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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U는 비용 고효율의 로세서로 각 을 받고 있으며, 이질  고성능 컴퓨  시스템의 주계산 자원으로 채택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 기반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 을 해 개발된 확장형 OpenStack을 서술한다. 확장

형 OpenStack은 OpenStack에서 GPU 사용이 가능한 가상 머신의 생성  리가 가능하도록, 가상 머신 간의 

GPU 공유 스 러와 GPU 인지형 Nova 스 러를 제공한다. 확장형 OpenStack과 Rodinia 벤치마크를 이용

한 실험에서 GPU 가상화로 인한 오버헤드가 2%내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OpenStack이 이질  고성

능 클라우드 컴퓨 에도 성공 으로 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Abstract

GPU's are getting the spotlight in the chip processor market due to low power consumption and 

high efficiency, and increasingly adopted as a main computing resource in heterogeneous high 

performance computing systems. This paper describes OpenStack extension for heterogeneous high 

performance computing on the cloud. The extended features are a coarse-grained GPU scheduler 

and a GPU-aware Nova scheduler developed for creating and managing GPU-enabled virtual 

machines with OpenStack. The experiments by using Rodinia benchmark on OpenStack extension 

shows that the overhead due to GPU virtualization is within 2%. This means that OpenStack is 

successfully applicable to the heterogeneous high-performance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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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컴퓨팅 자원, 스토

리지 자원 등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고 빌려서 쓰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아마존 클라우

드 서비스가[1] 시작된 이래로 그 수요는 공공 시

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여[2] 아마존 이외에

도 IBM, Microsoft, Oracle, Google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

구가[22, 23, 24] 진행되었으며, KT Cloud가 투

자대비 효율의 우월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 관리의 용이성과 경제성

을 위해 가상화[3, 4, 5]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적 머신(physical machine, 

PM)에 서로 격리된 다수의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VM)을 생성하여 사용자에 특화된 VM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익숙한 컴퓨팅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동시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다수 사용자의 

VM을 병합하여 하나의 PM에 할당하여 PM의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VM은 파일로 저장되고 관리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VM을 필요시 재개

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VM을 제공하기 때문에, VM으로부터 

해제된 PM 자원의 부가적인 관리(예를 들어, 다른 

VM에 해제된 PM 자원을 할당하기 전에 해당 PM 

자원에 설치되었을지도 모를 맬웨어(malware)와 

같은 오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전파됨에 따라 클라우드 구축

의 초기 비용을 줄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연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

트웨어 스택의 공동 개발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NASA, Rackspace, AT&T, IBM, Intel, 

Ubuntu, RedHat, SUSE, HP 등 150개 이상의 기

관을 중심으로 공개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

로 OpenStack을 개발하였으며[6], 400여 기관이 참

여 하에 OpenStack 재단이[7] 설립되어 OpenStack

을 산업 표준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GPU[8, 9]는 CPU에 비해 저전력 고성능 컴퓨

팅이 가능하다. 현재 고성능 컴퓨팅 선진국에서는 

GPU를 주계산용 자원으로 채택하고 CPU를 운영

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관리용 자원으로 사

용하는 이질적 고성능 컴퓨팅(high-performance 

computing, HPC) 시스템[10]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PU와 GPU로 구성된 이질적 HPC 

시스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확장 개발된 

OpenStack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질적 HPC 클라

우드는 GPU 가상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이를 

통해 VM은 자신이 원하는 GPU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PM에서 동작하는 다수의 VM은 GPU를 공

유한다. 기존의 GPU 가상화는[11, 12, 13, 14] 

Dom0 또는 관리용 VM을 통해 GPU 접근을 허용

하고 VM에 대한 GPU의 할당/해제를 VM의 개시/

종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GPU 가상화

에 따른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GPU 활용이 떨어지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VM 간의 

원활한 GPU 공유를 위해 PCIe 직접 통로( PCI 

express direct pass-through)에 의한 GPU 접

근 허용과 hot plug-in/plug-out 방식에 의한 

GPU 할당/해제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OpenStack 기반의 이질적 HPC 클라우드에서 

GPU 컴퓨팅을 수행하려면, GPU가 사용 가능한 가

상 머신(GPU-enabled virtual machine, GEVM)

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Nova 

Compute가 GPU를 탑재하고 있는 물리적 노드를 

GEVM에 할당할 수 있도록, OpenStack의 Nova 

스케줄러를 확장한 GPU 인지형(GPU-aware) 

Nova 스케줄러를 제안한다. 

