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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한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 실험의 경우 클라우드의 여러 데이터

센터에 대량의 데이터가 분산될 수 있고, 생성되는 중간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간의 접근을 통해 전송

될 수 있다. 또한 응용의 실행이 진행될 때, 생성된 중간 데이터를 이용하며 진행되므로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 실

행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배치 기법은 과학 응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집약적 단계를 정의하여 그 구간에서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데이터

배치 기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데이터 집약적 단계에서의 횟수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

한다. 또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런타임 데이터 배치 시 오버헤드를 분석하여 성능을 비교했다.

Key Words : data placement, runtime data placement, data-intensive tasks, data-intensive scientific

workflow application

ABSTRACT

For data-intensive scientific workflow application experiments that leverage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large amounts of data can be distributed across multiple data centers in the cloud. The generated intermediate

data can also be transmitted through access between different data centers. When the application is executed, the

execution result is chang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data since the intermediate data generated is used.

However, existing data placement strategies do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define a data-intensive tasks and propose runtime data placement in that interval. Through

the proposed data placement scheme, we analyze the scenarios considering the number of times in the data

intensive tasks defined in this study and derive the results. In addition, performance was compared by analyzing

runtime data placement times and runtime data placement 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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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은 대용량

의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행 도중 생성된 중간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대용량의 출력 데이터를 산

출한다[1][2]. 또한 응용의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대개 고성능 컴퓨팅 자원 및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으로 여

러 데이터 센터에서 클러스터와 그리드와 같은 기

존의 컴퓨팅 환경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환

경으로의 이전이 진행됐다[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한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 실험의 경우 클라우드의 여

러 데이터 센터에 대량의 데이터가 분산될 수 있고,

생성되는 중간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간

의 접근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응용의 실행이 진

행될 때, 생성된 중간 데이터를 이용하며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 실행 결과가 달라지

기 때문에 데이터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5].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배치 기법은 과학 응

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

경에서의 과학 응용의 작업 이력 분석을 이용하여

응용의 특성에 맞는 자원에서 데이터 배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집

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의 작업 이력을 기반

으로 그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제안한

다. 자원의 사용 패턴에 따라 실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데이터 집약적 단계라고 정의한다.

그 구간에서의 데이터 배치를 통해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런타임 데이터 배치 시 오버헤드를 분

석하여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응용의 특성에 적합한

클라우드 자원의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데이터 배

치가 가능함을 보인다.

Ⅱ. 관련 연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진행된 데이터 배치

기법 중 Yuan[4]은 의존도를 고려한 k-means 클러

스터링을 통한 데이터 배치를 제안하였다. 빌드 타

임에 기존 데이터 배치 기법을 적용하여 실행하다

가 특정 데이터 센터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에 런타

임에 데이터 배치를 다시 진행하여 전반적인 작업

부하를 맞춘다.

Zhao[6]는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 용량을 고려

한 데이터 배치를 제안하였다. 데이터 모델링을 위

해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데

이터 배치를 진행했다. 제안한 데이터 배치 기법은

기본적으로 [4]의 의존도 고려 데이터 배치 기법을

따르며 하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상위 레이어

의 데이터 서브 트리를 높은 우선순위로 두어 데이

터 할당을 수행한다. 저장 장치의 저장 공간 확인을

위해 상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데이터 할당을

위한 저장 장치 위치를 선택한다.

Ⅲ.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 모델 정의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은 대부분

이들 사이의 종속성을 가진 계산 작업의 DAG 형

태로 정의된다. 워크플로우의 작업과 데이터 세트가

모두 복잡한 관계로 구성되며 많은 양의 워크플로

우 데이터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으며, 각 워크플로

우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7].

그림 1. 워크플로우 모델
Fig. 1. The Model of a Workflow

그림 1.은 11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진 워크플로우

모델을 나타낸다. 태스크 1은 태스크 2, 태스크 3,

태스크 4에 대한 입력이 되는 3개의 중간 출력 데

이터 파일을 생성한다. 이 작업을 기반으로 태스크

2, 태스크 3, 태스크 4는 태스크 1이 실행을 완료하

고 해당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실행을 시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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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 배치 전략

1. 초기 데이터 배치 전략

본 연구의 빌드 타임 단계에서의 기본 데이터 배

치 기법은 [4][6]의 배치 기법을 따르고, 런타임 데

이터 배치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배치 기법을 따른

다.

