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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T 시스템 개요

가. 시스템 운영 목적 

  ○ 5호기 시스템이 Knights Landing 기반의 시스템으로 결정됨으로 GPU 기반의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

  ○ 대형 메모리 필요 작업 수요 충족을 위한 대용량 메모리 노드 운영

나. 시스템 구성 

  ○ GPU 노드

구  분

모델 Lenovo nx360-m4

운영체제 CentOS 7.4 (Linux, 64-bit) 

노드 수

TESLA K40 8개 노드 (1 노드당 2 K40 카드 탑재)

TESLA V100
12개 노드 (1 노드당 2 V100 카드 탑재, 카드 당 HBM2 16GB)

9개 노드 (1 노드당 1 V100 카드 탑재, 카드 당 HBM2 32GB)

CPU Intel Xeon Ivy Bridge (E5-2670) / 2.50GHz (10-core) / 2 socket

메인 메모리 노드 당 128GB DDR3 Memory 

  ○ CPU_only 노드

구  분

모델 Dell R640

운영체제 CentOS 7.4 (Linux, 64-bit) 

노드 수 10개 노드

CPU Intel Xeon Skylake (Gold 6140) / 2.30GHz (18-core) / 2 socket

메인 메모리 노드 당 192GB DDR4 Memory 

  ○ 대용량 메모리 노드

구  분 노드1 노드2

모델 Oracle X4480M2 Fujitsu RX4770 M3 

운영체제 CentOS 7.4 (Linux, 64-bit) CentOS 7.4 (Linux, 64-bit)

CPU Intel Xeon Westmere (E7-4870) / 
2.40GHz (10-core) / 4 socket

Intel Xeon Broadwell (E7-4830) / 
2.00GHz (14-core) / 4 socket

메인 메모리 노드 당 512GB DDR3 Memory 노드 당 768GB DDR4 Memory 

< KAT 계산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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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 시스템 구성도 >



KAT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 3 -

2. 사용자 환경

가. 계정발급

- 신청 방법 

   ◦ 신규 사용자: 헬프데스크 (http://helpdesk.ksc.re.kr) 웹사이트 접속 -> (상단) 사용신청 

-> (상단) 신청 -> 5호기 초보사용자 신청서선택 

※ 학생 1구좌 분 3개월 무상제공, 구좌 당 사용 시간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7월 1일 이후 

유상서비스로 전환됨.

   ◦ 기존 사용자: 이메일로 (account@ksc.re.kr)로 누리온 아이디, 성함, 연락처 정보로 

신청. 신청 시 누리온 계정으로 KAT 시스템 사용가능. 

※ 누리온 혁신지원프로그램 사용자는 6월 말까지만 무상 사용 가능. 7월 이후 사용을 

위해서는 신규 혁신지원프로그램 신청 필요 (5월 모집 예정, http://enables.ksc.re.kr)

- OTP (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발급

 ◦ 슈퍼컴퓨터 접속시에 OTP에서 제공하는 보안숫자를 입력하여야 하며, KISTI 슈퍼컴퓨팅

센터에서는 OTP를 위한 스마트폰 앱을 제공한다.

 ◦ OTP 스마트폰 앱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Google Play)나 아이폰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Any OTP”로 검색하셔서 미래기술(mirea-tech)에서 개발한 앱을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OTP 

요청 메일(account@ksc.re.kr)을 통하여 필요한 인증코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다.

메일 제목 OTP 요청-사용자 ID (예) OPT 요청 - x123abc

수신인 account@ksc.re.kr 

메일내용

사용자 ID: x123abc

휴대폰번호: 010-1234-5678

이름: 홍길동 

※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계정담당자(account@ksc.re.kr)에게 문의

※ 자세한 OTP 설치 및 이용방법은 헬프데스크 자료실에서 “OTP 사용자 매뉴얼” 참조

나. 로그인

- 사용자는 KAT 시스템으로 아래 2대의 로그인 노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 기본 문자셋 (encoding)은 유니코드 (UTF-8)이다. 

