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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리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응용 분야는 거대 문제를 풀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
가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 중 작업 간 의존성을 가지는 복잡한 경우에는 주어진 문
제를 실제 자원에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워크플로우 스케줄링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환경에
서 워크플로우 기법을 활용한 문제 풀이 환경을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수반하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최소 비용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1단계로 워크플로우를 클러스터링을 통
해 재구성한 한 후, 2단계로 클러스터링된 작업들의 통신 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자원에 작업을 할당하는 스케
줄링 기법을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실행 비용의 최소화 및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Abstract
Most applied sciences, which utilize Grid computing to execute their jobs, require a great amount of data
processing for solving

large-scale problems. A workflow execution in such a Grid environment is typically

complicated as large-scale jobs are dependent on one another.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variety of research on
workflow scheduling methods for effectively allocating given problems to actual resources. This research proposes a
workflow scheduling scheme with minimum cost for large-scale data processes in a Grid environment. First, the
scheduling scheme reorganizes a complicated workflow using job clustering technique. Second, the scheme allocates
clustered jobs to actual resources, in consideration of input data characterization and data transmission
paper intends to minimize execution cost and improve resource utilizatio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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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팅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여 슈퍼컴
퓨팅과 같은 성능을 추구하는 기술을 그리드 컴퓨
팅[1]이라 하며 단일 작업이 아닌 여러 개의 작업들
이 서로 간의 의존성을 가지고 복잡하게 구성된 작
업이거나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들을 하나의 흐
름으로 기술하는 기법을 워크플로우(workflow)라 한
다. 워크플로우에서 기술된 작업들을 그리드 환경과
같은 분산된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는 워크플로우의 작업을 가상 조직(VO: Virtual
Organization)내 자원에 적절히 할당하는 스케줄링
기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복잡한 워크플로우
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재구성한 한 후 클
러스터링된 작업들 간에 발생하는 통신 비용을 고
려하여 실제 자원에 작업을 할당하는 2단계 과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데이터 이동에 따른 통신
비용을 고려하였고 특히 작업 간(본 논문에서는 클
러스터링된 작업 간) 의존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 이동도 고려하였으므로 실행을 위한 데이터
크기가 크고 실제 자원 간 거리 차이가 확연한 환
경에 적합하다. 또한 작업 할당 시에 클러스터링된
작업의 부하에 따라 우수한 자원을 할당하는 기법
을 적용하여 통신 비용과 계산 비용이 최소화 되는
자원에 작업을 할당함으로 실행 비용의 최소화 및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 기법과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집중 워크플로우 실행 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기존 알고리즘과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스케줄링 기법을 비교, 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정리한다.

Ⅱ.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2.1 그리드 스케줄링
그리드 컴퓨팅에서는 이기종의 계산 자원을 공유

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각 자원을 평가하고 평
가 내용을 토대로 어느 자원에게 얼마만큼의 작업
을 할당할 것인가는 처리 시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드 스케줄링은 크게 정적 스케
줄링과 동적 스케줄링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스케
줄링은 실행 환경에 대한 현재의 정보를 적용하며
동적 스케줄링은 자원에 대한 동적 정보와 정적 정
보를 모두 사용하여 실시간 스케줄링 결정을 수행
하게 된다.

2.2 워크플로우 클러스터링
태스크 간 연결이 많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클
러스터링 방법을 적용한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동일한 클러스터 이름을 가지는 태스크들을 동일한
자원에 할당하면 클러스터 내 속한 태스크 간 통신
비용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태스크 간 통신 지연
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는 태스크와 프로세서의
수의 관계에서 태스크의 수가 프로세서의 수보다
많은 경우 자원할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
용되기도 하고, N개의 태스크를 K개의 프로세서에
할당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KN로
커지므로 주어진 워크플로우를 클러스터링하여 재
구성한 후 자원에 할당하는 기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2].