기본 데이터 배치에서 기존 데이터 세트를 의존

성을 기반으로 여러 파티션으로 분할하고 이러한

파티션을 저장 장치 용량을 고려하여 데이터 센터

에 배포한다. 또한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집

약적 단계를 정의하여 그 단계의 데이터 세트를 런

타임에 실행 중인 응용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센터

에 배치시킨다.

데이터 배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Dependency Matrix(DM)을 구하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DM은 모든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 의존

성을 계산하여 구한 의존도 기반 행렬이다. 본 논문

에서는 [4]를 참고하여 DM의 의존도를 계산한다.

두 번째 단계는 DM에 Bond Energy

Algorithm(BEA)[8]를 적용하여 Clustered

dependency Matrix(CM)을 구하는 것이다. BEA는

행렬을 기반으로 행과 열을 바꾸어 서로 비슷한 항

목을 그룹화 할 수 있는 순열 알고리즘이다. (1)을

통해 CM의 각 행렬 값이 최댓값이 되는 경우를 구

해 CM을 도출한다.

                              

      (1)

CM은 모든 데이터 세트 간의 종속성을 계산하여

도출한 행렬이기 때문에 종속성에 따라 클러스터가

완료된 행렬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한 CM을 기반으로 파티

션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분할된 데이터 세트의 저

장 용량이 배치될 데이터 센터의 용량보다 크지 않

을 때까지 재귀적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 데이터 센

터의 용량을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 할당

을 위한 저장 장치 위치를 선택한다[6].

2.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

전략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위해

데이터 집약적 단계를 정의한다. 데이터 집약적 단

계는 과학 응용의 자원 사용 패턴에 따라 실행 시간

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의미한다. 기본 데이터 배

치의 진행 도중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작업 실행 시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실행한

다.

알고리즘 1은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실행 시 응용

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에 데이터를 배치시키는 알고

리즘이다. 이때 프로파일링 정보를 통해 자원의 특

성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배치시킬 데이터 센터의 특

성에 대해 안다고 가정한다.

그림 2. 런타임 데이터 배치 알고리즘

Fig. 2. The Runtime Data Placement Algorithm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 데이터 집약적(DI) 단계

의 작업일 때(line 2), 응용의 자원 사용 패턴에 따

른 Intensive 데이터 센터의 현재 Intensive 자원 사

용량+데이터 집약적 단계 작업의 Intensive 자원 사

이즈가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최대 Intensive 자원

사용량보다 작다면(line 3)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실행한다. 이 때 Intensive 자원이 많은 데이터 센터

를 찾고, 배치할 데이터 세트의 용량보다 큰 데이터

센터 중 가장 작은 데이터 센터를 찾아 데이터를

배치한다(line 4-6). 배치를 완료하고 데이터 센터의

용량 변수에서 배치한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제외

시킨다(line 7). 데이터 집약적 단계 작업의 데이터

배치를 완료했으면 DI 집합에서 현재 단계를 삭제

하고(line 8)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작업이 아닐 경

우 현재 저장 공간 중 용량이 큰 데이터 센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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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다(line 9). 배치를 완료하고 다시 데이터 센

터의 용량 변수에서 배치한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제외시킨다(line 10). 데이터 집약적 단계의 실행이

끝났을 경우 현재 데이터 세트의 상태를 기준으로

CM을 다시 구한다(line 13-15).

Ⅴ. 실험 및 결과

1. 대상 응용

지진학 응용인 Broadband는 Southern California

Earthquake Center에서 사용되는 계산 플랫폼 응용

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Broadband 응용은 총 770

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 작업에서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이므로 Memory intensive 응용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물 정보학 분야의 Epigenomics는 USC

Epigenome Center 에서 게놈 전체에서 인간 세포

의 후성 상태를 매핑 하는데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pigenomics 응용은 총 529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높은 CPU 사용량

을 보이고 실행 시간의 대부분이 계산 작업에 소요

되므로 CPU Intensive 응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응용을 실

행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컴퓨팅 자원으로 사용했다.

클라우드는 대규모 자원 풀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오픈스택을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팅 머신의 사양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2. 는 실험에서 사용된 5가지 타입의 VM 정

보를 나타낸다. 사용된 VM의 타입은 Amazon EC2

를 참고하여 설정했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3.1. 데이터 집약 계산 단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2를 바탕으로 두

가지 응용의 데이터 집약적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실험1]과 [실험2]를 진행하였다.

표 3. 은 두 응용의 데이터 집약적 단계를 분석

한 결과이다. 각 단계는 모두 자원 사용량이 큰 순

서대로 정렬한 결과이다.

