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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olunteer Computing 환경에서 로젝트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의 유휴 컴퓨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

하기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로젝트 서버로부터 받아온 외부작업과 클라이언트의 고유작

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능간섭을 최소화시키기 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논문은 표 인 Volunteer 

Computing 랫폼인 BOINC 환경에서 외부작업이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에 미치는 성능간섭을 확인하

기 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원인에 한 분석을 제시하 다. 실험 결과 고유작업의 쓰 드 

수가 증가하거나 체 연산에서 I/O 작업의 비 이 높을수록 성능간섭이 늘어나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사용자가 Volunteer Computing 어 리 이션을 운 할 시 고유작업의 특징을 고

려하여 성능간섭을 최소화 하는 옵션을 설정하는 목 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Volunteer Computing(VC)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클라이

언트의 유휴 컴퓨  자원들을 이용해 서버의 처리량을 늘

려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분산 컴퓨  패

러다임이다. 이러한 VC는 연산 작업이 많이 필요한 과학

 연구 로젝트에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 이유는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유휴 컴퓨  자원을 이용해 결과를 반환받

음으로서 로젝트의 비용을 이고 자원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인 VC 랫폼인 BOINC를 

이용하고 있는 과학  로젝트는 재 BOINC 홈페이지

에 공개 으로 약 34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재 174,836

명 참여자와 587,042 의 컴퓨터가 BOINC 로젝트 서버

에 연결되어 자신의 유휴 컴퓨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1]. 기부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질수록, 많은 유휴 컴퓨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VC 랫폼에서 서버의 작업 할당 

 리 개선에 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서버의 

효율 인 요청 처리와 최 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휴 컴퓨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가 

로젝트 서버로 부터 받아온 외부작업 수행에 따른 클라이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

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

587,(기반SW-창조씨앗1단계) 분산 클라우드 기반 유무선 컴퓨  

시스템의 유휴자원 공유 랫폼 개발)

언트의 성능간섭은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클라이언

트에서 외부작업 처리로 인한 CPU사용률  네트워크 트

래픽 제한 등은 아직까지 성능간섭을 일으키고 있다. 향

후, 사물 인터넷제품과 같은 경량화 된 하드웨어의 유휴 

컴퓨  자원 사용에서도,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는 외부작

업으로 인한 성능간섭은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처리에 

지연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2].

  본 논문에서는 VC 랫폼인 BOINC를 이용하여 로젝

트 서버로부터 받아온 외부작업 수행에 한 클라이언트

의 유휴 컴퓨  자원제공 정도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성능

간섭을 분석 하 다. 그 결과, 외부작업에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할당할수록 클라이언트에서 나타나는 고유작업에 

한 성능간섭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VC 랫폼에서 클라

이언트의 외부작업으로 인한 성능간섭 개선에 련된 연

구를 살펴본다. 3장은 VC 랫폼인 BOINC의 동작방식을 

살펴보고, 4장은 클라이언트가 받아온 외부작업에 의한 성

능간섭 실험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내용을 서술한다.

2. 련 연구

  [3]은 “Available volunteering computing” 랫폼을 제시

하여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특성을 식별하고, 외부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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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머신에서 동 으로 스 링을 하여 고유작업에 한 

성능간섭을 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4]는 Peer-To-Peer 근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임계치를 넘는 자원이 필요한 고유작업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그들의 

유휴 컴퓨  자원 사용을 요청하여 자신의 고유작업을 처

리하는 임 워크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5]는 로컬 CPU 스 링을 최 화한 “Th

e adaptive priority tuning middleware system”을 제시하

다.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BOINC의 자원 사용 설정과 

고유 운 체제 정보를 수집한다. CPU 사용량이 낮게 설

정된(사용률 90%이하) 외부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

으로 우선순 를 두어 제시한 BOINC 미들웨어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반 한다. 순정의 BOINC 시스템에서 클라이

언트의 고유작업 처리 시간보다 낮은 처리 시간으로 외부

작업을 처리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VC 랫폼의 클라이언트에서 외부작업으로 인

한 성능간섭 개선 연구는 VC 랫폼의 서버 연구만큼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

트의 고유작업에 한 성능간섭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

지 않고 있다.

