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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노드의 동적 구성을 허용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
하연의

진재환

이명준

요약

견고한 분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분산 그룹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동의를 보장하는 분산 컨센서스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분산 컨센서스
를 위한 알고리즘 중 는 분산 컨센서스 문제를 가지 리더 선거 로그 복제 안정성 로 나누어 해
결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는 컨센서스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 노드의 추가나 제거같은 노드의 동적 구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를 확장하여 참여 노드의 동적 구성을 허용하는 새로운 컨센서스 알고리즘
에 대해 기술
한다 이를 위하여 Raft-D는 참여 노드가 가지는 정보를 확장하고 컨센서스 그룹에 속해있는 노드들
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법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컨센서스 그룹의 참여 노드 추가 및
삭제 작업을 다루기 위한 상태와 조건에 대하여 정의한다 이러한 상태와 조건을 기반으로
는
의 로그 업데이트 과정을 통한 컨센서스 그룹의 동적 구성 작업을 수행한다
핵심어 컨센서스 알고리즘
노드 연결 상태 판단 참여 노드 동적 구성
Abstract
One of fundamental problems in developing robust distributed services is how to achieve distributed
consensus agreeing some data values that should be shared among participants in a distributed service. As
one of algorithms for distributed consensus, Raft is known as a simple and understandable algorithm by
decomposing the distributed consensus problem into three subproblems(leader election, log replication and
safety). But, the algorithm dose not mention any types of dynamic configuration of participant peers such
as adding new peers to a consensus group or deleting peers from the group. In this paper, we pres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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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nsensus algorithm named Raft-D, which supports the dynamic configuration of participant peers by
extending the Raft algorithm. For this, Raft-D manages the additi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articipant
nodes, and provides a technique to check the connection status of the nodes belonging to the consensus
group. Based on the technique, Raft-D defines conditions and states to deal with adding new peers to the
consensus group or deleting peers from the group. Based on those conditions and states, Raft-D performs
the dynamic configuration process for a consensus group through the log update mechanism of the Raft
algorithm.
Keywords : Consensus Algorithm, Raft, Raft-D, Checking Connectivity of Peers, Dynamic Configuration
of Participant Peers

서론

견고한 분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분산 그룹의 참여자들이 공유
하는 데이터에 대한 동의를 보장하는 분산 컨센서스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
까지 분산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알고리즘이 등장하였고 여러 시스템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내용이 복잡하고 구현시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시스템에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와
이 고안한
알고리즘은
과 유사한 방식인 과반수 동의에 의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
와 같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내용이 이해되기 쉽고 간단하여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는 분산 컨센서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컨센서스 그룹을 구성하는 각 노드들의 동일한 로그
유지와 상태변이 메시지 교환을 이용한다 는 리더의 주도하에 과반수의 동의로 로그 업데이
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로그를 관리할 수 있다 하
지만 는 참여 노드의 추가나 제거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아 컨센서스 그룹의 동적 확장성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컨센서스 그룹에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그룹 자
체를 다시 구성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을 지원하는 컨센서스 알고리
즘인
에 대해 기술한다
는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의 견고성을 위하여 변경 작업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로그에 업데이트한다 오퍼레이션이 담긴 로그는 의 로그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과반수가 업데이트에 성공하면 커밋이 되고 참여 노드들은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
행한다 또한
는 네트워크 실패를 통하여 그룹이 분할될 경우 과반수가 참여하지 못한 그룹
에서는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메이저 그룹과 마이
너 그룹을 구분한다 이를 위하여
는 참여 노드가 가지는 정보를 확장하고 컨센서스 그룹에
속해있는 노드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전의 연구를 확장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장에서는 컨센
서스 알고리즘과 에 대한 배경 지식을 다루어
의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다음
장에서는 참여 노드의 동적 구성을 허용하는
에 대한 구조와 알고리즘 동작 과정에 대하
여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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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식

