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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프로세서와 초고속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최근 슈퍼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대형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신에 여러 개의 프로세싱 노드들을 클러스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고속

의 네트워크로 묶는 클러스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클러스터 시스템의 응용 분야는 병렬 처리

를비롯하여멀티미디어나대용량데이터베이스와같은입출력중심적인분야까지넓어지게되었다

 

본

고에서는클러스터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필요한전반적인클러스터컴퓨팅기술에대하여설명하였다

 

머리말

최근 슈퍼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대형 컴퓨터

를 사용하는 대신에 여러 개의 프로세싱 노드들

을 클러스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고속의 네트워크

로 묶는 클러스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클러스터 시스템은 클러스터 컴퓨팅 기술을 이용

함으로써가용성및확장성이우수하고성능이뛰

어나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 기술로는

고속의 통신 기술 파일시스템 기술 및 운영체제

에서의 프로세스 관리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통

신 기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병렬

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들간에 프로세스 제어와 데

이터 전송 등을 제공해주며 파일 시스템의 경우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하고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줄 수 있다 클러스터

링을 위한 프로세스 기술의 경우에는 병렬처리를

위해서 여러 노드에 나누어져서 실행되는 프로세

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 스케줄링 자원 할당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들을 사용하여 단일 시스템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클러스터를 관리해줄 수 있는 소프

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클러스터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

여필요한전반적인클러스터컴퓨팅기술에대하

여 설명한다 장에서는 클러스터 시스템의구조

와 구성요소 및 클러스터링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알아보고 장에서는이러한기술을

이용한 클러스터 환경 기반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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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

술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장에서 결론을 맺는

다

 

클러스터링 기술

수년간 등의

고확장성 시스템 구조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메

모리 버스 대역폭 등의 제한적인 설계 구조로

에서는 주로 에서 프로세서만을 효과적

으로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로

는효율성을낼수없는대용량어플리케이션들은

슈퍼컴퓨터 이상의 고가의 대형 컴퓨터가 필요하

다 이에가격대성능비가우수하고고성능 고가

용성 고확장성을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 시스

템이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클러스터 시스템은

고성능 프로세서와 초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

용 컴퓨터들을 클러스터링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

은 구조와 구성요소 및 기술들을 가지게 된다

클러스터 시스템의 구조

클러스터시스템의구조는공유디스크

와 공유 디스크가 없는 소프

트웨어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공유 디스크

모델에서는 클러스터내의 서버에서 수행되는 모

든 소프트웨어가 클러스터 시스템에 연결된 디스

크 등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 메모리

는 공유되지 않는다 두 서버가 같은 데이터를 읽

을 때 데이터는 디스크로부터 두 번 읽히거나 한

시스템에서다른시스템으로복사된다 시스

템에서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은 공유 데이터 접근

을 동기화와 순차화시켜야 한다 동기화를 위하

여 분산 잠금 관리자

가 사용되며 은 어플리케이션에게 클

러스터내의 자원 참조 상태를 알려준다 만일 두

대 이상의 서버가 동시에 단일 자원을 참조하려

할 때 은 충돌을 감지하여 이를 해결한다

의 조정은 여러 서버가 직렬 액세스하게 되

어부가적으로통신메시지를발생시켜성능을저

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공유 소프트웨어 모델이 사용된다

무공유 소프트웨어 모델은 각 노드가 각각 자

체 메모리와 디스크를 가지는 형태이며 클러스터

내의 서버가 개별적으로 클러스터 자원의 일부를

소유한다 서버 고장시 소유하고 있던 자원을 물

려받을 다른 서버를 가변적으로 고려하지만 평

상시는 특정 자원을 한 시스템만이 소유하고 사

용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자원을 소유

하고 있는 서버로 자동적으로 라우트 된다 한 클

라이언트가여러서버가소유하고있는복수개의

자원을 사용하려 할 때 한 서버가 호스트 역할을

하게 되며 호스트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구를 분

석하여 하부 요구를 적절한 서버에게 보낸다 각

각의 서버는 하부 요구를 처리하고 필요시 호스

트 서버에 응답하며 호스트 서버는 최종 결과를

모아클라이언트에게보낸다 호스트에보낸요구

는 복수 데이터 레코드 조회시에 복수 디스크 읽

기 등 많은 시스템 동작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

의기능으로최종의원하는데이터를찾을때까지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클러스터 서버들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어플리케이

션을 잘 활용하면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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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시스템이 가져야 할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노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본 서버로

