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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러스터 시스템의 응용 분야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워크로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워크로드 분석으로는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는데 특히 파일 단위의 동적 접근 분석

도 이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용 병렬 파일 시스템으로 많이 보급된 PVFS2 에 파일 단위 
접근 기록을 가능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 기능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1. 서론 

클러스터 시스템의 응용 분야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

에 따라,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워크로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파일 시스

템을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따라 최적화함으로써 보
다 나은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1,2]. 이러한 워
크로드 분석에는 파일 단위 접근에 대한 동적 기록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고 있다[3]. 

PVFS(Parallel Virtual File System)는 클러스터 시스템

의 확산과 함께 병렬 파일 시스템 연구에 활발이 이
용되고 있으나 동적 워크로드를 분석하기 위한 별도

의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4]. 본 연구에서는 
PVFS2 가 제공하는 디버깅 도구에 기능을 추가하여 
파일 단위 접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PVFS2
의 현 상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3 장에서는 파일 단
위 접근 로그 생성기의 구조를 설명한다. 4 장에서는 
구현 환경, 생성된 예제 로그 및 활용 가능성을 설명

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에 대하여 기술한다. 
 

2. PVFS2 (Parallel Virtual File System ver. 2) 

파일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병렬 파일 
시스템이 취하는 방식이 RAID 0 처럼 파일을 쪼개서

(stripe) 서로 다른 볼륨에 저장하는 것이다. Clemson 
대학에서 개발된 PVFS(Parallel Virtual File System) 역시 
I/O 를 담당하는 복수 I/O 노드에 파일이 분산되어 저
장되며 이에 대한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노드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때 I/O 노드와 관리 노드의 역할

을 하는 프로세스는 단일 노드 내에 위치 할 수 있다
[5,6]. 

PVFS 의 기능에 설치의 편리성, 이질적인 클러스터 

시스템 지원 및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를 위한 모듈화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개발된 것이 PVFS 버
전 2 이다. PVFS 가 TCP/IP 위주의 프로토콜을 사용하

는 반면, PVFS2 는 클러스터 시스템용 고성능 네트워

크인 미리넷과 인피니밴드를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4,7]. 

현재 PVFS2 는 IO 패턴 분석과 같은 동적인 로그 
생성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디버깅을 목적으

로 하는 디버거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그
림 1 처럼 PVFS2 소스 코드중 원하는 위치에 디버깅

문을 기술한뒤 그림 2 와 같이 런타임에 선택적으로 
디버깅 로그를 생성할수 있다. 
 
gossip_debug(GOSSIP_MKDIR_DEBUG,  

"creating dspace on coll_id %d\n", 
s_op->u.mkdir.fs_id); 

(그림 1) PVFS2 의 예제 디버깅문 

 
[c00]$ pvfs2-set-debugmask -m /mnt/pvfs2 all 
Setting debugmask on all servers 
[c00]$ pvfs2-set-debugmask -m /mnt/pvfs2 none 
Setting debugmask on all servers 

(그림 2) PVFS2 의 디버깅 실행 및 종료 예제 

 
3. 파일 단위 접근 로그 생성기 

앞서 설명한 것처럼 PVFS 는 단일 파일 데이터를 여
러 IO 서버에 일정한 크기로 쪼개어서 저장하며 이러

한 조각을 디스트리뷰션(Distribution)이라고 부른다[4]. 
PVFS2 는 이 디스트리뷰션 단위로 서비스를 수행하

므로 각 서버들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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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차원의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PVFS2 클라이언트는 VFS 에서 File Open 과 File Close
를 요청하더라고 서버측으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메타테디터 서버에 파일 관련 정보

를 수정하기는 하나 각 IO 서버의 실제 작업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서버의 도움없이 각 
IO 서버들이 파일접근에 대한 로그를 기록할수 있어

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PVFS2 의 모든 

서버들이 파일 차원의 정보를 수용하고 이를 기록하

도록 하기 위해 수정 개발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3 은 파일 단위 접근 로그생성기의 구조를 보여

준다. 현 PVFS2 의 구조에 클라이언트측에는 커널 모
듈을 수정하였고, 서버측에는 상태기계(State Machine)
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루틴을 수정하였다.  
 

