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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저사양 컴퓨터를 클러스터링하여 서버의 성능 향상에 관해 서술한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컴퓨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하고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노드 간의 부하를 관리하여 컴퓨팅 시스템의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각 작업의 수행시간을 최소화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수행 중인 작업의 메모리 요구량

과 각 노드의 부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을 동적으로 할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광학식 문자 판독(OCR)을 

동작시키며 단독 서버 상태와 노드를 연결한 클러스터링 시스템과의 처리 속도를 비교하여 저사양 컴퓨터로

도 효과적인 성능의 서버 구축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

키워드: 클러스터(cluster), 부하균등화(load balancing), 광학식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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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향후 몇 년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1] 이러한 활동들은 빠른 처리를 위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며 그로 인해 적게 수백에서 수천의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2] 본 논문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저사양 PC 다수를 클러스터링하여 광학식 문자 

판독(OCR)을 이용하여 처리 속도를 바탕으로 그 성능을 확인한다.

Fig. 1. Technology most used over the next 12 months[1]

II. Preliminaries

클러스터에 사용할 서버의 환경은 Master와 Node 모두 Ubuntu 

20.04를 사용하며 Docker 19.03.10 및 Kubernetes 1.18.3을 설치하

였다. 각 노드에서 작업을 실행할 Docker 이미지는 Ubuntu 18.04에 

광학식 문자 판독(OCR)을 하기 위한 Tesseract 5.0.0을 사용하였다. 

각 노드는 마스터에 근거리 통신망(LAN)을 통해 통신하며, 노드에는 

쿠버네티스를 통해 연결되고 관리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노드 

시스템 재원은 다음과 같다.

Type CPU

Master AMD Ryzen3 3200G @ 3.6x4(4)

Worker Intel Core i7-3615QM @ 2.3x4(8)

Worker Intel Core2 Duo E8400 @ 3.0x2(2)

Table 1. System Environment

III. Test

1. Test process

광학식 문자 판독(OCR)에 사용된 이미지는 1229자 및 32라인의 

영문이며, 사용된 테서랙트의 데이터셋은 데이터 파일 4.00버전의 

eng.traineddata[3]을 사용하였다. 문자 인식 명령은 쿠버네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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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셋을 활용하여 6배수로 동시 실행 및 1~5회 동시 실행하였으

며, 각 5회씩 반복 실행하여 처리 속도의 5회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단독 서버 대비 클러스터의 성능 향상 정도와 신뢰수준 

95%에 대한 Z-Score로 신뢰구간을 파악하였다.

2. Test result

2회 동시 실행 시 단독 서버와 클러스터는 각 2.74 ± 0.49초와 

3.43 ± 0.17초가 걸렸으며, 3회 동시 실행은 11.72 ± 1.30초와 

5.67 ± 0.16초, 4회 동시 실행은 60.02 ± 1.04초, 9.51 ± 0.10초가, 

5회 동시 실행은 75.38 ± 0.52초, 11.57 ± 1.10초, 6회 동시 실행 

시 단독 서버일 때, 90.29 ± 1.47초, 클러스터는 16.42 ± 0.08초가 

걸렸다.

Fig. 2. Running time by Concurrent execution 1

단독 서버 대비 클러스터의 성능 향상은 3회 동시 실행 시 106.75%, 

4개 동시 실행 시 531.16%, 5개 동시 실행 시 551.74%, 6개 동시 

실행 시 449.87%였다. 하지만 2회 동시 실행 시에는 20.16%의 

성능 하락이 발생하였다.

Fig. 3. Cluster performance improvement versus single 1

동시 실행 횟수를 큰 폭으로 늘려 12회 동시 실행 시 단독 서버와 

클러스터는 각 186.21 ± 0.45초와 65.10 ± 0.94초가 걸렸으며, 

18회 동시 실행은 280.18 ± 0.51초와 132.64 ± 2.38초, 24회 동시 

실행은 375.45 ± 0.66초, 187.70 ± 1.98초가 걸렸다.

Fig. 4. Running time by Concurrent execution 2

단독 서버 대비 클러스터의 성능 향상은 12개 동시 실행 시 

186.00%, 18개 동시 시 111.23%, 24개 동시 실행 시 100.02%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동시 실행이 많아질수록 클러스터의 

효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Fig. 5. Cluster performance improvement versus single 2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소폭의 성능 하락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클러스터링을 통해 저비용으로 많은 양의 작업을 요구할 

때 효과적인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각 

PC는 부족한 성능을 가지지만 개인용 서버를 구축할 때 클러스터를 

통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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