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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가의 개인용 컴퓨터를 고속 네트워크 장비와 시스

템 독립 인 통신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연결함으로

서 병렬처리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클러스터 시스템은 이를 쉽게 

구성하는 개별 시스템의 교체  추가로 인해서 이기

종화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시스템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해서 MPI Work 

Packet Manager (WPM) 라이 러리를 제안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기종 시스템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시

스템에서 WPM 라이 러리를 용한 병렬처리 로그

램이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히 활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서론 

  클러스터 컴퓨 이란 분산 병렬 컴퓨 으로서, 분산 

컴퓨 은 하나의 큰 문제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개의 로세서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며, 병렬 

컴퓨 은 하나의 큰 문제를 여러 개의 태스크로 나

어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기술의 

발 으로 개인용 컴퓨터 는 워크스테이션과 간단한 

네트워크 장비들로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용이

해 졌다. 그러나 속한 기술 발 은 더 좋은 성능의 

로세서를 지속 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것은 로세서의 교체 주기를 짧게 하여 클러스터 

시스템의 이기종화를 가져왔다[5]. 이 게 이기종화된 

클러스터 시스템을 이용한 병렬처리 시스템의 경우 클

러스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컴퓨터 는 워크스테

이션의 성능을 고려해야 그 성능을 최 한 이용할 수 

있다.

  몇몇 로그래  언어와 라이 러리가 클러스터 컴

퓨  환경에서 병렬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

다. 그 에서 클러스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병렬

처리 시스템 구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PI의 

경우 특별한 work scheduler를 포함하지 않고 기본

인 메시지 송 메커니즘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 을 때는 병렬

처리 로그램들이 개별 컴퓨터의 성능을 최 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 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

는 Work Packet Manager (WPM)이라는, 이기종 클러

스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시스템들의 성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고 병렬처리 로그램 개발시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MPI 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work 스 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WPM의 비교 상인 Cil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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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M의 기반인 MPI에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3

장에서는 WPM에 한 자세한 설명을, 4장에서는 

WPM을 용한 로그램의 성능 측정을 한 실험 환

경과,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을 내린다.

II. 배경

2.1 Cilk Multithreaded Runtime System

  Cilk는 병렬처리를 해 개발된 로그래  언어와 

그 언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는 runtime 시스템이다[2,3]. Cilk는 

일반 인 병렬처리 로그램 개발을 해 디자인 되었

지만 dataflow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병렬 인 데이터 

형태 는 메시지 교환 형태로 작성하기 어려운 병렬

처리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 효과 이다. Cilk 

runtim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dataflow 모델은 쓰 드

를 생성하고, 생성된 쓰 드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비가 완료되면, 자동 으로 쓰 드와 데이터를 비어 

있는 로세서에서 가져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Cilk 언어는 기본 C 언어

(ANSI C)에 약어를 추가한 형태로 runtime 시스템

에서 데이터 리, 메시지 리, 계산  동기화 쓰

드 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게 함으로서 C 언어를 알고 있는 로그래머는 쉽게 

Cilk 로그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부분

에 한 심을 가질 필요 없이 쓰 드의 생성에만 

심을 기울이면 된다.

2.2 Message Passing Interface (MPI) Standard

  MPI는 메시지 교환을 통해 병렬처리를 수행하는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라이 러리 표 이다.[1,2] 

재 학, 연구소, 산업체 등을 포함한 4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MPI Forum에서 개발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병렬처리 시스템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PI 표 을 구 한 라이 러리들 

에서 MPICH를 이용한다.[4] MPI 라이 러리를 이

용해 개발된 병렬처리 로그램은 send와 receive 명

령어를 통해 각 컴퓨터 간에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서 

병렬처리를 수행한다. 라이 러리에서 기본 으로 이

용할 수 있는 함수는 MPI_Init, MPI_Comm_rank, 

MPI_Comm_size, MPI_Send, MPI_Recv, MPI_Finalize

의 6개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으로 125가지의 다양

한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MPI 라이 러리를 이용해 

개발된 로그램을 수행하기 한 실행 환경은 기본

인 메시지 교환 환경만을 제공하며, 특별히 비된 작

업 리 시스템은 없다. 따라서 로그래머가 직  작

업 리 시스템을 설계/구 할 필요가 있다.

III. Work Packet Manager

  본 논문에서는 MPI를 이용한 병렬처리 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하게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해 Work Packet Manager (WPM)

을 설계하고 구 한다. 병렬처리 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개별 시스템에 같은 양의 work를 할당하는 것

은 이기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시스템에서는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래한다. 따라서 WPM에서는 개별 

컴퓨터의 성능을 고려한 work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WPM은 WorkPacket, WorkQueue, WorkManager로 

구성된다. WorkPacket은 하나의 work를 장하는 

장소로서 개별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서 기본 

단 가 된다. WorkQueue는 WorkPacket들을 장하기 

한 공간으로서 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먼  들어

온 WorkPacket을 먼  내보내는 FIFO 구조를 가진다. 

