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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 환경은 단일 환경에서 작게는 2~4CPU, 많게는 수백 CPU 이상의 시스템으

로 구축되고 있고, 더욱이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를 운용하는 기업에서는 시스템의 사용

현황을 신속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재된 이 기종 및 컴퓨팅 환경하에서의 각 지역별 시

스템 사용현황을 효과적으로 분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존에 사용되어 온 그리드 컴퓨팅 시

스템 환경에서의 사용율 관리 방법들은 Queueing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Accounting 분석 명령어로 text 형

태의 Accounting raw data 의 결과를 추출하여 가공 처리하므로 데이터 증가 시 반응 속도가 현격하게 느려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원격지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 군의 사용율 분석은 데이터 분석 시 매번 원격지

접근 절차를 사용하여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 군에 접근한 후 해당 로컬 시스템 분석을 해야 하고 각 원격지

시스템군별로 추출 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tier 구조의 GSA(Grid System Account)이다. 제안한 GSA 는 각 원격

지 별 데이터를 객체화하여 Database 에 저장 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다수

의 원격지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 군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GSA 의 설계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여 실 성능을 시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그리드 컴퓨팅 시

스템의 사용율 분석 관리가 가능함을 보였다. 
 

1. 서론 

고성능계산을 포함한 대규모 연산처리 분야에서 

그리드컴퓨팅 시스템은 하나의 표준 시스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리드 시스템의 크기 

및 구성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수백 CPU 이상의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 CPU 이상의 시스템[1]이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그리드 시스템의 경우 

각각의 시스템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다양한 

환경하에 구성된다. 이와 같은 경우 그리드 시스템 

군간의 분석은 지리적인 분산과 노드 및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분산 그리드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율 분석 및 분석에 대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그리드 시스템으로 운영중인 각 노드들은 노드들간의 

성능차이를 가지고 있어 이에대한 시스템별 고유 

성능 차를 고려한 사용율의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구현되었던 분석 방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각 노드간의 성능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중치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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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분산 그리드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사용율 분석 시스템인 GSA(Grid 

System Account)를 제안하였다. 

GSA 는 3-tier 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그리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 

분석하고 대규모 그리드 시스템 사용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기존 

사용율 분석 도구의 문제점 및 사례를 기술하고 제 3 

장에서는 제안하는 GSA(Grid System Account)의 구조

와 동작 방식을 기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제안된 시

스템의 구현과 그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제 5

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과제를 기술하였다. 
 

2. 기존 사용율 분석 툴 의 문제점 및 사례 

기존 그리드 시스템의 사용율 분석 툴은 단일 

클러스터 사용율 분석 시 Database 를 이용하지 않아 

데이터 량의 증가에 따라 분석 성능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의 특성상 지리적,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각 클러스터군 에 대한 사용율 분석 시  

각 클러스터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나온 정보를 재 통합해야 한다는 점과 통합 분석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리드 시스템 군 내에서는 서로 다른 

Queueing 시스템을 가질 수 있고 각 Queueing 

시스템은 각자의 Queueing 시스템에 대한 분석만이 

가능하다. LSF 같은 Queueing 시스템들은 

제한적이나마 다른 Queueing 시스템으로 작업들을 

보낼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석 또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사례를 들어 설정하자면, NASA 의 IPG 분산 

Accounting 시스템[2]글로버스 툴킷[3]을 사용하여 

제출된 작업들은 “Globus Queue Entry Object 

Class” GIS 서버에 통지된다. IPG (Information power 

grid)호스트들 각각에서 실행되는 “jobd”프로그램은 

GIS 서버로부터 “jobid”를 ID 로 검색하여 자원사용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jobs.dat.yyyymmdd”형식의 

파일에 저장한다. 이러한 IPG Accounting 데이터 

파일은 “ipg_dic”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cct++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다. 이들 Accounting 자료는 

매일매일 cronjob 에 의해 사용자 프로젝트 별로 

정리되어 “Accounting Managers Object Class” 

GIS 서버에 기록된다.  이들 Accounting 정보는 

GIS 서버에 해당 정보를 질의하고 SSL 채널을 통해 

웹상에 결과를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 

CGI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나 

그리드 시스템군별[4]로 Queueing 시스템[5]이 

상이하면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6]을 가지고 

있다. 

 

3. GSA 

3.1 GSA의 개요 

 
(그림 1)  GSA 전체 시스템 구성도 

GSA 는 각 그리드 시스템별로 시스템 정보를 수집

하는 agent 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집되며 각 agent 는 

master agent 에 TCP/IP Protocol 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 사용자에게서 들어오는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스케쥴 정책  (First Come First 

Service, Preemtion, Fairshare 등)과 각 노드들의 

resource(H/W, S/W) 사용율을 분석하여 요청된 서비

스를 최적의 System 에 분산하여 처리한다. 
 

3.2 GSA의 구성 

GSA 전체 시스템 구성은 각 그리드 시스템 군 별

로 시스템 정보 및 자원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DB 에 저장하는 모듈과 

Job Accounting agent 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DB 에 

저장하는 모듈, 보고서 생성을 위한 웹 모듈로 구성된

다. GSA 시스템 전체 구조는 그림(1)와 같다.  
GSA 는 기능에 따라 몇 개의 노드로 구성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스터 서버와 각 서버 노드에 

설치된 agent 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Collector 노드,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노드,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을 관리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Analysis 

노드로 나누어진다.  
 

3.3 서버노드 계층에서의 모니터링 

(그림 2)은 GSA 시스템 모니터링과 job accounting 을 

처리하는 모듈의 구조도 이다. 성능 모니터링은 각 

서버 노드에 설치된 agent 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음의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일을 처리하게 된다. 

