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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 1 절 배경 및 필요성
로컬 스케줄러의 필요성
슈퍼컴퓨터는 HPL(High Performance LINPACK)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계산에
관여한 연산(operation)이 초당 얼마나 많이 실행되었는가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따라
서,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계산 속도에 관여하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성능 향상과 상호 연결의 효용성을 통한 성능 저하 요인을 최
소화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사용자들이 실행하는 여
러 형태의 작업들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System Utilization)
을 향상시키는 것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

그림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시스템 활용율

그림 1-1은 NERSC(National Energy Research Scientific Computing Center)에서 보유
하고 있는 SGI/Cray T3E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한 자료로 사용자의 작업 특성에 따라
전체 시스템 성능의 활용율이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보여준다. NERSC의 Cray T3E 시스
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통해 이론적인 최고 성능이 실제 결과와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인 시스템 성능이 580 GFlops를 나타
내지만 LINPACK 벤치마크 실행 결과 시스템 효율 성능은 76.6%로 저하되고, NAS
Parallel 벤치마크 형태의 작업들만 실행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활용율은 5%로 낮아지
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즉, 계산 집약적인 형태의 작업이 아닌 경우 CPU 활용율이 낮아지게 되어 전체 시스템
의 활용율도 낮아지게 될 수 있고, 여러 자원에 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통신을 하
게 될 경우나 디스크 I/O 작업이 필요한 경우, 동기화 또는 작업의 직렬화와 같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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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해 시스템의 활용율이 낮아질 수 있다. 사용자의 작업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
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스케줄러(Scheduler)이므로 전체 시스템의 활용
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맞는 적절한 스케줄러를 사용하는 것이 슈퍼컴퓨
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글로벌 메타 스케줄러의 필요성
슈퍼컴퓨터는 페타스케일 시대를 지나 엑사스케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엑사
스케일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2013년 6월 현재 최
고의 슈퍼컴퓨터인 Tienhe-2는 실측성능이 약 34 페타플롭스로 약 18MWatt의 전력을 소
요하고 있으며 이는 2,0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즉, 이 규모로 엑
사스케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중형 이상의 발전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많은 분
야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빠르게 결과를 얻고 있으나, 엑사스케일 규모의 시스템
자원 전체를 한꺼번에 이용하여 하나의 작업을 실행하는 응용 분야는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병렬 확장성의 문제와 하드웨어의 문제에
대해 빠른 복구 및 결함포용을 통한 고가용성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를 구축하여 작업을 실행하는 capability 측면이 아닌
capacity 측면으로의 접근이 제안되고 있다. 즉, 페타스케일의 슈퍼컴퓨터를 여러대
구축하여 각각의 응용분야에 맞는 환경으로 이용하고 하나의 슈퍼컴퓨터 또는 클러스
터를 넘어서는 자원의 요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
다. 이를 위해 KISTI에서 PLSI라는 공동활용서비스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HTC(High Throughput Computing)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단일 환경으로 설정을 맞추어 이기종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보고서는 향후 공동활용 체계가 구축되고 이기종 시스템들이 상호 연동하여 사용자
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메타 스케줄러의 기능과 현재 가능
한 방안에 대한 분석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메타 스케줄러 뿐 아니라 각각의 클
러스터 연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로컬 스케줄러에 대한 기술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일반적은 스케줄러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컬 스케줄러의 기능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공동활용 서비스에 필요한 메타 스
케줄러와 SAGA, DRMAA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간단히 구현한 메타스케줄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통해 정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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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용어 정의

스케줄러는 컴퓨팅 자원을 사용자의 작업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원과 작업
을 매칭(matching)하는 스케줄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요소를 강
조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운다. RJMS의 다른 이름들로는 JMS(Job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System),

RMS(Resource

Management

스케줄러(Scheduler),

System),

Queuing

LRMS(Local

System,

배치

Resource

시스템(Batch

System), 배치 스케줄러(Batch Scheduler), Workload Management System(Platform)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스케줄러 전체 시스템에 대해 RJMS로 통일한다.

그리드

클러스터

위키백과에 의하면 클러트서 컴퓨팅은
“컴퓨터 클러스터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컴
퓨터들의 집합을 말한다.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고속의 근거리 통신
망으로 연결된다. 컴퓨팅 노드들은 클러스터 미들웨어라는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관
리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단일 시스템 이미지 개념으로 하나의
커다란 컴퓨팅 단위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1)
마찬가지로 그리드 컴퓨팅은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은 분산 병렬 컴퓨팅의 한 분야로서, 원거리 통신망
(WAN: Wide Area Network)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heteregeneous) 컴퓨터들을
묶어 가상의 대용량 고성능 컴퓨터를 구성하여 고도의 연산 작업 혹은 대용량 처리
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2)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클러스터와 그리드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연결 방식과 자
원의 기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클러스터는 고속의 근거리 통신(LAN: Local Area
Network)으로 연결되어 빠르게 통신이 가능하고 그리드는 원거리 통신망(WAN)을 활용
하여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에서 필요로 하는 통신을 지원하기 어려운 형태
이다. 또한, 단일 클러스터에서도 오늘날은 CPU, GPU, MIC(Many Integrated Core)와
같은 이기종(heterogeneous)의 장치들이 혼합되어 있으나 노드 내부가 아닌 각각의 노
드는 동일한 형태(homogeneous)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드는 노드들 간에도 이
1) http://ko.wikipedia.org/wiki/컴퓨터_클러스터
2) http://ko.wikipedia.org/wiki/그리드_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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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의 클러스터는 동일한
형태의 자원이 빠른 근거리 네트워크로 연결된 형태를 나타내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그리드는 이러한 클러스터가 원거리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원
자원은 일반적으로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이용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노드(Node)라는 단위로 명명한다. 즉, 노드에 속한 자원
들은 하나의 중앙 컨트롤러에 의해 관리되고 제어될 수 있다.

작업

태스크

작업은 사용자가 자원 할당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나 또는 여러 노드를 할당받을 수 있
다. 따라서, 작업에는 자원에 대한 요청 정보와 해당 자원에서 실행할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본 문서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에 대해 RJMS가 자원을 할
당한 이후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태스크라 명명한다.

스케줄러

메타 스케줄러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스케줄러라 하는데 RJMS의 하위 시스템 중 하나이다.
Moab, Maui, GRMS, GridWay 등 몇몇 스케줄러는 클러스터가 아닌 그리드 시스템에 대
하여 스케줄링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스케줄러를 메타 스케줄러(Meta Scheduler)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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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슈퍼컴퓨터의 특성
슈퍼컴퓨터는 현재 페타스케일(Peta-scale) 컴퓨팅 시대를 맞이하였고, 수십만개 이
상의 많은 코어로 구성되고 있다. 2008년 6월 미국의 슈퍼컴퓨터인 Roadrunner 시스템
이 세계 최초로 1 페타플롭스(PFLOPS) 성능을 달성한 이후로, 2013년 6월 현재 37대의
슈퍼컴퓨터가 1 페타플롭스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25대의 시스템이 100,000
개 이상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다.
○ 초고성능컴퓨터는 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한 환경과 가속기를 장착한 헤테로컴퓨팅
환경으로 이동하는 추세임
- 붉은색 : 심플하고 단순한 프로세서를 가속기 형태로 추가 장착하여 사용자
작업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성 (4 systems)
- 초록색 : 심플하고 단순한 RISC 프로세서로 저전력 시스템 구성 (4 systems)
- 푸른색 : 전통적으로 빠른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로 구성 (2 systems)

그림

초고성능컴퓨터 시스템 정보

○ 슈퍼컴퓨터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그린 컴퓨팅(Green500)에서도 저전력 프로세
서를 탑재한 환경과 가속기를 장착한 헤테로컴퓨팅 환경이 대세임
- 10위 시스템은 모두 가속기를 포함한 형태로 구성됨
- 48위 중 가속기를 장착한 시스템은 14대이고 저전력 프로세서로 구성된 시스
템이 24대임
- 48위 중 전통적으로 빠른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로 구성된 시스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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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치 스케줄러 기능
배치 스케줄러 특성
배치 스케줄러를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첫 번째는 자원
(Resource)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자원의 선택, 작업에 자원을 매칭, 작업 전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작업(Job) 관리 기능이 있는데 작업을 기술하거나 컨트롤,
모니터링 하는 기능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큐(queue) 관리와 스케줄링 알고
리즘과 관련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절에
서 다룬다.

그림

작업 제출 실행 모니터링 과정

그림 2-2는 사용자가 작업을 제출한 후 결과를 얻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순
차 다이어그램(Sequential Diagram)이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작업이 처리되는 전체
실행과정을 이해하고 배치 스케줄러의 역할과 필요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왼
쪽 라인은 클라이언트를 나타내고 중간은 서버, 오른쪽은 계산 노드를 의미한다. 화살
표 순서에 따라 각각의 단계가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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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작업을 기술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서버에 제출을 한다
서버는 자원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새로운 작업 요청에 대한 스케줄링을 할 때 작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매칭하
여 자원을 작업에 할당한다
계산 노드에 대하여 사용자 인증 및 권한을 확인한다
계산 노드에 대한 사용자 접근이 승인되면 서버에 통보한다
자원이 확보된 이후에 서버에서 사용자의 작업을 론칭

한다

계산노드로 작업이 전파되고 생성된 태스크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진다
작업이 실행된 이후 서버에서 작업을 모니터링한다
사용자의 작업에 대한 어카운팅

이 함께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서버를 통해 실행되고 있는 작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작업이 실행되는 중에 사용자가 작업에 대한 변경을 원할 경우 서버에 작업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다
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을 계산노드에 전달하면 실행중인 작업에 대한 변경된 설
정이 반영된다
이후 작업이 종료되면 서버가 해당 이벤트를 받게 되고 해당 작업에 할당되었던
자원을 해제한다
사용자는 작업의 결과 데이터를 얻게 된다

위의 그림2-2의 작업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버 노드와 계
산 노드의 연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몇몇 RJMS는
계산 노드에도 데몬을 생성하여 서버 노드와 계산 노드 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을 담당
하게 한다. 위의 그림에는 간략히 나타나 있지만 사용자의 작업과 사용 가능한 자원
간의 매칭을 담당하는 스케줄링 기능이 RJMS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큐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정책을 적용하여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떠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이 스케줄링 설정에 반영이 되고 이
요소가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작업
을 제출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서버 노드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고 접
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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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스케줄러 기능 요소
앞에서 살펴본 스케줄러의 필요한 기능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슈퍼
컴퓨터의 특성을 처리하기 위하여 스케줄러에서 다루어야 할 고급 기능에 대해 소개한
다.
표
서브시스템

자원관리

의 서브시스템 및 기능

기본 기능
자원 구성
구조
작업 론칭
작업 전파
작업 실행 관리
작업 배치
토폴로지

파티션

고급 기능

고가용성
에너지 효율
토폴로지 인지 배치

바인딩

작업관리

작업 선언
종류
작업 관리
모니터링
보고
가시화

스케줄링

스케줄링 알고리즘
큐 관리

특성

가
작업 관리는 RJMS의 기능 중 계산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작업 관리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스케줄러에 전달되어 사용자나 관리자가 해
당 자원이 사용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스케줄러는 이 정보를 기반으
로 스케줄링을 하여 사용자 작업에 대한 자원을 매칭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 관리에 대한 기본 기능으로는 자원 구성, 자원을 이용하는 작업 론칭
(launching), 작업 전파, 작업 배치, 작업 컨트롤 등의 기능이 있다. 또한, 고급 기능
으로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효
율적인 에너지 관리, 실행하는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위한 토폴로지 인지 작업 배치
등의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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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취급은 자원의 구성을 다룬다. 초기 클러스터는 CPU 내부도 하나의 코어로 구성
되어 있는 Uni-processor 형태이고, 메모리도 UMA(Unified Memory Access) 형태로 접
근이 가능한 방식이어서 하나의 노드 내에서도 복잡한 구조가 없었고 네트워크도 모든
노드에 동일한 시간(latency time)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 네트워크(Flat Network)
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 인프라구조(Homogeneous Infrastructure)의 클러스터 형태였
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에서 스케줄러는 단순히 작업들에 대한 스케줄링 기능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스템은 복잡한 구조와 여러 계층의 토폴로지(topology)로 구성되
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케줄러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CPU는 기존의 단일 코어 구조가 아닌 멀티 프로세서(Multi-Processor)
구조로 여러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LLC(Last Level Cache)의 경우는 코어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 실행 단위인 프로세스(Process)보다 세분
화 된 쓰레드(Thread)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기본 실행 단위가 세분화되었고, CPU 내부
인 마이크로 아키텍처(Micro Architecture) 측면에서도 여러 쓰레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SMT(Simultaneous Multi-Threading) 방식이 가능하여 여러 쓰레드에서
동시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CPU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에서도 복잡도가 증
가하였다. 특히, 많은 코어를 포함하는 저전력 프로세서가 집약되어 있는 GPU 장치를
그래픽 처리만이 아닌 계산 업무로 활용하여 단일 노드 내에서도 이기종의 프로세서가
혼재되어 있으며 최신 인텔에서 MIC(Many Integrated Core) 카드로 출시하고 있는 장
치의 경우 CPU 초기 모델을 단순화하며 많은 코어를 집약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다양한 인프라구조 형태의 예