컨센서스 알고리즘
분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분산 그룹의 참여자들이 공유
하는 데이터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산 컨센서스 문제이다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분산 시스템에서의 일부 결함 충돌 오류 비잔틴 오류 등 을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을 높
이기 위하여 분산 컨센서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분산 컨센서스 문제는 공유 데이터
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커밋 리더 식별을 위한 동의 상태 머신
복제 원자적 브로드캐스트 등 많은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대표적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인
는 상태 머신 복제에 기초하여 분산 컨센서스 문제를 해결하였다
는 분산 시스템을 구성하
는 네트워크의 수준 교환되는 메시지 수와 프로세서 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상황을 견딘다 구글에서 개발된 분산 락 서비스인
는 복제된 데이터베이스에
락 정보를 담은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컨센서스 알고리즘 를 기반으로 한 로그를 이용
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정보를 통제한다 하지만 는 분산 컨센서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술하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복잡한 를 간단히
하고 개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 개발되었다 는 리더 선출와 로그복제 안정성
가지로 분리 분산 컨센서스 문제를 해결한 간단하고 쉬운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며 많은 사용자들
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는 컨센서스 그룹에서 발생하는 분산 컨센서스 문제를 강력한 리더와 로그 관리 안정성인
가지로 분리하여 해결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다 최근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팀은 분산 시스템을 검증하는 도구인 를 통하여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서 의 유효
성을 검증되었다
는 분산 환경에서 구성된 컨센서스 그룹의 참여 노드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산된 로그를 관리하며 강력한 리더를 통해 해당 로그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
다 또한 참여 노드들의 상태를 리더 팔로워 후보자 가지로 정의하고 상태 변이를 통하여 그룹
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다음 그림 는 참여 노드의 상태 변화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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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참여 노드의 상태 변이도

리더는 로그의 일관성을 위한 로그 업데이트 작업을 주도하고 팔로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
는 하트비트 메시지
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팔로워는 수동적인 존재로 리더에 의하여
로그를 업데이트하고 특정 상황에 리더가 될 수 있으며 후보자는 팔로워의 리더가 되기 위한 중간
상태이다 그림 의 상태 변화는 각 상태에서 수행되는 알고리즘이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일어
난다 특히 참여 노드들은 가지 형태의 를 이용하여 메시지 교환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리더
선거 및 로그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한다
분산 환경에서 구성된 컨센서스 그룹의 팔로워는 주기적으로 리더의 하트비트 메시지를 받으면
자신이 가진 일렉션 타이머
를 랜덤한 시간으로 초기화한다 만약 리더의 하트비트
메시지를 일렉션 타이머가 지정한 시간 내에 하트비트를 받지 못하면 타임아웃 이벤트가 발생하여
후보자로 상태가 변경된다 후보자는 컨센서스 그룹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 투표 처리를 위한 타이
머를 등록한 후 투표 요청 메시지를 그룹에 참여한 노드들에게 보낸다 메시지를 받은 참여 노드
는 해당하는 후보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는지 확인 후 투표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응답을 보낸다 후보자는 투표 요청 메시지로 받은 응답을 이용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
리더로 상태가 변경이 된다 또한 투표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과반수가 되기 전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경우와 과반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를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리
더로부터 하트비트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는 후보자의 상태가 팔로워로 바뀌게 된다
하트비트 전송 과정과 리더가 되기 위한 투표 과정은
를
이용한다 특히
는 하트비트 메시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로그를
담아 로그 업데이트 과정에도 사용된다 리더는 해당 를 이용하여 업데이트할 로그 정보를 담
아 참여 노드들에게 보낸다 이를 받은 참여 노드들은 자신의 로그 상태가 최신이라면 에 담
긴 정보를 바로 로그에 업데이트한다 만약 로그를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최신의 상태가 아니
라면 리더에게 실패 응답을 전달한다 리더는 실패한 참여 노드에게 더 이전의 로그 정보를 담아
를 재전송하는 작업을 한다 리더는 참여 노드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과반수의 업데이트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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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로그까지 커밋하며 응답이 없는 팔로워에게는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를 보낸다 이러한
작업은 각 참여 노드들이 동일한 로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는 위의 가지 를 이용하여 참여 노드들과 통신하며 참여 노드의 상태 변이 로그 업데이
트를 다룬다
는 협업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 그룹의 참여 노드를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동적으로 컨센서스 그룹의 참여 노드 수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는 컨센서스 그룹에 새로
운 참여 노드를 추가하여 그룹을 자유롭게 확장하거나 문제가 있는 노드를 제거하여 구성노드들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는 여러 서버로 운영되는 분산 네트워크에 적용되어
네트워크 리셋 작업 등 필요 없이 분산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서버를 쉽게 추가하
거나 불필요한 서버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 알고리즘 개요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인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은 의 로그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로그 업데이트 과정 중 변경 작업이 담긴 로그내용이 커밋이 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이 로그 업데이트 과정을 이용하여 실행되지 않은 경우 변경
작업 시도하는 중 리더에게 문제가 생겨 작업이 처리되는 도중 멈추게 된다면 참여 노드들의 그룹
구성원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는 견고한 컨센서스 그룹 형성과 위와
같은 문제 발생시 컨센서스 그룹 상황의 불일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룹 변경 작업에 대한 정보
를 로그 업데이트 과정 속에 담아 처리한다 노드를 추가하는 작업은 새로운 노드가 컨센서스 그
룹쪽으로 이벤트를 요청했을 때 노드를 삭제하는 작업는 컨센서스 그룹의 리더가 참여 노드들 중
제거 대상 노드를 발견했을 때 각각 노드 추가와 삭제에 관련된 정보를 로그에 업데이트 한다
그림 은 참여 노드를 추가 및 삭제하는 작업인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가지
상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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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이 수행되는 상황

