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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한 연구 인 라 수요를 응하기 해 

슈퍼컴퓨터 4호기 보조 가속기 시스템인 GPU 클러스터를 운  에 있다. GPU 클러스터 시스템은 사

용자들 간에 효율 인 작업 배분을 해 SLURM JOB 스 러를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LURM JOB 스 러를 통해 실행되는 사용자의 작업별 GPU 사용 통계 정보를 획득하는 방안에 

하여 소개한다.  

1. 서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GPU 클러스터 인 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수

요에 응하기 해 슈퍼컴퓨터 4호기 보조 가속기 시스

템을 운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32 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NVIDIA GPU인 TESLA V100 26 와 K40 18

가 장착된, 총 이론성능 220TFLOPS의 고성능시스템이

다[1]. 이 클러스터 시스템에는 SLURM JOB 스 러가 

설치되어 사용자들 간에 효율 인 작업 배분이 이루어지

고 있다[2]. 이러한 클러스터 시스템의 효율 인 운 을 

해 GPU 사용 통계 정보를 획득하고 리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SLURM에서 

생성되는 과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실행한 작업별 

GPU 사용 통계정보를 획득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2. 계산노드별 GPU 사용 통계 정보 축

   NVIDIA GPU는 NVIDIA Management Library 

(NVML)를 이용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5]. 

   그림 1과 같이 NVIDIA System Management 

Interface (nvidia-smi) 명령어는 NVML을 이용해 GPU의 

모니터링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한다.  

   nvidia-smi는 query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출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의 온도

(temperature.gpu), GPU코어 사용률 (utilization.gpu), 

GPU 메모리 사용률 (utilization.memory), 총 메모리 용량  

(memory.total), 비어있는 메모리 용량 (memory.free), 사

용 인 메모리 용량 (memory.used)을 그림 2와 같이 획

득하 다.

(그림 1) nvidia-smi 출력 화면

(그림 2) nvidia-smi query 출력 화면

(그림 3) 축 된 GPU 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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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nvidia-smi 명령어를 리 스의 crond 데몬

을 이용하여 5분마다 수행하여 계산노드 내부의 특정 

치에 장한다. 그림 3은 장된 GPU 사용 통계 정보를 

보여 다.

2. SLURM JOB 스 러의 작업 환경 정보  

과  정보 장

   SLURM JOB 스 러는 실행 인 사용자의 작업에 

해서 scontrol 명령어를 이용해 그림 4와 같이 작업 환

경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4) SLURM 스 러의 사용자 작업 환경 정보

   한 SLURM JOB 스 러는 SlurmDBD(Slurm 

Database Daemon)를 이용해 어카운  데이터를 아래 그

림 5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2]. 

(그림 5) SLURM 스 러 데몬 구조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별 과  정보를 얻어오기 해

서는 SLURM JOB 스 러의 sacct 명령어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 6과 같이 sacct 명령어를 이용해 작업ID, 작업 

시작 시간, 작업 종료 시간, 작업 상태 정보 등을 얻어올 

수 있다[2].

(그림 6) SLURM 스 러 sacct 출력 화면

4. Perl 스크립트를 이용한 사용자의 작업별 GPU 

사용 통계 정보 획득

   계산노드별로 축 된 GPU 사용 통계 정보와 SLURM 

JOB 스 러에서 제공하는 작업 환경 정보와 과  데이

터를 토 로 사용자의 작업별 GPU 사용 통계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erl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통계정보를 획득하 다. 작업 ID를 입력 받아서 SLURM 

JOB 스 러의 작업 환경 정보를 조회하여 작업이 동작

한 계산노드 정보를 얻어온다. 한 작업 ID를 입력 받아

서 sacct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업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상태 정보를 얻어온다. 상태 정보가 정상 으로 종료된 작

업인 경우에 작업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 으로 

작업이 동작한 계산노드로부터 GPU 사용량 통계정보를 

얻어온다. 모든 계산노드의 통계 정보를 합산하고 평균값

을 구하여 작업의 체 GPU 사용량 통계정보를 얻어 오

게 된다. 그림 7은 15개의 작업에 하여, GPU코어 사용

률, GPU 메모리 사용률, 비어있는 메모리 용량, 총 메모

리 용량, 사용 인 메모리 용량의 평균을 구한 결과를 보

여 다.

(그림 7) 사용자 작업별 GPU 사용 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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