위의 그림 2-3은 다양한 자원들을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예를 보여준다. OAR 이라는
배치 스케줄러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 스위치들이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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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또는 트리(Tree)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스위치 하단에 노드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노드는 여러개의 코어(core)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어들은 CPU로 묶여 관리된
다.
기존 시스템에서도 이기종 형태의 자원에 대해서는 파티션(Partition)으로 구분지어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 동일한 자원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구성하거나 여러 클러스터로
구분한 후 클러스터를 단일 스케줄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오늘날의 하
드웨어 구조는 자원 자체를 파티션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속기(Accelerator
or Co-processor) 형태의 이기종 자원들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원
을 관리하는 구성을 보다 복잡하게 한다.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세부 시스템은 작업 관리자와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세부 시스
템으로부터 처리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이후에 기능을 시작한다.
자원 관리자가 사용자 작업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전파하는 초기화 단계이고,
준비 단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제 태스크를 생성하여 사용자 작업이 처리되도
록 한다.
첫 번째 단계는 태스크와 명령어를 할당된 자원에 전달하는 것으로 RSH, SSH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행 명령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각각의 계산 자원에 데몬
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실행 명령어가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 두 방식
을 혼재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태스크와 명령을 전파하는 단계에서 실행 권한에 대한
확인, 자원의 상태 확인 등을 통해 다음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
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며, 명령을 전파할 때 하나의 노드에서 전체 자원으로 브로드
캐스팅(Broadcasting)하는 방식이 아닌 트리와 같은 단계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명령이
전파되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최적화 기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사용자 작업을 처리할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각각의 작업들에 서로 다른 환경 변수들을 전달하여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이 이루어진다. 실험계획법(DOE: Design of Experiment)과 같이
여러 변수들에 대한 값을 다르게 설정하고 많은 경우의 결과를 얻고자 할 경우 상대적
으로 간단한 다수의 작업들을 실행하게 된다. 이 경우 작업들 간의 통신없이 각자 설
정된 값에 대한 결과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병렬로 많은 자원을 이용하여 한꺼번
에 하나의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이 필요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통신에 필요한 동기화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같은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된다.
작업들 간의 통신이 필요할 때 네트워크가 관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성능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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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게 된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인피니밴드(Infiniband)와 같은 통신 네트워크
가 필요하지만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작업 뿐 아니라 명령어를 전송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시스템들은 이더넷(Ethernet)을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단계를 실
행하는데 이용하고 인피니밴드와 같은 고속 네트워크는 작업들 간의 통신으로 데이터
를 교환하는데 이용한다.

계산 노드당 하나의 계산 자원(CPU)을 보유하던 예전 시스템에서는 노드에 하나의 작
업만을 할당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작업이 실행할 때 노드의 자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멀티코어 구조로 CPU의 마이크로 구조가 변화하였고
하나의 노드 내에서도 NUMA(Non-Uniform Memory Access) 형태로 메모리를 이용하게 되
면서 단일 노드에서 하나 이상의 작업을 실행할 때 자원을 제한하고 작업들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job confinement라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노드 내에서도 태스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소켓이나 코어들에 대한 자원이 사용자의 태스크에 중복되어 할당된다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코어들은 오히려 유휴자원으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안전하게 태스크를 배치하고 CPU 자원 뿐 아니라 메모리, 디스크 등과 같은 부
분도 할당하는 것이 배치 스케줄러의 성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CPUSET, sched_affinity와 같은 OS 기술이 코어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고 cgroup의 경우 보다 많은 자원 요소들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자원 관리의 고급 기능
하드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클러스터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가
용성(high availability)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함 포용(fault tolerance) 기법이 필
요하게 된다. 또한, 토폴로지 인지 스케줄링(topology aware scheduling)은 멀티코어,
NUMA와 같은 노드 내부의 구조 뿐 아니라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구조를 인지하여 작업
을 배치함으로써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 관리 기술은 점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슈퍼컴퓨터의 추세에 맞
추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나
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하위 시스템은 작업에 대한 정의, 제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한다. 따라서 작업 관리는 주로 사용자의 작업에 대한 선언 및 컨트롤과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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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배치 스케줄러의 복잡한 내부 기능을 사용자에게 이용하기 쉽도록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즉, 배치, 양방향, array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과 각각의 작업 형태에 맞는
다양한 특성들을 지원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자원들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작업을 선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suspend/resume, checkpoint/restart, file stage in/out3)과 같은
기능들이 작업 관리 하위 시스템에 의해 초기화되고 컨트롤된다. 아래의 그림 2-4는
작업이 제출될때부터 실행이 종료될때까지의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작업의 상태 다이어그램

작업 선언
모든 배치 스케줄러는 사용자가 작업의 특성을 표현하고 원하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한다.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

양방향

(interactive) 작업은 쉘(shell)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용자와 작업이 연결되어 수동으
로 작업을 실행할 때 필요한 형태이다. 반면 배치(batch) 작업은 할당된 계산 노드에
서 스크립트가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형태이다. 이외에도 array 또는 bulk 작업으로 불
리는 특별한 작업의 형태가 있는데 비교적 적은 자원을 이용하는 많은 작업들이 실행
될 때 이용할 수 있다. 큰 작업이 작은 여러개의 작업들로 나누어질 수 있을 때 이용
이 가능한 방식인데 빠른 스케줄링과 빠른 응답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마
지막으로 besteffort 형태의 작업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은 일반적인 작업에
3) File Stage in은 입력 파일이 계산 노드로 전송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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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청이 발생할 경우 바로 종료가 된다. 사용하지 않는 PC들을 묶어서 이용하다가
사용자가 PC를 직접 이용할 경우 기존에 실행되던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은 종료하는
방식으로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작업 컨트롤
작업이 클러스터에 제출되면 스케줄링에 의해 자원을 할당받는 상태로 변경된다. 사용
자가 작업에 대해 정의한 정보를 기반으로 스케줄러가 자원을 할당하지만 몇몇 배치
스케줄러는 제출된 후 실행되기 이전 상태에서도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작업이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되고 있을 때에도 작업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배치 스케줄러도 있다.
제출된 작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전 후에 수행되어야 할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prolog와 epilog 스크립트가 전 후에 처리되어야 할 기능들을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작
업은 실행을 위해 데이터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stage
in, stage out이라고 한다.

작업 모니터링 및 가시화
작업이 클러스터에서 실행될 때 생성되는 로그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파일 또는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하고 추후에 분석을 통하여 리포팅(reporting)되어야 한다. 작
업이 실행될 동안에도 로그 정보나 할당된 자원 현황을 통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시화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작업 관리의 고급 기능
작업 관리의 고급 기능 중 하나는 QoS(Quality of Services)와 관련이 있다. 작업이
제출되고 실행된 후에 스케줄링 알고리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지한 작업
이 RAM 메모리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preemption이라 한다.
체크포인트와 재시작(checkpoint/restart) 기능은 결함포용을 위해 널리 이용하는 방
법으로 실행되던 작업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거나 에러가 발생하였을 때 처음부터가 아
닌 체크포인팅된 시점부터 시작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레벨 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권한과 인증이 있는데 노드간의 통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Munge 또는 Kerberos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배치 스케줄러는 다
른 외부 시스템 또는 라이브러리들과 연동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병
렬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인 MPI와의 강한 연결이나 DRMAA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와 NWS와 같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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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케줄링
스케줄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용자가 요구한 자원에 맞는 자원을 시스템에 부여된
정책에 따라 찾아서 사용자의 작업에 할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케줄링 기능은
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큐는 작업들의 묶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동일한 정책
이 적용될 수 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
클러스터의 활용율을 높이면서도 모든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작업을 스케줄링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각각의 정책을 시스템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다.
표

일반적인 스케줄링 정책들

스케줄링 정책

설명
작업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됨
가용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받지 못해 기다리는 작업에 의해 생성된 홀
을 늦게 제출된 작업이 할당받아 실행하는 방식
여러 작업들이 동일한 자원을 할당받은 경우
의
과 같
은 방식에 의해 일정 간격의 시간을 분배받아 작업을 실행하는 방식
여러 작업들이 동일한 자원을 이용할 경우 많이 실행된 작업의 우선순위를
조절하여 자원을 많이 받지 못한 작업이 더 많이 실행되어 공평하게 운영하
는 방식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들을 멈추고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들이 실행되도록 하
는 방식
여러 작업들이 동일한 자원을 할당받을 때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서로 돌아
가면서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

위의 표2-2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케줄링 정책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FIFO이고 보다 일반적으로 최적화한 정책은 backfilling이다. 기본적
으로 보수적인 스케줄링 정책이 있고 공격적인 정책이 있는데, 보수적인 방법은 FIFO
또는 간단한 backfilling과 같이 먼저 큐에 존재하는 작업들이 먼저 처리되는 방식이
다. Gang 스케줄링은 TimeSharing과 여러 작업들이 함께 스케줄링되는 방식인데 병렬
형태의 작업 중 많은 계산 노드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많은 통신 시간을 필요로 하
여 이 경우 작업을 교체하는 방식을 통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
도 fairshare 정책은 여러 사용자에게 동일한 양의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이미 많
은 자원을 이용한 사용자의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어 조절하는 방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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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emption은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들이 먼저 실행되도록 하여 작업의 실행 순서를 조
절할 수 있도록 한다.

큐 관리
배치 스케줄러는 여러 큐(queue) 또는 파티션(partition)이라 부르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작업들이 놓이게 된다. 보통의 배치 스케줄러는 하나의 스케줄
러를 갖고 동일한 설정에 대해 큐를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몇몇 배치 스케줄러는 여
러 개의 스케줄링 하위 시스템을 구성하여 다른 스케줄링 정책을 큐에 제공함으로 사
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케줄링 시스템의 고급 기능
상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라이센스를 필요로 한다. 사용 가능
한 라이센스 이상으로 사용자의 작업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 배치 스케줄
러가 관리를 해야 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라이센스 관리(management of licenses)는 스케줄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많은 배치 스케줄러에서 구현되어 있는 기능 중 유용한 것은 자원에 대한 예약
(advanced reservation)이다.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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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배치 스케줄러의 종류
배치 스케줄러의 역사
배치 스케줄러는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NQS, DQS, Utopia와 같은 오래
된 배치 스케줄러는 대학교의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나중에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발잔하였다.

그림

역사

위의 그림 3-1은 잘 알려진 배치 스케줄러들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발전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예로 PBS(Portable Batch System)의 경우 1991년 6월 NASA에서 사용하기 위
해 개발한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미국 대학에서 OpenPBS라는 이름으로 개발하였다. PBS
에서 출발하였으나 PBSPro라는 이름으로 상업화 되었지만 동시에 OpenPBS 기반으로 출
발한 오픈소스 제품도 개발되어 TORQUE4)라는 배치 스케줄러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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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다른 배치 스케줄러인 CONDOR의 경우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으며 연구용 개발에 필요한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에
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SLURM(Simple Linux Utility for Resource
Management), SGE(Sun Grid Engine), UGE(Univa Grid Engine), OAR 등 새로운 배치 스
케줄러가 등장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배치 스케줄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소개한다.