본래 컨센서스 그룹 변경작업은 리더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네트워크 실패를 통하여 그룹이 분
리되어 각각의 그룹에 리더가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분리된 그룹 중 하
나는 과반수를 이루어 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커밋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그룹은 분리되어 제대로 된
로그 업데이트나 커밋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그룹에 속한 참여 노드는 새로운 노드의 참여 요청을
받아 로그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커밋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그룹
에서는 해당 로그가 커밋이 불가능한지 미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는 자신의 참여
요청에 대한 타임아웃 이벤트가 발생해야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분리된
그룹을 각각 과반수를 이룬 그룹을 메이저 그룹 아닌 그룹을 마이너 그룹으로 구분하는 변수가
필요하다 리더는 해당 변수 값을 확인하여 마이너 그룹인 경우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을 수행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림 노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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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새로운 변수 정보
변수

설명
컨센서스 그룹에 참여한 참여 노드 리스트
참여 노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리스트
참여 노드가 리더의 하트비트에 응답하지 못한 개수
리더가 자신이 속한 그룹이 메이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변수
참여 노드의 개수

앞의 상황을 이유로
는 노드의 추가 및 삭제 작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가지 변수와
상태를 추가한다 컨센서스 그룹의 개별 노드는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노드의 연결 정보를 가진
노드 리스트가 필요하며 특히
는 메이저와 마이너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추가된 변수를 가
진다
에서 추가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그림 과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상태 변이도

컨센서스 그룹 추가 작업 수행시 새로운 노드는 정식으로 컨센서스 그룹의 참여 노드가 되기
전 대기하는 상태를 가지게 되며 그림 와 같이 상태를
로 정의한다
의상
태에서 수행하는 동작은 절에서 언급된다

메이저 마이너 그룹
는 메이저와 마이너 그룹을 구별하는 작업을 위해 리더가 자신의 제외한 참여 노드인 팔
로워들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하트비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노드의 연결성을 판단한
다 리더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판단되는 연결 상태인 노드가 일정 개수이상 하트비트에 응답
하지 못하면 해당 노드를 비연결 상태라고 판단하며 비연결 상태인 노드는 하트비트에 대한 마지
막 응답 시간이 설정된 일정 시간을 경과한 경우 제거 대상 노드로 인식된다 메이저 그룹은 비연
결 상태인 노드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이며 마이너 그룹은 이를 만족하
지 못해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룹이다 그림 는 주기적인 하트비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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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으로 돌아오는 응답이 있거나 타임아웃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노드의 연결성을 판단하는 알고리
즘을 보여준다

그림 리더의 노드 연결성 판단 알고리즘

그림 의
은 리더가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하트비트에 대한 응답이 타
이머가 끝나기 전 도착하거나 응답이 도착하지 못해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의
은 앞의 두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리더
가 실행되는 콜백으로 노드의 연결성 판단 후
에 값이 저장된 개수를 세어 과반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리더는 해당 개수가 과반수인 경우
값이 가 되며 마이너 그룹으로
판단한다