호스트명 GPU 탑재
CPU 
Limit

비고 

로그인 
노드 

glogin01.ksc.re.kr K40 2카드
120분 

• ssh/scp/sftp 접속 가능  
• ftp 접속 불가 glogin02.ksc.re.kr V100 2카드

디버깅 
노드

skl10 - 120분 • 로그인 노드를 통해 접근 가능

http://helpdesk.ksc.re.kr
mailto:account@ksc.re.kr
http://enables.ksc.re.kr
mailto:account@k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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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홈 디렉터리 및 스크래치 디렉터리

- 홈 디렉터리 및 스크래치 디렉터리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사용자 디렉터리 용량 확인 

 $ lfs quota -h /home01

 $ lfs quota -h /scratch

라. 사용자 쉘(shell) 변경

- 기본 쉘은 bash이며, 다른 쉘로 변경할 경우에는 ldapchsh 명령어를 이용한다.

마.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 패스워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노드에서 passwd 명령을 사용한다.

 $ passwd

구분 디렉터리 경로
용량
제한

파일 수 
제한

파일삭제정책 파일시스템 백업유무

홈 디렉터리 /home01 64GB 200K -

Lustre

X

스크래치 
디렉터리 

/scratch 50TB 0.5M

15일동안 
접근하지 않은 
파일은 자동 

삭제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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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 소프트웨어 정보 

가. 프로그래밍 도구 설치 현황

구분 항목

컴파일러
∙ gcc 4.8.5
∙ Intel 18.0.2
∙ pgi 19.1

CUDA 라이브러리 ∙ CUDA 10.0

MPI 라이브러리

CUDA
∙ MVAPICH2 2.3  
∙ OpenMPI 3.1.0

None CUDA ∙ impi 18.0.2

FFTW 라이브러리 ∙ fftw_mpi 2.1.5 / 3.3.7

기타 라이브러리

∙ lapack 3.7.0
∙ hdf4 4.2.13
∙ hdf5 1.10.2
∙ netcdf 4.6.1

응용 소프트웨어

∙ qe 6.4
∙ gromacs 2016.4
∙ lammps 16Mar18
∙ python 2.7.15 / 3.7.1
∙ R 3.5.0
∙ cmake 3.12.3
∙ gaussian16 g16
∙ java openjdk-11.0.1
∙ namd 2.12
∙ singularity 3.1.0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 Tensorflow 
∙ Caffe 
∙ Pytorch 

※ KAT시스템에서의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는 anaconda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자 요구 기반의 컨테이너 이미지 구동을 위한 싱귤레리티 활용 환경을 제공할 예정. 

※ 싱귤레러티 활용: ‘[별첨4]싱귤레러티 컨테이너 이미지 사용법’을 참조.

※ GPU가 장착되지 않은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one CUDA M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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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컴파일러 및 MPI 환경 설정 (module)

  KAT 시스템은 module 명령어를 이용하여 쉽게 환경변수를 설정한 후 소프트웨어 사용

이 가능하다. 주로 쓰이는 module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다. 

◦ 사용가능한 모듈 목록 출력 

 $ module avail(av)  

◦ 모듈 적재 

 $ module load(add) [모듈 이름] 

◦ 적재된 모듈 삭제

 $ module unload(rm) [모듈 이름] 

◦ 적재된 모듈 목록 출력  

 $ module list(li) 

◦ 적재된 모든 모듈 삭제  

 $ module p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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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LURM을 통한 작업 실행

  KAT 시스템의 작업 스케쥴러는 SLURM을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SLURM을 통해 작업 제

출하는 방법 및 관련 명령어들을 소개한다. SLURM에 작업 제출을 위한 작업 스크립트 작성

법은 [별첨1]과 작업스크립트 파일 작성 예시를 참고하도록 한다.  

가. KAT 시스템 큐(파티션) 정책

 - wall clock time 시간: 1일 (24시간)

 - 모든 파티션에서 배타적 노드 정책이 적용된다.

 - 작업 파티션

  ◦ 일반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파티션은 다음과 같다. (2019년 5월 현재)

     ※ SLURM에서는 큐를 파티션이라고 명명한다.