4) 현재 TORQUE는 Adaptive Computing Enterprises, Inc.에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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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치 스케줄러 기능 분석
본 절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 스케줄러들에 대해 소개한다. 각각의 배치
스케줄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앞장에서 설명한 항목들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상업용 배치 스케줄러
상업용 배치 스케줄러는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들보다 완성도가 높고 유지보수가 잘 이
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상업용 배치 스케줄러는 많은 플랫폼과 운영체제 환경을 지원
하고 관리자 및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병렬 라이브러리, 그리
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배치 스케줄러를 운영
하고자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
LoadLeveler는 IBM에 의해 개발된 배치 스케줄러로 초기에는 CONDOR를 기반으로 시작
하였다. IBM 클러스터 시스템을 위한 제품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AIX 뿐 아니라 리
눅스 운영체제 환경의 클러스터도 지원하고 있다. LoadLeveler는 자원과 작업을 관리
하는데 필요로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스케줄러로 확장성을 가장 중요한 디
자인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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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LoadLeveler에서 사용자가 제출하는 작업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
한 개괄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LoadLeveler는 마스터(Master) 노드와 여러개의
스케줄링 노드, 계산을 수행하는 노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제어하는 컨트롤
러를 Negotiator라 부르고 자원 정보를 취합, 사용자 요청에 대한 자원 분배, 전체 시
스템 영역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스케줄러 데몬은 schedd라 부르고
여러 노드들에 설정할 수 있어서 스케줄링이나 실행 정보 등 수집을 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Negotiator의 역할을 쉽게 만들어 확장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림
3-2에 표시된 각각의 번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작업을

에게 제출

스케줄링 데몬에서

에게 작업이 제출되었음을 알리고 작업을 실행하

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요청
가 제출된 작업에 필요한 가용 자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할당할 자원
을 결정한 후 스케줄링 데몬에게 해당 정보를 반환
스케줄링 데몬이 할당된 자원 노드 의 노드에 존재하는 스케줄링 데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이 실행되도록 요청 이 경우 작업을 제출한 노드도 계산을
실행하는 노드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음

그림

의 데몬 및 사용자 작업 실행 과정

그림 3-3은 그림 3-2의 각 개념에 대하여 실제로 데몬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어
떻게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Schedd 데몬이 Negotiator로부터 계산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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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당받을 때 자기 자신이 포함될 수 있는데 두 경우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즉,
Schedd 데몬을 포함하는 노드에서 계산이 이루어질 경우 startd 데몬이 자체적으로 처
리하지만 다른 계산 노드에서 작업을 실행할 경우 startd 데몬이 starter를 새롭게 생
성하여 사용자 작업을 처리한다.
LoadLeveler는 위와 같이 노드들의 그룹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선택하는데
Schedd 데몬은 확장 가능한 작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cpuset 방
식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당할 수 있으며 negotiator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계산 노드도 negotiator가 될 수 있어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와 같은 고급 기능
을 지원한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적인 스케줄링이나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반 스케줄
링 기능은 지원이 부족하다.
작업 관리자 측면에서 LoadLeveler는 작업들을 구분하는 class 방식을 이용한다. 즉,
짧게 실행되는 작업들은 short jobs라고 불리는 작업 클래스로 분류된다. 관리자가 작
업 클래스트들을 정의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작업을 제출할 때 특정 클래스를 명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는 특정 자원만 할당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작업들의 큐(queue)가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
다.
사용자가 LoadLeveler를 통해 작업을 제출할 때 해당 작업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고 자원이 할당되어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LoadLeveler
는 Accounting과 리포팅을 할 수 있는 콘솔(console)을 제공하고 MPICH, MVAPICH 등
일부 MPI 라이브러리들과 강하게 묶여있다. 그러나, Grid 기술에 대한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가시화 GUI 등에 대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LoadLeveler는 backfill, preemption, fairsharing 등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지원한
다. 그리고 외부 스케줄러와 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Maui, Moab,
Catalina, EASY 등과 같은 스케줄러가 이용 가능하다. LoadLeveler는 Gang 스케줄링을
제일 먼저 지원한 스케줄러이지만 현재 기본으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나
Platform LSF는 Platform Computing에 의해 제공되던 상업용 배치 스케줄러로 2012년
1월 IBM에서 인수하여 현재는 IBM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 중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배치 스케줄러는 토론토 대학에서 개발한 연구용 시스템인
Utopia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동적이고 투명한 load sharing 기
능을 제공한다. 다른 갈래로는 2007년 Platform LAVA가 발표되었는데 LSF 이전 버전에
기반하여 LSF를 단순화한 배치 스케줄러이다. Platform LAVA는 GNU GPL 라이센스 v2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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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조

그림 3-4는 LSF의 프로세스와 데몬을 나타내는 것으로 Master 노드에는 5개의 데몬이
실행되어 자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과 계산 노드 및 스케줄링 노드와의 통신
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계산 노드에서는 4개의 데몬이 계속 실행되면서 작업이 정
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제어한다. 컨트롤 노드와 내부 노드는 소켓 또는 RPC
로 통신을 하고 리포팅이나 Accounting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LSF는 초기에 작업 관리와 스케줄링 기능이 대부분으로 자원 관리와 관련한 기능은 부
족하였다. 따라서 자원 관리 기능으로는 task placement, 자원 모니터링, 고가용성 등
기본적인 기능들과 일부 고급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원 및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
적인 관리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CPU, I/O 대역폭(bandwidth) 등 자원에 대한
상세한 모니터링이나 리포팅이 가능하지만 정적인 정보로 task placement affinity 등
은 관리자가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 관리, 작업 관리, 스케줄링등 배치 스케줄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완전
히 이용하기 위해 HP, BULL 등 일부 업체에서 LSF를 SLURM 또는 다른 배치 스케줄러와
연동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으나 사용자 또는 커널 레벨의 체크포인트 기능이나 선점형
(preemption) 등은 여전히 지원하지 못하였고 상이한 배치 스케줄러를 결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오늘날은 이러한 방식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LSF는 다른 배치 스케줄러보다 많은 진보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케줄
링 알고리즘을 큐(queue)마다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한 최초의 스케줄러이기도 하다.
LSF 스케줄러는 작업을 실행할 때 큐를 이용하는데 큐들은 다른 스케줄링과 관리 정책
을 반영할 수 있고 같은 큐에 제출된 모든 작업들은 같은 스케줄링 정책과 관리 정책
에 영향을 받게 된다. LSF는 여러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지원하는데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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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FS(First Come First Serve), Fairshare 스케줄링 , Deadline and exclusive 스케줄
링, 선점형(preemptive) 스케줄링, 그리고 SLA(Service Layer Agreement) 기반 스케주
링 등이 있다.

그림

의 탄력적인 자원 운용 예

LSF가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malleable 및 evolving 작업을 지원한다는 것
으로 이러한 작업들의 특성은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작업에 할당된 자원을 시스템 또
는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에 의해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Evolving 작업의
경우 자원을 줄여서 새롭게 제공하는 기능만 가능한데, 그림 3-5는 더 이상 필요로 하
지 않는 자원을 동적으로 반환하여 새로운 작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시스
템의 이용율을 높이는 방식을 나타낸다.
LSF의 또다른 기능은 DRMAA와 같은 그리드 표준을 지원하고 MPI 라이브러리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효율 및 작업 배치와 관련하여 진보한 기능을 제공하
는데 작업 배치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메모리 양만큼 작업에 할당하여 하나의 노드
에 여러 작업들이 동시에 실행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멀티
코어 구조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다. 그러나, cgroup 등 커널에서 자원을 구분해
주는 기능이 지원되어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스케줄러에서도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 에너지 효율 관련한 측면에서는 열역학적 예측에 의해 차가운 노드에 새로
운 작업을 할당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의 온도를 줄이는데 필요하다는 연구에 의해 새
로운 사용자의 작업을‘차가운’노드에 할당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
으로 LSF의 확장성과 관련하여 LSF는 40,000개 이상의 CPU를 지원하며 100,000개의 작
업을 하루에 스케줄링할 수 있다.

다
Moab은 PBS 배치 스케줄러로부터 파생한 작업 스케줄러이다. Moab은 상업용 버전으로
오픈소스인 Maui 작업 스케줄러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Moab 자체적으로는 자원 관리나
작업 관리와 같은 서브시스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TORQUE, LoadLeveler, L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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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RM 등과 같은 다른 배치 스케줄러와 함께 결합하여 이용된다. 현재는 TORQUE와 함
께 Adaptive Computing Enterprises, Inc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TORQUE와 함께 이
용된다.

그림

의 그리드 관리자 기능

이렇게 다른 배치 스케줄러와 함께 이용한다는 것은 자원 관리 및 작업 관리가 큐 관
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Moab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글로벌 큐(Global Queue)를
사용한다. 그림 3-6은 Moab이 그리드를 위한 관리자로 이용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내
부적으로 여러 개의 큐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글로벌 큐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메타 스케줄러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Moab은 사용자, 그룹 또는 관심있는 계정에 대해 쓰로틀링 정책(Throttling policy)
개념을 도입하여 자원 사용을 제한하고 다양한 정책과 레벨에 의해 작업들의 순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작업 우선순위를 정교하고 처리한다. 또한, 이기종 환경에서 병렬로
작업들이 실행될 때 성능을 높이기 위해 노드 셋(node set)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고
CPU, 메모리, 스왑 공간(swap space), 디스크 대역폭(disk bandwidth) 등 다양한 요소
들에 맞는 최적합(best fit) 결정을 내리는데 이용한다.
Moab은

기본적으로

많은

스케줄링

정책을

지원하는데

backfill,

preemption,

fairshare, multipriority-based 정책이 대표적이고 advanced reservation, 라이센스
관리, moldable/malleable 작업들에 지원 등 고급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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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BS Pro는 NASA 연구소에서 개발한 배치 스케줄러로NQS(Network Queuing System)의 확
장으로 시작되었다. PBS Pro는 많은 운영체제와 시스템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주 간단
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구조

중앙의 컨트롤러는 2개의 데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요청사항에 대한 응답과
계산이 수행중인 노드와의 정보 교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케줄링을 담당한
다. 실행 노드에는 하나의 데몬이 존재하는데 물리적인 자원, 적용된 정책, 태스크 실
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PBS Pro는 자원 및 작업 관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기능 뿐 아니라 고급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Moab에서 이용하고 있는 node set과
유사한 개념인 vnode를 이용하여 자원을 보다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고 태스크를 효과
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고가용성 기능 및 토폴로지 인지를 통한 스케줄링이 가
능하다. CONDOR에서 사용하고 있는 cycle harvesting 노드 개념을 이용하여 PBS Pro에
의해 관리되는 클러스터들을 그리드 형태로 통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웹 포털, 가시화를 통한 모니터링 및 리포팅 기능을 제
공한다. Globus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병렬 라이브러리와의 강한 결합 또한 지원하고
있다.
PBS Pro에서 시작한 흥미로운 기능은 hook 개념으로 특정한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제한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입력 파라미터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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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스케줄링

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FIFO,

backfill,

fairshare,

preemption,

multi-priority 등 일반적인 스케줄링 정책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큐마다 스케줄
링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 큐 레벨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가 가능하다. PBS Pro
는

두

개의

큐

형태가

존재하는데,

실행

큐와

라우팅

큐이다.

라우팅

큐는

round-robin 형태로 각각의 큐들을 접근하여 다른 PBS 서버가 존재하는 큐에 작업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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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배치 스케줄러
오픈소스 배치 스케줄러는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 의해 시작되었고 다양한 플랫폼 또는
운영체제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상업용 배치 스케줄러보다 획기적인 기능을 지원하
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기능을 제공한다.

가
CONDOR는 가장 오래된 배치 스케줄러 중 하나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이다. 1984년 연구를 목적으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배치 스케줄러가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반해

CONDOR는

HTC(High

Throughput

Computing)을 위한 작업 스케줄러이다. HTC 작업은 많은 양의 컴퓨팅 자원을 짧은 시
간 내에 집중하여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 많은 양의 컴퓨팅 자원을 최대
한 많이 이용하기 위해 개별 워크스테이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CONDOR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할당된 자원 뿐 아니라 추가되는 자원에 대해서도 동적
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개념을 opportunistic
computing이라 한다. CONDOR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한다.

나
SGE는

DQS(Distributed

Distributed

Network

Microsystems

회사에

Queuing

System)에서

Environments)으로부터
의해

개발되고

지원되어

시작하여
파생된
왔으나

CODINE(Computig

배치
최근

스케줄러로
Oracle이

in
SUN

인수하여

OGE(Oracle Grid Engine)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에 상업용 버전인 UGE(Univa Grid
Engine)과 오픈소스 버전은 SGE(Son of Grid Engine)과 OG(Open Grid Scheduler)로 분
할되었다.
PBS Pro와 같이 SGE도 간단한 데몬들을 기반으로 한 구조를 택하여 작업 제출, 스케줄
링 결정 및 태스트 배치와 같은 정보를 교환한다. SGE는 노드의 상태, 작업 정보 등에
대한 리포팅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에 저장하는 디자인을 채택
하였고 백업 컨트롤러를 통해 고가용성을 지원하며 백업 컨트롤러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계산 노드도 컨트롤 노드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SGE는 계층
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업을 CPU 소켓, 코어, 쓰레드 단위로
할당할 수 있는 세세한 작업 배치 기능을 제공한다. 아래의 그림 3-8은 SGE 배치 스케
줄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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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치 스케줄러 구조

작업 관리자는 모든 형태의 작업들을 지원하며 array 형태의 작업 뿐 아니라 의존성이
있는 작업들도 처리할 수 있다. SGE는 MPI 라이브러리 중 MPICH에 대해서 강하게 결합
된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서 OpenMPI 또는 MVAPICH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간
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SGE 작업 관리자의 가장 큰 장점은 DRMAA(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Application API)라고 불리는 그리드 표준 API를 지원한다는 것
이다. 리포팅과 사용자 어카운팅도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공이 되고 있다.
SGE의 기본적인 스케줄링은 다른 배치 스케줄러와는 다른 복잡한 디자인을 따른다.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실행 노드를 job slot의 세트로 묶은 논리적으로 추상화된 큐 개념
을 이용하는데, 큐는 우선순위 정책이나 작업들이 노드에서 실행될 때 필요한 속성들
을 정의한다. 또한, SGE는 티켓(ticket)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데 각각의 티켓 정책은
티켓 풀(pool)을 가지고 티켓이 할당된 작업들을 SGE 시스템으로 보낸다. 큐 내에서
작업을 선택할 때는 작업이 가지고 있는 티켓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SGE는
티켓 기반으로 스케줄링 정책이 결정되는데 fairshare, backfill, preemption 등이 모
두 티켓 우선순위에 의한다.
SGE는 외부 스케줄러와 연동하기 위한 API가 유연하지 않아 프로그래밍이 쉽지 않고
복잡한 디자인에 의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많은 노드들과 작업들을 지원
하기 위한 확장성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혁신적인 기능이 존재하는
데 슬롯화된 선점형(slotwise preemption)정책과 같은 기능은 최적의 선점형 정책이
다. 즉,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들은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바로 얻는 반면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들은 불필요하게 선점을 하지 않음으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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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AR은

오픈소스

기반의

배치

스케줄러

시스템이다.