동적인 컨센서스 그룹 변경 과정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은 새로운 노드의 참여 요청이 오거나 제거 대상 노드를 발견했을 때
메이저 그룹의 리더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의 로그 업데이트 과정을 이용한다 리더는 컨센서
스 그룹 변경 작업을 위해서 실행해야 될 변경 작업에 대한 정보를 로그에 추가한다 로그에 추가
되는 오퍼레이션 정보는 노드 추가 작업이면
는 노드의 커넥션 정보 노드 삭제 작
업이면
이다 추가된 정보가 담긴 로그는 참여 노드 과반수가 로그에 추가하는 것을
성공하면 커밋이 되고 참여 노드는 커밋된 로그를 확인하여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이면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메이저 그룹의 리더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값이
인
을 만족해야 한다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과 관련된 오퍼레이션이 커밋
이 되었을 때 실행하는
작업은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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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상태 별

작업

노드의 상태 로그의 종류 내용
리더
팔로워 후보자

자신의 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 후
작업때 보관했
던 새로운 노드 정보
를
세팅하고 컨센서스 그룹의 참여 노드 정보 인덱싱 작업 총 노드 연결 수
업데이트하는
작업 수행
제거 대상 노드의 정보를 자신의 에서 제거 및 컨센서스 그룹의 참
여 노드 정보 인덱싱 작업고가 총 노드 연결 수를 업데이트하는
작업 수행
새로운 노드와 연결 작업 후 자신의 에 새로운 노드 추가
제거 대상 노드의 정보를 자신의 에서 제거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 중 노드 추가 작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새로운 노
드가 컨센서스 그룹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청을 한다 리더는
요청을 받으면
확인 후 만족하면 새로운 노드에게 자신의 와
정보를
전달하며 새로운 노드에게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인덱스 정보를 보관한다 새로운 노드는 전달
받은 와
정보를 셋팅하고
상태로 바뀌며
요청을 한다 리더는
오퍼레이션을 받아
을 확인하고 만족하면 로그에
를 추가한
다 참여 노드들은
를 담은 로그가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의해 커밋되면 역할 별
작업을 수행하여 에 노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 는
에
대하여 그림 는
에 대하여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의
요청과 의
요청은 리더가 아닌 참여 노드가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요청 작업을 리더에게 전달한다 새로운 노드는 정식으로 팔로워가 되기 전 상태인
에서 리더의
를 받을 때까지 대기한다 리더는 에 새로운 노드
를 추가한 후
를 보내
과정을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상태인 새로운 노드는
담긴 로그를 자신의 로그에 업데이트한 후 팔로워 상태로 변경
되며 정식으로 컨센서스 그룹의 일원이 된다 하지만
가 일정 시간 내로 리더의
를 받지 못하면 대기를 종료하고 컨센서스 그룹 참여에 실패하게 된다

그림 노드 추가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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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적 컨센서스 그룹 변경 과정

노드 삭제 작업은 제거 대상 노드가 발견되었을 경우 리더가 로그에
를 추가하면
서 수행된다 수행되는 과정은 노드 추가 작업과 비슷하지만 로그에
가 추가된다는
점과
작업에 차이가 있다 로그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은 문제 상황에서도 로그를 통해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어 견고성을 향상시킨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컨센서스 그룹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인
에 대해
기술하였다 컨센서스 그룹의 리더는 자신이 속한 그룹이 메이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룹을 구
성하는 참여 노드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기법을 이용하였다 마이너 그룹으로 구분된 그룹의
리더는 컨센서스 그룹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새로운 노드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빠
르게 실패 처리를 함으로써 새로운 노드의 응답 대기시간을 줄였다 또한 컨센서스 그룹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단계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추가 작업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였
다
는 메이저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노드 연결성 판단 알고리즘과 로그 업데이트 과정을
이용한 노드 추가 및 삭제 작업으로 안정적인 참여 노드의 동적 구성을 제공한다
알고리
즘은 상태 복제를 필요로 하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룹 사용자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도구에
적용되어 분산 컨센서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컨센서스 그룹의 참여 노드의 변경을 통해 동적
으로 그룹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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