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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LSI 통합 슈퍼컴퓨  서비스 환경에서는 다수의 사이트에서 클러스터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를 해 

로벌 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백 노드 이상의 클라이언트와 일 서버 간 통신이 이루어지

는 병렬 I/O에서 네트워크 병목 상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병목 상

이 PLSI 로벌 일 시스템의 I/O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PLSI 로벌 일시스템 테스트

베드에서 실험을 통해 네트워크 스 치의 버퍼 크기가 병목 상을 유발하며, 네트워크 스 치의 버퍼 

용량을 증가하여 I/O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 다.

1. 서론

   국가슈퍼컴퓨 공동활용체제구축(이하 PLSI) 사업에서

는 2009년 이후 국내 주요 슈퍼컴퓨 센터의 유휴 계산 

자원의 상호 연동을 통해 국내 계산과학 분야 연구자에게 

통합 슈퍼컴퓨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 다

수의 사이트에서 클러스터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를 해 

로벌 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지 까지는 로벌 

일시스템의 I/O 성능 향상을 해 주로 병렬 일시스템

과 디스크 스토리지 심의 성능 분석  최 화에 주력

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LSI  로벌 일 시스템과 

유사한 테스트 베드의 구성을 통해 I/O 성능에 향을 주

는 LAN 구간에서 데이터 네트워크의 병목 원인을 분석하

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2. 로벌 일시스템

  PLSI 일 공유 서비스[1]는 (그림 1)과 같이 병렬 일

시스템인 GPFS와 디스크 스토리지가 설치된 일 공유 

서비스 서버를 구축하고, 타 기 의 클라이언트가 일 시

스템에 직  근하는 일 공유 환경을 구 하고 있다. 

하지만, 일 액세스를 해 주로 다수의 클라이언트

(1GbE)와 일 공유 서비스 서버(10GbE) 간 여러 트래픽 

로우에 의한 패킷 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데이터 

네트워크의 병목이 일 액세스 성능에 많은 향을  

수 있다.

(그림 1) PLSI 네트워크 구성도

2. 성능 분석

  PLSI 네트워크의 성능의 원활한 분석을 해 (그림 2)

와 같이 PLSI 공유 일 서비스 환경과 유사하게 일 공

유 서비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을 해 1GbE(클라

이언트)와 10GbE(서버) 기반의 데이터 네트워크 구성을 

가지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일 액세스 성능 측정을 

해 IOzone[2] 벤치마크 로그램을 사용 했으며,  

GPFS[3]와  Lustre[4] 병렬 일 시스템 각각에 하여 

타스크 수 증가에 따른 성능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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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LSI 로벌 일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성도

  (그림 3)와 같이 일 액세스 성능 측정 결과는 병렬

일시스템의 종류와 무 하게 일 읽기 성능이 일 쓰기 

성능의 약 4분의 1로 격히 떨어져, 네트워크 구간에서 

최소 이론 송 역폭인 512MB/sec의 약 5분의 1 에 불

과하다.  

(그림 3) 데이터 네트워크 재구성  일 액세스 성능

  (그림 2)와 같이 송 구간에서 역폭이 작아지는 1 

GBE 스 치가 병목 지 으로 주목되었다. 이 스 치는 

겨우 3MB크기의 버퍼를 가지므로, 네트워크 부하 증가에 

따른 스 치 버퍼 부족으로 로우 별로 서로 다른 역

폭이 할당되어 네트워크 성능이 하 되는 TCP/IP 

bandwidth capture 효과[5]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로 인한 네트워크 성능 하가 일 읽기 성능 하의 원

인으로 보인다. 

  

(그림 4) 데이터 네트워크가 재구성된 PLSI 

로벌 일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성도

  네트워크 병목 상에 의한 일 읽기 성능 하를 개

선하기 해, (그림 4)와 같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클

라이언트가 연결된 1 GbE 스 치를 768MB의 용량 버

퍼를 가진 스 치로 체 구성했다. 

  버퍼가 큰 스 치로 재구성된 테스트베드에서 일 읽

기 성능은, Figure 5 와 같이 재구성 이후 약 450 MB/sec

를 상회하여 최소 4배 이상 향상 되었다.

(그림 5) 데이터 네트워크 재구성 후 일 액세스 성능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LSI 일 공유 서비스의 성능에 향을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병목 요인을 분석했다. 서비

스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에서 측정된 일 읽기 성능

이 일 쓰기 성능 비 히 떨어지는 원인이 데이터 

네트워크에 한 부 한 튜닝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

다.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 치의 버퍼 용량을 증

가시키면 일 읽기 성능을 4배 이상 개선할 수 있었고, 

이는 데이터 네트워크가 일 액세스 성능에 미치는 향

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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