이와 같이 확장된 OpenStack은 VM 간의 GPU 

자원 공유 스케줄러와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

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KVM과 Nova Compute를 

각각 확장 개발하였다. 확장된 OpenStack은 

OpenCL[17]과 CUDA[18]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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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Rodinia[19]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확장된 OpenStack의 GPU 가상화 오버헤

드는 2&로, PM의 성능에 도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GPU 가

상화를 위한 GPU 자원 공유 스케줄러를 설명하고, 

3장에서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를 서술한다. 

4장에서 성능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확장된 

OpenStack의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 5장에서 GPU 가상화 및 GPU 확장형 

OpenStack의 관련 연구를 제시하고, 6장에서 끝맺

는다.  

2. GPU 자원 공유 스 러

본 절에서는 VM이 직접 통로를 통해 GPU를 사

용할 수 있도록, Xen과 KVM 환경에서 개발된 

GPU 공유 스케줄러를 서술한다. 직접 통로 기반의 

GPU 가상화는 가상머신 모니터(virtual machine 

monitor, VMM)가 PCIe를 점유하지 않고, VM에

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 

통로에 의한 GPU 접근은 VMM에 의한 관리용 VM 

또는 Dom0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VM은 

보다 빠르게 GPU에 접근할 수 있고 가상화에 따른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어서 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

낸다[16]. 

2.1 과립형 GPU 공유 메카니즘

본 논문에서 GPU 가상화는 과학 어플리케이션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시화나 비교적 짧은 계

산 위주의 GPU 어플리케이션과 목적이 다르다. 이

들 어플리케이션은 비교적 짧은 시간의 반복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과학 어플리케이션은 처리 

시간이 길어서 GPU의 모든 처리 능력을 동시에 사

용하는 고성능 컴퓨팅을 요구한다. 따라서 과학 어

플리케이션의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GPU 가상화

는, 기존의 GPU 가상화와[11, 12, 13, 14] 달리 

동시에 여러 VM에 GPU를 공유시키는 방식이 아니

라, 한번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GPU 자원 하나를 

전부 할당하고 계산이 종료되면 회수하는 과립형 

GPU 스케줄링(coarse-grained GPU scheduling)

에 의한 GPU 공유가 효율적이다. 다만, 직접 통로

에만 의존하면 VM 간에 GPU의 원활한 공유를 하

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최초 VM의 

부팅 시 GPU를 가진 PCIe 채널을 점유하면 VM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GPU를 다른 VM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PCIe hot plug 

기능을 이용하여, VM 부팅 이후에 동작중인 상태

의 여러 VM 간에 GPU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과립형 

GPU 스케줄링 기술을 개발하였다. 과립형 GPU 공

유 메카니즘의 절차는 먼저 각 VM은 GPU가 필요

시 관리용 VM에게 GPU할당을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관리용 VM(Dom0, VM0, Linux 호스트)은 

GPU Admin을 통하여 할당 가능한 GPU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용한 GPU를 hot plug-in 방식으로 요

청하여 VM에게 할당한다. PCIe를 통해 GPU를 이

용하여 연산을 실행하고, 연산 종료한 후에는 이를 

다시 hot plug-out 방식으로 관리용 VM에게 반납

한다[16].

