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슈퍼컴퓨터는 계산 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주로

과학계산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응용 분야에서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처

리가 요구됨에 따라 슈퍼컴퓨터의 활용 분야가 점차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1][2] 슈퍼컴퓨터는 주로

MPI와 같은 병렬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수백~수천

노드의 컴퓨팅 자원을 고성능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복잡한 계산이나 대규모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데

일부 노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 전체적

인 시스템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슈퍼컴

퓨터에서 모니터링과 성능 분석은 슈퍼컴퓨터를 구

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확

장가능하면서 유연한 구조의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시스템 모니터

링 및 성능 분석 프레임워크로서 Performance

Co-Pilot, 커널 수준의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프레

임워크로서 Bpftrace, 모니터링 가시화 프레임워크로

서 Grafana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

여 슈퍼컴퓨터에서 요구되어지는 유연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함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슈퍼컴

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본 논

문에서 활용한 관련 기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4장

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결

론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2.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의

요구사항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될 필요

가 있다.

Performance Co-Pilot, Bpftrace, Grafana 기반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곽재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jhkwak@kisti.re.kr

A study on how to build a supercomputer
monitoring and performance analysis system
based on Performance Co-Pilot, Bpftrace and

Grafana

Jae-Hyuck Kwak*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 약

슈퍼컴퓨터는 수백~수천 노드의 컴퓨팅 자원이 연결되어 복잡한 계산이나 대규모 데이터를 병렬 처
리하며 일부 노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모니터링과 성능 분석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Performance Co-Pilot, Bpftrace, Grafana를 활용한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확장가능하면서도
유연한 구조의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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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슈퍼컴퓨터 아키텍처 대응

슈퍼컴퓨터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차이

점이 있으며 그림 1과 같다. 클라우드는 가상 머신

기반으로 한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면 슈퍼

컴퓨터는 대규모 계산 작업의 병렬 처리를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인프라 구조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슈퍼컴퓨터는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를 가지는

데 모든 노드는 Infiniband와 같은 초고속 인터커넥

트로 연결되어 있고 PBS, Slurm과 같은 큐잉시스템

에 의해서 관리되며 대부분 로컬 스토리지 없이

Lustre와 같은 병렬파일시스템을 공유 스토리지로

사용한다. 따라서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

석 시스템 구축 시에는 이와 같은 슈퍼컴퓨터 아키

텍처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슈퍼컴퓨터 아키

텍처 비교

(2)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트릭 확장성

슈퍼컴퓨터는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설치

될 수 있고 MPI와 같은 병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므로 일부 노드의 문제 상황이 전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 수준과 커널 수준에서 시스템의 현재 상

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프라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모니터링 및 성능 분

석 메트릭에 대한 동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모

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트릭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 확장성이 요구된다.

(3)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트릭 시각화 유연성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을 위한 시각화는 인프라

운영 시에 관리자가 시스템 전반적인 상황을 신속하

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관리자가 요구하는 모니

터링 및 성능 분석 메트릭에 대한 시각화에 유연성

이 요구된다. 관리자는 라이브 데이터 및 히스토리

데이터로부터 인프라 운영 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트릭을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하며 문

제 상황에 따라서 시각화되는 정보를 유연하게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련 기술 분석

(1) Performance Co-Pilot

Performance Co-Pilot(PCP)[3]은 시스템 성능 분

석 툴킷으로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를 수집, 통합, 분

석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림 2는 PCP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 PCP 구조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호스트는

pmcd(Performance Metrics Collector Daemon)을 실

행하며 동일한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pmda(Performance Metrics Domains Agent)를 제

어하는데 각각의 pmda는 목적에 맞는 성능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mlogger는 pmcd로부터

성능 정보를 기록한다. pmproxy는 모든 PCP서비스

에 대한 REST API를 제공하며 pmlogger에 의해

생성된 아카이브를 red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빠르고 확장 가능한 시계열 쿼리를 지원한다.

pmie(Performance Metrics Inference Engine)는 성

능에 관한 자동화된 필터링과 추론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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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pftrace

Bpftrace[4]는 BCC(BPF Compiler Collection),

BPF(Berkeley Packet Filter)[5] 기반 고수준 트레이

싱 언어이다. 그림 3은 Bpftrace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Bpftrace는 프로브(probe)에 부착하고 프로그

램을 로드한 후에 계측(instrumentation)을 수행하기

위해서 libbcc, libbpf를 사용하며 스크립트를 BPF

바이트코드로 컴파일하기 위해서 LLVM을 백엔드로

사용한다. Bpftrace는 kprobe, uprobe와 같은 동적

계측부터 tracepoints, USDT와 같은 정적 계측까지

다양한 이벤트 소스를 지원하여 시스템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내부를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3) Bpftrace 구조

(3) Grafana

Grafana[6]는 관측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데 최적화

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및 대화형 시

각화 웹 프레임워크로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

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쿼리하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Grafana는 PCP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수 있어서 PCP에서 수집된 다양한

메트릭을 사용자 정의 기반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가

능하다.

