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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이용자로 하여  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낮은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보장하는 기술로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IaaS에서 많은 기 를 할 수 있는

데, 이 기술 에 하나가 서버 가상화 기술이다. 가상화된 서버를 리하기 해서 쓰이는 기술  하

나가 바로 라이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으로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의 구동 지 시간

을 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라이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은 기존의 

방법보다 마이그 이션 시간이 길어 네트워크 자원을 오래 쓰는 단 이 있다. 이런 단 을 보완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pre-copy 측을 통한 마이그 이션 시간 감축 기법을 제안한다. pre-copy를 

측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통제 알고리즘을 보이며 이를 Xen에 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인

다. 용해본 결과 기존의 방법보다 마이그 이션 시간이 최  17%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이용자로 하여  편리하게 자

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리자 측면에서는 낮은 TCO 

(Total Cost of Ownership)를 보장하는 기술로 많은 사용

을 하고 있다. 특히 IaaS(Infrastructure-as-a-Service)는 

클라우드 컴퓨 에서 서버  각종 호스  서비스를 편리

하게 이용  리하는 데에 요한 기술로 작용하고 있

다. 이러한 IaaS에서 요한 기술이 바로 서버 가상화이

다. 서버 가상화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리

자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자원  비용 리 

그리고 고장 방지 시스템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 을 보이

고 있다. 리자는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종류의 가상 머

신(Virtual machine, VM)을 구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다.[1][2] 가상 머신을 사용하여 이용자

에게 유용성을 주기 해서는 가상 머신을 이용자의 요구

에 따라 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상 머신을 리

할 수 있는 기술  하나가 바로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

(VM Migration)이다.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이란 하나의 

물리 서버 에 있는 가상 머신 리자(Virtual Machine 

Monitor)에서 구동 되고 있는 가상 머신의 상태를 장하

여 이를 다른 가상 머신 리자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가

상 머신 마이그 이션은 신뢰도가 높게 설계되어 있어 복

원한 가상 머신을 이용자가 이용하 을 때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어들고 이와 동시에 이 에 있던 가상 머신 

리자의 부담을 일 수 있다.

 하지만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의 단 은 옮기는 과정에

서 나타난다. 가상 머신을 다른 가상 머신 리자로 옮기

는 동안 필연 으로 가상 머신의 구동을 지해야 하므로 

그 시간 동안 이용자는 가상화된 서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이용자가 사용함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해 구동 지 시간(downtime)을 최소화 하려는 기

술이 바로 라이  가상 머신 마이그 이션(Live VM 

Migration, 이하 라이  마이그 이션)이다.[3] 라이  가

상 머신 마이그 이션은 보내질 상이 되는 가상화된 서

버가 이용자의 요청에 한 응답을 주는 동안 받는 상

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된 가상 머신을 비하여 구

동 지 시간을 낮춘다. 라이  마이그 이션은 이러한 강

 때문에 Xen[4]이나 VMWare[5] 상에서도 채용되고 있

다. 라이  마이그 이션 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응답 

속도 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는 방법이지만 방법의 특

성상 기존의 방법보다 더 많은 송량을 필요로 하며 

송 시간의 증가는 곧 네트워크 상에서의 통신량 증 로 

이어진다. 늘어난 통신량은 가상화된 서버가 이용자의 요

청에 응답하고 서버의 내용을 송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표는 라이  

마이그 이션에서의 목표는 구동 지 시간을 유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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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동시에 마이그 이션을 완료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하 마이그 이션 시간)을 이는 것이 된다. 본 논

문에서는 라이  마이그 이션의 단계에서의 주요 변인을 

분석하고 그 변인을 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측한 변인으로 라이  마이그 이션을 통제하는 알고리

즘 한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 서론에 이어 2장에

서는 기존 라이  마이그 이션의 실행 단계를 설명한 뒤 

마이그 이션 시간에 향을 주는 단계가 iterative 

pre-copy phase(반복 인 사  복사 단계)임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iterative pre-copy phase의 반복 횟수를 측

하는 방법  측한 수치를 통한 반복 횟수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서술할 것이며 4장에서는 이를 Xen에 용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토 로 한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다.

2. 라이  마이그 이션의 실행 단계

  라이  마이그 이션은 여러 번의 메모리 복사, 특히 수

정된 페이지(dirty page)의 복사로 구동 지 시간을 이

는 것이 특징이다. 라이  마이그 이션의 아이디어의 핵

심은 바로 그 반복성으로, 받는 상에서 페이지를 받는 

동안 보내는 상에서 이용자의 요청으로 수정된 페이지

를 가지고 있다가 이를 반복 으로 송하여 나 에는 수

정된 페이지의 양이 어들었을 때 가상 머신의 구동을 

지시키고 남은 페이지를 송하는 단계를 거친다. 조  

더 자세히 말하자면, 라이  마이그 이션의 실행 단계는 

총 6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3]

1) Initialization : 보내질 상이 되는 가상 머신이 선택되

고 이를 받을 가상 머신 리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든다.

