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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딥러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공유하는 GPU 클러스터

환경에서 대규모의 딥러닝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자원 관리자들은 CPU나 메모리를 주 관리대

상으로 하여, GPU나 네트워크를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는 딥러닝 작업에

는 적합하지 않고, 딥러닝 작업만의 특성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최적화된

관리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작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에 최

적화된 GPU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딥러닝 작업

의 특성을 분석하여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설명한

다. 또한, 분산 학습과 다중 작업 스케줄링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구

현한 시스템이 딥러닝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클러스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보인다.

주요어 : 딥러닝, 자원 관리자, 분산 시스템, GPU 클러스터

학 번 : 2017-2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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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딥러닝은 최근 이미지 인식 [3, 12], 자연어 처리 [9], 생성 모델 [10]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의 학습 및 추론은 일반적으로 많은

GPU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키는데도 학습 데이터

와 모델의 크기에 따라 수 백대의 GPU로도 몇 주씩 걸리기도 한다

[20]. 모델의 성능을 최대로 향상시키는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작업의

경우, 이러한 학습 과정으로 설정값을 바꾸어 가며 수백에서 수천 번 반

복하기도 하므로 상당한 양의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분산 학습을 통해 거대한 GPU 클러스터 위에서 학습 시간을 최대한 짧

게 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딥러닝 작업을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가진 딥러닝 작업에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이

를 가속하기 위한 GPU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딥러닝 작업은

GPU 클러스터 위에서 이루어진다. GPU 클러스터는 한 대 이상의 GPU

를 장착한 노드들로 구성되며, 분산 학습을 위해 고성능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다. 이러한 GPU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용자

에 의해 공유되고, 사용자들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각자의 작업을 실

행하게 된다.

딥러닝 작업과 일반적인 작업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CPU 작업과는 달리, 딥러닝과 같은 GPU 작업은 여러 프로세스들

이 자원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메모리 제약을 만족한다면 하나의 GPU에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성능이 많이 저하되므

로 자원을 공유하도록 스케줄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딥러닝

작업의 반복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자원 사용이 균일하고, 수

행시간을 예측하기가 쉬운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딥러닝 작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에 최적화

된 GPU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딥러닝 작업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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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연산 병목은 GPU 또는 네트워크에 해당하므로, YARN [19]이나

Mesos [6]와 같이 CPU나 메모리를 주 관리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자원

관리자와는 성격이 달라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딥러닝 작업의 특

성을 분석하여 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

고, 설계 및 구현으로 본 연구의 시스템이 이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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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 경 연 구

제 1 절 딥러닝 작업

딥러닝 작업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 또는 추론하는 작업들로 구성되

어 있다. 딥러닝 모델의 학습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 모델의 손실

함수(loss function) 값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경사 하강

법(gradient descent) [7, 8, 21]을 사용하여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금씩

변화시키며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 데이터 전체를 모델에 한꺼번에 입력

하기에는 매우 큰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미니 배치

(mini batch)라는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이를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딥러닝 모델의 학습은 매우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GPU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또한 GPU 사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GPU를 사용하여 가속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모델과 학습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학습을 완료하는 데까지 몇 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제 2 절 GPU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

딥러닝 작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딥러닝 작업을 작성하기 위한 프레

임워크 뿐만 아니라 딥러닝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도 등장하였다.

Ray [16]는 분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써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을 위한 Ray Tune [14], 강화학습을 위한 RLlib 등을 같이 지원한다.