2.2 GPU 자원 관리

GPU Admin은 GPU Pool을 관리하면서 GPU 

Manager의 요청에 따라 사용 가능한 GPU를 VM

에게 할당한다. GPU Manager는 VM에서 실행 중

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GPU 자원 요청을 받아서 

GPU Admin을 통해 사용 가능한 GPU를 할당 받아 

어플리케이션에게 제공한다. 이들 간의 상호 작용

은 (그림 1)과 같다.

2.2.1 GPU Admin

GPU Admin은 설정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

하여, 해당 GPU들을 관리하기 위해 GPU Pool에 

등록시킨다. 등록된 GPU들은 초기화되어 어느 VM

에도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되고, GPU 

Manager의 요청에 따라 VM에게 할당한다. 할당된 

GPU들은 GPU Pool에서 요청한 VM의 ID와 IP 주소

를 기록한다. 초기화되면, GPU Admin은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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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er와 PoolChecker을 위한 두 개의 쓰레드

를 생성한다. 

ManagerListener 쓰레드는 각 VM에서 동작하

는 GPU Manager로부터 GPU의 할당 요청을 받아

들인다. GPU Admin은 PoolChecker를 통해 GPU 

Pool에서 사용 가능한 GPU를 선택하여, Xen 또는 

virsh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VM에게 GPU를 

hot plug-in 시켜 GPU를 할당한다. GPU Manager

의 GPU의 해제 요청에 대해, GPU Admin은 Xen 

또는 virsh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요청한 VM으

로부터 GPU를 hot plug-out 시켜 GPU를 해제하

고 GPU Pool에 반납한다. 

PoolChecker 쓰레드는 GPU Pool 내에서 이미 

할당된 GPU들을 검색하여 현재 GPU가 사용 중인

지 아닌지 판단한다. 주기적으로 GPU Pool을 검색

하여, VM에게 할당된 GPU들을 찾고, 각 VM의 

GPU Manager에게 현재 GPU가 사용 중인지 아닌

지 알린다. GPU Manager는 자신의 시스템 내부에

서 GPU 사용도에 따라 현재 GPU의 사용도를 알린

다. PoolChecker는 이러한 정보를 기록해두고, 특

정 시간 동안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GPU를 강제로 회수한다.

(그림 1) GPU 공유 메카니즘

2.2.2 GPU Manager

GPU-Manger는 GPU-Admin으로부터 수행해

야 할 GPU 어플리케이션과 그 파라미터를 입력으

로 받는다. GPU 할당 정보를 파악하고, 사용 가능

한 GPU가 있으면 GPU-Admin에게 GPU 할당을 

요청하고 할당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대기한

다. 할당이 완료되면, VM은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GPU-Manager는 입력으로 받은 

GPU 어플리케이션과 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어플

리케이션의 수행을 허용한다. GPU Manager는 

GPU 어플리케이션이 GPU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대기하며,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면 GPU-Admin

과의 연결을 종료하고 GPU 해제를 요청한다. GPU 

해제가 완료되면 GPU-Manager는 자신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종료한다. 이 방법은 GPU-Admin과의 

연결이 종료되면 GPU-Admin은 GPU를 즉시 회

수함으로써 GPU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CheckGPUOn 쓰레드는 GPU Admin으로부터 

특정 요청이 오기를 기다린다. GPU Admin은 GPU

가 VM에게 할당된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GPU의 사

용도를 확인하는 요청 메세지를 보내는데, 이에 응

답하여 현재 자신의 VM에서 GPU의 사용도를 체크

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용자 GPU 어플리케이션이 CUDA 라이브러리

나 OpenCL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 이때 비로소 

GPU가 VM에 할당된다(hot plug-in). 반대로, 

GPU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할당된 

GPU 자원을 해제하고(hot plug-out) CheckGPUOn

을 재설정하여 GPU Admin에게 알린다. GPU 

Admin은 이것을 GPU Pool에서 사용가능한 자원

으로 재설정한다.   