OAR

배치

스케줄러는

LIG(Laboratory of Informatics of Grenoble)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Grid5000 등 실제
시스템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CIMENT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개발 도구로도 널리 이용되
고 있다. OAR은 다른 배치 스케줄러와는 다른 구조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OAR은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에 기초한 모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
래밍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스크립트 언어인 Perl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모듈은
ruby와 bash 쉘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 스케줄러 중 스크립트와 같은 고급
언어(high level language)를 이용하는 것은 OAR이 유일한데 두가지 중요한 이유로 고
급 언어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언어는 모든 하위 시스템(low-level
system)에 대해 잘 맞는 경향이 있고 Perl은 내장된 고급 데이터 구조체(high-level
data structure)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이 쉽기 때문에 OAR을 개발할 때 고급
스크립트 언어인 Perl을 이용하였다. 개발하는데 이용한 주요 언어가 Perl이지만 OAR
은 모듈 형태로 개발이 되어 모듈 단위로는 다른 언어로 개발할 수 있다.

그림

의 모듈 구조

그림 3-9는 OAR의 모듈 구조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OAR은 크게 세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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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엔진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SQL 질의로 사용자 작업에 맞는 자원을 찾아주는 역할을 담당하
고 로그와 어카운팅(accounting) 정보를 저장한다. SLURM, LSF, CONDOR 등 다른 배치
스케줄러도 내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이용하지만 OAR은 백업이나 어카운팅 용도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내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저장하고 있어서 모듈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된다.
컨트롤러 부분
중앙에서 모든 제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로 실행 부분에서는 아무런 데몬이 없이 스크
립트 언어가 전달되어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컨트롤러를 포함하여 모든 모듈이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C 언어와 같이 컴파일된 프로그램에 비해 성능 저하
가 발생한다.
실행 부분
OAR의 실행 부분은 독립적인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독립적인 모듈은 특
정한 작업을 실행한다. 즉, 작업 모니터링, 작업 삭제, 작업 제출, 작업 실행, 작업
스케줄링, 에러 처리 등 모든 것이 모듈로 구분되어 있다. 이 모든 모듈은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자원 관리
OAR은 자원을 계층적으로 다루고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클러스터의 자
원을 트리 형태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자원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0은 계층적 구조를 갖는 OAR의 자원 관리 행태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의 자원 관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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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위치는 노드들을 연결하고, 노드들은 CPU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의 CPU는 하나의
소켓 내에 여러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코어도 여러개의 쓰레드를 갖게 된
다. 계층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의 멀티코어 구조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클러스터들도 트리 구조의 최상위 계층으로 간주하여
OAR 자원 관리의 일부분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OAR은 작업 제출
이나 모니터링, 어카운팅과 같은 기능을 여러 클러스터에 적용할 수 있어 메타 스케줄
러 기능을 제공한다. 고급 언어로 작성된 장점에 의해 하위 클러스터가 이기종 스케줄
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도 충분히 연동할 수 있으나 세세한 자원까지 관리하고 자원
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링 복잡도가 매우 증가한다.

작업 관리
OAR은 강력한 작업관리 기능을 갖고 있다. 작업 제출이나 모니터링은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과 가능한 한 분리되어 있는데 명령을 실행하거나 정보를 얻는 과정이 OAR 모듈
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통보되고 이를 중앙제어 모듈이 처리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
이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요청을 SQL 명령어 형태로 표현할 수 있
어서 작업을 정의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OAR은 고급 언어인 Perl 스크립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admission rule이라 일컫는다. 이 규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Perl 코드로 저장되어 있
어서 사용자가 제출한 작업에 대해 점검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미리 정의되어 있는 작업을 실행하기도 한다. 즉, 사용자가 한번에 너무 많은 자
원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하고 토폴로지 인지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작업
배치를 처리하기도 한다.
계층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OAR의 특성은 사용자가 자원을 요청할 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트리의 특정한 가지에 있는 자
원들을

요청하여

공간적

지역성(spatial

locality)을

얻을

수

있는데

switch=1/nodes=15/cpus=3/core=2 로 자원을 표현한 것은 15개의 노드 각각에 대해 3
개의 소켓과 각 소켓에 2개의 코어를 요청한다는 의미이고 스위치가 1개이므로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의미한다.

스케줄링
OAR은 큐를 기반으로 작업의 우선순위, 예약, 매칭, backfill 등과 같은 중요한 기능
을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제출(submission) 큐를 통해 관리되는데 모든 작업들은 하나
의 특정한 큐에 제출되는데 여러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각 큐로
전달하여 실행된다. 이 방식에 의해 메타스케줄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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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LURM은 오픈소스 기반의 배치 스케줄러로 모든 규모의 클러스터를 위해 디자인되었
다. SLURM은 가장 최근에 확장되고 많이 이용되는 스케줄러로 TOP500에서 1위 시스템
인 Tianhe-2 시스템을 포함하여 상위 10대 중 5대가 이용하고 있다. SLURM은 초기에
자원 관리 측면에서 견고함, 보안, 태스크 배치, 확장성과 중요한 작업관리 이슈들에
대해서 발전된 기능들을 제공하여 외부 스케줄러와의 연동이 필요하였으나 근래에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단독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가장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는 오픈소스 스케줄러이다.

그림

의 구조

그림 3-11은 SLURM의 구조로 다른 배치 스케줄러와 동일한 디자인을 갖는다. Master
노드에서 중앙 컨트롤을 담당하는 데몬(slurmctld)이 존재하고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을 담당하는 데몬(slurmdbd)도 있으며, 각각의 계산 노드에는 하나의 데몬(slurmd)이
컨트롤 데몬과 자원 모니터링, 태스크 배치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안전한 인증을
제공하는 특별한 데몬(munged)도 존재한다.
SLURM은 플러그인 방식을 이용하는데 많은 기능들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제공하며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들도 구현하여 사
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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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파티션과 작업 스탭 개념

SLURM은 파티션(partitions)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특별한 특성을 갖는 노드들의 그
룹을 나타낸다. 파티션에 대하 작업 제한이나 권한 설정이 가능하고 자원의 충돌에 대
해 주재를 할 수 있어 하나의 파티션이 하나의 큐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 사용자의 작
업은 특정한 작업 스탭(job step)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러 태스크들을 포함한 개념으
로 하나의 작업 스탭은 작업이 할당받은 모든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림 3-12는 파티션과 작업 스탭(job step)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자원 관리
SLURM의 자원 관리는 확장성과 견고성(robustness)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자원에 대
해 계층적인 관리가 없으나 select/cons_res와 같은 특정한 플러그인을 적용하면 세밀
한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파티션 개념을 이용하여 이기종의 클러스터 환
경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성을 갖는 노드들을 하나의 파티션으로 구성하여 그룹으로 묶
어 관리할 수 있으며 마스터 노드와 계산 노드와의 통신은 일반적으로 이더넷을 기반
으로 한 소켓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피니밴드 또는 미리넷과 같은 빠른 네
트워크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에 사용된다. SLURM은 동적으로 적응하는 트리 구조
를 기반으로 복잡한 전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방식이다. 이
외에도 태스크 배치와 관련하여 원하는 정도에 따라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실행을 컨트롤하는 명령어들을 제공한다.
자원 관리 기능 중 안전한 통신을 위해 몇가지 방식을 제공하는데 munged 또는 authd

40

제3장 배치 스케줄러 분석

를 이용한 인증 방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Kerberos를 이용하는 방식도 제공하지만
프로토타입 단계이다. SLURM은 고가용성을 위해 백업 데몬(slurmctld_backup)을 이용
하는데 어카운팅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백업 데몬도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백업 데몬은 메인 데몬에 문제가 발생할 때 통보를 받게되고 이후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자세한 사항들은 데이터
베이스의 결함포용 기술에 숨겨있는데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SLURM은 파일에 정보를 저장한다. 이후 데이터베이스가 서비스 가능하게 된다면 임시
로 파일에 저장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고 원래의 기능으로 복귀하게 된다. 데
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고 데이터
베이스로 정보를 이동한 후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SLURM에서의 작업 배치는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토폴로지 인지 기술로 인해 어플리케이
션의 성능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하드웨어 토폴로지와 관련하여 select/linear,
select/cons_res라는 두가지 다른 플러그인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작업을 노드
단위로 할당하여 하나의 작업만이 해당 노드를 이용하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보다
세부적인 단위로 자원을 이요하게 되는데 소켓, 코어 또는 쓰레드 단위로 태스크를 배
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노드 단위로 할당이 이루어지므로 확장성이 좋지만 SMP 또
는 NUMA를 사용할 경우 전자의 경우 내부 단편화(internal fragmentation)가 발생하게
되어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방법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큰 규모의 클러스터인 경우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스케줄링하는데 많은 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자원을 코어 또는 쓰레드 단위로 태스크에 할당을 할 때 더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SLURM은

task/affinity라는 플러그인을 제공하는데 이 플러그인은 리눅스 커널 레벨에서 구현
되어 있는 cgroup이나 cpuset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LURM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자원을 정지하였다가 필요로 할 때 다시 실행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노드들이
한꺼번에 정지되었다가 켜지게 되면 전력이 불안정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부팅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작업 관리
작업 관리와 관련하여서 SLURM은 단순한 작업과 병렬 작업만을 지원한다. 그러나 병렬
작업의 경우 SLURM은 잘 알려진 MPI 구현(MPICH, MVAPICH, OpenMPI 등)과 강하게 결합
되어 병렬 작업의 시작부터 MPI 실행 전 구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Intel MPI와 같
은 일부 라이브러리는 약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ssh와 같은 방법으로 초기화가 이루어
진다. HTC 형태의 계산을 위한 array 작업들은 job step의 개념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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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관련하여 job step의 전자 서명 확인은 할당된 노드의 job step을 인증하기 위
해 munged 또는 openSSL의 자격증명 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키들은 실행할 작업이
전파될 때 제일 처음 전달되는 메시지이다.

그림

의 데몬 및 작업 관리 명령어

그림 3-13은 SLURM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업 관리 명령어들과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SLURM은 작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실행하기 이전이나
종료된 이후에도 가능하고 LSF에 있는 작업의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도 가능한데 현재
는 evolving 작업에 대해 job step 단위로 작업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자원에 대해
서도 줄이는 것만이 가능하다.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GUI(Graphic User
Interface) 모두 제공하고 있고 최근 DRMAA 버전 1.0도 지원하여 작업 제출 및 컨트롤
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고급 기능 중 작업에 대한 결함포용 기능은 BLCR(Berkeley Lab Checkpoint/Restart)라
는 시스템 레벨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시그널을 통
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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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
SLURM은 빈번하게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 빠르고 쉬운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SLURM에서
새로운 스케줄링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세가지이다.
새로운 작업이 제출되었을 때
작업이 할당된 노드 각각에서 종료될 때
설정

이 변경될 때

SLURM은 상당히 많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builtin은 FIFO 알
고리즘을 구현한 것이고 preemption, backfill, fairsharing, gang 스케줄링 알고리즘
등 잘 알려진 대부분의 방식을 지원하며 여러 요소를 고려한 multifactor job
prioritization 알고리즘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외부 스케줄러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데 wiki, wiki2가 있다. wiki는 Maui 스케줄러와의 연동을 위한 것이고 wiki2는
Moab 스케줄러를 위한 것이다.
이 중 가장 공격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Gang 스케줄링으로 작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자원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실제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여러 작업
들이 자원을 실행하다가 멈추는 과정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계산과
통신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경우 유용한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작업이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작업과 스위칭될 때 디스크 공간으로 스왑이 발생하게 되거나
계산 집약적인 작업이 실행중일 때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SLURM은 여러 파티션을 생성하여 큐 개념으로 자원을 접근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큐
단위로 정책을 적용할 수 없고 시스템 차원에서 단일 정책만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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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배치 스케줄러 비교
본 절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 스케줄러에 대해 비교한 자료들을 소개한
다. 각각의 배치 스케줄러는 특정한 기능을 강조하거나 목적에 맞게 개발된 이후 기능
이 확장되어 각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배치 스케줄러의 성
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의 유무와 이전에 설명한 배
치 스케줄러의 기능 중 지원 여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표

