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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hypercube topology 를 기반으로 PC 들을 직접 연

결하여 PC 클러스터를 구현하고 그 실용성을 검증한다. Hypercube 방식의 네트워크는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고 보다 안정적이며, 네트워크 부하가 적어 높은 성능의 클러스터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ypercube 네트워크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성능 분석 툴 및 병렬 프로그램을 통하여 Gigabit 스위치를 사용한 네트워크와 비교/분석 한다.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hypercube topology 를 이용하여  PC 들을 직접 연결한 

PC 클러스터를 구현하고, 그 성능의 효율을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분석한다. 이 때, 성능 분

석을 위해 ping[1], netperf[1,2] 등의 통신 벤치마크 프

로그램과 표준 병렬 라이브러리인 MPICH[3]를 사용

한 병렬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병

렬 프로그램의 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개의 행렬

을 곱하는 Cannon의 알고리즘[4,5,6]을 사용하였다. 

 

2. Hypercube 네트워크의 구현 

2.1 Hypercube 네트워크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hypercube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PC 클러스터 형태는 (그림 1)과 같이 8 노드 

혹은 16 노드로 구성되고, 각 노드의 ID 는 gray 코드

를 따라 부여한다.. 

 

2.2 Hypercube 네트워크를 사용한 PC 클러스터의 구현 

 
 

 

 

 

 

 

 

 
 

     (a) 8 노드                (b) 16 노드 

        (그림 1) Hypercube 네트워크 연결 예 

 본 논문에서는 3 개의 동일한 LAN 카드를 장착

한 8 대의 PC를 사용하여 (그림 1)의 (a)와 같이 8 노

드의 연결 형태를 적용하였고, 이 때, 각 노드의 ID

로는 gray 코드를 십진수로 변환한 값을 부여하였다. 

[표 1]에 각 노드(PC)의 사양을 요약하였다. 
 

 <표 1> Hypercube 기반 PC 클러스터 노드의 사양 

  항 목  사         양 

CPU Intel Pentium IV 3.0GHz 

LAN Card Gigabit PCI Adapter(Netgear) 

10/100/1000 Mpbs Gigabit Ethernet 

GA311 

운영체제 Linux 2.6.9-1.667 

 

� IP 설정 

각 노드는 직접 연결된 3대의 노드의 ID를 사용하

여 각각 다른 3 가지의 고유 IP 를 갖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노드 0 은 노드 1, 노드 2, 노드 4 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1 에서는 노드 0 의 IP 주

소가 192.168.100.101, 노드 2 에서는 노드 0 의 IP 주

소가 192.168.100.102, 그리고 노드 4 에서는 노드 0 의 

IP 주소가 192.168.100.104로 인식되도록 설정하였다.  

거리가 2 이상 떨어진 노드의 경우에는 병렬 프로

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도착 노드가 출발 노드의 주

소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도착 노드에서는 출발 노

드의 3 개의 주소 중에 해당 경로의 주소를 사용하였

다. 예를 들어, 노드 0 에서 노드 3 으로의 경로는 노

드 1 을 통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노드 3 에서의 

노드 0의 주소는 192.168.100.101이다. 

거리가 3 인 노드 7 에서의 노드 0 의 주소는 노드 

1 과 3 을 중간 경로 노드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노드 

0 에 직접 연결된 노드 1 을 통한 주소인 192.1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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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이 된다. (그림 2)에 노드 0에서 설정한 다른 노드

들의 설정 내용의 예를 보였다. 

 
# cat /etc/hosts 

127.0.0.1               localhost 

192.168.0.100           node00 

192.168.101.100         node01 

192.168.102.100         node02 

192.168.103.102         node03 

192.168.104.100         node04 

192.168.105.101         node05 

192.168.106.104         node06 

192.168.107.106         node07 
 

    (그림 2) 노드 0에서 다른 노드의 설정 예 

 

� Gateway(라우팅 테이블) 설정 

Hypercube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거리가 2 이상

의 경우에 중간의 노드들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해야

한다[10]. 예를 들어, 노드 0 에서 거리가 2 이상인 경

로는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경로는 데이터

를 보낼 때이며 받을 때는 통신의 효율을 위하여 다

른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0 →1 →3,  0 →4 →5,  0 →2 →6,  0 →1 →5 →7 
 

(그림 3) 노드 0에서 라우팅 테이블의 설정 예 

 

3. 성능 분석 

3.1 성능분석 방법 

Hypercube 네트워크 기반의 PC 클러스터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PC 와 Gigabit 스위치를 기반

으로 하는 PC 클러스터와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분석 프로그램은 ping[3,4], netperf[4,5]와 표준 병렬 프

로그램 라이브러리인 MPICH[6]를 사용하는 병렬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2>에 Gigabit 스위치 기반 클 

러스터에 사용된 PC의 사양을 요약하였다. 
 

<표 2> Gigabit 스위치 PC 클러스터 노드의 사양 

  항 목  사         양 

CPU Intel Pentium IV 3.0GHz 

LAN Card Intel Pro/10000 MT PWLA8390MT-LP 

스위치 Gigabit Ethernet Switch Series JGS500 

운영체제 Linux 2.6.9-1.667 

 

3.2 성능분석 결과 

� Point-to-point 간의 단순 전송 속도 성능 

Ping, netperf, MPI_Send/Recv 에 의한 노드간 단순 

전송 성능 특성은 (그림 3)과 같이 전송 거리에 따라 

좌우되고, 스위치 클러스터의 경우는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노드간의 성능이 균일하다. 

 

� 병렬 프로그램 Cannon의 실행 성능 

병렬 프로그래밍이 적용된 Canon 의 경우 (그림 4)

와 같이 hypercube 클러스터가 우수하다. 

 

 
 
 

 

 
 
 
 

 

 

(그림 3) 노드 0에서 ping에 의한 성능 측정 결과 
 

 

 

 

 

 

 

 

 

 
 
 

(그림 4) 병렬프로그램 Canon의 실행 성능  

 

4. 결 론 

일반적으로 PC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들 장

비로는 Myrinet, Gigabit 스위치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이 네트워크 장비들은 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

고 효율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

워크 장비를 통하여 통신을 할 경우에는 장비에서의 

최소한의 제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PC 간에 직접 

연결한 경우보다는 성능이 낮아진다. 또한 장비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

우에 클러스터의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 논문은 별도의 네트워크장비를 사용하지 않으

면서도 보다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hypercube 네

트워크에 의한 PC 클러스터의 실용 가치를 재확인했

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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