서 또는단일프로세서시스템이사용된다

프로세서 메모리 이외에 전용 디스크와 이

미지를 가지고단일 시스템 으로도

동작할 수 있다 인접 서버와 물리적으로 디스

크를 공유할 수 있다

연결망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공유매체로노드간의통신을위해존재한다 노

드간의상태정보나필요한데이터의교환이주

로 이루어지며 클러스터의 성능 확장성을 제공

하기위해서는고속의연결망이필요하다

등과 같은 표준 네트워크 제품을 사용하

거나 과같은고성능의네트워크제품

을 사용할 수 있다

디스크 서브시스템 대부분

의 클러스터 응용분야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

를 사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

크는 고성능 및 고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저장 디스크는 클러스터 구축 방

식에 따라 각 노드가 전용 으로

또는노드간에공유 하여사용된다

대부분

제품을 사용하며 노드간의 인터페이스는

를많이

이용한다 고성능의 등도많이사

용되고 있다

클러스터용운영체제 클러스터내각노드에별

도의이미지로존재한다 고확장성 고가용성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장된 클러스터

링 소프트웨어와 함께 병렬성 고속 고속

통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내장된 클러스

터링소프트웨어에는노드간통신기능 고장복

구 기능 노드그룹 관리 기능 등이 있

다 이러한기능들은

로제공되며이를이용하여복잡

한 클러스터 기능을 구현한 소프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기반의클

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미들웨어이다 클러스터에서 제공

되는 확장성 가용성을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

램에 병렬성 고장 복구 기능을 구현할 수 있

다 클러스터의응용분야에따라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적

인 패키지로

등이 있다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는 고확장성 고가용성

의 장점을 활용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및 인터넷 인트라넷 정보 서버

등의 주요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

클러스터 활용 기술

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통신 기술 파

일 시스템 기술 및 운영체제 기술 등이 있으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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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통신 기술 및 파일 시스템 기술에 대한

실례를 들었다

가 통신 기술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의 프로젝트에

서는 원격 시스템의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

는것이네트워크를사용하지않고디스크에서데

이터를가져오는것보다더빠르다는것을보여주

므로최근의고성능네트워크의역할이그만큼커

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 과 같은 고속의 네트워

크의 발달로 클러스터 컴퓨터에서도 슈퍼 컴퓨터

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패킷프로세싱의오버헤드로성능

저하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극복하기위한고속통신기술에대한연구가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의

코넬 대학의 등이

고속 전송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은 워크스테이션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와 등에서사용할 수 있도록고성능

메시지계층을구현한것이다 네트워크의하드

웨어 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저수

준의메시지계층으로 에서는초당 메

가 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다 프로세서들간 네

트워크를 공유하지 않는다

코넬에서 개발되었으며 병렬 분산 컴퓨팅을 위

해 사용자 수준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정하

고 이를가상화시켜다수의프로세스들간에인

터페이스를공유할수있게한다 는

기존의통신프로토콜인표준 스택의기능

을모두지원하며추가로성능을향상시키기위

하여수정하여구현한것이다 이는네트워크의

전체 대역폭 전송을 지원하지만 여

전히 마이크로세컨드이상의패킷처리오

버헤드가 따른다

굵은 단위 의 통신을 하기 위한 강

력한 프리미티브로 고수준 통신 프로토콜 함

수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와 병렬 언어 컴파

일러로부터 통신 코드 생성시에 기본 계층으

로 사용되는 메시지 수들로 구성된다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용하지는 않으

며 프로젝트에서는 을

계층

와

병렬파일시스템 와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등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다

는 버클리에서 개발한 통신 소프트웨어

로 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 용고속통

신에적합하다 프로세싱오버헤드문제를해결

하기 위해서는 를 변경하거나 네트워크 프

로토콜을변경하는방법 프로토콜의구현자체

를 변경하거나 혹은 이들을 조합하여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은 이중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로 지역 네트워크를 위하여 낮은

오버헤드를 갖는 데이터의 송수신 패스를 가질

수 있도록구현하였다 는 경량의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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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용하며패킷의도착지를사용자버퍼로직

접전송하는단순한버퍼관리전략으로체계적

인 프로토콜 계층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성능

을 향상시킨다

나 파일 시스템 기술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은 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프로세싱 노드들이 고속의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있다는점에서는분산파일시스템과유사하

며 동시에여러클라이언트에서의요구를처리한

다는점에서는병렬파일시스템과유사한부분이

있다 그러나 병렬 파일 시스템은 과학 계산을 위

하여 설계되었고 분산 파일 시스템은 파일 공유

를위하여최적화되어클러스터파일시스템의대

부분은 파일을 여러 서버에 분산하는 스트라이핑

기법을 적용해 병렬적인 입출력 효과를 얻음으로

써 처리량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버클리의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분