배치 스케줄러 비교

프로그램 언어
인증

등

암호화
무결성
전역 파일
시스템

대부분을 포함

계산노드 내
이기종 구성
작업 우선순위
그룹 우선순위
큐 형태

배치 양방향 병
렬 조합 등

인지
최대 실행노드
최대 작업제출

병렬 작업
체크포인팅

사용자 커널
레벨

출처

표3-1은 위키피디아에서 클러스터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교 자료 중 배치 스케줄러를
정리한 표를 나타낸 것이다. 상용 소프트웨어 중 Platform LSF에 대해서는 정리된 부
5) CPU Scavenging : 그리드 자원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용되지 않는 CPU 자원을 계산용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데
스크탑용 PC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밤이나 식사 시간 등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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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많지 않으나 SGE 이후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UGE(Univa Grid Engine)과 관련하여
서는 자세히 나타나 있다. UGE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배
치 스케줄러 중 확장성도 가장 좋지만 슈퍼컴퓨터 Top10에 포함되는 대규모 시스템에
UGE가 설치되어 운영된 사례가 없어서 객관적인 수치는 제시할 수 없으나 가장 발전된
배치 스케줄러 중 하나이다.
CONDOR의 경우 HTC(High Throughput Computing)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배치 스
케줄러로 오히려 병렬 작업에 대한 기능이 제한적이고 CPU 자원도 개별 코어를 하나의
자원으로 다루고 있어 SMP 인지도 기본적으로 다루어진다.
SLURM의 경우 현재 최고의 슈퍼컴퓨터에 적용된 배치 스케줄러로 스케일 측면에서는
현재 가장 최고로 알려져 있으나 단순한 자원 관리로 성능 향상과 확장성을 추구하였
기 때문에 CPU Scavenging과 같은 그리드 형태의 자원 관리 지원 기능은 포함하지 않
는다.
표

다양한 배치 스케줄러에 대한 기능 비교

자원관리 기능
자원 구성
작업 실행 전파 관리
태스트 배치

작업관리 기능
작업 정의 선언
작업 컨트롤
모니터링
인증
인터페이스

스케줄링 기능
스케줄링 알고리즘
큐 관리

확장성 및 효율성
토폴로지 인지 배치
고가용성
에너지 효율

표3-2는 다양한 배치 스케줄러에 대하여 핵심 기능들이 지원되는 기능 여부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NO로 표시하였고, Y가 하나인 경우 제한적
으로 기능이 제공됨을 의미하고 Y가 3개인 경우 고급 기능까지 지원함을 나타낸다. 예
로 TORQUE의 경우 스케줄링 기능 중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Y 한 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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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는 아주 간단한 FIFO 알고리즘만을 구현하였고 따라서 MAUI 또는 MOAB과 같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잘 구현되어 있는 외부 스케줄러와 연동을 하게 된다.
이 자료는 2008년 정리한 자료로 대부분의 배치 스케줄러가 많은 기능을 강화하였고
SGE와 MAUI 같은 경우는 현재 종료되거나 UGE, OGS 등으로 대체되는 버전으로 현재와
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만 배치 스케줄러의 전체 기능에 따라 배치 스케줄러를 비교
하여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그림

배치 스케줄러 비교

기술보고서

그림3-14는 CESGA(The Supercomputing Center of Galicia) 2014년 2월 기술보고서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좌측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능 유무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편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비교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SGE, SLURM, TORQUE/Maui 배
치 스케줄러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2014년 보고서로 최근 구현한 내용을 반
영하여 비교하고 있는데, SLURM의 경우 파워/에너지 관련 스케줄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며 evolving, malleable 작업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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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HTCondor-CE/G

대용량의 컴퓨팅 자원의 사용은 수십 년 동안 컴퓨터 과학자의 영구적인 목표였다.
1960 년대에는 전화기처럼 단순한 컴퓨팅 사용이 중요한 설계 비전이었고 1970년대에
는 소형의 commodity 장치를 연동하여 저렴하게 구축된 컴퓨팅 파워가 고가의 단일 슈
퍼컴퓨터를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분산 프로세서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이러한 분산 프로세스 관리 체계가 쉽게 구현될 것으로 예
상하였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분산 컴퓨팅의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었다. 즉, 메시지의
손실, 손상,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건한 알고리즘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Locus와 Grapevine와 같
은 제품에서도 분산 시스템의 일관성, 가용성 및 성능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Condor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위스콘신 대학의 Miron Livny 교수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 Dewitt, Finkel, Solomon에 의해 설계된 Crystal Multicomputer와
Michael Litzkow가 설계한 새로운 Remote Unix softwar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분산 컴퓨팅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Condor가 탄생하게 되었다. 중앙 집중식
제어 모델과 달리 Condor는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가 자신이 기여한 범위 내에서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개개인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Condor 시스템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사용
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제어에 불편을 느끼는 자원 소
유자가 Community에서 철수하는 것이 발견되어 “비용과 관계없이 제어권은 소유자에
게 부여한다”는 Condor의 모토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와 시스템을 나타내는
고정된 스키마 형태는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키마 없이 자원을
할당하는 ClassAds라 불리는 language를 개발하게 되었다.
과학 분야에서 분산된 commodity machine의 결합은 동등한 컴퓨팅 파워를 보유한 슈
퍼컴퓨터보다 적은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
기로 인해 LoadLeveler (Condor 기반), LSF, Maui, NQE, PBS등 다양한 배치 실행 시스
템이 등장하여 학교와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었다. SETI@Home과 Napster와 같은 몇
몇의 높은 수준의 분산 컴퓨팅이 등장하였으나 도덕적/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러한 문제로 자원을 보유한 기관 경계를 넘어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Grid
computing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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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안에 Condor는 시스템 내부 문제로 인해 침체 기간이 있었으나 PVM, MPI,
JAVA등 새로운 프로그래밍 환경이 등장함에 따라 Condor는 시스템 자원이 추가되고 표
준화된 개발이 진행된다. 또한 과학자들이 Grid Physics Network과 Particle Physics
Data Grid로 나눠짐에 따라 Condor 프로젝트는 이러한 사용자 그룹 지원 방안이 초기
설계부터 반영되었다.

대용량의
가

소프트웨어

의 특징

Condor는 high-throughput Computing을 지원하는 분산 배치 컴퓨팅 시스템이다. 다른
배치 시스템과 같이, 작업 관리, 스케줄링 정책, 우선순위 정책, 자원 모니터링, 자원
관리 기능등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작업을 Condor에 제출하고 Condor에서는 측
정된 자원 현황 및 서비스 정책에 따라 어느 시스템에서 언제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
고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Condor의 가장 큰 장점은 high throughput computing 과opportunistic computing 같
은 배치 시스템이 weak한 환경에서도 작업이 잘 수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아래의 대표
적인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Condor에서 사용하는 ClassAds 언어는 요구된 자원 (e.g. 작업),과 제공된 자원
(e.g. machines)을 매칭하기 위한 매우 우연하고 효과적인 프레임워크이다. ClassAds
는 condor가 그리드 자원과 통합 시에 거의 모든 서비스 정책과 planning 접근 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와 마이그레이션
특정한 작업 유형으로 작업이 실행될 경우 Condor는 checkpoint를 기록하고 작업 재
실행

시

checkpoint

파일에서부터

작업을

재실행할

수

있다.

즉,

주기적으로

checkpoint 기록함으로써 작업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이는
매우 긴 시간 실행을 해야 하는 작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checkpoint는 실행되는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preemptive-resume scheduling 기능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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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시스템에서 작업이 실행되는 경우, 원격 시스템 호출 (remote system calls)을
통해 로컬 시스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원격 시스템 호출은 모든 I/O 관련 시스템
호출을 작업이 제출된 시스템으로 리디렉션하기 위한 mobile sandbox 기법중 하나이
다. 이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공유 파일 시스템이 없다하더라도 Condor를 통해 자신
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격 시스템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전용 클러스터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Condor는 손쉽게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에서 낭비되고 있는 idle CPU 파워를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보드와 CPU가 idle 상태일 경우에만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에
작업을 할당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만일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에 사용
자가 키를 입력할 경우, Condor는 작업을 다른 워크스테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제
어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같은 메커니즘은 전용 클러스터 자원에서
preemptive-resume 스케줄링과 priority 기반 스케줄링을 가능하도록 한다. 전용으로
할당된 클러스터의 어느 노드든지 작업이 실행되지 않는 노드가 있다면, Condor는
opportunistic 형식으로 노드를 활용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실행할 경우
Condor는 opportunistic 작업을 preempt할 수 있다. 즉 Condor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관의 컴퓨팅 파워를 마치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다.

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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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or pool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의 상태를 수집하여 요청한 작업과 자
원을

매칭해주는

하나의

Central

manager와

사용자가

작업을

제출하는

Submit

machine, 그리고 실제 작업이 실행되는 다수의 Execute machines으로 구성된다. 개념
적으로 pool은 통합된 자원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Condor는 아래 나열된 deamon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몬으로 pool에 있는 각 머신에서 실행되는 데몬들을
관리한다. 본 마스터 데몬은 다른 데몬을 spawn하여 생성하며 생선된 데몬의 바이너리
timestamp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새로운 바이너리가 배포되면 업그레이드 후 재실행
시킨다. 또한, 마스터 데몬에서 생성한 데몬의 실행에 문제 발생 시, 시스템 관리자에
게 email을 발송하고 문제가 있는 데몬을 자동으로 재실행시키며 Start, Stop,
reconfiguration등 다양한 administrative command를 실행시킨다. pool에 있는 모든
머신에 condor_master 데몬이 실행된다.

pool에 있는 execution machine에서 실행되는 데몬으로 머신의 Capability나 정책 정
보를 machine ClassAds 형태로 알린다. Condor 작업 실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condor_starter 데몬을 spawn한다.

주어진 머신에 Condor 작업 실행을 위해 spawn된 데몬으로 일단 실행되면 실행 환경을
세팅하고 작업을 모니터링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submmit machine으로 전송하
고 종료한다.

Condor pool에서의 작업 관리를 위한 데몬으로 condor_schedd 데몬이 실행되는 어떤
머신에서도 작업을 제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작업을 condor_schedd에 제출하면 작업
큐에 작업이 저장되며 작업 타입 및 작업 실행을 위한 요구 사항 등을 기록한 job
ClassAds를 생성하여 알린다. 또한 condor_q, condor_rm과 같이 작업을 관리하고 작업
상태를 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본 데몬은 작업이 제출된 머신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작업이 실행될 때마다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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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or_shadow 데몬은 실행에 필요한 파일 전송하며 log 정보, 통계 정보를 리포트한
다. Condor의 Standard Universe로 링크된 작업이 실행될 경우에는 condor_shadow 데
몬을 통해 원격 시스템 호출을 실행할 수 있다.

본 데몬은 Condor pool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한다. 다른 모든 데
몬은 주기적으로 condor_collector에게 ClassAds를 전송한다. ClassAds에는 데몬의 상
태, 자원 상태, 작업 상태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condor_collector는 ClassAds
의 동적 데이터 베이스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condor_status 명령
어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condor_collector는 central manager로 지정된 머신에서
실행된다.

본 데몬은 Condor 시스템에서 모든 matchmaking 기능을 담당한다. 즉, Job ClassAds에
서 온 정보와 Machine ClassAds에서 온 정보를 기반으로 matchmaking을 실시한다.

그림

와

condor가 설치되면 pool에 있는 머신 중 1대는 central manager로 지정되어야 한다.
즉, central manager로 지정된 노드에서는 condor_master와 함께 condor_collector와
condor_negotiator

데몬이

실행된다.

또한,

작업이

실행되는

계산

노드에는

condor_startd 데몬이 실행되고 사용자가 작업을 제출하는 머신에는 condor_schedd 데
몬이 실행되어 큐가 관리된다. 큐 관리와 작업 실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condor_startd와 condor_schedd 데몬이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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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예제

그림 3은 condor pool을 구성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노드에 condor_startd와
condor_schedd 데몬이 실행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condor 작업 실행 절차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condor_submit 명령어를
통해 작업 스크립트 파일이 제출되면, 이를 기반으로 job ClassAd 파일을 생성하여
condor_schedd에 전달하고 negotiation cycle를 시작한다. negotiation cycle이 진행
되는 동안, condor_negotiator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머신과 현재 큐에 대기
중인 작업을 찾기 위해 condor_collector로 쿼리를 실행한다. condor_collector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기반으로 요구사항 및 priority를 확인하여 matchmaking을 실행한다.
일단 매칭 작업이 완료되면, condor_schedd는 할당된 머신에 어떤 순서로 작업을 실행
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러한 계층적이고 분산적인 아키텍쳐는 condor의 scalability와
flexibility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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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ondor_schedd에서

할당된

작업 실행 절차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작업이

제출된

노드에는

condor_shadow 데몬이 spawn되고 작업이 실행될 execute machine에는 condor_startd
데몬이 condor_starter 데몬을 spawn한다. condor_starter 데몬은 사용자 응용 프로그
램을 실행하여 필요한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condor_shadow 데몬은 입력 파일, 라이브
러리 파일등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condor_starter 데몬으로 전송한다. standard
universe 작업인 경우 condor_shadow 데몬은 원격 시스템 호출을 통해 작업이 실행되
는 호스트에서 작업이 제출된 호스트의 파일을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작업이 중단되거나 완료된 경우, condor_starter 데몬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 의
해 생성된 모든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임시로 생성한 scratch 디스크 영역을 제거한다.
이는 작업이 실행된 노드를 clean state로 유지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
다.

