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분산 스냅샷 (distributed snapshot) 알고리즘은

분산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와 프로

세스 간 통신 채널의 상태를 안전한 저장장소에 저

장하는 작업을 한다[1]. 저장된 프로세스와 채널의

상태는 일관성 있는 시스템의 전역 상태를 보여주게

되며, 시스템 복구 및 시스템의 일관성과 정확성 확

인이 필요한 많은 응용에 활용되고 있다.

대규모 분산시스템에서의 전역적인 스냅샷 알고

리즘 실행은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스냅샷 알고리

즘 실행에 필요한 메시지의 수와 크기를 줄이는 많

은 연구가 제안되었고[2], 시스템 전체가 아닌, 일관

성 유지에 필요한 부분적인 프로세스 그룹에서만 스

냅샷을 갱신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3].

본 논문에서는 최소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부분

스냅샷 갱신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3]에서는 메

시지를 송수신한 모든 프로세스와 스냅샷 설정이 진

행되는 동안 메시지 송신이 있는 프로세스도 스냅샷

갱신에 참여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신 메시

지에 대해서만 스냅샷 갱신을 요청하고, 스냅샷 설

정 중 송신되는 메시지의 수신 프로세스에 대한 알

고리즘 참여도 제한한다.

2. 전역 스냅샷 (Global Snapshot)의 일관성

전역 스냅샷의 일관성은 프로세스의 실행 상태

저장, 메시지 송신 또는 수신의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분산시스템에서 실

행 중인 N개의 프로세스를 P 1, P 2, ..., PN이라 한다.

각 프로세스의 실행 상태 저장, 즉, 체크포인트 이벤

트를 S1, S2, ..., SN이라 한다. 그림 1의 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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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역 스냅샷의 일관성.

• 분산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임의의 두 프로세

스 Pi와 Pj가 설정한 체크포인트, Si와 Sj에 대해,

Si 이전에 발생한 모든 Pj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에

대한 메시지 송신이 Sj 이전에 발생하였고, Si 이후

에 발생한 모든 Pj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에 대한 메

시지 송신이 Sj이후에 발생한 경우 (그림 1.(a)), Si

와 Sj는 일관된 스냅샷을 형성한다.

• 반면, Sj 이전에 발생한 Pi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에 대한 메시지 송신이 Si 이후에 발생한 경우

(그림 1.(b)), Si와 Sj는 일관된 스냅샷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림 1.(b)와 같이 송수신된 메시지를 고아

메시지(orphan message)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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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Si 이후에 발생한 Pj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에 대한 메시지 송신이 Sj 이전에 발생한 경우

(그림 1.(c)), 해당 메시지를 Pj로부터 Pi로의 채널

상태로 저장한 경우, Si와 Sj는 일관된 스냅샷을 형

성한다고 할 수 있다.

3. 분산 스냅샷 (Distributed Snapshot) 알고리즘

일관성 있는 시스템의 전역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이 일관성 있게 완료되어야 한다.

첫째, 분산 스냅샷 설정에 참여한 모든 프로세스가

저장한 체크포인트는 고아 메시지의 발생을 포함하

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분산 스냅샷 설정 진행 중 전

송 중인 메시지는 수신자 프로세스에서 채널 상태로

저장하여야 한다.

각 프로세스 Pi는 다음의 정보를 관리한다.

• Rcvd_i : 마지막 체크포인트 설정 이후, 받은 모

든 메시지의 송신 프로세스의 집합

• Mark_i : 분산 스냅샷 설정 중 Pi가 marker가

첨부된 메시지를 보낸 수신 프로세스의 집합

• ACK_i : Rcvd_i에 속한 프로세스 중 ACK 메시

지를 보낸 프로세스들의 집합

• NAK_i : Rcvd_i에 속한 프로세스 중 NAK 메

시지를 보낸 프로세스들의 집합

각 프로세스 Pi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Norm : 스냅샷 알고리즘 진행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

• SSA : 스냅샷 알고리즘 진행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

3.1 일관성 있는 체크포인트 설정

분산 스냅샷 설정에 참여한 각 프로세스는 고아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지점에 체크포인

트를 설정한다. 프로세스의 초기 상태는 Norm이다.

step 1 : 임의의 프로세스 Pinit이 분산 스냅샷

알고리즘의 실행을 시작한다. Pinit은 자신의 상태를

SSA로 변경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안전한 저장

공간에 저장(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Rcvd_init 집

합에 속한 모든 프로세스 Pi에게 자신의 id와 함께

marker 메시지를 전달한다.

step 2 : marker message를 받은 모든 프로세

스 Pi는 Pinit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태를 SSA로

변경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체크포인트로 설정하

고, Rcvd_i 집합에 속한 모든 프로세스 Pj에게

Pinit의 id와 marker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 프로세스 Pi가 이미 marker 메시지를 받고,

체크포인트를 설정한 후에, 다른 프로세스에게 동일

한 marker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되는 경우, 중복된

체크포인트 설정 작업은 하지 않고, marker 메시지

를 보낸 프로세스에게 NAK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이미 다른 프로세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받고, 스냅샷 설정에 참여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된다. 결과적으로, marker 메시지의 전달은 Pinit을

시작점으로 하는 spanning tree를 형성하게 된다.

step 3 : marker 메시지를 받은 프로세스 Pi의

Rcvd_i 집합이 비어있는 경우, 또는 Pi가 marker

메시지를 보낸 모든 프로세스 Pj에게 NAK 메시지

를 받은 경우, Pi는 자신이 spanning tree의 leaf

node임을 알고, 처음 자신에게 marker 메시지를 보

낸 프로세스에게 ACK 메시지를 보내 체크포인트

설정 완료를 알린다.

step 4 : SSA 상태의 프로세스는 스냅샷 알고리

즘의 진행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

다. 단, SSA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

에게 정상적인 연산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 해당

메시지에 marker를 같이 덧붙여서 전달하고, 해당

메시지의 수신 프로세스 id를 Mark_i에 저장한다.

