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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늘어가는 자원의 사용과 데이터의 양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의 사용이 두되고 있는 가운데, 클라

우드 환경에서 가상 머신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한 많은 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하나

가 호스트 머신 메모리 사용의 오버커 먼트를 방지하는 것인데 가상 머신들끼리 되도록 같은 일을 

메모리 사상해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때 사용한 mmap() 함수는 스토리지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 

I/O를 할 수 있는 등의 장 을 가지고 있지만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머신들이 mmap()을 사용해서 호스트 메모리를 근할 때 발생하는 문제 을 짚어보고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새로운 mmap() I/O path를 제안한다. 개선된 mmap() I/O path는 수행시간을 40% 가량 

향상 시켰다.

1. 서론

최근의 늘어나는 데이터의 양과 IaaS에 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은 각  받고 있다. 클

라우드 컴퓨  시스템은 여러 의 물리  기계를 네트워

크로 연결시킨 후에 물리  기계 마다 몇 개의 가상 머신

을 띄워서 사용자들에게 가상 머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가 많아질수록 가상 머

신의 개수가 늘어나야 하고 더욱이 물리  머신의 개수도 

많아져야 하지만 제한된 자본 때문에 물리  머신의 개수

를 무한정 늘릴 수 없고 이에 따라 하나의 물리  머신에

서 띄워야 할 가상 머신의 개수는  많아진다. 물리  

머신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 때 가상 머신의 메인 메모리

의 사이즈는 물리  머신에서 제공을 해줘야 한다. 한 물

리  머신에서 띄운 모든 가상 머신들의 메인 메모리 크

기의 합이 호스트 머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가

면 가상 머신들의 성능은 떨어진다. 이러한 상을 메모리 

오버커 먼트(overcommitment)라고 하며 이를 고려한 가

상 머신의 활용 방법은 많은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1, 

2]. 메모리의 오버커 먼트를 해결하기 해서 제시된 방

법  하나는 가상 머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실행 일

(exe)이나 동 링크 일(DLL) 등을 호스트 머신의 메모리

에 두고 가상 머신들이 메모리 맵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오버커 먼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지만 호스트 메모리에 사상된 일의 크기가 

커지거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호스트 메모리에 부담이 

되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호스트 머신

의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 메모리 사상 된 페이지를 할당

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버

헤드는 메모리 사상된 페이지들을 회수하는 데에서 로

세서 간 인터럽트 (Inter- Processor-Interrupt, IPI)를 

보내야 하고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직  회수 (direct 

reclaim)  과정에 빠져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메모리 사상된 페이지의 회수에 한 오버헤드는 기존

의 하드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보다 빠른 디바이

스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더 심해진다. 하드 디스크

의 탐구 시간(seek latency)과 회  지연 시간(rotational 

latency)이 메모리 사상된 페이지를 회수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지는 디바

이스는 소 트웨어 층에서 걸리는 오버헤드가 디바이스의 

성능이 응용 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상된 페이지의 회수에 걸리는 오버헤드가 그

로 응용 로그램에 향을 끼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빠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에서 로세서 간 인터럽트와 직  회수 과정이 메모리 

사상 페이지를 회수하는 데에 미치는 오버헤드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오버헤드를 해결하기 해서 지역  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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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페이지 재사용이라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 기법을 리

스의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 실제로 구 하여 메모리 사

상 기법이 성능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2. 로세서 간 인터럽트와 직  회수

   한 로세스가 메모리 사상된 페이지들을 사용할 때 

그 페이지들은 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 페이지들을 회수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이 페

이지가 사상된 페이지 테이블에서 해당 항을 무효화 시키

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효화 하는 작업은 페이지가 속한 

로세스가 실행되는 로세서 뿐 아니라 시스템의 모든 

로세서의 페이지 테이블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페이지가 

회수된 후에도 다른 로세서의 페이지 테이블에 여 히 

그 페이지에 한 항이 남아있다면 시스템의 일 성

(consistency)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페이지가 속

한 로세서는 자신의 페이지 테이블을 무효화 하는 동시

에 다른 로세서들의 페이지 테이블에서도 해당 항을 무

효화 하는 인터럽트를 보내야 한다. 이러한 인터럽트를 

로세서 간 인터럽트(IPI)라고 하며 이는 메모리 사상된 페

이지를 회수할 때 마다 보내야 한다. 로세서 간 인터럽

트는 보낸 후에는 확인(acknowledge)을 받아야 하는데 모

든 로세서들이 확인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를 들어서, 로세서 0번이 1, 2, 3번에서 로세