Ray는 여러 GPU를 사용한 분산 학습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지만, 클러스터 자체를 관리하지는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작업을 스케줄링

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공유하는 클러

스터 환경에서는 수동으로 자원 할당을 조율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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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ML [18]은 이보다 클러스터 관리자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TensorFlow, PyTorch, MXNet을 지원하며 GPU 클러스터 상에 여러 사

용자들이 다수의 작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클러스터 관리 측면에서 NSML은 다수의 GPU 및 노드들을 관

리하며 작업들에 대해 자동으로 GPU를 할당해주고 데이터 집합 및 학

습된 모델을 저장하여 관리해주지만, 분산 학습을 지원하지는 않고 단순

한 자원 스케줄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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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클러스터 관리자

제 1 절 시스템 요구사항

이 절에서는 우선 딥러닝 작업에 최적화된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

는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 정밀하고 유연한 자원 격리

클러스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작업에 필요한 만큼

만 자원을 할당하고, 각 작업들이 GPU를 공유하지 않도록 격리해주

어야 한다. 각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GPU 메모리의 크기가 작은 경

우, 여러 프로세스들이 공통된 GPU 자원을 공유하여 동시에 수행되

는 것이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그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하

지 않는다. 따라서 각 작업들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서로 겹치지

않게 할당해주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 분산 학습

최근 딥러닝 모델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학습 시간을 줄

이기 위해 데이터 병렬처리(data parallelism)를 주로 사용한다 [2, 4].

또한, 모델의 크기가 단일 GPU에 올리지 못할 만큼 클 경우 분산 학

습이 필수적이다.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기법 중 배치 크기를 학습

중에 증가시키는 경우 [17]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예측을 위한 자원 프로파일링

딥러닝 작업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자원 사용과 수행시간이 일반적인

작업들에 비해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딥러닝 학습은 동일한 계

산 그래프를 가진 모델에 균일한 크기의 학습 데이터인 미니-배치를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원 사용이 비교적 균

일하고 수행시간 또한 작업 초반의 프로파일링 또는 다른 작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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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보로부터 예측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 정보를 사용하면 최적의

자원 배치 및 작업 스케줄링이 가능하므로, 실행중인 작업에 대한 정

확한 프로파일링을 시스템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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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스템 설계

이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 설

계를 제안한다.

그림 3-1: 미니 클러스터

그림 3-2: 클러스터 자원 관리 시스템의 작업 제출 API 예시.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로부터 작업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실행할 작업이 정의

된 이미지와 실행 명령어, 그리고 사용할 GPU 자원량을 필수로 제출하고

선택적으로 학습 시 사용할 데이터 경로 등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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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클러스터

미니 클러스터는 작업이 수행되기 위한 자원 할당의 단위로, 하나의

미니 클러스터는 여러 노드들에 있는 여러 GPU들로 정의된 가상의

클러스터이다. 미니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분산 학습도 가능하고,

GPU가 유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에 클러스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작업을 위해 미니 클러스터가 구성되면,

해당 작업은 이 미니 클러스터 위에서 독점적으로 수행되어 다른 작

업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다. 작업이 종료

된 후에 미니 클러스터는 자원 관리자에 의해 다른 미니 클러스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자원을 반환하거나, 다른 작업이 그대로 재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재구성 오버헤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그림 3-1은 노드 1의 GPU 2개로 구성된 미니 클러스터와, 노드 1의

GPU 2개와 노드 2의 GPU 2개로 구성된 미니 클러스터, 그리고 노

드 2의 GPU 1개만으로 구성된 미니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이 미니 클러스터는 작게는 1개의 GPU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크게는 클러스터 전체의 자원이 하나의 작업을 위한 미니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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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클러스터 자원 관리 시스템 구조

� 자원 관리자

자원 관리자는 정밀하고 투명하게 클러스터의 자원 상태를 관리하고

제공한다. 자원 관리자는 각 미니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GPU 메모리,

GPU 사용률 등의 자원 사용 상황을 자원 프로파일러를 통해 모니터

링하여 특정 작업이 자원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

고 이를 스케줄러에 제공하여 이후 작업들의 스케줄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이 처음 할당될 때 사용할 자원의 양은 사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데,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할당받은 양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만약 어떤 작업이 자신에게 할당된 것보다 많은 자원을 사용한다

면, 자원 관리자는 이를 감지하여 해당 작업에 자원을 추가로 할당하

거나, 자원을 더 할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단한 뒤 나중에

다시 스케줄링 되도록 작업 큐에 넣는다.