3. GPU 확장형 OpenStack

OpenStack에는 VM의 관리 기능(생성/삭제/시

작/중지 등)을 수행하는 Nova, 객체 스토리지 

Swift, 인증을 위한 Keystone, VM 이미지를 관리

하는 Glance,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Neutron, 블록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Cinder, 웹 기반 대시보드 

Horiz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적인 서비스로는 

텔레미터 서비스 Ceilometer, 오케스트레이션 서

비스 Heat,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Trove가 있다. 

OpenStack 기반의 HPC는 Heat를 통해 이루어진

다. GPU 컴퓨팅을 위한 확장형 OpenStack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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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PU 인지형 Nova 스 링 워크 로우

OpenStack에 GPU 자원 공유 스케줄러 및 GPU 

인지형 스케줄러를 추가한 것으로, OpenStack 위

에 패치 형태로 설치된다. 

Nova는 GPU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GPU 

자원을 가진 노드가 어느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또

한 이들 중에서 어느 노드에 VM 이미지를 개시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Nova를 수정 및 추가하였다. 

또한 할당된 물리적 자원에서 개시된 GEVM이 제

대로 동작하는지, GEVM이 어떤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도록 Horizon도 일부 수정하

였다. 

3.1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이에 적합한 GPU 컴퓨팅 노드를 사용자에게 

할당한다. 이를 위해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

는 각 컴퓨팅 노드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어느 컴퓨

팅 노드에 GPU가 탑재되어 있는지, 어느 GPU 컴

퓨팅 노드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GPU 컴퓨팅 노드 리스트를 생성하여 Nova 

Scheduling 모듈에게 제공한다. GPU-Compute 

Checker는 이러한 리스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모듈로, 새로 추가되었다. Nova Scheduling 

모듈은 이 리스트에서 GPU 컴퓨팅 노드를 선정하

여 사용자에게 할당한다(그림 2 참조). 

3.2 GPU 사용 가능 가상 머신(GEVM)의 생성

확장형 OpenStack에서 GEVM의 생성은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VM을 생성할 때, GPU를 선택하고 GEVM의 생

성을 요청한다.  

2)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는 이 요청을 받아 

GPU 노드(GPU가 장착된 컴퓨팅 노드)를 찾는 

한편, Glance를 통해 GEVM 이미지를 찾는다.  

3)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가 GPU 노드를 사

용자에게 할당하면 

4) Glance는 GPU 노드에 GEVM 이미지를 적재하고 

5)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는 GEVM 이미지

를 동작시켜 GEVM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제

공한다. 

이를 위해, OpenStack 위에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GPU 노드에는 

GPU Admin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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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정을 통하고 나면, GPU 노드에서는 운영체

제에 의해 GPU Admin이 동작하고, GEVM에서는 

GPU Manager가 동작한다. 앞에 GPU 가상화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GPU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GPU Pool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GEVM은 GPU 컴퓨팅을 위한 CUDA나 OpenCL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다. 

OpenStack의 Glance는 여러 가지 VM 이미지

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관리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VM 이미지를 만들어서 Glance에 등

록한다. GEVM 이미지의 생성 및 관리도 이와 같은 

메카니즘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GEVM 이미지를 

생성하여 Glance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 위해 관리

자는 VM을 하나 할당 받아서, GPU Manager 및 

CUDA/OpenCL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종료한 후, 

해당 VM 이미지의 스냅샷을 만들어 Glance에 

GEVM 이미지로 등록한다

4. 성능 평가

PCIe hot plug 방식으로 GPU를 VM에게 할당하

고 해제하는 GPU 자원 공유 스케줄러와 GPU 인지

형 Nova 스케줄러에 의한 확장형 OpenStack이 오

버헤드를 어느 정도로 내포하는지 실험으로 확인하

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벤치마크는 Rodinia[26]

로, 여러 가지 GPU 어플리케이션을 CUDA, 

OpenCL 버전으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실험 환경은 5대의 노드가 1Gb 이더넷으로 연결

되어 있고, 각 노드는 CPU Xeon E5, 32GB RAM, 

NVIDIA Quadro FX3800 GPU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과 4)는 각각 CUDA와 OpenCL 코드로 구

성된 Rodinia 벤치마크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들 그

림에서 native와 vm은 각각 PM에서 그리고 VM에

서 Rodinia 응용을 수행한 실행시간을 나타낸다. 