2.3 통신 비용 최소화
입력 데이터 위치와 실행 자원간의 전송 비용을
고려한 스케줄링 기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CF(Close-to-Files) 알고리즘[3]은 작업 컴포넌트를
위한 실행 사이트를 고를 때 그리드 사이트의 유휴
프로세서의 개수, 파일 사이즈, 네트워크 대역폭 값
을 적용하여 실행 사이트로 입력 데이터를 이동하
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 하는 사이트를 선
택한다. CF 알고리즘은 작업 컴포넌트를 수행하기
에 충분한 유휴 프로세서를 갖는 파일 사이트들을
잠재 실행 사이트(Potential Execution Sites)라 명칭
하고, 각 잠재 쌍(Potential Pair)(E, F)에 대하여 파
일 전송시간 T(E, F)를 계산하고, 그 중 최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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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갖는 (E, F)를 선택하고 정보를 갱신한다.

2.4 클러스터링 기법과 통신 비용 최소화 스
케줄링 적용
논문[4]-[5]에서는 TPG(Task Precedence Graph)
의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하여 모두 언급하고 있다.
1단계 방법으로는 BNP(Bounded Number of
Processor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작업을 할당하고
2단계 알고리즘으로는 UNC(Unbounded Number
of Clusters) 알고리즘 중 DSC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클러스터링 한 후 TASC(Task Assignment
exploiting Concurrency)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클러
스터링을 자원에 할당한다. 구성된 클러스터링에 대
하여 병렬의 정도를 계산하고 인접한 클러스터간의
집합 시간(a_time)과 분리 시간(d_time)을 계산하여
집합 시간이 분리 시간보다 클 경우 두 클러스터를
서로 다른 프로세서에 할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는 동일한 클러스터에 할당한다. 이는 클러스터 간
통신 비용을 고려하여 의존성 있는 클러스터가 통
신 비용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
이기 위함이다.

Ⅲ. 데이터 집중 워크플로우의 작업 할당

전체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Step 1에서 워크플
로우를 작성하면, 워크플로우는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에 따라 재구성되어 Step 2와 같은 클러스터링
집합으로 재구성된다. 클러스터링된 작업들은 스케
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Step 3과 같이 가상 조직의
자원에 할당되어 실행되게 된다.

3.1 임계 경로 검색 및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DAG(Directed Acyclic Weighted
Task Graph)[6]을 모델로 하면서, 선형의 스케줄링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DSC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작업을
클러스터링
하였다.
DSC(Dominant
Sequence Clustering) 알고리즘[4]은 그래프의 우선
순서(Dominant Sequence)를 고려한 알고리즘이다.
각 노드에 대하여 시작 노드와의 정보와 종료 노드
와의 정보를 모두 사용하여 임계 경로(Critical
Path)에 대한 동적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스케줄의 길이가 최소화가 되도록 워크플로우 작
업들을 프로세서에 할당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으로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워크플로우 모델
에 적합하다. 또한 기존의 EFE 알고리즘에 비하여
3%의 향상성을, Sarkar 알고리즘에 비해 20%의 향
상성을 보였으며, Join과 Fork와 같은 워크플로우
패턴에서도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3.2 데이터 집중 워크플로우의 실행 비용 최
소화를 위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AllocateCriticalPathCluster(Rj, CLi, WIT, RIT)는
DSC 알고리즘을 통하여 도출된 임계 경로를 갖는
클러스터를 어떤 자원에 할당할 것인지 정하는 알
고리즘이다.
임계 경로에 최적 자원을 할당한 후, 나머지 클
러스터들을 어떠한 자원에 할당할 것인지는
AllocateClustersToResouces(RAT, WIT, RIT)를 통해
결정된다.
그림 1. 데이터 집중 워크플로우 작업 실행 과정
Fig. 1. Processing of Data Intensive Workflow