파티션명
할당 

노드 수 

Total CPU

core 수

작업제출개수제한 * 리소스점유제한 **

비고사용자별

최대제출

작업개수

사용자별

최대실행

작업개수

작업별

최대노드

점유개수

사용자별

최대GPU

점유개수

dual_k40_node 8 노드 160 4 - 6
K40 

2ea탑재

dual_v100_node 12 노드 240 4 - 6
V100 

2ea탑재

single_v100_node 9 노드 180 4 - 3
V100  

1ea탑재

skl_node 9 노드 324 4 2 2 -

bigmem_node 2 노드 96 2 1 1 -

*  작업제출개수제한 

    - 사용자별 최대 제출 작업 개수 : 초과하여 작업을 제출한 경우 제출 시점에 에러 발생한다.

    - 사용자별 최대 실행 작업 개수 : 초과하여 작업을 제출한 경우 이전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 리소스점유제한 

    - 작업별 최대 노드 점유 개수 : 초과하여 작업을 제출한 경우 작업이 실행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실행 중인 

여러 작업이 한 시점에 점유하고 있는 노드 개수와는 무관하다. 

    - 사용자별 최대 GPU 점유 개수 : 사용자별 총 GPU 점유 개수를 제한하는 설정으로 초과하는 경우 이전 작업

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사용자의 실행 중인 여러 작업이 한 시점에 점유하고 있는 GPU 개수를 제한한다.

※ 노드 구성은 시스템 부하에 따라 시스템 운영 중에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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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 파티션 확인

 - 파티션 상태 조회

  sinfo 명령을 이용하여 조회
                                                                 (2019년 5월 기준)

 

$ sinfo

PARTITION        AVAIL  TIMELIMIT  NODES  STATE NODELIST

dual_k40_node     up 1-00:00:00       8   idle gpu[01-08]

dual_v100_node     up 1-00:00:00      12   idle gpu[09-20]

single_v100_node    up 1-00:00:00      9   idle gpu[21-30]

skl_node            up 1-00:00:00      9   idle skl[01-09]

bigmem_node       up 1-00:00:00      2   idle bigmem[01-02]

  ※ 노드 구성은 시스템 부하에 따라 시스템 운영 중 조정될 수 있음.

  ※ PARTITION : 현재 SLURM에서 설정된 파티션명.

     AVAIL : 파티션의 상태 (up or down)

     TIMELIMIT : wall clock time

     NODES : 노드 수

     STATE : 노드의 상태

     NODELIST : 노드 리스트

 - 노드별 상세 정보 

  sinfo 명령 뒤에 "-Nel" 옵션을 사용하면 상세 조회가 가능하다.

 

$ sinfo -Nel

Thu Apr  4 18:33:52 2019

NODELIST NODES PARTITION STATE CPUS S:C:T MEMORY TMP_DISK WEIGHT AVAIL_FE REASON 

gpu01      1  dual_k40_node idle  20  2:10:1 128000     0       1     TeslaK40   none

gpu02      1  dual_k40_node idle  20  2:10:1 128000     0       1     TeslaK40   none

gpu03      1  dual_k40_node idle  20  2:10:1 128000     0       1     TeslaK40   none

- -  이 하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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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LURM을 통한 작업 제출 명령어 및 작업 스크립트 예시

- 작업 제출

 sbatch 명령을 이용하여 “sbatch {스크립트 파일}” 과 같이 작업을 제출 한다.

  $ sbatch mpi.sh

※ mpi.sh 파일은 예시로 작성된 작업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하여 작업을 제출

- 작업 상태 조회

  squeue 명령을 이용하여 작업 목록 및 상태를 조회

 $ squeue

      JOBID PARTITION     NAME     USER   ST    TIME    NODES NODELIST(REASON)

      1166  dual_k40_    gpu_burn   userid    R    2:26:04   1   gpu02

      1167  dual_v100    gpu_burn   userid    R    2:25:54   1   gpu19

      1168  single_v1     gpu_burn   userid    R    2:25:44   1   gpu25

- 작업 삭제(취소)

 scancel 명령을 이용하여 “scancel [Job_ID]" 과 같이 작업을 삭제 한다.

 Job_ID 는 squeue 명령을 이용하여 조회해서 확인한다.