2) Reservation: 받는 쪽의 가상 머신 리자에서 새로 만

든 가상 머신에 자원을 할당해 다.

3) Iterative pre-copy: 가상 머신이 보내지는 동안 셰도우 

페이징이 활성화되어 가상 머신이 계속 이용자의 요청

을 처리하는 동안 페이지는 상 가상 머신 리자에

게 송된다. 이 단계는 여러 번 수행되며 첫 번째 동

작에서는 모든 메모리가 송된다.

4) Stop-and-copy: 가상 머신을 구동 지하고 남은 페이

지를 송한다.

5) Commitment: 받는 가상 머신 리자에서 모든 송이 

끝났다는 응답을 다.

6) Activation: 디스크 자원 등을 송이 완료된 새로운 

가상 머신에 이어 다.

  1, 2, 5, 6단계에서는 내부 I/O를 요구하거나 약간의 메

시지 밖에는 송하지 않는다. 그러나 3, 4단계에서는 메

모리의 내용을 메가바이트 단 , 많게는 기가바이트 단

로 송하는 것이므로 마이그 이션 시간에 향을 주는 

주요 단계가 된다. 모든 메모리가 송되는 첫 번째 

pre-copy는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지 않는 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마이그 이션 시간을 이기 

해서는 두 번째 이후의 pre-copy  stop-and-copy 단

계를 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stop-and-copy 단계에

서의 시간도 pre-copy 단계의 향을 받는 데, 이는 

pre-copy의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수정된 페

이지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 제안 기법

  pre-copy가 마이그 이션 시간에 향을 다는 것을 

설명하 다. 2. 의 과정을 거쳤을 때 ‘ 송해야 하는 페이

지의 수가 충분히 stop-and-copy 단계로 넘어갈 만큼 

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우리기 그 회수를 측할 수 

있는 기 을 두어 pre-copy의 실행수를 일 것이다.

3.1. pre-copy의 반복 회수의 측 기법

  pre-copy의 반복 회수를 측하기 한 기법의 이해를 

돕기 해서 우선 iterative pre-copy가 어떤 방식으로 구

동 지 시 페이지 송을 이는 지 조  더 자세히 기

술한다. 우선 네트워크의 송 속도보다 페이지 수정 속도

가 더 낮다고 가정한다. 한 페이지 수정 속도가 고정 수

치라고 가정한다. 가정 로라면 첫 번째 과정에서 모든 메

모리의 내용을 복사하는 데 그 복사하는 동안 수정되는 

페이지의 수는 모든 메모리의 용량보다는 낮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정에서 수정된 메모리의 내용을 복사하는 시간은 

첫 번째 과정에서 보다 시간이 게 걸리므로 두 번째 과

정을 수행하는 동안의 수정된 페이지의 수는 첫 번째보다 

더 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페

이지 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만큼 어지게 된다. 의 

가정을 따랐을 때 다음 단계에서 보내야할 수정된 페이지

의 개수를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단, n은 

0보다 큰 정수이다.)

    ×

×

 Dn은 n번째 pre-copy에서 보내져야 할 수정된 페이지의 

수이고 R은 단  시간당 수정이 일어나는 페이지의 개수, 

Cpage는 페이지의 용량이며 의 식에서 분자를 곱하게 

되면 단  시간당 수정되는 메모리의 용량이 나오게 된다. 

Stransfer는 단  시간당 송 속도로 이것으로 나 어주

게 되면 n번째 pre-copy에서 감소되어 송해야 되는 메

모리의 비율이 나온다. R이 고정값이라고 가정하 으므로 

의 화식을 일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일반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D1은 initial value로, 첫 번째 단계에서 보내야하는 메모

리의 양, 즉 메모리의 체 용량으로 따졌을 때의 페이지 

수이다. 충분히 은 수의 페이지의 개수를 T라고 하자. 

그 다면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 을 때 stop-and-copy 

phase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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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CPU
Storage 

RAM 

network 

environment 

Xen
Core2duo 

E6300

DDR3

8GB

Speed of 

100Mbps

≥  ×

×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의 부등식이 성립하 을 때

의 n이다. 이를 구하기 해 식을 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이때 T < D1 이므로(만약 T가 더 커지게 된다면 메모

리를 첫 번째 단계에서 모두 복사하게 되므로 pre-copy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로 나 어 주게 되면 부등

식이 반 가 된다. 이를 다시 개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측 회수를 구할 수 있다.

≥ 


× 



 

 n은 0보다 큰 정수이므로 충분히 은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한 최소 반복수 N은 다음과 같이 측

할 수 있다.

 ⌈× 



 ⌉

 에서 구한 N을 이용하면 우리는 언제 pre-copy를 멈

춰야 할지 기 을 구할 수 있다.