3.2.1 임계 경로 실행을 위한 최적자원 선택 알고
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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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파일을 가지는 입력 파일 사이트
(InputFileSite Rj), 임계 경로를 가지는 클러스터
(CriticalPathCluster CLi), 전체 워크플로우 정보를
가지는 (WorkflowInfo WIT), 전체 자원 정보를 가지
는 (ResInfo RIT)을 입력 값으로 갖는다. 가용 자원
을 모두 검사하는 동안, 계산 비용(Comp(Ri))과 통
신 비용(Comm(Ri-j))의 합이 최소인 BestCostR을 추
출하고 갱신한다. 전체 자원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임계 경로를 갖는 CLi에 최소 실행 비용을 갖는
BestCostR을 할당하여 ResAllocationTable에 갱신한
다.
AllocateCriticalPathCluster(Rj, CLi, WIT, RIT)

① INPUT: InputFileSite Rj, CriticalPathCluster CLi,
WorkflowInfo WIT, ResInfo RIT
② put all available ResName into RemainList
③ Update ResAllocationTable(0, Rj)
④ WHILE (RemainList not empty) DO
⑤
select Ri ∈ RemainList
⑥
Comp(Ri) = Qi/Pi × W1
⑦
⑧

Comm(Ri-j) = (InputFileDist(Ri, Rj) × W2)
+ (ExecFileDist(Ri, Rj)× W3)
Cost(Ri) = Comp(Ri) + Comm(Ri-j)

⑨
BestCostR = min(BestCostR, Cost(Ri))
⑩
remove Ri from RemainList
⑪ END WHILE
⑫ Update ResAllocationTable(CLi, BestCostR)
그림 2. AllocateCriticalPathCluster - 임계 경로 실행을
위한 최적자원 선택 알고리즘
Fig. 2. AllocateCriticalPathCluster - An Optimal Resource
Selection Algorithm for Allocating a Critical Path

3.2.2 임계 경로외의 클러스터링 작업 실행을 위
한 최적자원 선택 알고리즘
AllocateCriticalPathCluster(Rj, CLi, WIT, RIT)이
임계 경로를 갖는 클러스터를 하나의 자원에 할당
하였다면, AllocateClustersToRes은 남은 클러스터
간 관계를 분석하고 작업의 크기가 큰 클러스터를
성능이 좋은 순서대로 할당하는 알고리즘이다.
입력 값으로 자원과 자원에 할당된 클러스터의

정보(ResAllocationTable RAT), 전체 워크플로우 정
보(WorkflowInfo WIT), 전체 자원 정보(ResInfo RIT)
를 가진다. 임계 경로 클러스터 외의 모든 클러스
터를 검사하는 동안 클러스터의 작업 크기(클러스
터 내 작업들의 작업 크기의 합)가 큰 순서로 자원
을 할당한다. 이때, 자원의 계산 비용(Comp(Ri))과
통신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데 통신 비용은 클러스
터 CLk의 입력 데이터 사이트(InputFileSites(CLk))와
출력 데이터 사이트(OutputFileSites(CLk))와의 통신
비용까지 고려한 비용이다. 계산 비용과 통신 비용
의 합이 최소인 BestCostR을 추출하고, 갱신한다.
전체 자원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임계 경로를 갖
는 CLi에 최소 실행 비용을 갖는 BestCostR을 할당
하여 ResAllocationTable에 갱신한다.
AllocateClustersToResouces(RAT, WIT, RIT)

① INPUT: ResAllocation RAT, WorkflowInfo WIT,
ResInfo RIT
② CLList = Descending Sorting CLn-1 from WIT
③ WHILE (CLList not empty) DO
④ CLk = CLList.get(k)
⑤ WHILE (RemainList not empty) DO
⑥
select Ri ∈ RemainList
⑦
Comp(Ri) = Qi/Pi × W1
⑧
Comm(Ri-j)=
(InputFileDist(Ri, InputFileSite(CLk)) × W2)
+(ExecFileDist(Ri, Rj) × W3)
+(OutputFileDist(Ri, OutputFileSite(CLk)) × W4)
⑨
Cost(Ri) = Comp(Ri) + Comm(Ri-j)
⑩
BestCostR = min(BestCostR, Cost(Ri))
⑪
remove Ri from RemainList
⑫ END WHILE
⑬ Update ResAllocationTable(CLk, Ri)
⑭ END WHILE
그림 3. Algorithm 2. AllocateClustersToResouces
- 임계 경로외의 클러스터링 작업 실행을 위한
최적자원 선택 알고리즘
Fig. 3. AllocateClustersToResouces - An Optimal
Resource Selection Algorithm for Clustered Job
Execution excluding a Critical Path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4.1 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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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GridSim[7]-[8]을 활용하여 토폴로지를 구성
하고, 자원 및 작업의 특징을 정의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자원의 수는 50개로 하되 자원 성능, 자
원 구성 및 자원 간 전파 지연을 무작위로 설정하
여 토폴로지를 생성하였다. 자원의 성능은
WWG(World-Wide Grid) 테스트베드의 성능을 기준
으로 377~410MIPS의 값을 할당하였다. 통신 비용
평가를 위해 전파 지연 값은 15~200ms 사이의 값을
할당하고, 네트워크 대역폭은 0.20~1.20Mps로 설정
하였다.