 $ scancel 761

- 작업 상태확인 및 노드상태 확인

 $ s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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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스크립트 파일 작성 예시

   SLURM에서 배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LURM 키워드들을 사용하여 작업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 ‘[별첨1] 작업스크립트 파일 주요 키워드’를 참조

※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Conda 활용은 KISTI슈퍼컴퓨팅 블로그 (https://blog.ksc.re.kr/127) 참조

- Serial 프로그램 

#!/bin/sh
#SBATCH -J Serial_job
#SBATCH --time=01:00:00
#SBATCH -o %x_%j.out
#SBATCH -e %x_%j.err
#SBATCH -p dual_v100_node

./serial.exe

※ 1노드 점유, 순차 사용 예제

- OpenMP 프로그램 

#!/bin/sh
#SBATCH -J OpenMP_job
#SBATCH --time=01:00:00
#SBATCH -N 1 # number of node
#SBATCH -n 1
#SBATCH -o %x_%j.out
#SBATCH -e %x_%j.err
#SBATCH -p dual_v100_node

export OMP_NUM_THREADS=10

./omp.exe

※ 1노드 점유, 노드 당 10스레드 사용 예제

- MPI 프로그램 

#!/bin/sh
#SBATCH -J MPI_job
#SBATCH --time=01:00:00
#SBATCH -o %x_%j.out
#SBATCH -e %x_%j.err
#SBATCH -p dual_v100_node
#SBATCH -N 2 # number of node
#SBATCH -n 8 # total process

srun ./mpi.exe
 

※ 2노드 점유, 노드 당 4 프로세스(총 8 MPI 프로세스) 사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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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brid(OpenMP+MPI) 프로그램 

#!/bin/sh
#SBATCH -J omp_mpi
#SBATCH --time=01:00:00
#SBATCH -o %x_%j.out
#SBATCH -e %x_%j.err
#SBATCH -p dual_v100_node
#SBATCH -N 1 # number of node
#SBATCH -n 2

export OMP_NUM_THREADS=10

srun ./a.out

※ 1노드 점유, 노드 당 2 프로세스, 프로세스 당 10 스레드(총 2 MPI 프로세스, 20 OpenMP 스레드) 사용 예제

- GPU OpenMP 프로그램 

#!/bin/sh

#SBATCH -J gpu_omp

#SBATCH --time=01:00:00

#SBATCH -p dual_v100_node

#SBATCH -o %x_%j.out

#SBATCH -e %x_%j.err

#SBATCH -N 1 # number of node

#SBATCH -n 1

#SBATCH --gres=gpu:2 # using 2 gpus

export OMP_NUM_THREADS=10

./omp.exe

※ 1노드 점유, 노드 당 10스레드 2GPU 사용 예제

- GPU MPI 프로그램 

#!/bin/sh
#SBATCH -J gpu_mpi
#SBATCH --time=01:00:00
#SBATCH -p dual_v100_node
#SBATCH -o %x_%j.out
#SBATCH -e %x_%j.err
#SBATCH -N 2 # number of node
#SBATCH -n 8 # total process
#SBATCH --gres=gpu:2 # using 2 gpus

srun ./mpi.exe

※ 2노드 점유, 노드 당 4 프로세스(총 8 MPI 프로세스) 2GPU 사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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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U singularity 사용 예제

#!/bin/sh

#SBATCH -J singularity

#SBATCH --time=1:00:00 

#SBATCH -p dual_v100_node 

#SBATCH -N 1 # number of node

#SBATCH -n 20 

#SBATCH –o %x_%j.out

#SBATCH -e %x_%j.err

#SBATCH --gres=gpu:2

export PATH=$PATH:/apps/applications/singularity/3.1.0/bin

singularity exec [이미지 이름] python test.py

※ ‘[이미지 이름]’ 에는 이미지 파일의 실제 경로를 지정해야 한다.

[예제] 

  이미지 파일이 “/home01/userID/tensorflow-1.8.0-cuda-10.0-py3.simg” 인 경우 아래와 같은 예제로 사용한다.

  => singularity exec /home01/userID/tensorflow-1.8.0-cuda-10.0-py3.simg python test.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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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티션별 컴파일, 디버깅, 작업제출 위치

 - 사용자 계정으로는 아래 명시된 노드 외에는 ssh 접속이 불가함.