이 marker는 메시지의 송신 프로세스가 SSA 상태

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step 5 : 상태가 Norm인 프로세스 Pn이

marker가 첨부된 메시지를 받게 되면, 해당 메시지

를 처리하는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프로세스의 상

태를 SSA로 변경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체크포

인트로 설정한 후, 메시지 처리 연산을 재개한다.

단, 이 경우에는 Rcvd_i 집합에 속한 프로세스에게

marker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즉,

이때 설정된 체크포인트는 추후 marker 메시지를

받게 될 경우, 사용되는 임시 체크포인트 역할을 한

다. 단, 상태가 SSA인 프로세스는 marker가 첨부된

메시지를 받아도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step 6 : 만약, marker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고,

임시 체크포인트를 설정한 프로세스 Pn이 정식으로

marker 메시지를 받는 경우, Pn은 marker 메시지

를 받은 다른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step 2의 작업

을 실행한다. 단, 체크포인트를 새로 설정하지 않고,

marker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설정한 임시

체크포인트를 사용한다.

step 7 : 분산 스냅샷 설정에 참여한 프로세스

Pi는 자신에게 ACK를 보낸 프로세스와 NAK를 보

낸 프로세스의 id를 각각 ACK_i와 NAK_i 집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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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킨다.

step 8 : 프로세스 Pi는 Rcvd_i에 속한 모든 프

로세스들로부터 ACK 또는 NAK 응답을 받으면, 자

신에게 처음 marker 메시지를 보낸 프로세스에게

ACK 메시지를 보낸다. 즉, 프로세스들이 보낸

ACK 응답은 spanning tree를 따라 스냅샷 설정 알

고리즘을 시작한 Pinit에게 전달된다.

step 9 : P init은 자신의 Rcvd_init에 속한 모든

프로세스에게서 ACK 또는 NAK를 받게 되면, 일관

성 있는 전역 스냅샷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분산 스

냅샷 설정에 참여한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알리는

commit 메시지를 보낸다. commit 메시지를 받은 프

로세스는 자신의 상태를 Norm으로 전환한다.

step 10 : commit 메시지를 받은 프로세스 Pi의

Mark_i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Pi는 Mark_i에 포함

된 프로세스에게도 commit 메시지를 전달한다. Pi

로부터 commit 메시지를 받은 Pj가 이미 marker

메시지를 받고, 분산 스냅샷 설정에 참여한 경우에

는 commit 메시지를 무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Pj는 임시 체크포인트를 버리거나, 자신이 새로운

분산 스냅샷 설정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정된 분산 스냅샷이 일관성 있는 전역

스냅샷임을 그림 2의 예를 이용해 간단히 설명한다.

P1

P2

P3

P4

P5

m

m

(그림 2) 분산 스냅샷 설정 실행예시.

그림 2의 P1이 분산 스냅샷 설정을 시작한 경우,

P2, P3로 marker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spanning tree가 형성된다. P4와 P5는 marker가 첨

부된 메시지를 수신한 후, 임시 체크포인트를 설정

한다. 임시 체크포인트는 흰색 네모로 표시된다. P5

는 P3로부터 marker 메시지를 받게 되어 P3의 자

식 프로세스로 분산 스냅샷 설정에 참여한다. P4는

marker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임시 체크포인트를 버

린다. 새롭게 설정된 P1, P2, P3, P5의 체크포인트

와 P4의 이전 체크포인트는 일관성 있는 전역 스냅

샷을 형성한다.

3.2 일관성 있는 채널상태 설정

프로세스 Pi가 marker 메시지를 받고, 체크포인

트를 설정하기 전에 보낸 메시지를 다른 프로세스

Pj가 Pj의 체크포인트 설정 후에 받게 된다면, 이

메시지는 Pi에서 Pj로의 채널 상태로 Pj가 체크포

인트와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Pi는 모든 송신 메시지에 메시지를 보

낸 순서에 따른 순번을 포함하여 전송한다.

• Mseq_i : P i가 체크포인트 설정 전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의 순번

• Mseq_set_i : {(i, Mseq_i)}와 Pi가 spanning

tree의 자식 프로세스 Pj에게서 받은 Mseq_set_j의

합집합

분산 스냅샷 설정에 참여한 모든 프로세스 Pi는

Mseq_set_i를 ACK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부모 프

로세스에게 보낸다. Pinit의 Mseq_set_init에는 분산

스냅샷 설정에 참여한 모든 프로세스가 체크포인트

설정 전 보낸 마지막 메시지 순번에 대한 정보가 담

기게 되며 이 정보는 commit 메시지와 함께 모든

참여 프로세스에게 전달된다. Mseq_set_init에 저장

된 메시지 순번보다 작거나 같은 순번의 메시지를

받게 된 프로세스는 해당 메시지를 채널의 상태로

저장한다. 또한, 프로세스 Pi는 지난 체크포인트 이

후 송신한 메시지를 임시 버퍼에 저장해 두고,

commit 메시지와 함께 받은 Mseq_set_init에 포함

되지 않은 프로세스에게 송신한 메시지들도 채널 상

태로 저장하여, 새롭게 설정된 부분 스냅샷과 기존

스냅샷 사이의 일관성 유지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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