� 자원 프로파일러

자원 프로파일러는 클러스터의 각 노드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

스들이 실제로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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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측정된 정보는 자원 관리자로 전달되며, 자원 관리자는

이를 수합하고 각 프로세스들이 어떤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대응시켜 작업들의 실제 자원 사용량을 기록한다.

� 스케줄러

스케줄러는 클러스터 관리자로 제출된 작업들에 미니 클러스터를 정

의하여 자원을 할당하고 실행될 순서를 정한다. 우선 스케줄러는 자

원 관리자로부터 현재 자원 상황을 제공받아 작업 큐에 있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작업 큐에 있는 작업들을 확인해

클러스터에 남아있는 가용 자원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해

당 가용 자원들로 미니 클러스터를 정의해 작업과 함께 런처로 전달

하여 작업을 시작시킨다.

딥러닝 작업이 여러 개의 GPU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 GPU

들이 서로 다른 노드에 있다면 분산 학습에서 네트워크 통신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따라서, 스케줄러는 현재 작업 큐에 있는 작업에 자

원을 할당할 때 가능하다면 같은 노드에 있는 GPU들을 할당하는 정

책을 사용한다. 또한, 미래의 작업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같은 노드의

자원을 할당해주기 위해서, 자원 할당이 가능한 노드가 여럿이라면

그중에서 남는 자원이 최소인 노드를 선택하여 자원을 할당해주게 된

다.

현재는 위와 같이 선입 선출(First-In, First-Out)과 탐욕적(Greedy)

인 방식으로 작업들에 대해 GPU 자원을 할당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클러스터 환경에서 작업들이 어떤 분포로 제출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더 효율적인 스케줄링 정책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파

일링을 통해 작업 큐에 있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작업들에 대해 수행

시간을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SJF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

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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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 현

본 시스템은 총 2,694 줄의 Python3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으며, 외

부 라이브러리로는 후술할 Docker를 다루기 위한 Python Docker SDK

와 NVIDIA GPU 프로파일링을 위한 py3nvml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본 시스템에서 작업은 Docker [15] 이미지의 형태로 전달되고,

Docker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작업을 격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사용자가 작업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작업이 실행될 환경을 Docker 이미

지로 먼저 빌드한 후 클러스터에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 Docker 이미

지의 경로와 작업을 실행할 명령(command)을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에

제출하면 시스템은 이 Docker 이미지로 Docker 컨테이너를 각 노드에

띄운 후 명령을 실행시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Docker 컨테이너들은

실행 환경을 완벽히 정의하고 자원을 독립적으로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작업 간의 간섭이나 작업 실행 환경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 있

다. 여러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환경, 예를 들어 TensorFlow, PyTorch

등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해도 각자의 환경으로 Docker

이미지를 빌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

은 작업의 실행 환경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자원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들은 컨테이너 오

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도구인 Docker Swarm을 통해 연결되어 관

리되도록 구현하였다.

미니 클러스터는 각 노드에 띄워진 Docker 컨테이너들을 오버레이

네트워크(overlay network)로 연결하여 구현하였다. 미니 클러스터마다

정의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 미니 클러스터 내의 컨테이너들은

서로 통신이 가능하며, 분산 학습에서 효율적인 파라미터 전달을 위해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설정하였다. 또한, 분산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프로그램 수준

에서도 분산 학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Parallax [11]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Parallax는 TensorFlow 위에 구현된 분산 학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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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레임워크로, MPI, NCCL, horovod를 이용해 데이터 병렬처리 분산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 또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 체크포인트를 클

러스터 전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GlusterFS [1]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파

일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쓰이는 모든 데이터는

클러스터 전체의 노드에 공유되어 모든 프로세스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

다. 사용자가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단순히 해

당 파일 경로를 작업을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에 제출할 때 인자로 전달

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컨테이너를 띄울 때 전달된 경로를 컨테이너에 마

운트해주고 컨테이너 내부의 작업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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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 험

이 장에서는 구현된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딥

러닝 작업들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보이고자 한

다. 우선 분산 학습을 본 시스템 상에서 수행하여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다중 작업 스케줄링을 통해 대규모의 작업

