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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멀티 코어 로세서는 많은 서버에 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하나의 로세서 패키

지에 포함될 코어의 개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재 운 체제들은 멀티 코어 시스템을 

멀티 로세서 환경과 거의 동일하게 다루고 있으며 아직 멀티 코어 특성을 고려한 성능 최 화 시도

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SMP와 NUMA 구조의 멀티 코어 로세서 환경에서 통신 로세스와 

네트워크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를 변화시키며 네트워크 처리율과 코어의 유휴 자원 양을 정량

으로 분석한다. 측정 결과 로세서 친화도에 따라 통신 처리율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로세서 자

원의 요구량에는 크게 향을 주는 것을 보인다. 한 이러한 로세서 자원의 향은 멀티 코어 로

세서의 캐쉬 공유 구조  메모리 분산 구조와 한 계를 갖고 있음을 밝힌다.

1. 서 론　

   로세서의 발열과 력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등장

한 멀티 코어 로세서는 재 많은 서버에 용되어 사

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회로 집  기술이 지속 으로 향상

됨에 따라 하나의 로세서 패키지에 포함될 코어의 개수

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망되며 그 활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재 운 체제들은 멀티 코어 시스

템을 멀티 로세서 환경과 거의 동일하게 다루고 있으며 

아직 멀티 코어 특성을 고려한 성능 최 화 시도는 미흡

한 상태이다. 

   서버 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서 수행되는 많은 

응용 로세스들은 통신을 수행한다. 서버 시스템들은 일

반 으로 1Gbps 역폭을 제공하는 기가비트 이더넷에서 

10Gbps의 역폭을 제공하는 10 기가비트 이더넷 [1], 

InfiniBand [2], Myrinet [3]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고 있다. 재의 멀티 코어 로세서들은 이들 연결 

네트워크의 역폭을 충분히 활용 가능할 정도의 계산 능

력을 갖고 있다 [4]. 

   이와 같이 멀티 코어 로세서는 운 체제의 큰 수정 

없이도 통신 성능과 련된 많은 문제 을 해결하고 있는 

　본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

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8-331-D00450)과 

2008년 한국 자통신연구원의 탁과제 지원(7010-2008-0038)으

로 연구되었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연구들은 멀티 코어 

구조를 고려한 성능 최 화의 필요성을 지 하고 있으며 

[4, 5, 6, 7], 아직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서는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i) 코어 개수 증가에 비례하여 시

스템의 유휴 자원이 증가하는가? ii) 로세스 스 링이 

통신 성능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가? iii) 통신 성

능과 련하여 멀티 코어 로세서의 구조에 따른 고려사

항이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들 질문에 한 답을 Intel의 SMP 멀

티코어 로세서[8]와 AMD의 NUMA 멀티코어 로세서

[9] 환경에서 정량 으로 측정된 결과와 함께 제시한다. 

측정 결과는 통신 로세스의 스 링이 코어의 유휴 자

원 양에 한 향을 미치는 것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분

석 결과는 멀티 코어의 특성을 고려한 로세스 스 러

를 구 하기 해서 필수 인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통신 로세스의 스 링에 따른 통신 처리율

과 CPU 활용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측정 결과

를 바탕으로 그 활용 방법에 해서 논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성능 측정 방법론  결과

   로세서 친화도는 특정 처리를 가  같은 로세서

가 계속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캐쉬 효과 등을 통해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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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향상이 가능토록 한다. 통신과 련된 로세서 친화도

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i) 통신을 수

행하는 응용 로세스의 로세서 친화도, ii)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카드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 

본 논문에서는 리 스 기반의 Intel SMP 멀티코어 로세

서와 AMD NUMA 멀티코어 로세서 환경에서 이 두 

가지 로세서 친화도를 변경시키며 수신을 수행하는 동

안의 네트워크 처리율(Mbps)과 코어의 유휴 자원 양(%)

을 측정한다. 로세스의 로세서 친화도는 

sched_setaffinity()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여 설정하 으며,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는 smp_affinty 일을 수정

하여 설정했다. 

   측정을 한 서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SMP 구조의 서버는 두 개의 Intel Quad-Core Xeon 5355 

(Woodcrest) 로세서와 4GB의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다. 

NUMA 구조의 서버는 두 개의 AMD Quad-Core 

Opteron 2356 (Barcelona) 로세서와 4GB의 메모리를 장

착하고 있다. 따라서 두 서버 노드 모두 총 여덟 개의 코

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노드 모두에 Silicom PXG4 기

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카드를 장착했다. 운 체제는 리

스 커 버  2.6.18을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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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MP 멀티코어 구조에서 CPU 활용도와 처리율 

그림 2 NUMA 멀티코어 구조에서 CPU 활용도와 처리율

본 논문에서는 로세서 친화도 설정을 <m-n>의 형식으

로 표 한다. 여기서 m은 네트워크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가 설정된 코어의 번호를 의미하며, n은 통신 응용 

로세스의 로세서 친화도가 설정된 코어의 번호를 의

미한다. 그림 1, 2의 x-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측정

에 사용된 로세서 친화도는 <0-n>의 형태를 갖는다. 