3.2. 측한 회수를 이용한 pre-copy 통제 알고리즘

   의 가정 로라면 N을 정확히 구하여 측할 수 있

다. 문제는 언제 이용자의 요청이 많고 은지 알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는 일률 인 단  시간당 수정된 페이지의 

수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이 의 반

복에서의 수정된 페이지의 수와 각 반복에서의 송 시간

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여 N

을 유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순하게, R의 값은 (각 단

계마다 수정된 페이지의 합)/(각 단계마다 걸린 송시간)

으로 사용한다. 이용자의 요청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 R

의 평균값이 매우 증가하여 이로써 측되는 N의 값도 커

질 것이다. 이용자의 요청이 많아지면 앞으로 요청이 계속

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그 에 pre-copy를 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면 약간의 구동 지 시간의 증가로 

상당한 마이그 이션 시간의 약이 있을 것이다. 

  한 우리는 N이 0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경우에 해

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수정되는 페이지의 수가 무나도 

많아 송 속도를 뛰어 넘는 경우 log의 체는 음수 값

이 되어 버린다. 이 경우에는 바로 pre-copy를 지하고 

stop-and-copy phase로 넘어가는 것이 마이그 이션 시

간  구동 지 시간을 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토 로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Threshold of going next phase;

C<-size of page;

D1<-(memory size)/C;

TP<-log(T/D1); // 계산 속도의 감을 함

N<-Limitation of iteration; // 정의해야함

PRC<-1; // PRC는 행해진 반복의 횟수

transfer whole memory;

S<-(memory size)/(transfer time);

P[1]<-(number of dirtied pages in first iteration);

T[1]<-(transfer time);

while(PRC < N)

{

    RR<-0;

    TT<-0;

    for(i=1;i<=PRC;i++)

    {

       RR+=P[i];

       TT+=T[i];

    }

    RR/=TT;

    temp<-TP/log((RR*C)/S)+1;

    if(temp > N || temp<=0)

       break;

    else

    {

       N=temp;

       PRC++;

       transfer dirtied pages; // next iteration

       P[PRC]=(number of dirtied pages for PRC-th iteration);

       T[PRC]=(transfer time of PRC-th iteration);

    }

}

<표 1> 회수 측을 이용한 pre-copy 통제 알고리즘

 사 의 설정 값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한 최소 

페이지 수, 반복의 최  수 ( 당히 큰 수면 된다.)이며 나

머지는 pre-copy 단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치이다. 

4. 시뮬 이션

  시뮬 이션 환경은 <표 2>와 같이 설정하 다.

<표 2> 시뮬 이션 환경

  Storage의 경우 NFS 3.0을 이용하여 SSD를 맞물려 

NFS를 구성하여 메모리의 복사시간만을 사용하게끔 하

다. 컴퓨터는 같은 LAN상에 존재하게 하 고 RAM 크기

를 512MB, 1024MB로 하여 측정하 다. I/O가 자주 일어

나는 경우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해 

환경을 커  컴 일 상태  유휴 상태로 놓고 기존의 

Xen에서 쓰는 방법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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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12MB VM 유휴 상태에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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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24MB VM 유휴 상태에서의 결과

  유휴 상태에서는 반 으로 마이그 이션 시간의 큰 

하락 폭이 없는 데 그 이유는 Xen에서 pre-copy를 종료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반복 단계와 측한 단계가 같았기 

때문이다. 512MB VM에서는 오히려 downtime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차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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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12MB VM 커  컴 일 상태에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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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024MB VM 커  컴 일 상태에서의 결과

  반면 커  컴 일상에서 측 기법을 용한 결과는 마

이그 이션 시간에 있어 효율 으로 나타났다. 용된 방

법은 마이그 이션 시간에 해 512MB VM에서는 17%, 

1024MB VM에서는 14%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커  컴 일 과정은 stage가 면서 구동 지 시간 측면

에서는 늘어났다. 커  컴 일의 경우 꾸 한 일 I/O가 

일어나면서 페이지가 수정되므로 N의 값을 가지고 있는 

도 에 I/O가 늘어나는 데에서 stage의 지가 일어났다. 

기존 Xen에서 수행해야 했던 반복 과정 동안에서의 마이

그 이션 시간이 없어진 신 구동 지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5. 결론  향후 연구

  시뮬 이션의 결과는 I/O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향

상된 마이그 이션 시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는 구동 

지 시간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는 인자가 어 생기는 요

소라 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한 최소의 페이지 수를 고정으로 놓고 실험했었으나 이

를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방

법을 수정하면 구동 지 시간이 많은 폭으로 늘어나지 

않으면서 마이그 이션 시간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pre-copy 회수의 정확도는 I/O 이벤트에 한 자료

가 충분하다면 더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도 I/O 이벤트를 

기록하여 성능을 향상한 논문이 있다.[6] 마지막으로 의 

실험은 LAN 상에서의 실험으로 WAN으로 넘어갔을 경

우 스토리지도 고려해주어야 한다. 이는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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