 - 모든 노드에서 같은 홈, 스크래치 디렉토리를 마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노드(glogin[01-02]), 디버깅노드(skl10)에서 모든 파티션에 대한 작업 제출이 

가능함.

파티션명 컴파일 디버깅

dual_k40_node glogin01

dual_v100_node
glogin02

single_v100_node

skl_node skl10

bigmem_node glogin[01-02], skl10 SLURM Interative job

 - 필요시 모든 파티션에서 SLURM Interactive Job 기능을 이용해 컴파일, 디버깅이 가능함

   ※ ‘[별첨2] SLURM Interactive Job 사용법’을 참조

5. 지원

사용 중 문제가 생기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헬프데스크를 통해 문의한다.

- 헬프데스크 주소

        http://helpdesk.ksc.re.kr 

http://helpdesk.k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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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작업 스크립트 주요 키워드

  작업 스크립트 내에서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위한 자원 할당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주요 키워드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자는 이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사용하여 작

업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 job-name ( -J, --job-name )

 작업의 이름을 지정하며, 명시하지 않으면 스크립트 파일 이름이 작업 이름으로 지정된다.

- time ( -t, --time )

 예상되는 작업 소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예상되는 작업 소요 시간보다 약간 더 길게 설

정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 해당 파티션의 Wall time limit을 초과하면, 작업이 제출되지 않

는다. 지정된 시간에 이르렀는데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SLURM 스케줄러가 작업을 강제 

종료시킨다.

- partition ( -p, --partition )

 작업 수행을 위한 SLURM 파티션을 지정한다. 파티션명은 sinfo 명령어로 확인이 가능하다.

- nodes ( -N, --nodes )

  작업을 위해 할당할 노드의 수를 지정한다.

- ntasks ( -n, --ntasks )

  작업을 위해 할당할 프로세스의 수를 지정한다.

- tasks-per-node ( --tasks-per-node )

  노드당 할당할 프로세스의 수를 지정한다.

- input ( -i, --input )

  Standard input을 지정한다.

- cpus-per-task ( -c, --cpus-per-task )

   작업 태스크 당 필요한 CPU 개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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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 -o, --output )

  Standard output을 지정한다.

    %x : "job name" 으로 지정한 명칭을 파일 명으로 사용한다.

    %j : 작업 제출 시 부여되는 "job ID" 를 파일 명으로 사용한다.

    %a : "job array ID" (index) 번호를 파일 명으로 사용한다.

    %u : "user ID" 를 파일 명 으로 사용한다.

- error ( -e, --error )

   Standard error를 지정한다.

    %x : "job name" 으로 지정한 명칭을 파일 명으로 사용한다.

    %j : 작업 제출 시 부여되는 "job ID" 를 파일 명으로 사용한다.

    %a : "job array ID" (index) 번호를 파일 명으로 사용한다.

    %u : "user ID"를 파일 명으로 사용한다.

- dependency ( -d, --dependency )

  작업 의존성을 설정한다. 설정된 작업이 종료된 후에 작업이 시작된다.  

※ 상세 매뉴얼 : http://slurm.schedmd.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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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SLURM Interactive Job 사용법 

 
- 노드 점유 

  * 설명 : single_v100_node 파티션의 gpu 노드를 1시간 interactive 용도로 사용

 $ salloc --partition=single_v100_node --nodes=1 --time=01:00:00

- 점유된 상태에서 컴파일을 위한 노드 진입 

  * 설명 : 점유한 single_v100_node 노드에 bash 쉘로 접속

 $ srun --pty bash

- 점유된 상태에서 응용프로그램 실행 

  * 설명 :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을 2 프로세스로 실행

 $ srun -n 2 (응용프로그램 실행파일)

- 진입한 노드에서 나가기

 $ exit

- 노드 점유 종료

 $ scancel [Job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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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KAT 소프트웨어 설치 목록

- 설치 경로 확인

 $ module show [module name]