작업 지원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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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universe 형태로 제출된 작업에 대해 Condor에서는 checkpointing 기능과 원
격 시스템 호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condor는 작업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pool
에 자원에 대해 일관된 접근 제어를 보장한다.
먼저, condor는 일정한 간격으로 checkpoint 하여 현재의 작업 상태를 이미지로
snapshot 해준다. 만일 현재 실행중인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작업이 마이그레이션 되
는 경우에는 snapshot 했던 checkpoint 이미지를 복사해서 checkpoint된 지점에서 작
업을 다시 시작한다. 또한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crash가 발생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생성된 checkpoint 이미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재시작함으로써 오랜 기간
실행되는 작업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한다.
더불어 condor는 원격 시스템 호출 기능을 통해 작업이 실행하는 동안 다른 머신에서
작업이 실행되더라도 홈 머신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파일 제어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원격 노드에서 작업이 실행되는 경우, condor_shadow 데몬은 원격 노드를 대신하
여 그림 5와 같이 시스템 호출을 실행하여 결과를 원격 노드에 전송한다. 예를 들어,
작업이 제출된 노드에 저장된 파일을 열고자 할 경우, condor_shadow는 원격 노드 대
신에 파일을 찾고 이를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원격 노드로 전송한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standard universe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condor_compile를 이
용하여 condor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이와 다시 링크시켜야 한다.

그림

작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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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or 라이브러리와 relink가 되지 않는 경우 vanilla universe를 사용할 수 있다.
Shell scrip로 작성된 작업의 경우 매우 유용한다. 그러나 vanilla universe의 경우
checkpoint와 remote system call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 소유자에게 제어권을 넘겨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condor는 작업을 suspend 하거나 다른 머신에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한다.
또한 remote system call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입력 파일과 결
과 출력 파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NFS나 AFS와
같이 공유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condor에서 제공하는 파일
전송 매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condor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작업
이 실행되는 곳에 복사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 파일을 다시 작업이 제출된 노드로
전송한다.

java universe는 2001년도에 추가되었다. 이전까지 Java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는 JVM 라이브러리를 전체를 standard universe 작업 형태로 condor에 제출되었다. 그
러나 이 방식은 JVM일 반복적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
이다. 그러나 Java universe이용할 경우 Java 환경을 생성하여 abstraction 레벨에서
제공되어 매우 효율적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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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와 같이 원격 관리 시스템에서 작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Grid universe를
사용한다.

MPI 작업과 같이 병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universe이다.

VMware나 Xen과 같이 가상 머신 환경에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universe이다.

지원
다수의 클러스터 자원을 이용하여 High Throughput Computing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
분산된 자원을 하나의 단일화된 자원으로 인식하여 작업 관리하는 multi-cluster 지원
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본 절에서는 Condor를 통해 Multi-clustering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로컬 스케줄러로 Condor를 사용하는 다수의 Condor pool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flocking을 통해 분산된 다수의 클러스터 자원을 하나의 단일화된 자원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2가지 방식이 있다.

그림

그림 7과 같이 사용자 A가 작업을 제출한 경우 Gateway (G)를 통해 자원 (R)을 할당
받는 방식이다. 먼저 A는 로컬에 있는 condor_schedd 데몬으로 작업을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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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or 메커니즘에 의해 condor_schedd와 condor pool A의 모든 자원은 ClassAds를 생
성하여 알린다 (advertise). 만일 A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자원이 없을 경우
Gateway는 Job ClassAds를 condor pool B로 전달한다. Condor pool B에 있는 Central
Manager는 Matchmaking을 실행하여 A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자원을 찾을 경우 이 정
보를 A에게 전송하고 A는 Condor pool B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그림

그림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용자 A가 제출한 작업이 Gateway 전달 없이 직접 condor
pool B에 있는 자원(R)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먼저 A는 로컬에 있는 condor_schedd 데
몬에 작업을 제출하고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자원을 찾지 못할 경우 Condor pool B에
Job ClassAds를 전송한다. Condor Pool B에 있는 Central Manager에 의해 Matchmaking
이 실행될 경우 Condor pool B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다
OSG에서 Compute Element (CE)는 게이트키퍼 소프트웨어이다. CE는 다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격 접속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인증 및 권한 게이트키퍼는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명령어 실행을 위한 권한을
점검한다
자원 할당 자원 할당 요청을 수용하고 로컬 자원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원을 할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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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us GRAM은 원격 접속을 위해 TLS를 통해 HTTP와 유사한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Grid Security Infrastructure (GSI)를 통해 인증되며 유닉스 계정의 사용자
certificate 와 매핑하여 권한이 이루어진다. Globus RSL에 의해 요청된 작업을 통해
자원이 할당되며 실제 작업은 로컬에 설치된 배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OSG에서는

Condor

팀과

협력하여

Condor-CE라는

게이트키퍼

기능을

제공한다.

Condor-CE는 Compute Element (condor_schedd 데몬)가 실행된 노드에 제출된 Condor
작업에 자원을 할당해준다. 이는 grid 형태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로컬 배치 시스템
의 작업으로 변환해 주기 위해 JobRouter라는 데몬이 사용된다. 그림 9는 condor 가
로컬 배치 스케줄러로 사용되는 경우 Condor-CE 작업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grid
universe로 제출된 작업이 Condor-CE에서 JobRouter를 통해 vanilla로 변경되어
condor를 통해 작업이 실행된다.

그림

작업 실행

예제

그림 4-10은 PBS를 로컬 배치 스케줄러로 사용한 예제로, JobRouter의 경우 직접 PBS
queue로 작업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Condor-CE 에 라우팅된 작업이 blahp 데몬을
통해 PBS로 작업이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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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업 실행

예제

blahp 데몬은 condor의 grid universe에서 포함된 데몬으로 배치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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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CO는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에게 High Throughput
Computing과 같은 대규모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업 제출 관
리자이다. BOSCO는 아래 기능을 제공한다.
작업이 중단된 경우 자동으로 다시 제출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작업을 계속 확
인할 필요가 없다
패치 작업 스케줄러 설정에 맞게 작업 제출을 조정할 수 있다

예

개 작업만

동시 실행 등
서로 다른 스케줄러

가 설치된 다수의

클러스터에 작업 제출이 가능하다

그림

아키텍쳐

BOSCO는 그림 4-12에서 보는바와 같이 BOSCO submit 노드와 BOSCO resource로 구성된
다. BOSCO submit 노드는 사용자가 작업 제출을 위해 로그인한 노드이다. BOSCO 자원
에는 그리드 자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치스케줄러가 설치된 자원으로 구성할 수 있
따. BOSCO 작업 스크립트 파일은 아래의 예제와 같이 condor와 동일하다.

63

배치 스케줄러 기술 분석

universe = grid
grid_resource = batch pbs marco@uc3-pbs.uchicago.edu
Executable

= myjob.sh

output = myjob.out
error = myjob.error
log = myjob.log
transfer_output_files =
should_transfer_files = YES
when_to_transfer_output = ON_EXIT
queue 1
그림

그림

작업 스크립트 예제

작업 실행 절차

그림 4-14는 BOSCO를 통해 원격에 있는 PBS 클러스터로 작업을 제출한 경우 작업 실
행 절차를 보여준다. 먼저 BOSCO는 원격의 클러스터와 SSH 연결을 설정하여 작업을 제
출한다. 일단, 원격 클러스터에 작업이 제출되면 BOSCO를 통해 작업 실행 상태가 모니
터링 된다. 로컬 스케줄러는 작업을 BOSCO로부터 작업을 받아 클러스터의 워크 노드에
서 작업을 실행하며 이를 BOSCO Glidein 이라 한다. Glidein은 물리적 클러스터에
on-demand overlay 형태의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Condor의 워크노드이다. 이러한
overlay 노드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는 작업 제출 및 파일 관리는 Condor를 통해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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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ondor-G는 Condor와 Globus 프로젝트가 결합된 기술이다. Globus의 도메인간의 보안
통신 프로토콜과 원격 배치 시스템의 표준화된 접근 제어 프로토콜 기능과 condor의
작업 제출, 작업 할당, 오류 복구,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 제공 기능 등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분산된 많은 시스템 자원을 개인용 high throughput computing 시스템 제공하
는 강력한 툴킷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Condor-G는 아래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그리드 자원을 로컬 자원처럼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작업 제출
작업 상태 쿼리 및 작업 취소
와 같은 비동기적 매커니즘이나

을 통해 작업 종료나 문제 알림

실행된 작업의 히스토리 및 로그 정보 제공
Condor-G의 가장 큰 특징은 위의 기능을 개인 데스크탑 에이전트에서 제공하며 그리
드 환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모든 자원을 쉽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일화된 access point를 제공하여 분산된 자원을 단일화
된 관점에서 자원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Condor-G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원격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행
한다. 그리드 자원과 interact 할 수 있도록 그리드 프로토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ondor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또한, Condor-G는 실패한 작업을 다시 제출하거
나 예상치 못한 에러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그림 15는 Condor-G를 통해 Globus가 관리하는 자원을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하는 절
차를 보여준다. 먼저, 사용자가 작업을 제출하면 Condor-G Scheduler는 GridManager를
생성하여 제출된 작업이 그리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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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를 통한 작업 실행 절차

하나의 GridManager 프로세스는 한명의 사용자가 요청하는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모
든 작업이 완료되면 종료된다. 각각의 GridManager 작업 요청에 대해 하나씩 Globus
JobManager 데몬이 생성된다. 이 데몬은 실행파일 및 입력/출력 파일 등을 전송하기
위해

GASS

(Globus

Tookit’s

Global

Access

to

Secondary

Storage)를

통해

GridManager와 연결된다. GridManager와 연결이 완료된 후 JobManager는 작업을 로컬
스케줄링 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업데이트된 정보는 JobManager를
통해 GridManager로 전송된다. GridManager는 주기적으로 JobManager의 모든 작업 상
태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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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MOAB, BigJob, HTCaaS

Adaptive Computing 회사에서 TORQUE/Maui를 관리하게 된 후 Maui는 계속하여 오픈소
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MOAB 스케줄러는 상용으로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중 그리드 옵션(Grid Option) 버전이 존재하는데 그리드를 위한 MOAB 워크로드 관
리자이다.
MOAB 워크로드 관리자는 여러 클러스터들 간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세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1) 중앙 관리 (2) 계층적 관리 (3) 국지적인(localized) 관
리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내용과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개한다.

가 그리드 소개
그리드는 워크로드와 자원의 상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클러스터 간에 작업
과 데이터를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작업은 소스 서버
(source server)로부터 목적 서버(destination server)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작
업을 목적 서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가 소스 서버에 제
공되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소스 서버로부터 작업에 대한 정보가 목
적 서버에 제공되어야 작업이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다. 소스 서버와 목적 서버 간의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작업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위에서 중재하고 관
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
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MOAB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관리의 확장성
여러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그리드의 경우 자원 확장성 문제를 극복하게 해준다. MOAB
은 특히 하나의 큰 자원을 여러개의 작은 클러스터 형태로 나누고 가상으로 재조합하
여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MOAB은 하나의 큰 자원 형태로 보이는 기능
과 개별 클러스터로 구성되는 기능 사이의 통합 기능을 사용자,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하 균형
그리드는 여러 클러스터들의 자원을 하나의 거대한 풀(pool)로 관리할 수 있으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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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개별 계산 노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MOAB은 작업들이 요청하는 자원의 전체
요구량을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들에 작업을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경
우 클러스터 간의 정책이나 자원의 형태에 따라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클러스
터 내에서 자원의 내부 단편화(internal fragmentation)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의 활용율은 대부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

나 그리드 연결
여러 클러스터를 보다 상위 개념인 그리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식이 가능하
다.
중앙 관리 방식
중앙 지역화 관리 방식
방식

중앙 관리 방식
중앙 관리 모델은 Master/Slave 모델로 사용자가 MOAB이 실행되는 중앙의 소스 서버에
작업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림

단일 서버 노드에서 작업 제출

그림4-16은 중앙 관리 방식에 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단일 노드에서 사용자가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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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면 이를 모든 클러스터 또는 작업이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에 전달한다. 이
방식은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중앙의 서버 노드가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클러
스터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필요로 한다. 이 방식은 클러스터의 재구성이
필요없는 경우나 특정 조직의 내부 클러스터들을 연계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식이다.