들에 대해서도 클러스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업을 지연 없

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아래 실험에서 사용한 노드들은 모두

각각 6대의 NVIDIA GeForce TITAN Xp GPU와 2개의 18 코어 Intel

Xeon E5-2695 @ 2.10 GHz 프로세서, 그리고 256 GB 메인 메모리를 탑

재한 서버를 사용하였고 각 노드들은 100 Gbps InfiniBand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제 1 절 분산 학습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병렬처리 분산 학습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해, Parallax를 이용하여 TensorFlow CNN 벤치마크를 실행해

모델 학습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모델과 데이터는 각각 ResNet-50 [5]와

Imagenet [3]을 사용하였고, 배치 크기는 GPU당 32개로 설정하여 데이

터 병렬처리 분산 학습을 수행하였다. 분산 학습의 경우 노드를 1개, 2

개, 4개로 늘려가며 각 노드에서 6개씩의 GPU를 할당받아 구성한 미니

클러스터로 학습을 수행하여, 단일 GPU 상에서의 학습과 비교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는지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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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기존 Parallax 논문에서의 학습 속도와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

이 Docker 컨테이너 상에서 실행한 Parallax의 학습 속도 비교. 가상 컨

테이너 환경 위에서 실행됨에도 12 GPU까지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

이고, 24 GPU에서도 90% 이상의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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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 결과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은

Docker라는 가상 컨테이너 환경 위에서 실행되지만 주어진 자원을 최대

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기에 준수한 성능의 분산

학습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다중 작업 스케줄링

대규모의 딥러닝 작업들이 들어올 때 시스템이 클러스터의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알고리즘인 ASHA [13]를 사용하여,

ResNet-20 모델을 CIFAR-10 [12]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는 작업이 총

1,152개인 워크로드를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으로 하여금 노드 6대, 총 36

대의 GPU에서 스케줄링 및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16 -

그림 5-2. ASHA 알고리즘이 탐색한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

성능 지표 값

평균 GPU 사용률 98.35%

전체 수행 시간 20095.86 초
작업 평균 수행 시간 628.00 초

평균 디스패치 지연

(미니 클러스터 재사용 미적용)
2.489 초

평균 디스패치 지연

(미니 클러스터 재사용 적용)
0.157 초

표 5-3.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워

크로드를 수행한 성능 지표. 디스패치 지연(dispatch latency)은

이전 작업이 종료된 이후 다음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의 지연 시

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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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에는 위 실험에서 측정된 평균 GPU 사용률, 전체 수행 시간

및 작업별 평균 수행 시간과 미니 클러스터 재사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했을 때의 평균 디스패치 지연 시간을 비교하였다. 하나의 작

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에 비해 디스패치 지연 시간이 차

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미니 클러스터 재사용을

적용했을 경우 이 지연 시간이 더욱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작업 수행 중 평균 GPU 사용률 또한 98.35%로, 클러스터 관리 시스

템이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이 주

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비교할

시스템으로는 분산 학습 프레임워크인 Ray [16]를 사용하였고, GPU 4개

로 구성된 클러스터 위에서 GPU를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사용하

는 다양한 규모의 딥러닝 학습 작업들을 총 50개 수행하도록 실험을 설

계하였다. Ray의 경우, 클러스터의 자원을 여러 작업에 할당해주는 기능

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면 작업이 실패하게 되고, 따

라서 모든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반면 본 클러스터 관리 시

스템은 현재 클러스터의 가용 자원 상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

므로 자원 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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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Ray와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에서 다중 작업을 수행하는 동

안 클러스터의 GPU 사용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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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이, 클러스터 자원 관리자는 기존 시스템보

다 더 높은 자원 사용률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 또한 훨씬 절약할 수 있다. Ray의 경우 모든 작업

을 수행하는 데 총 1938.95초가 걸린 데 비하여, 클러스터 자원 관리자는

총 1264.02초로 약 1.53배 더 빠르게 전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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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 의