3. BOINC 시스템

(그림 1) BOINC 구조

  

  BOINC는 기본 으로 로젝트 서버에는 BOINC-서버 

컴포 트, 클라이언트에는 BOINC-클라이언트 컴포 트가 

설치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미들웨어이다. (그림 1)에

서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수행할 외부작업을 로젝트 서

버로 요청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작업을 송한다. 

클라이언트는 작업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유휴 컴퓨  자원

을 사용해 외부작업을 처리 후 결과를 로젝트 서버에게 

반환한다. BOINC-클라이언트 컴포 트의 구조를 살펴보

자면,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분류되어 클라이언트에 설치되

어 동작한다. 각 동작은 아래를 참고한다[6].

● BOINC CORE CLIENT – 스 러, 일 업로드와 다

운로드, 외부작업 수행  배치를 담당한다. 외부작업 처

리에 한 기본 스 링은 선 인 라운드 로빈 방식이

다.

● BOINC MANAGER – 로젝트 참여자에게 그래픽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외부작업 계산 정도를 조 한다. 외

부작업 진행정도와 완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BOINC 

CORE CLIENT와 TCP로 RPC(Remote procedure call)를 

이용해 통신한다.

● BOINC SCREENSAVER – 클라이언트의 동작이 없을 

시, 코어 클라이언트와 통신하여 풀-스크린 그래픽으로 

동작 인 외부작업의 상태를 클라이언트의 모니터 화면에 

노출한다.

 

  클라이언트는 로젝트 서버로부터 받아온 외부작업에 

해 CPU스 링을 하는데, 외부작업은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과 함께 운 체제의 상단에서 제일 낮은 우선순

로 스 링 된다[2]. 외부작업과 고유작업은 공유된 메

모리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서 고유작업의 페이지 폴트

율이 증가한다. 우선순 가 더 높은 고유작업이 실행될 

때, 공유 메모리에 재되어 외부작업 처리에 사용되고 있

던 페이지들에 의한 페이지 폴트와, 클라이언트의 고유작

업이 가상 메모리로부터 가져오는 페이지 폴트에 의한 오

버헤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성능 평가

  로젝트 서버로 부터 받아오는 외부작업으로 인한 클

라이언트의 성능간섭 분석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 환경은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과학  로젝트인 SETI

@home[7] 서버로부터 받아온 외부작업이 수행 되는 클라

이언트 환경과 수행 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구분

한다. 실험 환경 구성은 <표 1>과 같다. 클라이언트의 외

부작업 정도는 cc_config.xml 일에서 소 트웨어 벨의 

쓰 드를 생성하는 npuc의 값을 각 1, 50, 100으로 수정하

여 외부작업을 수행하는 쓰 드를 각 1개, 50개, 100개씩 

수행한다.

CPU  i5-4590T CPU@2.00GHz

RAM  8GB

MEMORY  500G

OS  Ubuntu 14.04LTS

BOINC VERSION  7.2.47

 BOINC PROJECT  SETI@home

<표 1> 실험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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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분석 방법은 시스템 벤치마크 툴인 Sysbench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고유작업의 처리 시간을 기 으로 외

부작업으로부터의 성능간섭 정도를 3가지 방법으로 분류

하 다. 첫 번째로, 로젝트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가 받

아온 외부작업 수행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처리 

시간과 두 번째로, 외부작업이 수행되는 환경에서 고유작

업의 쓰 드 개수에 따른 처리 시간을 비교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작업 수행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을 비교  분석 한다.  

4.1 외부작업 수행에 따른 성능 분석

  클라이언트는 ncpu가 50으로 설정된 BOINC-클라이언

트로부터 할당된 외부작업의 수행으로 고유작업 처리에 

쓰 드가 1개일 때와 4개일 때의 CPU 처리 시간을 측정

한다. (그림 2)는 소수를 찾는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에 

해 외부작업이 수행되는 클라이언트와 수행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에서의 성능 분석 결과 그래 이다. 외부작업이 

수행될 때가 더 긴 처리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그림 2)를 

통해 확인 했다. 소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외부작업이 수

행되는 것과 수행되지 않는 작업간의 차이가 선형 으로 

증가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처리에 해 쓰

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외부작업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처리 시간이 외부작업이 없는 환경에 비해 증가

했다. 

