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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러스터는 뛰어난 확장성과 가격 대비 성능의 우수성으로 인해 대규모 서버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버 

구조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대규모 사용자에 대한 지원과 여러 기관의 웹 기반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근 1천대 이상의 대형 클러스터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을 구성하기 전에 소규모의 시스템으로 대규모 시스템 

구성 시 목표 성능 치를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다면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미 구성된 클러스터의 일부 특성만을 거시적으로 고려하여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1, 2, 3, 4, 5].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성취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투자될 비

용, 인력, 시간에 대한 결정이 힘들어 진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

하여 소규모 시스템으로 대규모 시스템 구성 시 기대되는 목표치 성능 성취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측정 방법론

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측정 방법론1)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시스템은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팅 노드와 컴퓨팅 노드 그룹을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로 구성

되어 있다. 그룹의 수가 증가할 경우 시스템의 확장성을 위해서 마스터 노드를 L1, L2의 두 단계로 구성할 수 있으

며, 그 이상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제안되는 성능 측정 방법론은 컴

퓨팅 노드의 성능 측정, 마스터 노드의 성능 측정, 성능 특성 분석 및 모델화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컴퓨팅 

노드의 성능 측정에서는 다른 컴퓨팅 노드 증가에 따른 컴퓨팅 노드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자원 활용률을 측정

한다. 

  다음으로는 컴퓨팅 노드의 증가에 따른 마스터 노드들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자원 활용률을 측정한다. 이는 

컴퓨팅 노드의 증가로 인해서 마스터 노드들에 발생하는 부하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클러스터에서 마스

터 노드들은 구조상 병목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확장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응용수준의 

성능 역시 함께 측정 된다. 이때 시스템 환경 및 측정을 위한 도구 설정은 다음 단계의 모델화에서 성능 예측을 어

렵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응용수준 벤치마크의 클라이언트가 병목지점이 되면 이는 클러

스터의 제한적인 확장성으로 잘못 해석 될 수 있으며, 또한 벤치마크가 컴퓨팅 노드들을 충분히 바쁠 정도로 부하

를 생성해 주지 않으면 클러스터 시스템의 낮은 성능 특성으로 오인될 수 있다. 만약 기본 구성에서 마스터 노드들

이 병목지점이 된다면 성능예측 단계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한 튜닝도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는 앞선 두 단계를 통한 컴퓨팅 노드와 마스터 노드의 자원 활용률과 응용수준 벤치마크 성능 특성의 

분석 및 모델화이다. 측정을 통하여 분석된 특성은 성능 모델로 제안 할 수 있으며 성능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

적 특징을 갖게 된다. 성능 모델은 컴퓨팅 노드 수와 그룹의 수를 인자 값으로 받는다. 모델의 출력은 컴퓨팅 노드 

또는 마스터 노드들의 자원 활용률(CPU, 메모리, 네트워크)과 응용수준 벤치마크의 예측 결과 값이다. 또한 성능 

모델은 상수 값을 가지거나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 이것은 성능 증가가 이전 성능 증가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

지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외부 요인에 의하여 성능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본 논문은 2009년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위탁과제 지원(7010-2009-0016)과 지식 경제부의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 지원 사

업 중 차세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학의 세계적 선도능력 확보산업(2009-A419-0115)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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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GI 웹 응용에 대한 측정 결과

구분 노드종류 16대 모델링 20대 예측 20대 실측 오차율 (%) 20대 모델링 한계치

RPS - 419ⅹN + 136 8516 8110 - 4.8 399ⅹN + 270 -

네트워크

(Mbps)

컴퓨팅 153ⅹN + 42 3102 3088.13 - 0.5 152ⅹN + 50

88L1 마스터 0.58ⅹN + 0.9 12.5 12.64 + 1.1 0.59ⅹN + 0.8

L2 마스터 16.7ⅹN 334 312.69 - 6.4 15ⅹN + 9

CPU

(%)

컴퓨팅 96 96 91.51 - 4.7 95

122L1 마스터 0.7ⅹN + 1.6 15.6 15.63 + 0.2 0.8ⅹN + 2

L2 마스터 0.87ⅹN + 1 18.4 17.37 - 5.6 0.8ⅹN + 1

메모리

(MByte)

컴퓨팅 214.3 214.3 202.75 - 5.4 214.2

197L1 마스터 0.2 0.2 0.2 0 0.2

L2 마스터 1.03ⅹN + 0.19 20.79 20.42 - 1.8 1.01ⅹN + 0.3

표 1. CGI 웹 응용에 대한 모델링

때문에 성능 모델링을 위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모델은 실제 구성 가능한 여

러 시스템의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오차율을 분석한다. 분석된 모델의 오차율은 다른 모델 오차율과 비교하

여 모델의 정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델의 분석이 완료되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가상의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한 인자 값을 입력으로 성능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림 1은 15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지는 실제 시스템에서 컴퓨팅 노드를 4대에서 16대까지 증가시키며 1

만 번의 정수 계산을 요구하는 CGI를 실행하여 초당 요청처리(RPS)와 네트워크 사용률, CPU 사용률 그리고 메모

리 사용률을 관측한 결과이다. 이것을 가지고 컴퓨팅 노드 16대의 모델링과 20대 노드구성 예측 및 실측 결과, 오

차율 그리고 20대의 모델링을 표 1에 표시하였다. 약 5%의 오차율에서 16대의 컴퓨팅 노드는 20대의 컴퓨팅 노드 

성능 예측을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컴퓨팅 노드 20대의 모델링을 사용하여 해당 시스템의 성능향상 가능성을 

살펴보면 15Gbps의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병목지점이 되는 컴퓨팅 노드 88개 까지 증가를 예측 할 수 있다. 즉 

컴퓨팅 노드의 개수를 88개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주어진 CGI 웹 응용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더욱 늘려야 RPS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GigE를 

사용하면 네트워크의 병목 노드 수는 177대까지 증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L1 마스터 노드의 CPU자원이 

병목 지점이 되어 122대까지 성능 향상이 기대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 평가 방법론은 소규모의 실제 시스템을 가지고 아직 구성되지 않은 

대규모의 클러스터 시스템이 보일 수 있는 성능 요소를 유추 할 수 있게 하여 비용, 인력, 시간의 절약은 물론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하드웨어 구성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제안된 시스템 평가 방법

론을 기반으로 응용수준 벤치마크를 수행하여 실험적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활용 예시를 보여주었다. 결

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론은 향후 그 요구가 점차 급격하게 증가할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 구성에 

꼭 필요한 기술로서 관련 산업 및 연구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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