산파일시스템인

에서는모든자료의저장과캐시의관리를하

나의중앙집중화된파일서버가담당하는서버시

스템의한계를극복하고자하였다 데이터분산은

를 사용한 소프트

웨어 를 구현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별을 없애 어느 노드에서도 데이

터를 저장하고 캐싱하며 관리할 수 있게 한다 파

일의 메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서버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을 방지한다

일종의 분산 파일 시스템인 는 기존의

시스템을소프트웨어적으로구현한것으로

여러 파일 서버들에 파일들을 스트라이핑 시키므

로 입출력 성능을 향상시키며 패리티 정보를 추

가적으로 저장하여 신뢰성이 높은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파일 시스템은 효율

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여

러 노드에 분산 저장하고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야 한다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일반적인클러스터소프트웨어는단일시스템

이미지를갖도록처리해주는가상공유메모리형

태의 소프트웨어와 클러스터를 관리해주는 소프

트웨어가 있다 본 장에서는 주로 가상 공유 메모

리형태의클러스터환경기반을위한소프트웨어

와 클러스터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클러스터 컴퓨팅 환경 기반을 위한 소

프트웨어

가

최근컴퓨터와네트워크하드웨어의성능이높

아짐으로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필요하

게 되었다 고수준 를 가지고 고성능 통신 프

로그램을 하게 되고 스케줄링과 자원 관리가 필

요하며 이질적인머신을관리하기위한소프트웨

어가 필요하다

은연결된컴퓨터에서분산된자원을사

용하여 고성능 계산을 목적으로 일리노이 대학에

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어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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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들은 전형적인 슈퍼컴퓨팅 어플리케이션

들과 새로운 고성능 분산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

한다 은 나 리눅스 상에서의

펜티엄 프로 컴퓨터들을 미리넷 네트워크로 연결

한 클러스터링을 지원하게 된다

의 성능은 와 와 같

은 시스템들

과 비교할 만하다

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직

접적인 미리넷 통신 및 소켓을 통한

등고성능 연결망을지원한다 프로그래

밍 인터페이스는 그림 과 같으며 바이너리를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그림

나

은 기반의

클러스터링 병렬 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구조인

을 위한 클러스터

링 소프트웨어이다 는 클러스터에서 원격 메

모리를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공유 메모리를 지원한다 노드간의 통신에 있어

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고 원하는 노드의 원

하는 메모리 주소에 직접 자료를 읽고 쓸 수 있는

공유 메모리 방식을 지원한다 그러나 전역 공유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는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

는전형적인소프트웨어

메커니즘이필요하다 은 환

경에서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

어로 의 가상 메모리 환경을 지원한다

메커니즘을 따르지만 소프트웨어 시스템

과는 달리 시스템내에서 데이터가 이전되거나 중

복되지 않는다 의 구조는 그림 와 같다

용으로 개발되었으며

및 라이브러리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구조

다

에서개발한 상에

서의 사용자 수준에서 사용하는 공유 가상 메모

리서브시스템으로일반적인 이다 라

는 자체 에뮬레이션 계층으로 컴파일하면

HPVM APIs

Transport Layers

Networks

Applications

Fast
Messages MPI SHMEM Global

Arrays

Fast Messages

Sockets

Myrinet Ethernet
or Other

Applications
SISCI-Layer

User-Mode
Kernel-Mode

Target Applications / Test Suites

MPI
Library

PVM
Library Pthreads

Library
Common Messaging Layer

OS
SCI Low-Level API

& SCI Driver
SCI-VM
Manager

Hardware with SCI Inter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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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분산 동기화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병렬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와 같은 프로토콜을 지원하

며 돌핀에서 구현한 의 고성능 메시지 통신

도지원할계획이다

는다른공유메모리시스템과의호환

성을 위하여 가지의 추가적인 를 지원한다

는 바이너리를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시스템 인터페이스 계층은 그림

과 같다

에서 개발한

클러스터용

메릴

랜드 대학에서 개발한 멀티쓰레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

에서 개발

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라

시스템은 프린스톤 대학의

과제에서가상메모리맵통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리눅스용과

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용인

는 미리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바이너리로 사용해볼 수 있다

(Distributed) Shared Memory Application
   - Barnes-Hut, Water, Raytrace, …
   - FFT, TSP, …

SMI

SVMlib API

SPLASHCVM

Memory Manager Lock Manager

Page
Fault

Handling

Interval Manager

Communicator

Win32 API

SMI

SVMlib API

SPLASHCVM

Memory Manager Lock Manager

Page
Fault

Handling

Interval Manager

Communicator

Win32 API

nt2unix Emulation Layer

Sun Solaris 2.6 [x86] Microsoft Windows Nt 4.0 [x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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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각각의가상메모리버퍼간에직접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다 즉 사용자 프로세스 가상 메