(그림 2) 외부작업 수행에 따른 고유작업 처리 시간

4.2 고유작업 쓰 드 개수에 따른 성능 분석

  로젝트 서버로 부터 받아온 외부작업에 할당되는 유

휴 컴퓨  자원에 해 소 트웨어 벨 쓰 드 ncpu에 

해 순서 로 1, 50, 100을 입하고, 이에 따른 클라이언

트의 고유작업을 처리하는 쓰 드의 개수에 따라 (a), (b), 

(c)로 각 1개, 2개, 4개씩 할당한다. (그림 3)은 소수와 쓰

드의 개수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처리 시간을 

외부작업 정도에 따라 나타낸 그래 이다. 

  (a), (c)를 비교해보면, ncpu1과 ncpu100의 차이가 (a)보

(a) 쓰 드가 1개 일 때 고유작업 처리 시간

                 

(b) 쓰 드가 2개 일 때 고유작업 처리 시간

(c) 쓰 드가 4개 일 때 고유작업 처리 시간

(그림 3) 쓰 드 개수에 따른 외부작업 처리 시간

다 (c)가 더 폭이 넓다. (a)에서는 각 ncpu에 따른 고유작

업 처리 시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에 쓰 드를 2개 이상 할당하면 ncpu1과 ncpu100의 처   

리 시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 (a)에서 ncpu50, ncpu100 처

리 시간은 ncpu1에 비해 둘 다 평균 으로 약 3.67%씩 

증가하 다. (b)와 (c)의 각 ncpu1 처리 시간을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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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이 (b)에서는 ncpu50일 때 10.22%, ncpu100일 때 

13.12% 증가 했고. (c)에서는 각 19.25%. 21.33%로 (b)에

서 보다 처리 시간이 더 증가했다.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을 처리하는 쓰 드가 많아질수록, 외부작업이 요구하는 

유휴 컴퓨  자원이 많을수록 클라이언트에서 나타나는 

성능간섭이 증가했다.

             

4.3 외부작업 수행에 따른 OLTP 성능 분석

  이번 장에서는 용량 데이터 입출력을 수행하는 OLT

P 작업의 성능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OLTP 작

업은 MySQL 5.5 환경에서 1분 동안의 입출력 작업을 통

해 진행하 으며, SETI@home의 외부작업과 고유작업이 

동시에 수행되는 환경과 고유작업만 독립 으로 수행되는 

환경을 비교하 다.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에 사용되는 쓰

드의 개수는 8개로 동일하게 설정하 다.

(그림 4) OLTP 성능

  (그림 4)는 외부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OLT

P 성능 결과와 외부작업이 수행되는 환경에서 ncpu 값을 

1, 50, 100으로 할당하여 측정한 OLTP작업의 성능 결과를 

비교한 그래 이다. 외부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환경의 RE

AD 요청 개수와 WRITE 요청 개수의 합을 100%(총 561,

690번)로 정한 기 에 해, ncpu1은 8.11%, ncpu50은 14.

22%, ncpu100은 23.59% 만큼 READ 요청 개수와 WRIT

E 요청 개수 합이 어들었다. 결과 으로 I/O-Intensive

한 고유작업 수행  VC 작업을 증가시킬 경우 성능 

하 비율이 늘어났다. 이는 I/O 작업이 요구하는 메모리 

역을 VC 작업이 선 하면서 스와핑 상이 발생하고 결

과 으로 성능 하로 이어졌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VC 환경의 외부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클라이언트 고유작업에 한 성능간섭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원인에 한 분석을 제시하 다. 실험의 

결과로 더욱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외부작업일수록, 쓰

드가 많이 쓰이는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 일수록 공유메

모리를 사용하는 VC 랫폼에서 성능간섭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클라이언트에서 자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특정 고유작업을 식별하고 자원 사용 정도에 한 

임계치를 두어, 그 임계치가 넘어갔을 때 성능간섭으로 간

주하여 외부작업에 제공되는 유휴 컴퓨  자원을 조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외부작업과 고유작업의 처리에 사

용되는 공유메모리에 클라이언트의 고유작업을 기 으로 

외부작업 페이지들의 재 비율을 동 으로 조 하는 소

트웨어  리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향후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에 한 고유작업의 연산 패턴을 

고려한 메모리 블록 최 화 기법에 하여 연구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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