 

최대 고장 시간 허용치는 10 초로 설정했으며, 각 시행은 

동일한 입력 스트림 데이터를 사용하여 변인을 

통제하였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특정 타입의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처리의 최초 동작 시점부터 고장이 

발생하기까지 경과 시간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복구가 완료되어 다시 정상 작동을 

재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하나의 점은 한 

번의 실험을 나타내며 세로축 위치를 통해 해당 시점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복구 소요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세모 점은 제안된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며 동그라미 점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된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고장 복구 

소요 시간이 설정된 허용치인 10 초 이내로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에 의해 추가되는 시간적 오버헤드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Spark Streming 기반 시스템의 기존 

메커니즘이 수집하는 데이터 중 소량을 추출하는 것이 

추가 오버헤드이기 때문이다. 제안된 기법이 필요로하는 

데이터는 매 마이크로 배치 프로세싱마다 변형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제안된 기법은 이를 측정하기 위해 

Spark Streaming 기반 시스템의 straggler 감지 메커니즘을 

활용했다. 이 메커니즘은 straggler 를 감지하기 위해 변형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제안된 기법은 그 

측정된 시간을 가져와서 추가로 할당해둔 메모리에 

기록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오버헤드는 작다. 

그림 12 는 두 번째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이 

실험에서는 복제본 파일의 개수를 조작 변인으로 두고 

고장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실시한 실험의 각 시행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복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초기 상태 데이터를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점과 세모 점으로 표시된 결과는 

각각 하나의 복제본과 세 개의 복제본에서 읽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복제본의 개수가 많을수록 

읽기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제본을 세 개 사용했을 때가 단일 디스크로부터 읽어 올 

때보다 평균 고장 복구 소요 시간이 약 41.57%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클라우드에서 초 단위 실시간 고장 복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고장 복구 시간 추정과 

체크포인팅 기법과 분산 병렬 파일 접근 기반 고장 복구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팀은 Spark Streaming 1.6.2 

기반 시스템에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였고 실험을 통해 

바운드된 시간 내에 복구 작업을 완료함과 평균 약 41.57% 

단축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2. 분산 병렬 파일 접근 기반  

고장 복구 기법에 대한 실험 결과 

Figure 12. Experimental Result for Distributed Parallel 

File Access Based Fault Recovery 

 
그림 11. 리니지 기반 고장 복구 시간 추정 및  

체크포인팅 기법에 대한 실험 결과 

Figure 11. Experimental Result for Lineage Based Fault 

Recovery Estimation and Checkpointing 



정보과학회논문지: 정보통신 제 31 권 제 6 호(2004.12) 

 

552 

참 고 문 헌 

[1] Burgstahler Daniel, et al., "RemoteHorizon.KOM: 

Dynamic Cloud-Based eHorizon", Automotive meets 

Electronics (AmE 2016), 2016 
[2] Dean Jeffrey and Sanjay Ghemawat, "MapReduce: 

Simplified Data Processing on Large Clusters", 
Communications of the ACM, 2008 

[3] Zaharia Matei, et al., "Discretized Streams: 

Fault-Tolerant Streaming Computation at Scale", 

Proceedings of ACM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s 

Principles (SOSP), 2013 
[4] Toshniwal Ankit, et al., "Storm @twitter", Proceedings 

of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SIGMOD), 2014 
[5] MN Cheraghlou, et al., "A Survey of Fault Tolerance 

Architecture in Cloud Computing", Journal of Network 
and Computer Applications, 2015 

[6] Wu Zhengping and Nailu Chu, "Efficient Service 

Re-Composition Using Semantic Augmentation for Fast 
Cloud Fault Recovery",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rvices Computing (SCC), 2013 

[7] Qi Ping and Longshu Li, "A Fault Recovery‐Based 

Scheduling Algorithm for Cloud Service Reliability", 
Security and Communication Networks, 2015 

[8] Pourvali Mahsa, et al., "Progressive Recovery for 
Cloud-Based Infrastructure Services",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Networking 

(CloudNet), 2015 
[9] Jhawar Ravi, Vincenzo Piuri and Marco Santambrogio, 

"Fault Tolerance Management in Cloud Computing: A 
System-Level Perspective", IEEE Systems Journal, 2013 

[10] Mohammed Bashir, et al., "Optimising Fault Tolerance 

in Real-Time Cloud Computing IaaS Environment",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Internet of 

Things and Cloud (FiCloud), 2016 
[11] Chen Gang, et al., "A Lightweight Software 

Fault‐Tolerance System in The Cloud Environment", 

Concurrency and Computation: Practice and Experience, 

2015 

[12] Malik Sheheryar and Fabrice Huet, "Adaptive Fault 

Tolerance in Real Time Cloud Computing", IEEE World 
Congress on Services (SERVICES), 2011 

[13] Kaur Jasbir and Supriya Kinger, "Analysis of Different 

Techniques Used for Fault Tole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JCSIT), 2014 
[14] Amin Zeeshan, Harshpreet Singh and Nisha Sethi, 

"Review on Fault Tolerance Techniques in Cloud 

Compu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s, 2015 

[15] Zhao Wenbing, P. M. Melliar-Smith and Louise E. 
Moser, "Fault Tolerance Middleware for Cloud 

Computing",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CLOUD), 2010 

 

 
 

 

김 정 호  

2010년 포항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공학

과, 컴퓨터공학과 졸업(학사). 2013년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졸업 

(공학석사). 2013년~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박사과

정. 관심분야는 내장형 시스템 소프트

웨어, 빅데이터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박 대 동 

2008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사). 2008년 ~ 현재 서울대학교 전

기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관심분야

는 내장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

웨어 플랫폼, 저전력 소프트웨어, 실시

간 운영체제. 

 

 

김 상 욱 

2015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

업(학사). 2015년~현재 서울대학교 전

기정보공학부 석사과정. 관심분야는 시

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플

랫폼, 빅데이터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문 용 식  

2015년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학사). 2016년~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석사 과정. 관심분야는 

내장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실시간 운영체제 

 

 

 

홍 성 수 

1986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

사). 1988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1994년 University of 

Maryland,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공학박사). 1955년~현재 서울

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2008년~

현재 가헌신도리코 재단 석좌교수. 2009

년~현재 스마트시스템연구소 연구소장. 2013년~현재 한국

자동차공학회 사업이사. 2012년~2014년 서울대학교 융합

과학기술대학원 부원장. 2012년~2014년 서울대학교 융합

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장. 2006년~2012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형융합시스템학과장. 2004년

~2006년 서울대학교 내장형시스템연구센터 센터장. 관심

분야는 내장형 실시간시스템 설계, 실시간 운영체제, 내

장형 미들웨어, 실시간 시스템 설계 방법론, 소프트웨어 공

학,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