4.2 TASC와 본 논문 알고리즘 적용에 대한 성
능 비교
본 논문에서의 스케줄링 기법을 TASC를 적용한
알고리즘 실행 결과와 비교하였다. TASC 알고리즘
은 클러스터 간 통신 비용이 크면 다수의 작업 클
러스터를 하나의 자원에 할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클러스터를 각각의 자원에 할당하므로 본
실험에서는 TASC 알고리즘 적용 후, 다수의 클러스
터가 하나의 자원에 할당되는 경우 성능을 비교하
는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4의 W'의 작업 클러스터에 TASC 알고리즘
을 적용하면, C1과 C2를 하나의 자원에 할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으므로 하나의 자
원에 할당한다. 나머지 C3, C4는 각각의 자원에 할
당된다.

표 1은 TASC 알고리즘과 본 논문 알고리즘의 전
체 실행 시간의 평균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전체
실행 시간차는 약 322.906(s)로 본 논문의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을 때, TASC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보다
약 10.573%의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이는 TASC
알고리즘 적용으로 C1과 C2간 의존성 있는 데이터
이동 시간은 없으나, C1과 C2를 실행할 자원 선택
방법에서 자원 성능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부하가 가장 큰 C1과 C2를 수행할 자
원으로 성능이 매우 낮은 자원이 선택되는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큰 입력 데이터
를 가지는 경우 입력 데이터와 실행 자원과의 통신
비용에 대한 고려가 TASC에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하도 작용하였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서는 C1
과 C2를 하나의 자원에 할당하지는 않았으나, 클러
스터 간 통신 비용 고려 정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하가 크지 않았다.
표 1. TASC와 본 논문과의 평균 실행 시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Average Execution Time between
TASC and this approach
TAS C와 본 연 구 와 의 실 행 시 간 비 교
그래프
전 체 실 행 시 간 (초 )

3 ,6 0 0
3 ,1 0 0
2 ,6 0 0
2 ,1 0 0
1 ,6 0 0
1 ,1 0 0
600
100
TASC

본 연구 알고리즘

4.3 입력 데이터 크기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4. 실험 대상 워크플로우
Fig. 4. A Experimental Workflow

본 실험은 작업의 입력 데이터 크기 변화에 따른
데이터 전송 통신 비용 고려 정책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한 실험이다. 4.2의 실험과 동일한 워크플로
우 문제를 대상으로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100MB,
500MB, 1000MB(1GB)로 각각 증가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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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크기의 증가함에 비례하여 실행 시간차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입력 데이터인
1GB의 데이터에 대하여 무작위하게 선택한 경우,
본 논문 알고리즘에 비해 최대 9.93%의 실행 시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 위치 뿐 아니라, 클러스터 간 의존성에 따
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동도 고려하였으므로 데이
터 이동 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에 따라 민감하
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표 2. 입력 데이터 크기 변화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Table 2. A Performance comparison experiment with size
variation of input data
논문
무작위 자원 선택 계산 성능 자원
알고리즘
기법 적용(b)
선택 기법 적용(c)
입력 적용(a)
데이터
실행 시간 증가 실행 시간 증가
크기
실행
차
비율
차
비율
시간(sec)
(b)-(a)(sec) (%) (c)-(a)(sec) (%)
100MB 2731.047
500MB 2913.295
1GB 3038.431