즉,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는 항상 0번 코어에 할당

하며, 통신 로세스의 친화도는 0번에서 7번까지의 여덟 

개 코어로 변화시키며 성능을 측정하 다. 

   그림 1은 SMP 멀티코어 구조에서 CPU 활용도와 통

신 처리율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로세서 친화도에 따른 통신 처리율은 크

게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PU 활용

도는 상 으로 크게 향을 받고 있다. <0-0>의 로세

서 친화도가 가장 은 CPU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

은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을 한 모든 처리가 0번 코어에

서 수행되기 때문에 캐쉬 효과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

다. 반면 <0-1>의 경우는 <0-0>보다는 많은 CPU 자원

을 요구하지만 다른 경우 보다는 낮은 CPU 자원을 요구

하고 있다. 이것은 1번 코어가 0번 코어와 L2 캐쉬를 공

유하기 때문에 다른 코어에 비해서 좋은 캐쉬 성능을 보

이는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캐쉬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코어들은 <0-0>의 경우보다 최  27%의 CPU 자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

   그림 2는 NUMA 멀티코어 구조에서 CPU 활용도와 

통신 처리율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MP 멀티코어

의 경우와 같이 NUMA 환경에서도 <0-0>의 로세서 

친화도 설정이 가장 은 CPU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

런데 Intel 멀티코어 로세서와는 다르게 AMD 멀티코어 

로세서의 모든 코어는 각각 독립 인 L1, L2 캐쉬를 갖

고 있다. 그리고 L3 캐쉬를 같은 로세서 패키지에 속하

는 모든 코어들이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0번 코어와 L3 

캐쉬를 공유하는 1, 2, 3번 코어들에게 통신 로세스의 

친화도를 설정한 경우 (즉, <0-1>, <0-2>, <0-3>) 거의 

동일한 자원 요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NUMA의 경우

는 메모리가 각 로세서에 분산 연결되기 때문에 메모리

의 지역성 한 성능에 향을 미친다. 그 결과 SMP의 

경우와는 다르게 친화도를 서로 다른 로세서 패키지의 

코어에 각각 할당했을 때 (<0-4>, <0-5>, <0-6>, <0-7>

의 경우) 자원 요구량이 그 지 않은 경우에 (<0-1>, 

<0-2>, <0-3>) 비해서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3. 결과 활용 방안  토의

   지 까지 살펴 본 측정 결과는 로세서 친화도에 따

라 통신 처리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수는 있어도 CPU 자

원의 요구량에는 크게 향을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기가비트 이더넷 보다 큰 역폭을 제공하

는 네트워크 연결의 경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로세스 스 러는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를 고려

하여 통신 로세스의 스 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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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필요한 요한 정보는 재 네트워크 인터럽트의 로

세서 친화도와 멀티코어의 캐쉬 공유 구조이다. 재의 인

터럽트 로세서 친화도는 /proc 일 시스템의 

smp_affinity 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irq_desc 커  

구조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멀티코어의 캐쉬 공

유 구조는 /sys 일 시스템의 shared_cpu_map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 정보를 이용해서 통신 로세스를 인터럽트 친화

도가 설정된 코어에 스 링하여 로세서 자원을 약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로세서 친화도를 통한 통신 

성능 향상과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10][11], 로

세서 친화도를 인터럽트와 로세스 부분으로 구분하고 

캐쉬 공유 구조가 복잡한 상황에 해 고려한 연구 결과

는 아직 기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해

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은 무척 많다. 우선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를 설정한 코어에 로세스를 스 링하

기 해서는 로세스 이동(migration) 오버헤드를 고려해

야 한다. 아울러 캐쉬 공유 구조를 고려하여 최 에 가까

운 코어에 스 링 하는 방안 한 고려할 수 있다. 어려

운 문제  하나는 응용 로세스가 네트워크 I/O뿐만 아

니라 디스크 I/O도 수행할 경우는 디스크 I/O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 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로세스 스 링이 수행될 경우 높은 역폭

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서버는 상당히 많은 로세서 자

원을 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결론  향후계획

 본 논문은 SMP와 NUMA 구조의 멀티 코어 로세서 

환경에서 통신 로세스와 네트워크 인터럽트의 로세서 

친화도를 변화시키며 네트워크 처리율과 코어의 유휴 자

원 양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로세서 친화도에 따라 

네트워크 처리율의 변화는 미비하나 코어의 유휴 자원 양

은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코어 

간의 캐쉬 공유 구조  메모리 분산 구조에 따라 그 성

능에 차이가 있음을 정량 으로 보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멀티 코어의 특성을 고려한 로세스 스 러를 

구 하기 해서 필수 인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로서 이러한 멀티 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 개발되고 있는 리 스 로세스 스 링 기법을 완

성하고 그 성능을 측정하려고 한다. 재 개발되고 있는 

로세스 스 링 기법은 로세스의 통신 집 도, 로

세서의 부하 등을 고려하여 최 의 코어에 로세스를 할

당한다. 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장착하고 

있는 서버 노드에 합한 로세스 스 링 정책도 고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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