PM과 VM에서 수행한 CUDA 및 OpenCL 코드의 

실행 시간은 길어야 0.2초 이내의 시간차를 나타내

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PM의 실행 시간이 VM

의 실행 시간보다 길기도 하다. 전자는 가상화 오버

헤드로 native 대비 2% 이내이다. 후자는 자원 공

유로 인한 상승효과로 추측할 수 있으나 향후 상세

한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3) 확장형 OpenStack 오버헤드: CUDA 

(그림 4) 확장형 OpenStack 오버헤드: OpenCL 

5. 련 연구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GPU 컴퓨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GPU를 디스플레이나 가시화를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주계산 자

원으로 사용한다. 전자는 GPU를 시간적 및 공간적

으로 분할하여 하나의 GPU를 가능한 한 많은 가상 

머신에게 할당한다[11, 12, 13, 14]. NVIDIA의 

vGPU를[14] 이용하여 OpenStack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20, 21] 클라우드에서 다수의 가상 머신이 PCIe 

직접 통로나 rCUDA를 통해 GPU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0, 21]에서 가상 머신은 PCIe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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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통로 대신에 rCUDA를 통해 GPU를 사용한다. 

이것은 GPU가 모든 물리적 노드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가상 머신 간에 GPU 

자원을 원격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

다. 이 접근 방법은 가상 머신 간에 GPU 자원 경쟁

이 심하지 않은 이질적 컴퓨팅 환경에 적합하다. 이

와 달리, 본 연구는 GPU를 주계산 자원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가상 머신 간에 GPU에 대한 자원 경쟁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경우를 전제하였다. 이러한 클

라우드 환경에서 GEVM의 생성 및 관리, GPU 활

용 극대화 등을 위해, GPU 공유 스케줄러 및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를 확장형 OpenStack에 추

가하였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고성능 GPU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GPU 확장형 OpenStack을 제

시하였다. 확장형 OpenStack의 과립형 GPU 자원 

공유 스케줄러는 직접 통로에 근거한 hot plug- 

in/out 방식으로 VM에게 GPU 접근 허용을 제공하

고 있으며, 다수의 VM 간에 원활한 GPU 공유 메카

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확장형 OpenStack의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는 각 노드의 GPU 유무를 

확인하고 VM에게 물리적 자원을 할당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Nova Compute를 확장하였다. GEVM 

이미지의 생성 및 관리는 Glance를 그대로 활용한

다. GEVM 이미지를 물리적 자원에 할당하여 개시

하면, 대쉬보드를 통해 실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Horizon을 수정하였다. OpenStack의 Heat

는 다수의 VM으로 구성된 가상 클러스터를 생성하

고 개시할 수 있는 도구이다. Nova 스케줄러를 확

장한 GPU 인지형 Nova 스케줄러가 GEVM을 지원

하기 때문에, 기존의 Heat를 이용하여 다수의 

GEVM으로 구성된 가상 GPU 클러스터를 생성하

여 일괄처리 형태의 이질적 HPC가 가능하다. 

GPU 확장형 OpenStack 위에서 Rodinia 벤치마

크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GPU 확장

형 OpenStack의 VM의 오버헤드가 PM에 비해 기

껏해야 2% 수준에 불과하다. 

OpenStack은 다수의 VM을 동시에 스케줄링할 

수 있는 집단 스케줄러(gang scheduler)를 내포하

지 않기 때문에 대화식의 이질적 HPC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집단 

스케줄러의 추가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GPU뿐

만 아니라 인텔의 Xeon Phi에 대한 가상화 기술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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