+299.532 10.97
+335.547 11.52
+360.410 11.86

+237.649
+272.539
+301.756

8.70
9.35
9.93

4.4 클러스터 간 의존성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
터 통신 비용이 전체 실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

다음 클러스터인 C2를 할당할 자원을 추출함에 있
어 본 논문의 알고리즘 AllocateClustersToRes()을
적용하면 C2를 위한 최적 자원은 R2가 반환된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고 입력 데이터
와의 통신 비용만을 고려하면, R12도 R2와 같은 계
산 성능과 입력 데이터로부터 동일한 통신 비용을
갖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C1과 C2 의존
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하여 R12를
선택한 경우는 R12-R1-R11의 경로를 거쳐야 하지
만, R2를 선택한 경우는 R12-R11의 경로가 존재하
고 이것이 R12-R1-R11을 통한 통신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R2를 선택한 경우 소요비용이 더 작
다. R12에 할당한 결과가 표 3과 같다. R12와 R2를
선택함에 따라 전체 실행 차가 약 445.02(sec) 발생
함을 나타내었고, 이는 약 25.74%의 성능향상이다.
표 3. 클러스터간 의존성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
비용 고려 정책 적용에 따른 실행 시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using a data
communication cost-aware policy according to cluster
dependency
C2
할당 자원
R2
R12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클러스터간 의존성에 따라
발행하는 데이터 통신 비용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한다. 그림 5(a)와
같이 재구성된 워크플로우에 대하여 임계 경로 클
러스터를 C1, 두 번째 작업 크기를 가지는 클러스
터를 C2라 한다. 클러스터 내 작업의 작업 크기를
50MI로 하고, 두 클러스터 간 이동 데이터의 기준
크기를 100MB로 설정 하였을 때 클러스터 선택 알
고리즘이 전체 실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하
였다. 그림 5(a)의 워크플로우를 그림 5(b)와 같은
토폴로지에서 수행하였다. 임계 경로를 가지는 클러
스터
C1은
본
논문
알고리즘의
AllocateCriticalPathCluster()에 따라 입력 데이터로
부터의 데이터 통신 비용과 자원 계산 성능을 고려
하여 선택한 R11을 선택한다. C1을 R11에 할당하고

전체 실행
시간 (sec)
1274.81
1716.83

전체 실행 시간 차
R12와 R2 선택에 따른
전체
실행 시간 차 : 445.02(sec)
최대 25.74% 성능 향상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환경에서의 워크플로우 패
턴을 가지는 작업에 대하여 실행 비용 최소화를 위
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작업 실행 시 입력 데이터
통신 비용과 작업 간 의존성에 따라 발생하는 통신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요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스케줄링 단계는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DSC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워크플로우를 클러스터링 한 후, 클러스터링
된 작업에 대하여 작업 크기가 큰 순서로 고성능의
자원을 할당한다. 이때, 고성능의 판단 기준은 작업
실행을 위한 입력 데이터와 작업 간 의존성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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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데이터를 모두 고려한 통신 비용과 자원의
성능에 따른 계산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TASC 알고리즘 보다 개
선된 실행 시간을 보였다. 또한 작업 간 발생하는

데이터까지 고려한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입력데이
터 및 클러스터 간 의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은
비용의 실행 시간을 보였다.

그림 5. (a) 클러스터간 데이터 통신 비용 실험 수행을 위한 워크플로우, (b) 클러스터간 의존성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 비용 고려 정책 비교를 위한 토폴로지
Fig 5. (a) A Workflow for an experiment of data communication cost among clusters
(b) A Experimental Topology applying a data communication cost-aware policy according to cluster dependency

본 논문에서는 매 자원 할당 시 전체 자원에 대
하여 통신 비용 및 계산비용을 계산하여 자원을 할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하는 조건 변화에 따라
히스토리 테이블 저장 및 패턴 변화를 저장하여 활
용하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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