� 작업 패킹 (packing)

작업 패킹 [22]은 여러 작업을 같은 GPU 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

다. 본 시스템은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간의 자원을 독립

적으로 할당하였으나, 작업의 특성에 따라 같은 GPU 위에서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작업의 자원 사용 프로

파일링으로부터 언제 패킹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클러스터

의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 스케줄링 개선

본 연구에서는 자원 스케줄링을 일종의 탐욕적 (Greedy) 방식으로 수

행하도록 설계했으나,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스케줄링 방

식이 달라질 수 있다. 클러스터 환경에서 딥러닝 작업에 대한 대규모

워크로드는 아직 잘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작업들이 어떤 분포로 제

출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있다면 이에 적합하게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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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관련 연구

Gandiva [22]는 효율적인 딥러닝 학습을 위한 GPU 클러스터 스케줄

링 프레임워크로, 딥러닝 작업의 반복적인 특성을 이용해 시분할

(time-slicing)을 사용하여 작업의 지연 시간을 줄여 클러스터 자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한다. Gandiva는 migration, suspend-resume, packing,

grow-shrink 등 다양한 GPU 할당 방법을 사용해 여러 딥러닝 학습 작

업들을 수행할 때의 클러스터 자원 사용률을 높였다.

Tiresias [23]는 분산 딥러닝 작업을 위한 GPU 클러스터 관리 시스

템으로, 작업의 평균 JCT (Job Completion Time)을 최소화하기 위해

Gittins 지수와 LAS（Least-Attained Service) 알고리즘을 사용해 작업

수행시간의 분포로부터 작업이 얼마나 빨리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

률을 기준으로 작업을 스케줄링한다. 작업 수행시간의 분포가 알려져있

는 경우 Gittins 지수를 사용해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분포에 대

한 정보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수행한 작업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순

위를 부여해 효과적인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Project Philly [24]는 분산 학습 작업에 대해 통신 비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지역성(locality)를 고려한 자원 배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클러

스터 관리 시스템이다. Philly는 GPU 클러스터 상에서 수행된 대규모 작

업들의 기록을 분석하여 지역성이 자원 사용률에 큰 영향을 끼침을 보였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클러스터 자원 스케줄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Microsoft OpenPAI [25]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으

로 다양한 규모의 클러스터 환경을 관리하고 사용자들 간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나 모델 등의 공유를 지원한다. OpenPAI 또한 여러 사용자로부터

컨테이너 이미지, 실행 명령어, 사용할 GPU 개수, 데이터 경로 등의 설

정값의 형태로 작업을 제출받아 스케줄링하고, 각 작업에 자원을 할당하

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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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의 딥러닝 작업들에 최적화된 GPU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딥러닝 작업의 특징들을 최대한 활용하

여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미니 클러스터라는 자원 할당의 단위를 도입하여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소개하였다.

또한, 분산 학습과 다중 작업 스케줄링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구

현한 시스템이 딥러닝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클러스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보였다. 끝으로, 더 나은 자원 관리 시스템을 위해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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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GPU Cluster

DongJin Shi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ep learning technology has achieved tremendous performance in

various application areas. Since such deep learning jobs typically

require a great amount of resource and time, scheduling numerous

deep learning jobs and allocating resources in GPU cluster efficiently

is crucial. However, existing resource management systems tend to

focus on CPU or main memory, which are not suitable for deep

learning jobs which uses GPU or network bandwidth as a main

resource. Also, they do not exploit the characteristics of deep learning

jobs for management, making it difficult to optimize for such jobs. In

this paper, we exploit the characteristics of deep learning jobs to

propose a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GPU cluster which is

optimized for deep learning jobs. First, we discuss th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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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ep learning jobs to show the system requirements, and then

show ou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ystem that meets such

requirements. We also evaluate the distributed training and multi-job

scheduling to show that our system effectively executes deep leaning

jobs and efficiently manages cluster resources.

keywords : Deep Learning, Resource Manager, Distributed

System, GPU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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