중앙 지역화 관리 방식
중앙 관리 방식은 사용자가 작업을 MOAB이 관리하는 하나의 소스 서버에서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중앙/지역화 관리 방식은 클러스터들이 각각 내부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
기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중앙 관리 방식과 같이 소스
서버에서 작업을 제출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소스 서버에서도 작업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계층적 관리 방식 예제

그림4-17은 중앙/지역 관리가 공존하는 계층적 관리 방식에서 작업을 제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중앙/지역 관리가 공존하는 모델에서는 중앙의 소스 서버가 모든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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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들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클러스터들에 대한 스케줄링을 결정하
고 작업들과 데이터들을 여러 클러스터에 분산하게 된다. 한편, 각각의 클러스터들 또
한 자신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게 되지만 각각의 클러스터들은 다른 클
러스터들의 자원 정보와 소스 서버에 대한 정보는 갖지 못하여 계층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방식
P2P 관리 방식은 사용자가 모든 클러스터에서 작업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클러스
터에서 제출된 작업은 다른 클러스터에서 실행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4-17은 P2P 방
식의 예로 MOAB1에서 제출된 작업이 MOAB2에서 실행될 수 있고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
P2P 방식에서도 MOAB이 실행되는 소스 서버들은 클러스터들의 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를 가지고 있고 클러스터들에 대한 스케줄링을 한다.

그림

관리 방식의 예

이 모델은 개별 클러스터가 자신의 자원관리, 스케줄링 등 기능을 유지하면서 작업이
다른 클러스터에서도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나, 작업을 제출하는 중앙
의 단일 서버가 존재하지 않아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다른 노드에서 작
업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해당 클러스터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그리드 환
경으로 묶여있는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연동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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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Grid 환경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가지는 다수의 pool이 존재하
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계층적(hierarchical)고 이종(heterogenuous)형태인
조건이므로 작업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단
일(homogeneous) 환경의 가상의 개인화된 풀(private pool)을 구축 하고 표준화된 배
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업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그리드 작업과 같이 패키
지화된 배치 시스템 요소를 구성하여 이용 가능한 그리드 풀(pool)을 통해 작업을 실
행한다. 이를 pilot-job 또는 BigJob이라고 부른다.
Radical Pilot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Pilot-Job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많은 수의 계산
작업들을 여러 클러스터 자원을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델에서 사
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은 자원을 얻고 스케줄링할 수 있는데 RJMS에서 제공하는 작업 스
케줄러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할당받은 자원을 대상으로 직접 스케줄링을 한다.

그림

구조

그림4-19는 Radical Pilot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Radical-Pilot은 고정되
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Pilot-API)를 제공한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과 사용자의 태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
현할 수 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간단한 작업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고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나 관리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71

배치 스케줄러 기술 분석

제 3 절 DRMAA(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Application API)
소개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작업을 시스템 자원에 할당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다중
사용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앞
서 살펴 본 스케줄러들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상호 호환되지 않으며 개별
스케줄러는 자신만의 방식에 기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스케줄러가 출현하였을 때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어렵게 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클러스
터들을 통합 관리하고자 할 때 개별 클러스터에서 적용하는 스케줄러가 다른 경우 사
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클러스터에 맞도록 작업들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림

을 지원하는 스케줄러 및 미들웨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OGF(Open Grid Forum)에서 2001년부터 소프트웨어 표준
을 개발하였고 산업체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표준을 완성하였다. 현재
DRMAA는 버전 2가 가장 최신이지만 UGE(Univa Grid Engine)만이 버전 2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림 4-20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SGE(Sun Grid Engine), CONDOR, PBS,
Torque, GridWay, Globus, PBS Pro, LSF 등 대부분의 스케줄러와 미들웨어에서 버전 1
을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 원칙
DRMAA 표준 명세는 클러스터와 그리드 시스템을 위해 간단하고 가벼우며 호환이 가능
하고 모듈화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DRMAA는 스케줄러가 기
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능에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본 절에서는 DRMAA는 DRMAA를 이용하여 스케줄러를 이용하려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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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DRMAA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도록 DRMAA
제공자 측면에서 필요한 디자인 원칙을 소개한다.

DRMAA 워킹 그룹(Working group)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케줄러를 포함하기 위해 가
장 최선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많은 기능들과
개별 스케줄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개
념들은 스케줄러에 따라 상충되기도 하고 어떤 기능들은 일부 스케줄러에서만 지원하
고 있어서 전체 스케줄러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동된 기능들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DRMAA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따라서, DRMAA 명
세는 API에 대한 추상화 단계로 정의하여 함수들에 대한 입/출력 파라미터들을 정의하
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상화 단계가 실제 언어들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정의하고 있는 명세가 있는데 C, Java, Python, Perl, Ruby, C# 등이 현재 가능하다.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도 여러 다른 DRMAA 구현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도 많은 이유에 의해 하나 이상의 스케줄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DRMAA 상호간의 연결을 지원해야 하고, 사용자의 작업이 정적(static)으로
DRMAA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run-time) 동적(dynamic)으로 DRMAA와 묶여 실
행이 되어야 한다.

DRMAA 명세는 보안(security)과 같은 스케줄러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고려
하지 않고 있다. 즉, Unix UID, X.509, Kerberos 등과 같은 보안 개념을 다루기 위해
서는 특정 플랫폼 또는 미들웨어에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선택은 플랫폼 독립적인 목적과 이식성(portability) 측면에서 DRMAA 원래의 목적
에 위배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DRMAA는 보안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실행에 의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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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AA는 멀티쓰레딩(Multi-threading)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따라서, DRMAA 명세는 멀티쓰레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능들을 또
한 포함하고 있다. 이 기능은 DRMAA 라이브러리를 구현하려는 개발자에게는 어려운 작
업이지만 DRMAA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상대적으로 쉽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 원칙 중 Keep it simple, Language Indepencende, Pluggability
등의 측면에서 DRMAA 명세는 개별 스케줄러가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으로부터 추상화
하여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용자에 대한 특정한 정책을 적용하려 하
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는 상충되는 원칙으로 문제가 발생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RMAA는 site-specific 설정을 두어 처리한다.

기본
DRMAA에는 많은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 세션과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기능만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세션을 생성하는 것으로 문자열을 통해 특정 서버에서 생성할 인스턴스
(instance)를 지정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리스트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
사용 가능한 서버의 인스턴스를 알아내는 방법을 Contact이라고 한다. DRMAA에서는
drmaa_get_contact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세션 초기화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스케줄러 정보를 얻는 함수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세션을 종료하는 것으로 drmaa_exit 함수를 통해 가능하다. 세션 종료는 항
상 호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작업들을 구분지을 수 있다.

스케줄러에게 작업을 제출하기 위한 description 작성은 job template을 위한 함수들
을 이용한다. 작업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값들은 key-value 형태로 지정을 하는데 반드
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과 옵션들로 구분된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는 실행파일명, 작
업 디렉토리, 결과 파일 등이고, 작업 wall clock time limit 등은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의무적인 내용과 옵션 부분은 초기 Sun N1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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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OGF 워킹 그룹에서 정리하였으나 새로운 시스템과 스케줄러를 반영한 재평가
를 통해 계속 수정되고 있다. job template은 DRMAA 명세 원칙에서와 같이 어떠한 스
케줄러나 job description과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된 정보들을 여러번 재사용하
거나 다른 스케줄러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출되는 작업은 실제로
실행이 될 때까지 해석되지 않고 실행 시(run-time) 해당 스케줄러 또는 미들웨어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작업은 DRMAA를 통해 제출될 수 있는데 단일 작업으로 제출될 수 있고 묶음으로 제출
될 수도 있다. 단일 작업 제출은 drmaa_run_job 함수를 이용하고 묶음 형태는
drmaa_run_bulk_jobs 함수를 이용한다. 다중 작업의 경우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증
가분을 지정하여 작업에 대한 ID를 부여할 수 있다. 주로 array 형태의 작업들을 제출
하는 것으로 HTC 또는 MTC 작업을 실행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그림

의 작업 실행 및 상태

drmaa_job_ps 함수는 작업의 상태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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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큐에 존재하는 작업은 실행되기를 기다리거나 억제(hold)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억제되어 있는 작업이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도 존재하고 실
행중인 작업을 정지(suspend)시키는 함수도 존재한다. 종료되어 큐에서 빠져나온 작업
들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제출된 작업은 drmaa_control 함수를 이용하여 제어가 가능하다. 즉, 작업에 대해 정
지(suspending),

재개(resuming),

홀딩(holding),

해제(releasing),

종료

(terminating) 등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현재 세션에 존재하는 작업들 전체에 일
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작업을 관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동기화 기
능이 있다. drmaa_synchronize 함수를 이용하여 종료되는 작업들에 대해 동기화 기능
을 적용할 수 있는데 drmaa_control 함수와 마찬가지로 현재 세션에 존재하는 모든 작
업들에 일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rmaa_wait 함수를 통하여 작업들 간의 의존
관계를 다룰 수 있다. 즉, 하나의 작업이 끝난 이후에 시작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면
입력 파라미터로 두 작업의 ID를 제공하여 작업의 선후를 조절할 수 있다.

를 이용한 메타 스케줄러

구현

DRMAA는 스케줄러 기능 중 작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명세이므
로 여러 클러스터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DRMAA 인터페이스만으로는 스케줄링 정책이나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
서, 메타 스케줄러 기능을 구현하려 할 때 DRMAA를 이용한다는 것은 작업에 대한 기능
에

한정된다.

작업의

유형을

컴퓨팅(Computing)

측면에서

보았을

때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HTC(High Throughput Computing), MTC(Many Task Computing)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HPC 영역은 상대적으로 느린 네트워크로 느슨하게 연결
(loosely coupled)되어 있는 환경에서 실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즉, HPC 영역의 작업
은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DRMAA를 이용한
메타 스케줄러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에 적합한 작업 유형은 HTC 또는 MTC와 같은 작
업이다.
DRMAA를 활용한 작업 관리는 사용자 측면과 메타 스케줄러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케줄러에 의존적인 작업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고 DRMAA를
이용한 동일한 형태의 작업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으며,
메타 스케줄러 측면에서는 전체 작업의 일부분을 서로 다른 스케줄러에 나누어 제출하
여도 로컬 스케줄러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작업 제출과 관리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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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정리하는 메타 스케줄러 구현은 DRMAA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수준의 간단한 사례이다.

가
앞서

세션 생성과 종료
언급한

바와

같이

DRMAA를

이용한

세션의

생성과

종료는

drmaa_init,

drmaa_exit 함수를 이용한다. drmaa_init 함수는 현재 프로세스의 모든 쓰레드에 대하
여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고 새로운 세션을 생성한다. 이 함수는 정보를 얻는 몇몇 함
수들, drmaa_version, drmaa_get_DRM_system, drmaa_get_DRMAA_implementation 함수들
을 제외하고는 다른 DRMAA 함수들보다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drmaa_exit 함수는
모든 쓰레드에 대해 DRMAA 세션을 종료시키고 drmaa_init 함수 이후에 하나의 쓰레드
에서 한번만 실행되어야 한다.

그림

세션 생성 및 종료 예제

그림 4-22은 drmaa_init, drmaa_exit 함수를 이용하여 세션을 생성하고 종료하는 예제
코드이다. drmaa_init 함수에서 첫 번째 인자를 NULL로 처리하면 기본으로 설정된
DRMAA 라이브러리가 로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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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 조회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도 여러 스케줄러를 활용할 수 있고, 여러 클러스터를 연동하고
자 할 경우 다양한 버전의 DRMAA 구현이 메타 스케줄러 기능을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가능한 환경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drmaa_get_contact,
drmaa_version, drmaa_get_DRM_system, drmaa_get_DRMAA_implementation 함수들이 사용
된다.

그림
그림

4-23는

정보를

를 이용한 정보 획득 예제
얻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예제

코드의

일부분이다.

drmaa_get_contact 함수는 현재의 DRMAA 세션과 관련된 contact 정보를 포함한 문자열을
반환하는데 이 정보를 이용하면 새로운 세션을 생성하지 않고 drmaa_init 함수를 통하여
다시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drmaa_get_version 함수는 DRMAA 라이브러리의 major, minor 버전값을 반환한다. 즉,
1.0 버전인 경우 major 값으로 1을, minor 값으로 0을 반환한다.
drmaa_get_DRM_system 함수는 DRM(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시스템에 대한 정
보와 버전 정보를 반환한다. 이 정보는 drmaa_init 함수 실행 이전과 이후에 동일한 정
보를 출력하게 된다. 즉, drmaa_get_DRM_system 함수를 호출하는 라이브러리에 따라 자
신이 포함되어 있는 DRM 시스템 값을 반환하는데 여러 DRMAA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 drmaa_get_DRM_system 값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실행 시(run-time) 함수를 바인
딩하고 모든 라이브러리에서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실행해야 한다. DRMAA 버전 2에서는
해당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버전 1에서는 자신이 포함된 라이브러리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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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이용한 작업 제출

DRMAA를 이용하여 작업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어떻게 작
업을 실행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 4-24은 간단한 작업 제출 및 실행
예제이다.