WorkManager는 WorkQueue들을 리하기 한 것으

로서 내부에 처리해야할 WorkPacket을 장하는 

Source큐와 처리된 WorkPacket을 장하는 Result큐

를 가지고 있다. 표 1에 WorkPacket, WorkQueue, 

WorkManager의 구조를, 그림 1에 WPM을 이용한 병

렬처리 로그램의 개략 인 흐름을 나타내었다.

표 1. WorkPacket, WorkQueue, WorkManager 구조

WorkPacket

struct workpacket_t {

  unsigned size;

  void *data;

  struct workpacket_t *next;

};

WorkQ ueue

struct workqueue_t {

  sturct workpacket_t *head;

  unsigned wp_size;

  unsigned wq_length;

};

WorkManager

struct workmanager_t {

  struct workqueue_t *source

  struct workqueue_t *result;

  unsigned datas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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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에 사용된 벤치마크 설명

벤치

마크
크기 설명

FIB n=43
피보나치 수열 계산 알고리즘

           

TSP n=13

n개의 도시를 복없이 모두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는 시간을 산출하기 한 

알고리즘

NQ
n=14

(n*n)

n×n 체스  에 n개의 queen을 안 하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를 탐색하

는 알고리즘

MM
n=1100

(n*n)

매트릭스 두 개를 생성하고 그 곱을 계산하

는 알고리즘

Master
프로그램 시작

Initialize

WPM 시작

Work 생성

Work 처리

결과 수집

WPM 종료

Finalize

프로그램 종료

WPM

Source
queue

Result
queue

Slaves
프로그램 시작

Initialize

Work 요청/받기

Work 처리

결과 전송

Finalize

프로그램 종료

그림 1. WPM을 이용한 로그램의 흐름

Ⅳ. 성능 측정

4.1 실험 환경

  6 의 서로 다른 성능을 가지는 개인용 컴퓨터로 구

성된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각 컴퓨터들은 최소한 128Mbyte의 메모리를 가지도록 

설정했으며, 페이징이 필요할 만큼 큰 로그램을 실

험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디스크 성능은 고려하지 않는

다. 각 컴퓨터는 100Mbps로 동작하는 Nortel 

BayStack 70-24T 이더넷 스 치로 연결된다. 표 2에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설정을 종합하여 보여 다.

표 2. 실험에 사용된 클러스터 시스템 구성

이름 동작클럭
(MHz)

메모리
(Mbytes)

운 체제
Linux

ant1 400 (P-II) 128 v7.3

ant2 400 (P-II) 128 v7.3

ant7 450 (P-III) 128 v7.3

ant9 800 (P-III) 128 v9.0

ant11 800 (P-III) 128 v7.3

ant17 2400 (P-IV) 512 v7.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벤치마크는 다양한 형태의 계

산  통신 방식을 가지는 로그램들이다. 각 벤치마

크에 한 설명을 표 3에 종합하 다.

  공정한 비교를 해, 각 벤치마크에는 같은 최 화 

옵션으로 컴 일된 동일한 core 코드를 사용하 다. 

한 실행 시간 측정은 로그램의 core 부분과 work의 

생성, 데이터 교환을 한 부분만을 측정하 다. 로

그램의 환경  데이터 기화에 필요한 시간 등은 실

행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부의 향을 최소화하

기 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로그램이 

수행되지 않도록 하 으며, 동일한 실험을 다섯 번 반

복하여 그 평균을 취하 다.

4.2 실험 결과

  그림 2에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에서의 벤치마크 

로그램들의 성능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그래 의 X축은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의 수를 나타내었고, 주 Y축은 실행 시간을  단 로 

표시하 으며, 보조 Y축에는 speedup을 나타내었다.

  체 으로 Cilk의 경우 모든 벤치마크 로그램들

이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히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ilk의 dataflow 모델은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을 히 활용하고, 최 의 성능에 

근 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PM을 용

한 MPI 벤치마크 로그램들의 경우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히 활용하는 Cilk의 결과에 근

한 결과를 보여 다. 그러나 여 히 Cilk보다 조  못

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WPM이 Cilk와 같이 

완 하게 동 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닌 정 으로 동작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PM을 

용하지 않은 MPI 벤치마크 로그램들에 비해 그 성

능이 확실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WPM을 용함으로서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을 보다 

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lk와 

WPM을 용한 MPI의 성능 차이는 WPM이 동 으로 

완 하게 동작하게 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Ⅴ. 결론

  클러스터 시스템은 상업 으로 매되는 개인용 컴

퓨터들과 네트워크 장비들로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속도로 발 하고 있는 기술로 인해 클러스터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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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결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컴퓨터를 교체하고 새로운 컴퓨터

를 추가함으로서 체 클러스터 시스템의 이기종화를 

래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의 개별 컴퓨터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에 

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Work Packet 

Manager (WPM)을 제안하 다. WPM은 MPI 로그

램들에 쉽게 용할 수 있으며, 확장성 한 제공하고 

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WPM을 용한 MPI 벤치

마크 로그램들의 성능이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PI 병렬처

리 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WPM을 용함으로서 

이기종 클러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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