서 간 인터럽트를 보냈을 때 로세서 3번이 어떤 이유로 

spinlock이 걸려 있다면 바로 확인을 보내지 못할 수 있

다. 이 때 로세서 0번은 3번의 spinlock이 풀리고 확인

을 보낼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 게 상치 못한 상

황 때문에 로세서 간 인터럽트의 완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페이지의 회수 작업 한 늦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

이 반복되면 시스템에 충분한 자유 페이지의 개수가 어

들게 되고 그 결과로 응용 로그램이 페이지를 요구할 

때 페이지 부족을 감지하고 직  페이지 회수를 해야 하

는 직  회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직  회수 과정은 기

존에 회수 작업을 맡아하던 kswapd 로세서와 같은 과

정이므로 같은 API를 사용하여 수행 하게 된다. 이 패스

는 로세서 간 인터럽트를 포함하여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 체의 자유 페이지 개수를 늘린다. 

kswapd의 회수 과정과 직  회수 과정은 회수 작업을 수

행하는 주체가 다를 뿐이다. 만약 응용 로그램이 직  

회수 작업을 한다면 로그램의 응답 시간에 악 향을 끼

칠 것이다. 따라서 응용 로세스가 직  회수 과정에 들

어갔을 때에는 좀 더 간단한 패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 우리는 지역 검색을 통한 페이지 재사용이라는 기법을 

제안하여 응용 로그램이 직  회수 과정에 들어가기 

에 재사용 패스를 추가한다.

3. 페이지 재사용 기법

기존의 kswapd가 수행하는 페이지 회수 과정과 응용 

로그램이 수행하는 직  회수 과정은 동일하므로 직  

회수 과정에서도 시스템 체의 자유 페이지 개수를 해

서 페이지를 회수해야 한다. 페이지를 회수하기 해서는 

먼  시스템에서 역 으로 사용되는 사용 페이지 리스

트를 차례로 훑으면서 페이지를 하나씩 회수한다. 사용 페

이지 리스트는 다른 로세서들과 동시에 역 으로 사

용되므로 lock을 통해서 일 성을 맞춰주어야 한다. 따라

서 사용 페이지 리스트에 근하기 해서 lock을 얻을 

때 다른 로세서가 근 이면 기다려야만 한다. 한 

lock을 얻기 한 경쟁이 심해지면 일부는 sleep을 통해 

경쟁이 덜해질 때 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명시

인 sleep은 하드디스크일 때를 고려한 방법이었다. 이러

한 오버헤드를 이기 해서 우리는 페이지 회수 과정에 

지역 검색을 사용한다. 지역 검색이라는 것은 역 인 사

용 페이지 리스트를 검색해서 페이지를 회수 하는 것이 

아니라 직  회수에 들어간 응용 로그램의 주소 역만

을 검색 한다는 것이다. 이 게 자신의 주소 역만을 검

색한 후에 LRU(Least Recently Used)이고 클린한 페이지

를 우선순 로 선택해서 회수 작업을 거친 후에 자신의 

페이지 요구에 그 페이지를 재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페이지 재사용이라고 부른다. 응용 로그램은 

직  회수 과정에 들어가기 에 지역 검색을 사용하는 

재사용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재사용 과정에서 당한 페

이지를 찾아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직  회수 과정으로 들

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회수할 당한 페이지를 찾지 못한

다면 직  회수 과정으로 들어가서 역 검색을 통해 회

수할 페이지를 찾게 된다.

4.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하드 디스크 신에 DRAM기반의 SSD

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 다. 벤치마크로는 실제로 가상 머

신을 돌려보기 에 IOZONE [3]과 간단한 마이크로 벤치

마크를 만들어서 메모리 맵 함수의 성능을 실험해 보았다. 