4. PCP, Bpftrace, Grafana 기반 슈퍼컴퓨터 모니

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PCP, Bpftrace, Grafana 기반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구조

PCP는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

을 위한 코어 프레임워크로 사용하였다. Bpftrace는

커널 수준의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프레임워크로서

PCP의 pmda로서 통합하였다. 슈퍼컴퓨터에서 운영

되는 큐잉시스템, 병렬파일시스템, 고성능 인터커넥

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트릭은 pmda로

서 PCP에 연동될 수 있다. Grafana는 PCP를 데이

터소스로 사용하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가시화

프레임워크로서 구성하였다. pmda에서 수집되는 모

니터링 및 성능 분석 매트릭은 Grafana를 통해 표출

되며 Grafana의 동적인 대시보드 및 패널 생성 기능

으로 인해 인프라 관리자의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슈퍼컴퓨터 아키텍처에서 PCP, Bpftrace, Grafana

기반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을

적용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PCP, Bpftrace, Grafana 기반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시스템 적용

슈퍼컴퓨터의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에는

pmda, pmcd가 설치되어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120 -



트릭을 수집한다. 로거 노드는 별도로 구성되어

pmlogger를 통해 슈퍼컴퓨터로부터 수집된 모니터

링 및 성능 분석 메트릭을 통합하고 pmie를 통해

관리자가 요구하는 성능에 관한 자동화된 필터링과

추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pmproxy를 통해

서 Grafana를 위한 데이터 소스로서 연동된다. 로거

노드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슈퍼컴퓨

터 IP주소 범위 이외에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트

릭 데이터를 요청하는 가시화 노드 IP주소에서만 접

근되도록 방화벽을 설정하면 된다. 가시화 노드는

Grafana를 통해 PCP에서 수집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데이터를 표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Grafana의 유연한 구조로 인해 인프라 관리자의 요

구 사항에 맞는 최적화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

트릭 데이터 가시화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슈퍼컴퓨터 모니

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에 기반한 인프라 관리자

의 작업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시스템에기반한인프라관리자작업흐름

인프라 관리자는 pmie를 통해 슈퍼컴퓨터의 이상

상황에 대한 알람 규칙을 생성하고 Grafana에 이를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데이터를 표출하는 요약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모니

터링한다. 알람이 발생하게 되면 알림이 리턴한 노

드 정보를 기반으로 노드별 대시보드에서 노드의 현

재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다. 만약,

노드별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메트릭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저수준에서 문제점을 파

악하기 위해서 Bpftrace 스크립트를 통해 커널 수준

의 쿼리를 구성하고 Grafana에 패널을 동적으로 추

가함으로서 계속해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한다. 문제 상황이 파악되었다면 문제점을 해결

하고 알람이 오프된 것을 확인 한 후에 요약 대시보

드를 모니터링하는 상태로 복귀하면 된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PCP, Bpftrace, Grafana를 통합하

여 유연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슈퍼컴퓨터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

다. 슈퍼컴퓨터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차

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PCP와

Bpftrace는 확장 가능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프

레임워크를 제공하며 Grafana는 인프라 관리자가 필

요로 하는 유연하면서도 최적화된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슈퍼컴퓨터

아키텍쳐 기반으로 각각의 프레임워크를 통합 구성

하는 방안을 보이고 이에 기반한 인프라 관리자의

작업 흐름을 정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슈퍼컴퓨터 모

니터링 및 성능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슈퍼컴퓨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다수

의 사용자에 의해서 공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

속하면서 정교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해서 슈퍼컴퓨터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pmda 개발이나 알람 규칙 개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것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 본 연구는 2021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주요사업 과제(K-21-L02-C08-S01, 초고성

능컴퓨팅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 환경 개발 및 구축)

로 수행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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