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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오류 처리의 효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간 축적된 대용량의 CMS

잡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차원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큐브 시스템인 CMS-Cube의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CMS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결과 중 오류 데

이터를 추출하여 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한다. 둘째, 데이터 큐브 모델을 기반으로 OLAP 스타 스키마를 디자인한

다. 마지막으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AWM(Analytic Workspace Manager)을 이용하여 CMS-Cube의 다차원 분

석을 수행한다. 실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1. 서 론

스위스 제네바 근교의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인 CERN(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기지에서는 거대 강입자 충

돌기 LHC(Large Hadron Collider)의 실험용 검출기(CMS, ATLAS,

ALICE, LHCb)가 존재하며, 여기서 매년 약 25 페타 바이트의 정보

를 수집한다[1-2]. WLCG(World LHC Computing Grid)는 CERN에서

진행하는 실험들을 위한 대규모의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여 세계 40여

개 나라, 170여개 컴퓨터 센터가 자신들의 리소스를 세계 각지의 수

천 명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2]. LHC의 4가지 실험들 중 하나인

CMS(Compact Muon Solenoid)에서는 하루에 65만건 CMS 잡(job)이

WLCG에서 스케쥴링 되고 그리드 환경에서 수행 되는 잡에 대한 모

니터링 결과는 대시보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다[2-3].

복잡한 그리드 컴퓨팅에서 오류를 핸들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4-5].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툴이 있어서 오류 코드

와 연관된 실패한 잡들을 리포팅하고 있다. 오류코드와 정확한 고장

원인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 위하여 연관성 규칙 마이닝을 적용한 사

례[4]가 있으며 그리드 워크로드에서 로그를 분석해서 잡 오류를 예

측하는 연구도 발표됐다[5].

반면, 대규모 자료 분석의 연구 분야 중,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

트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DW)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

큐브로 구성한 후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의 다양한

연산자들의 조합을 통하여 개념의 추상화 레벨을 조정하면서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7].

본 논문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CMS 잡 모니터링 결과 중 오류 발

생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차원의

고수준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큐브 시스템인 CMS-Cube의 프로토타

입을 설계하였다. 또한 오라클(Oracleⓡ)에서 제공하는 AWM[8]를 사

용하여 실제 다차원 큐브를 생성하였으며 다양한 OLAP 연산자들의

조합을 통하여 보다 가치 있는 분석 결과들을 얻고자 하였다.

2. CMS 잡 모니터링 오류 발생 분석을 위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MS 잡 모니터링 오류분석 시스템의 구조

는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4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첫째, 데이

터 소스 층에서는 CMS 대시보드의 상세페이지[3]에서 필요한 데이터

를 추출한다. 둘째, 데이터 스토리지 층에서는 추출한 데이터를 오라

클 DB(DataBase)에 로딩 한다. 그리고 다차원 모델의 대표적인 스타

스키마에 따른 사실테이블(fact table)과 4개의 차원 테이블(dimension

table)을 생성한다. 셋째, 분석 층에서는 AWM에서 차원과 개념계층

을 생성한 후 여러 차원을 포함한 큐브를 생성하여 다차원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표현 층에서는 AWM의 데이

터보기를 통하여 다양한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1 ) CMS 잡 모니터링 오류 분석 시스템의 구조

2.1 데이터 큐브 모델

데이터 큐브 모델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CMS 대시보드에서

2014년 4월 한달 동안 15명의 사용자가 수행한 데이터 중 3만 여건의

오류 발생 데이터를 사용하였다[3].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OLAP 도구는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기초로

하는데 이 모델은 데이터 큐브의 형태로 제공된다[9]. 데이터 큐브는

데이터가 여러 차원으로 모델링되며 차원(dimension)과 사실(fact)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4개 차원, 1개 사실을 정의한다. 시간 차원

은 오류발생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사이트차원은 오류발생 사이트

분석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차원은 오류발생빈도가 높은 어플리케이

션 버전을 위하여, 오류코드차원은 오류발생빈도가 높은 오류코드 분

석을 위하여 사용된다. 사실에는 오류발생 횟수를 측정치로 포함한다.

(그림 2) CMS 오류 발생 분석 모델의 스타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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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정의한 스타 스키마[9]의 차원테이블과 사실

테이블을 보여준다.

2.2 개념계층 및 OLAP 연산

개념계층은 차원 테이블에서의 하위 개념 집합으로부터 보다 상위

의 일반적인 개념들로의 사상의 연속을 의미한다[9]. 먼저 시간 차원

은 day, month, quater, year의 부분 순차를 기반으로 하고 사이트 차

원의 개념계층은 ‘tier<country<continent’ 3차 레벨로 매핑 하고 어플

리케이션 차원은 어플리케이션버전을 갖는 1차 레벨 계층구조이며 오

류코드 차원은 ‘exitcd_desc<exitcd_category’ 2차 레벨로 매핑 된다.

다차원 분석 모델에서 데이터는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

은 개념계층에 의해 정의된 여러 추상화 레벨을 포함한다[9]. 다차원

큐브는 OLAP에서 제공[9]하는 롤-업(roll-up), 드릴-다운(drill-down),

다이스(dice)와 슬라이스(slice), 피봇(pivot) 등의 연산을 통하여 다차

원분석이 가능하다.

3. CMS-Cube의 구현 및 분석 결과

데이터 큐브 모델의 설계가 끝나면 오라클 DB에 모든 속성을 포

함한 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고 CMS 데이터를 오라클 SQL 개발 도

구를 이용하여 해당 테이블에 로딩 한다. AWM에서는 오라클 타겟

DB에 연동 한 후 차원테이블과 사실테이블을 기반으로 분석 작업영

역(work space)에서 구체화 뷰(Materialized View)를 생성한다.

CMS 잡 모니터링 오류발생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

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진행 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몇 가지 시

나리오를 소개한다.

첫째, 최근 CMS 잡 모니터링 오류 발생빈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OLAP 연산 질의문을 이용하여 오류

발생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urope대륙에 속한 사이트에서

오류 발생횟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Dice for ( time='all') and (exitcode='all') and (site='each

continent') and (appVer='each appVer') and (measures='err_count')

(그림 3) 각 대륙별 오류 발생 현황

둘째, 가장 많은 오류 발생횟수를 보인 Europe대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하여 OLAP 드릴-다운 연산을 해보면 영국(UK)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고, 다시 드릴-다운을 해보면

T2_UK_Longdon_IC 사이트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의 T2_UK_Longdon_IC 사이트에서 어떤 오류코드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SW버전 종류에 속한 오류가 많이 발생함

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특정 사이트에서 발생한 오류 종류

넷째, SW버전의 오류 중, 어떤 오류코드들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림5에서와 같이 오류코드가 ‘8028>8021>8022’ 순으로 자주 발

생함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하여 정확한 오류코

드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림5) 특정 사이트에서 발생한 오류코드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잡 모니터링 결과 중, 오류 발생 데

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큐브

시스템인 CMS-Cube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였다. 또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AWM를 사용하여 실제 다차원의 데이터 큐브를 생성하고

다양한 OLAP 연산을 통해 잡 오류 발생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이러

한 분석 결과는 추후 그리드 시스템 관리자에게 실제 사이트 관리,

SW 버전관리, 오류 예방 대책, 오류 발생 후 상황 대처를 위한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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