 
(그림 3) File 접근 로그 생성기의 구조 

 
3.1. 클라이언트 측 추가 모듈 

PVFS2 클라이언트는 수행하고자 하는 IO 오퍼레이션

에 대하여 서버측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pvfs2-client' 
데몬과 VFS의 요청을 감지하여 'pvfs2-client' 데몬에게 
이를 전달하는 'pvfs2.o' 모듈이 존재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pvfs2.o' 모듈이 File Open
과 Close 호출시 이를 'pvfs2-client' 데몬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후 'pvfs2-client' 데몬은 Open mode 와 같은 
관련 정보와 서버에서 로그를 생성할 상태기계를 기
술하여 각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하게된다. 즉 기존의 
클라이언트는 File Open 과 Close 시 서버에 아무런 요
청도 수행하지 않았으나 파일 단위 접근 로그 생성기

에서는 파일 개방 정보를 각 서버에 전달하도록 하였

다. 
 
3.1. 서버측 측 상태 기계 

PVFS2 서버측에는 파일 단위 접근 기록을 전담할 상
태 기계를 추가하였다. 별도의 상태 기계의 추가없이 
로그의 생성도 가능하나, 향후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

량의 증가와 세부적인 통계 기능등이 추가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로그 생성을 전담하기 위한 상태 기계를 
새로 추가하였다. 

추가된 상태 기계는 파일 접근에 대한 정보를 
PVFS2 자체 디버거인 'gossip_debug'를 이용하여 비교

적 간단하면서도 시간 기록면에서는 자세하게 정보를 
기록할수 있도록 하였다. 
 
4. 구현 

본 장에서는 구현 환경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
명한다. 구축이 용이한 소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을 대
상으로 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4.1. 구현 환경 

표 1 은 구현에 사용된 소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의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보여준다. 
 

<표 1> 클러스터 시스템 구성요소 
1 Client, 1 Management node, and 3 IODs 
CPU Intel Pentium 4  XEON 2.8  
Memory 1GB 
HDD 80GB IDE  
Networks Fast Ethernet 
OS Linux - 2.4.22 
PVFS PVFS2 - 1.4.0 

 
4.2. 실험 결과 

표 2 는 클라이언트들에서 동시적으로 파일을 생성하

면서 그동안 생성된 로그중 파일 접근에 대한 로그만

을 기록한 것이다. 
표와 같이 현재 개방하는 파일의 용도 및 해당 서

버가 IO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는 파일수, 해당 서버의 
로컬 시간에 기반을 둔 접근 시각등이 기록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비교적 쉽게 구
할 수 있는 병렬 파일 시스템인 PVFS2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IO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일 
단위 접근에 대한 로그 생성기의 구현를 설명하였다. 

PVFS2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측에 로깅을 담당할 모듈과 상태 기계를 추가

하였다. 현재로서는 간단한 접근 정보를 기록하고 있
으나 별도의 상태 기계를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서 향
후 세부적인 기능의 확대 요구시 이를 반영하기 쉽도

록하였다.  
본 파일 접근 로그 생성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

적인 IO패턴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며 파일 단위 동시성 제어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PVFS2에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생성되는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고 생성된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도구의 추가 개발

을 계획중이며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테스트를 통하여 
오버헤드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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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테스트 결과: 생성된 로그 예제 
Meta Server: 
compute-0-2 

[D 17:20:00.199599]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open | Write Open 1 files.

[D 17:20:00.942897]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open | Write Open 2 files.

[D 17:20:00.989541]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close | Write Open 1 files.

[D 17:20:02.326859]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close | Write Open 0 files.

IO Server: 
compute-0-4 

[D 17:24:38.048864]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open | Write Open 1 files.

[D 17:24:38.792172]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open | Write Open 2 files.

[D 17:24:38.838830]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close | Write Open 1 files.

[D 17:24:40.176128]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close | Write Open 0 files.

IO Server: 
compute-0-5 

[D 17:20:52.675363]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open | Write Open 1 files.

[D 17:20:53.418607]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open | Write Open 2 files.

[D 17:20:53.465240]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close | Write Open 1 files.

[D 17:20:54.802636]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close | Write Open 0 files.

IO Server: 
compute-0-6 

[D 17:24:27.894551]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open | Write Open 1 files.

[D 17:24:28.637798]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open | Write Open 2 files.

[D 17:24:28.684430]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close | Write Open 1 files.

[D 17:24:30.021842] [File open logger SM]: Write mode file close | Write Open 0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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