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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화된 서버를 리하기 해서 쓰이는 기술  하나가 바로 라이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으로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의 구동 지 시간을 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면서 Load 

balancing  Fault tolerance system 구성에 이득을  수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의 성능을 향상하고 한계 을 극복하기 한 연구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토 로 향

후 연구 방향에 해 모색하도록 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낮은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보장하면서 사용자로 하여  서비스를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특히 가상화 서버

를 제공할 경우 리자는 하나의 하드웨어에 여러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VM)을 구동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체 인 서버의 Cost를 이고 Utilization을 올리는 데에 

있어 탁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만족을 

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서버와 다른 리 기술이 요구

되는 데 그러한 리 기술  하나가 바로 가상 머신 마

이그 이션(VM Migration)이다.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

은 가상 머신을 다른 가상 머신 리자(Virtual Machine 

Monitor, VMM)로 이동하는 기술을 이야기 한다.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은 Load balancing  Fault 

tolerance system의 구성에 있어 상당한 장 이 있다. 하

지만 가상 머신을 다른 가상 머신 리자로 옮기는 동안 

가상 머신의 구동을 지해야 하므로 그 시간 동안 이용

자는 가상화된 서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구동 

지 시간(downtime)을 이는 기술이 바로 라이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Live VM migration, 이하 라이  마이

그 이션)이다.[1]

 라이  마이그 이션의 제안으로 인해 구동 지 시간이 

어들어 사용자의 불편은 어들었으나 문제는 기존의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에 비해 마이그 이션의 수행시간

이 늘어나 네트워크 자원을 오랜 시간 소비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bandwidth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 까지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근간의 연구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 서론에 이어 2장에

서는 기존 라이  마이그 이션의 실행 단계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근간의 련 연구를 소개한 뒤 마지막 4장에서

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다.

2. 배경 지식

  라이  마이그 이션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바로 반복성

으로, 받는 상에서 페이지를 받는 동안 보내는 상에서 

이용자의 요청으로 수정된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를 

반복 으로 송하여 나 에는 수정된 페이지의 양이 

어들었을 때 가상 머신의 구동을 지시키고 남은 페이지

를 송하는 단계를 거친다. 조  더 자세히 표  하자면, 

(그림 1)과 같이 라이  마이그 이션의 실행 단계는 총 6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라이  마이그 이션은 Pre-copy Phase로 인하여 기존

의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보다 마이그 이션 수행 시간

이 길어지게 되고 구동 지 시간은 짧아지게 된다. 수정

된 페이지(Dirtied page)의 수에 따라 Pre-copy phase의 

반복 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 때 송하는 페이

지의 개수가 마이그 이션 수행 시간  구동 지 시간

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기 때

문에 근간의 연구는 이러한 페이지의 수를 이는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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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이  마이그 이션의 구동 단계

3. 연구 동향

3.1. Shrinker

  Shrinker[2]는 VM의 특성을 이용한 마이그 이션 방법

으로 특히 여러 개의 VM군으로 구성된 Virtual Cluster를 

옮기는 데 성능을 증명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메모리 상

에 올라가 있는 OS의 공통 인 부분(OS image)을 미리 

지정된 서비스 공간에서 미리 송한 다음 OS의 페이지 

수정에 해서는 hash 값만을 송 받아 결과 으로 체

인 페이지의 송을 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OS 

image가 할당된 페이지 주소 공간에는 페이지 수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 으므로 만일 커  컴

일과 같은 OS image의 수정 작업이 많이 일어나는 VM

일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Shrinker

는 한번에 미리 여려 OS image를 서비스 로토콜에 

장하고 나면 다음 마이그 이션부터는 송하는 페이지 

수가 OS image의 크기만큼 일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 에 서비스 작업을 하는 것이 요하며 같은 

규격의 OS를 제공하는 WAN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서비

스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다.

3.2. Re-use distance

 자주 수정되는 Page의 주소를 장하여 송 회수를 

인 Re-use distance[3]는 수정된 페이지를 장한 뒤 그 

페이지가 다시 수정되기까지의 수정된 다른 페이지의 수

를 측정하여 오랜 기간 수정이 되지 않았으면 송하고 

그 지 않으면 송을 유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페이

지의 수정 비율을 측정, 매우 자주 수정되는 페이지는 

Stop-and-copy phase에 송하게끔 Pre-copy phase에서

의 송을 유보하고 자주 수정되지 않는 페이지는 

Pre-copy phase에서 송하도록 함으로써 마이그 이션 

시간을 다. 그러나 이 방법을 그 로 사용할 경우 각

각의 페이지의 distance를 모두 살펴 야 하고 이는 상당

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해서 측되

는 최  distance를 설정한 것이 Re-use distance 방법의 

특징이다. 이 방법은 I/O가 주기 으로 자주 일어나는 환

경에서 효율 으로 작동한다. 

3.3. Method using Shared Storage

  Method using Shared Storage[4]는 VM이 가상 메모리

와 storage 간의 계층  페이징 방법을 이용한다는 에

서 고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스토리지를 두 

VMM간에 공유하게 하여 스토리지에 장된 페이지 엔트

리  페이지의 내용을 송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하여 실

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VM의 입장에서는 송하는 페

이지를 이게끔 하는 방법이다. 이는 스토리지와 옮기는 

상의 VMM 사이에 페이지를 송받는 로토콜을 추가 

하여 송하게끔 한다. 이 게 하면 보내는 입장의 VMM

에서는 주소값만 송해주면 받는 쪽에서는 그 주소에 있

는 값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

며 특히 일 매니  로그램이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로그램을 구동할 때 쓰이는 실습용 서버에 그 

효과가 좋다. 단 storage로부터 가져오는 로토콜의 추가

로 인해 RAW(Read after Write)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는 성능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 연구

  련 연구를 통해 구동 지 시간과 마이그 이션 수행 

시간을 인 여러 방법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연구로 인해 

라이  마이그 이션의 연구는 특화된 상황에 해 메모

리의 특성을 분석하여 페이지를 이는 쪽으로 연구를 진

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라이  마이그 이션에는 성

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인 

WAN 환경에서의 문제, 가상화된 device 간의 동기화 문

제 등을 가지고 있다. 재는 이 한계 을 해결하면서 성

능의 향상이 시도되고 있음을 련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페이지의 특성을 더 살펴보고 의 한계

을 고려하여 페이지를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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