가. 컴파일러 및 응용 소프트웨어

구분 이름 버전 Modulefile

컴파일러

GCC 4.8.5 gcc/4.8.5

INTEL 18.0.2 intel/18.0.2

PGI 19.1 pgi/19.1

CUDA CUDA SDK 10 cuda/10.0

응용SW

gromacs 2016.4 gromacs/2016.4

lammps 16Mar18 lammps/16Mar18

namd 2.12 namd/2.12

qe 6.4 qe/6.4

python
2.7.15 python/2.7.15

3.7.1 python/3.7.1

R 3.5.0 R/3.5.0

cmake 3.12.3 cmake/3.12.3

gaussian16 g16.a03 gaussian/g16

java openjdk-11.0.1 java/openjdk-11.0.1

나. 공통 라이브러리

구분 이름 버전 경로

공통
 라이브러리

bison 2.7 /apps/common/bison/2.7

iconv 1.15 /apps/common/iconv/1.15

jasper 1.900.29 /apps/common/jasper/1.900.29

proj 4.9.2 /apps/common/proj/4.9.2

swig 3.0.12 /apps/common/swig/3.0.12

szip 2.1.1 /apps/common/szip/2.1.1

udunits 2.2.24 /apps/common/udunits/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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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컴파일러 의존 라이브러리

구분 이름 버전 Modulefile compiler

라이브러리
 (applib1)

lapack 3.7.0 lapack/3.7.0

gcc-4.8.5

intel-18.0.2

pgi-19.1

hdf4 4.2.13 hdf4/4.2.13

gcc-4.8.5

intel-18.0.2

pgi-19.1

hdf5 1.10.2 hdf5/1.10.2

gcc-4.8.5

intel-18.0.2

pgi-19.1

netcdf4 4.6.1 netcdf/4.6.1

gcc-4.8.5

intel-18.0.2

pgi-19.1

MPI
 (CUDA)

Mvapich2 2.3 cudampi/mvapich2-2.3

gcc-4.8.5

intel-18.0.2

pgi-19.1

OpenMPI 3.1.0 cudampi/openmpi-3.1.0

gcc-4.8.5

intel-18.0.2

pgi-19.1

MPI impi 18.0.2 mpi/impi-18.0.2 intel-18.0.2

라. MPI 의존 라이브러리

구분 이름 버전 Modulefile compiler MPI

CUDA fftw

2.1.5 fftw_mpi/2.1.5

gcc-4.8.5
mvapich2-2.3

openmpi-3.1.0

intel-18.0.2
mvapich2-2.3

openmpi-3.1.0

pgi-19.1
mvapich2-2.3

openmpi-3.1.0

3.3.7 fftw_mpi/3.3.7

gcc-4.8.5
mvapich2-2.3

openmpi-3.1.0

intel-18.0.2
mvapich2-2.3

openmpi-3.1.0

pgi-19.1
mvapich2-2.3

openmpi-3.1.0

None 
CUDA fftw

2.1.5 fftw_mpi/2.1.5 intel-18.0.2 impi-18.0.2

3.3.7 fftw_mpi/3.3.7 intel-18.0.2 impi-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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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싱귤레러티(singularity) 컨테이너 이미지 사용법

 싱귤레러티는 OS 가상화를 구현하기 위한 HPC 환경에 활용 가능한 컨테이너 플랫폼이다.  

리눅스 배포판,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동

하여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 싱귤레러티 모듈 적재 혹은 경로 설정

$ module load singularity/3.1.0
               or
$ $HOME/.bash_profile
  export PATH=$PATH:/apps/applications/singularity/3.1.0/bin/

 ◦ 싱귤레러티 컨테이너에서 쉘 실행

$ singularity shell [이미지 이름] 

  [예제]

   singularity shell /home01/userID/tensorflow-1.8.0-cuda-10.0-py3.simg

 ◦ 싱귤레러티 컨테이너에서 사용자 프로그램 실행    

$ singularity exec [이미지 이름] 실행명령어

  [예제]

   singularity exec /home01/userID/tensorflow-1.8.0-cuda-10.0-py3.simg python test.py

※ 계산 노드에서 스케줄러(SLURM)를 통한 컨테이너 실행 방법은 작업 스크립트 파일 작성 예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