만들어진 마이크로 벤치마크는 단순히 호스트 머신의 메

인 메모리 사이즈 보다 큰 일을 메모리 맵 함수를 통해

서 페이지 단 로 순차 으로 는 무작 로 근한다. 메

모리 사상된 페이지들의 회수 과정의 오버헤드를 비교하

기 해서 메모리 사상되지 않은 페이지들, 즉 read()/ 

write() 시스템 콜에 의해서 시스템에 존재하게 된 페이지

들의 회수 과정도 비교 상으로 같이 실험하 다.

5. 성능 평가

그림 1은 read()/write() 시스템 콜의 성능과 mmap() 

함수의 성능 비교하기 해서 IOZONE [3]을 사용하여 메

인 메모리 4G인 호스트 머신에서 8G의 일을 각각 함수

를 통해 근했을 때의 처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상했듯

이 부분의 워크로드 패턴에서 mmap()이 read()/write()

보다 훨씬 더 처리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실

험 결과로 메모리 맵 함수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보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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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이크로 벤치마크 실험 결과: 페이지 재사

용 기법을 용한 mmap() 성능 향상

(그림 1) IOZONE실험결과: read()/write()와 mmap() 성능 

비교

(그림 3) 리 스 time 명령어의 실험 결과

킹셋(working set)이 큰 응용 로그램을 수행 할 때는 

오버헤드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페이지 재사용 기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오버헤드를 

일 때에는 한 번의 페이지 재사용 과정에서 한꺼번에 회

수하는 페이지의 개수가 성능에 많은 향을 끼친다. 직  

회수 과정에 들어가기 직 의 페이지 재사용 과정에서 단 

하나의 페이지만을 회수하고 재사용하게 된다면 재사용 

과정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오버헤드도 늘어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페이지를 회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수는 응용 로그램의 특성에 맞춰서 결

정해야 할 것이다. 페이지 재사용 기법을 사용해서 기존 

mmap()의 오버헤드를 인 그래 가 그림 2이다. 호 안

의 숫자가 한 번에 회수하는 페이지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마이크로 벤치마크에서는 32개의 페이지를 한 번

에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

페이지 재사용 기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

으로 사용되는 변수의 근을 이고 그에 따라 기다리

는 시간과 sleep하는 시간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 어든 sleep 시간은 리 스의 time 명령어를 사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time 명령어는 user, sys, real 세 가지의 

결과를 내고 user는 로세스가 user mode에서 머문 시

간, sys는 커  모드에서 머문 시간, real은 응용 로그램

의 체 수행 시간을 말한다. read/write() 시스템 콜을 사

용해서 메인 메모리 보다 큰 일을 근하는 경우 user

와 sys의 합이 거의 real과 같다. 하지만 mmap()의 경우

에는 real이 두 개의 합 보다 훨씬 크다. 이 게 user와 

sys 시간 외에 비는 시간은 응용 로그램이 sleep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time 명령어를 써서 메

인 메모리 4G일 때 8G 일을 각각의 방법으로 랜덤으로 

읽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 그래 이다. 기존의 read() 에서

는 sleep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mmap()에서

는 sleep 부분이 크게 차지하는데, 페이지 재사용 기법을 

사용해서 지역 검색을 통해 여러 페이지를 회수 할 때는 

sleep하는 시간이 많이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 

검색을 통한 페이지의 개수가 32 정도 일 때는 sleep 시간

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고 한 이때의 성능은 read 시

스템 콜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6. 결론

사용자들의 클라우드에 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클라

우드 시스템에서 물리  머신에 여러 의 가상 머신을 

띄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때 여러 의 가상 머신

이 호스트 머신의 메인 메모리의 크기를 넘어가는 오버커

먼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여러 

의 가상 머신이 한 일의 메모리 사상으로 공유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 때 메모리 사상하는 일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호스트 메모리가 페

이지들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페이지 재사용이라는 것을 제안하

여 지역 검색을 통해 페이지를 회수한 후 재사용하는 것

을 제안했다. 이런 재사용 과정을 직  회수 과정 이 에 

수행하여 페이지 요구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로그램의 수행시간이 더 빨리 질 수 있다.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페이지 재사용 과정을 통해서 응용 로그

램의 시간이 마이크로 벤치마크에서 40% 가량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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