3.2. 응용의 특성 고려 데이터 배치 결과 분석

[실험 1]에서는 제안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데이터 집약적 단계에서의 횟

수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그림 3. 은 Broadband의 작업 별 실행 시간 결과이

다.

그림 3. Memory Intensive 응용 Broadband의 작업 별 실
행 시간
Fig. 3. The Task-Specific Execution Time of Memory
Intensive Application Broadband

가장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sdsu_

hf_seisgen의 경우 sdsu_hf_seisgen 단계에서의 런

타임 데이터 배치 시 기본 배치 보다 약 14초감소

표 1. OpenStack 클라우드 머신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OpenStack Cloud Machines

표 3. 각 응용의 데이터 집약적 단계 분석

Table 3. The analysis of each applications’ data intensive
tasks

표 2. Virtual Machine 정보
Table 2. Information of Virtu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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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알 수 있다. sdsu_hf_seisgen, ucsb_seisgen

단계에서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의 경우 약 212초가

소요되었지만 기본 배치보다 성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dsu_hf_ seisgen 단계에서의 런

타임 데이터 배치 시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 이유

는 데이터 세트의 전송 오버헤드 때문이다.

Epigenomics 응용의 데이터 집약적 단계 분석 결

과 워크플로우의 dependency의 차이가 작아 런타임

데이터 배치 시 mapMerge, map이 같은 데이터 세

트로 묶인다. 따라서 Epigenomics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 결과는 2가지 경우 밖에 나올 수 없다.

가장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map의 경

우 기본 배치 실행 시 약 206초가 소요되었지만

pileup 단계에서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의 경우 약

191초로 감소했고, mapIndex 단계에서의 런타임 배

치 시 약 189초로 근소한 실행 시간의 감소를 보였

다. 또한 pileup 단계에서 기본 데이터 배치 시 약

52초가 소요됐지만, pileup 단계에서의 런타임 데이

터 배치를 진행했을 경우 약 50초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3. 데이터 배치 횟수와 오버헤드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2]에서는 제안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적용

하여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런타임 데이터 배

치 시 오버헤드를 분석하여 성능을 비교했다. 전체

실행 시간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비율을 계산하

기 위해 Overhead Rate를 정의하여 성능 비교에

사용했다.

그림 5. 는 Broadband 응용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오버헤드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런타

임 데이터 배치를 1번 진행했을 경우 오버헤드는

약 239초, 2번 진행했을 경우는 약 365초이다. 전

체 실행 시간에서 오버헤드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

산하기 위한 Overhead Rate 값은 각각 약 0.73%,

1.12%이다.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진행한 횟수가

증가할수록 Overhead Rate가 증가한다. 하지만 응

용의 전체 실행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응용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가 의미 있음을 보인다.

그림 6. 은 Epigenomics 응용의 런타임 데이터 배

치 횟수와 오버헤드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런

타임 데이터 배치를 1번 진행했을 경우 오버헤드는

약 3.2초, 2번 진행했을 경우는 약 5.1초이다. 이처

럼 데이터 집약적 작업의 개수가 적은 경우 오버헤

드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Overhead Rate의 경우 0.00097824%, 0.00097843%

이다.

그림 4. CPU Intensive응용 Epigenomics의 작업 별 실
행 시간
Fig. 4. The Task-Specific Execution Time of CPU
Intensive Application Epigenomics

그림 5. Broadband 응용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오
버헤드 비율
Fig. 5. Runtime Data Placement Times and Overhead
Ratios for Broadband Applications

그림 6. Epigenomics 응용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수와
오버헤드 비율
Fig. 6. Runtime Data Placement Times and Overhead
Ratios for Epigenomics Applications



데이터 집약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 기법

51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 워크플로우

응용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응용

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배치 기법을 제안했다. 과

학 응용에서 런타임에 자원의 상태에 따라 실행 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분석한 후 그 구간에서

의 런타임 데이터 배치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데이

터 배치 기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데이터

집약적 단계에서의 횟수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분석

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런타임 데이터 배치 횟

수와 런타임 데이터 배치 시 오버헤드를 분석하여

성능을 비교했다. 실험을 통해 자원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실행 시간이 줄어들어 제안한

기법이 의미 있음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데이터 센터의 위치와 네트

워크 대역폭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실

험 환경의 일반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특성에

따른 데이터의 이동량을 측정해서 응용의 특성 별

실행 시간의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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