그림

작업 제출 및 실행 예제

세션을 초기화한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drmaa_allocate_job_template 함수는 작업
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를 생성한다. 이 구조체에 저장된 정보를 작업 제출
시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배치

스케줄러가

작업을

처리하게

된다.

drmaa_allocate_job_template 함수에 의해 생성된 구조체 및 저장된 정보는 재사용이
가능하여 같은 작업에 대해 여러 번 제출을 하거나 일부 정보만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작업 템플릿 속성들
작업 템플릿 구조체에 저장할 정보는 drmaa_set_attribute, drmaa_set_vector_attribute
함수를 이용한다. DRMAA는 키(key)와 값(value)의 쌍(pair)로 정보를 전달한다. 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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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파일명을

전달하는

키는

DRMAA_REMOTE_COMMAND이고

해당

키에

대한

값으로

“/bin/hostname"을 설정한다면 원격에서 실행할 파일은 호스트의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
그램으로 인식하게 된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키에 대해 설명한다.

원격(remote) 클러스터에서 실행할 파일명을 명시한다. 원격에서 실행하는 명령은 작업
이 실행되는 노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path)에 실행 파일이 존재해야 한다. 실행
파일의 위치를 절대 경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인 경로로 간주하여 작업 디렉토리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하며 DRMAA_WD 키값에 명시한 정보를 사용한다. 만약,
작업 디렉토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home directory)를 상대
경로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DRMAA_REMOTE_COMMAND로 설정된 파일은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 뿐 아니라 실행 가능
한 스크립트 형태도 지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은 exec 함
수에 의해 직접 실행이 되는데, 실행 파일을 쉘 안에서 생성하고자 할 경우, 즉 쉘 환경
설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행하고자 할 경우 DRMAA_NATIVE_SPECIFICATION 값을
“-shell yes"로 설정하면 된다.
실행 파일이 쉘 스크립트로 감싸진 경우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위의 방식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만약 실행 파일의 위치가 잘못되어 에러가 발생한다 해도 쉘 스크립트에서
에러가 다루어질 뿐 DRMAA에서는 쉘 스크립트가 종료된다면 작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잘못 설정되거나 실행 시 문제가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쉘 스크립트
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면 DRMAA_PS_FAILED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제출한 작업의 상태를 설정한다. DRMAA_HOLD, DRMAA_ACTIVE 두 개의 값을 지원하는데,
DRMAA_ACTIVE는 작업이 실행 가능한 상태로 제출된다. 그리고, DRMAA_HOLD는 작업이 제출
될 때 정지(HOLD) 상태가 되는데 DRMAA_PS_USER_ON_HOLD 또는 DRMAA_PS_USER_SYSTEM_ON_HOLD
둘 중 하나의 상태로 존재한다.

작업이 실행될 디렉토리 정보를 명시한다. dramm_hd_ph 변수는 디렉토리명의 시작으로
남아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상대경로를 갖게 된다. 이 상대경로는 작업이 실행되는 계산
노드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이다. DRMAA를 이용하여 생성한 작업 템플릿에서
많은 작업들을 동시에 제출할 때(ex. drmaa_run_bulk_job 함수 이용) drmaa_incr_ph 변
수는 작업 인덱스로 대체되는 디렉토리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렉토리명은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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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실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구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상대 경로나 위에
명시한 변수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사용자의 홈디렉토리가 경로로 설정된다. 작업 디
렉토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DRMAA_PS_FAILED 상태로 설정된다. 작업이 실행되는 디렉
토리는 작업을 제출하는 노드가 아닌 계산이 수행되는 노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
경로를 이용하여 지정할 경우 작업을 제출하는 노드와 계산 노드에서 작업 디렉토리를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작업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스케줄러에서 작업의 이름은 제출하는 프로그
램의 옵션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INPUT, OUTPUT, ERROR는 각각 작업의 기본적인 입력/출력/에러 경로를 지정한다. DRMAA
에서는 drmaa_transfer_files라는 작업 템플릿 속성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속성을 지
정하지 않는 파일들은 모두 계산이 실행되는 노드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만
약 drmaa_run_bulk_job 함수를 통해 여러개의 작업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에는
drmaa_incr_ph 변수가 작업들의 인덱스를 대체하여 파일의 경로를 다르게 이용할 수 있
다. DRMAA_WD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rmaa_wd_ph 값이 파일 경로의 시작으로 이용된다.
drmaa_transfer_files 함수에서 i는 입력 파일을 의미하고, o는 출력 파일을, e는 에러
파일을 의미한다.

그림4-24의 코드 예제에서 drmaa_set_vector_attribute 함수의 키 값으로 DRMAA_V_ARGV
값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값은 C의 main 함수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인 argv 값을 설정하
는 것이다. 다만, C에서는 argv의 0번째 인덱스에 실행하는 프로그램명을 포함하지만
DRMAA_V_ARGV는 전달하는 파라미터값부터 0번째 인덱스에 포함된다.

라

를 이용한

작업 제출

하나의 작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작업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 두 가지 방
식이 가능하다. 한가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이 아닌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고 할당된 자원을 스크립트 내에서 나누어 작업들을 실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방법은 drmaa_run_job 함수가 아닌 drmaa_run_bulk_jobs 함수를 이
용하여 array 형태로 작업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배치 스케줄러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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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작업이 실행되므로 스크립트 내의 여러 작업들 중 하나의 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작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고, 자원의 할당 및 반환도 전체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drmaa_run_bulk_jobs
함수를 이용하여 HTC 또는 MTC 형태의 작업을 제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를 이용한

형태의 작업 제출 예제

그림 4-25은 drmaa_run_job 함수를 이용하여 단일 작업 제출하는 방식에서 array 형태
의 작업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 코드이다. drmaa_run_bulk_jobs 함수는 세 개의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받게 된다. 시작 ID, 종료 ID, ID 증가분을 받는데, 위의 예제
코드에서는 시작 ID를 1로, 종료 ID를 3으로 ID 증가를 2로 처리하여 실제로 작업에
할당되는 ID는 1, 3 두가지이다.
여러개의

작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drmaa_get_num_job_ids

함수와

drmaa_get_next_job_id 함수가 이용 가능하다. 우선, drmaa_get_num_job_ids 함수는 작
업 ID 벡터에 대한 전체 수를 반환하여 몇 개의 array 형태의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함수는 버전 1.0 구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drmaa_get_next_job_id 함수는 위의 예제 코드에서와 같이 개별 작업에 대한 ID 정보를
반환받게 된다. 이 ID 값을 기반으로 작업과 관련된 조회 또는 컨트롤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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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원 관리
DRMAA에는 자원과 관련된 함수 또는 인터페이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 관
리 시스템은 간단하게 스크립트 형태로 작성하였다. 여러 클러스터의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원 정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원 정보, 사용
가능한 가용 자원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중 사용자 지원
을 위해서는 동시 요청에 대해 동기화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간단
하게 자원 정보를 얻는 스크립트 부분만 소개한다.

그림

자원 현황 정보 획득 에제

그림 4-26은 자원 현황 정보를 얻는 스크립트 코드 예제이다. 현재 machine1 호스트에
는 SLURM 스케줄러가 사용되고 있고 torque1 호스트에는 TORQUE 스케줄러가 실행되고
있다. machine1 호스트에서 sinfo 명령과 옵션으로 자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A/I/O/T 형태로 첫 번째는 할당된(Allocated) 자원 정보이고 두 번째는 가용(Idle) 자
원 정보를 나타낸다. 따라서, 처음 문자열을 제거한 후 IFS로 구분자를 지정하고
array 형태로 바꾸어주면 array[1] 값으로부터 가용 자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ORQUE의 경우 pbsnodes -a 명령어와 np를 포함하는 문장 정보를 통하여 가용 자원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접근이 가능한 클러스터들로부터 사
용 가능한 자원 정보를 취합하게 되고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자원량을 반환하여
array 형태로 실행을 요청하는 사용자 작업을 나누어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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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AGA(Simple API for Grid Applications)
소개
SAGA(Simple API for Grid Applications)는 OGF(Open Grid Forum)에 의해 제정된 표준
명세로 분산 컴퓨팅 기능에 필요한 일반적인 API를 정의한 것이다. SAGA는 Globus 또
는 유사한 그리드 미들웨어를 대체하거나 미들웨어 개발자를 위한 API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리드 컴퓨팅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API를
제공한다. 따라서, SAGA API는 내부 인프라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숨기며 응용 프
로그램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OGF에서 미들웨어 표준으로 정
의하는 다른 명세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XSEDE, EGI, FutureGrid 등 대규모 그리드 시스템들이 이러한 SAGA의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AGA의 확장성에 의해 새로운 미들웨어에 대한 지원도 손쉽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가

구조

그림

의 전체 구조

그림 4-27은 SAGA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SAGA는 객체 지향(Object
Oriented) 인터페이스로 디자인되어 객체들의 기능들을 네임스페이스로 묶어 관리하는
데 이것을 SAGA의 패키지(package)라고 부른다. SAGA의 중요한 패키지는 표4-1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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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중요한 패키지 정보

패키지

설명
서비스 접근에 대한 인터페이스
파일과 디렉토리 접근에 대한 인터페이스
작업 정의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로

인터페이스에 사용됨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위한 인터페이스
분산 환경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데이터 스트림

를 위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위한 인터페이스

전체적인 SAGA 구조에 의하면 가벼운 SAGA Runtime 시스템이 패키지로 구성된 API 호
출을 미들웨어로 전달하는데 플러그인(Plug-in) 또는 어뎁터(adaptor)를 통하여 이루
어진다. 즉, 여기서의 어뎁터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으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다
른 인터페이스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

구현

SAGA 인터페이스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적이거나 묶여있지 않아 SAGA 표준을
구현한 몇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SAGA C++는 가장 처음으로 SAGA의 중요한 명세를 모
두 구현한 결과물로 C++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SAGA C++에 대한 개발
이 현재는 지속되지 않고 있다. jSAGA는 자바 언어로 구현한 버전이지만 현재는 지속
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현 버전이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
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SAGA-Bliss와 DESHL 두가지에 대해 소개한다.

SAGA-Bliss는 GFD.90(Grid Forum Document)의 일부를 파이썬(Python) 언어로 구현한
패키지로 분산되어 있는 다른 미들웨어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플러그인을
제공한다. SAGA-Bliss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정리한 기능들을 구현
하여 사용자의 이용율에 집중하였고 이기종의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SAGA-Bliss는 현재 작업 및 파일 관리를 위한 주요 API에 대한 기
능이 구현되어 있고 자원 관리를 위한 API 또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는 미들웨어 시
스템과 스케줄러로는 PBS, SGE(Sun Grid Engine), SSH, SFTP, Eucalyptu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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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HL(DEISA Services for Heterogeneous management Layer)는 DEISA 내에서 작업에
대한 제출과 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한다. DESHL은 자바로 구현한 SAGA API를 이용
하여 CLI(Command Line Interface) 형태로 구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UNICORE 시스템의 일부인 HiLA라는 그리드 접속용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를 이용한 구현
SAGA를 이용하여 작업을 제출하는 예제는 아래에 나타나 있다. 그림4-28은 SLURM 스케
줄러가

설치되어

있는

원격

시스템에

SSH를

통하여

작업을

제출하는

것으로

saga.job.Service 함수에서 slurm+ssh를 명시하면 된다. SSH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public/private 키가 홈디렉토리의 .ssh 폴더에 준비되어 원격에서도 암호를
입력하는 등의 인증이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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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a.job.Description

객체의

변수들에

작업

제출에

필요한

값들을

설정한

후

create_job 함수를 이용하여 작업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고 run 함수로 작업을 제출하
게 된다. DRMAA의 경우 로컬 스케줄러의 API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작업 제출이 이루어지지만 SAGA의 경우 작업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작업 스크립
트를 원격 클러스터로 전송한 후 작업이 제출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림

로 생성된 작업 스크립트

그림4-29는 그림4-28의 예제 코드를 실행할 때 생성되는 작업 스크립트를 나타낸다.
saga.job.Description 객체에 설정한 값들이 그대로 스케줄러에 전달되는 값으로 반영
되며 작업명은 지정하지 않아 기본값이 반영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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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 1 절 결론
시스템 규모가 커지고 이기종 장비가 장착되는 헤테로컴퓨팅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원활히 이용하고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스케줄러의 역할
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여러 사용자에게 자원을 공평하게 제
공하기 위한 방법들도 스케줄러를 통해 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드웨어가 복잡해지고 많은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치 스케줄러는 결함포
용을 통한 고가용성을 보장해야 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작
업관리 측면에서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컨트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모
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스케줄러가 복잡해지고 확장성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사용자 작업의 특성에 맞는 스케줄링 정책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하는
클러스터 시스템에 맞는 배치 스케줄러를 선택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배치 스케줄러의 기본 기능을 자원 관리, 작업 관리, 스케줄링 세 부분
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배치 스케줄러를 비교 정리하였
다. 이를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클러스터 시스템의 사용자 워크로드(workload)를 분석
한 후 가장 적합한 스케줄러를 선택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클러스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메타

스케줄러

(Meta-Scheduler) 중 XSEDE, PRACE, EGI 등 많은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
소개하였고 DRMAA, SAGA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HTC(High Throughput Computing),
MTC(Many Task Computing) 등 다양한 계산 컴퓨팅 영역에 대한 공동활용 방안을 설계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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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스케줄러 기술 분석

부록1

참고자료

장 참고자료

클러스터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장 참고자료

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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