모리버퍼와네트워크간에데이터를

할수 있는네트워크인터페이스

를 가진다

구조는 그림 와 같다

 

그림

 

구조

클러스터 관리 소프트웨어

란클러스

터 시스템에 주어진 작업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이다 대부분의 는부하 균형 및 체크

포인팅지원 프로세스이전 작업모니터링및재

스케줄링 작업 수행 및 중지 재개시할 수 있게

한다 체크 포인팅 지원을 하게 되면 작업의

수행중에 상태를 정기적으로 저장하게 되므로 시

스템 고장시 마지막 체크 포인트된 위치에서 새

롭게 시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업용 및 연구용

는 표 과같으며이중몇가지만소개하고

을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가

이질적인네트워크환경을지원하는소프트웨

어로서 벡터 또는 병렬 컴퓨터와 같은 대용량의

클러스터 시스템을 지원한다

기반의관리도구로다양한구조에서의

배치 큐잉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동적 정적인

부하균형및상호작용작업과병렬작업등을제

공한다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배치 상호 작용 병

렬 작업 지원

다중 큐 지원

체크포인팅 지원

정적 부하 균형 지원

체크포인팅과작업이전으로동적부하균형지

원

통계적 산출 지원

관리자와사용자에게 및명령어

와 스크립트 인터페이스 지원

환경 지원

기술 지원

나

지원형으로 세 개의 큐 타입을 제공한

다 지능형 배치 작업 스케줄링 시스템은 물리적

으로사용하는메모리의퍼센티지와 이용률

및 제한된 큐 작업을 기반으로 작업의 부하 균형

을 관리한다

배치 큐 스케줄링 작업과 수행중

인 작업에 대해 퍼센티지 제공

User Program

VMMC-II Library

Windows NT OS

Host Processor

VMMC-II Device Driver

DRAM Mem/PCI Set

VMMC-II
Firmware

Myrinet Network Interface

Myrinet
Network

User mode
Kernel mode

Software
Hardware

PC
I B

us

– VMMC-II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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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클러스터 관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벤더 및 연구소 구분

상업용

상업용

상업용

상업용

상업용

상업용

상업용

상업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연구용

디바이스 큐 물리적 디바이스를

접근하는 배치 작업

파이프큐 원격지에디바이스나파

이프 큐들을 전송하기 위해 제공

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를 사용하

거나 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분산

된 작업 스케줄링 순차 및 병렬 작업 지원 이질

적인환경을지원한다 작업을수행하거나제거할

수있으며작업상태를모니터링하고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상호 작용적인 세션 지원 원격 허용

독립적인 제어 자원의 허용 가능성에 따라 사

용량을 사용자가 결정

중앙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클러스

터 상에 수행중인 모든 작업을 관리

라

이질적인 환경에서분산된부하공유와

배치 큐잉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며 모

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단일 이미지로

제공한다 배치작업 상호작용적인작업및병렬

작업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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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치 작업 큐와 스케줄링 제공

상호작용 작업을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

부하 균형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질적인 자원을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부하 모니터링

제공되는 로 새로운 분산 어플리케이션 작

성

작업 분석 도구 제공

마

의 클러스터

처리용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로

를 사용한다

는 독일에서 기술을 이용 및

지원하는 여러 업계 및 학교에서 공동으로 개발

하고 있으며

프로세서는 전체

성능은 분산 메인 메모리

노드는 인터페이

스 대역폭 및 통신 네트

워크가 이차원 의 기술 요소를 갖

는 와 이질적인

및 리눅스용 드라이버

등을 제공한다 는 작업의 분산과 관리를 담

당하는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와 독

립적인 스케줄링을 하며 자원을 배분하고 데몬의

고장시 자동적인 복구 및 등을 지

User Interface(UI)

AM
Access Mgr.

IM
Island Mgr.

QM
Queue M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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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컴퓨팅 기술동향

원한다

등의 모

듈로 구분되며 그 관계는 그림 와 같다

바

시스템에더욱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

게설계되어쉬는프로세싱엘리먼트들 을최

소화시키는작업수행알고리즘을사용한다 실시

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질적인 어플리케이션 및

데몬 프로세스를 위하여 를 준비해 둘 수 있

다

 

맺음말

본 고에서는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하여필요한전반적인클러스터컴퓨팅기술에대

하여 알아보았다 최근 클러스터 시스템은 그 응

용 분야가 과학 계산용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 및 병렬 처리 등 다양해짐

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다음 세

대를이끌어갈컴퓨터환경으로가능성을보이고

있다 이러한클러스터시스템에서클러스터환경

기반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클러스터를 관리해주

는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이며 상업용 및 연구용으

로 기술 개발되고 제공된다 이들 기술들을 기반

으로보다효율적이고성능이우수한클러스터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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