Agent: Agent 는 그리드 시스템의 각 노드에 

설치되어 동작하며, 능동적으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벤트와 이상상황을 master agent 에게 전달을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노드의 사용율(CPU, Memory, 

Swap..)에 대한 수치를 읽어 들여 master Agent 에게 

전달하며, Master Agent 는 각 노드들의 시스템 

사용율을 취합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대기중인 

Job 들의 Schedule 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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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SA 시스템 모니터링 & job accounting 모듈 

 

 RIT Class: 각 노드들의 시스템 정보(CPU UT, 

Memory usage 등)와 Job 별 resource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DB 에 저장하는 모듈이다.  

 RIT(Resource Information Transaction): 

시스템정보는 서버 노드에 설치된 agent 를 

통해 얻어지며 이를 DBI(Data Base 

interface)를 통해 DB 에 주기적으로 저장된다. 

 Job 에 대한 resource 사용량에 대한 

정보는 모니터링 모듈과 같은 형태로 각 

노드에 설치된 accounting 모듈에 의해 

수집되어 Master node 에게로 전달된다. 이 

또한 DBI 를 통해 DB 에 저장된다. 

 Web Analysis 모듈은 DB 에 저장된 노드 

정보와 Job 정보를 사용자의 query 조건에 

따라 Master node 로 수집, DB 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여 Web server 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Web server 는 분석된 data 를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 data 는 xls, csv 및 txt 형태로 

export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Web 과 

DB 간에는 JSP 와 같은 CGI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XML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3.4 데이터 수집 

(그림 3)의 데이터 수집 구조에서 보인 것 과 같이 

각 그리드 시스템 별 로컬 Accounting 정보의 추출은 

각 Queueing 시스템에 Job manager 의 raw 

data 생성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Accountin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분산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이기종 Queueing 시스템 환경에서도 각 

그리드 시스템군별의 Accounting 체계의 변경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부분에서 하는 일은 각 

서버노드로부터 이벤트와 사용수치를 수집하고, 수집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보고서 작성에 

쓰이도록 한다. 

 
 

(그림 3) 데이터 수집 구조도 

 

3.5 수집관리 및 보고서 생성 

사용자에게 노드별로 수집할 성능수치와 수집주기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분석을 위한 보고서를 
만든다. 

 
(그림 4)수집관리 및 보고서 생성 화면의 예시  

(그림 4)수집관리 및 보고서 생성을 보면 각 그리드 

시스템군별 사용율 현황과 노드별 일별 사용현황, 시

스템별 가중치가 고려된 Average CPU utilization 을 

보여준다.    

4 데이터베이스 Table 스키마

 
.        (그림 5)데이터 베이스 스키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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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atabase table 구조를 보면 각 클러스터 

정보를 관리하는 table과 resource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table로 구성되며 각 table명과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 구조 
Table name Table 설명 

CLUSTER_INFO 각 클러스터 정보 

USER_MASTER 각 클러스터별 관리 정보 

(*)_LIST 각 클러스터별 리스트 

HOST_FACTOR 각 노드별 호스트 가중치 

MONEY_(*) 구간별 HW, SW, MEM 요율 

JOB_INFO_$Cluster 사용자, 그룹별, 각 큐 정보 

UT_NODE_$Cluster 각 System Utilization 정보 

운영환경  

개발환경은 Java 이며, 웹 서버로는 Tomcat 을 

사용하였으며 DB 는 안정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상용 Database 인 Oracle 기반 하에 개발하였고 

GSA 서버 노드의 사양은 <표 2>과 같다.  

<표 2> 테스트 환경 

OS Solaris9 

DB Oracle9i 

Model Blade2000 

CPU 900Mhz 

RAM 2Gbyte 

HDD 100GB (SCSI) 

 

4. GSA 시스템의 구현 및 개선사항 

GSA 시스템 구축 이전과 GSA 에서 구현한 각 로컬 

클러스터에 대한 각 노드들의 시간대별 CPU UT 를 

분석하는 방법 및 개선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방법 및 개선사항 
항목 이전  현재 

분석 방법 
수동처리 

(Local 데이터 추출 후 합산) 
자동처리 

개선 사항 host factor 고려 안됨 
host factor 

고려됨. 

* Host factor(Host 별 성능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수치) 

n

iut
Avg

n

i
∑
== 0

1

])[(
                 (1) 

∑

∑

=

== n

i

n

i

ifactor

ifactoriut
Avg

0

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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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석 시스템에서 UT 평균을 구하는 방법 식 

(1)은 단순한 산술 평균을 취했으나, GSA 에서는 

식(2)와 같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 평균을 

구한다.  두 수식을 사용하여 표본 데이터를 각각 

처리하여 UT 평균을 구해보면 <표 4>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4> 가중치를 포함한 공식 차이에 따른 결과 

Host name UT Factor 

hostA 100% 2 

hostB 50% 1 

(공식1) (100+50)/2 = 75% 

(공식2) (100*2+50*1)/(2+1)= 83.3% 

각 시스템이 상이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똑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속도는 시스템 별로 상이하다. 

이는 작업을 처리할 때 빠른 성능을 가진 시스템의 

CPU 점유 시간은 느린 성능을 가진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GSA 의 클러스터별 평균 CPU UT 를 

구현하는 방식은 이를 고려하여 구현되었다. 이는 

클러스터 전체의 평균 사용률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한 산술평균이 아닌 시스템 성능을 반영한 가중 

평균 UT 를 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5. Future work & Conclusion 

그리드 시스템의 효과적인 사용율 분석을 위한 

수집과 관리 및 레포팅의 아키텍처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서버 계층 에서의 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베이스, 정보 관리 및 보고서 생성으로 

시스템을 나누어 클래스 구조를 설계 구현하였다. 

현재 GSA 는 각 서버 간 테스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정 중에 있으며 데이터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이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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