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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GPU(Graphic Processing Unit)

가 할당된 가상머신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고성능 응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

에서 한 명의 사용자가 GPU를 독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하지만 독립적인 여러 사용자가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자원 경쟁으로 인해 서로 성

능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가상머신이 단일 GPU를 공유하는 

RPC(Remote Procedure Call) 기반 GPU 가상화 환경에서 다수의 가상머신이 GPGPU(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작업을 수행할 때 GPU 메모리 입력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커널 함수의 실행 지연 문제를 분석한다.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가상화(virtualzaition), 

GPGPU 컴퓨팅(GPGPU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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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RPC(Remote Procedure Call) 기반 GPU(Graphic Processing 

Unit)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수의 가상머신이 고성능 

연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GPU를 공유하는 기술이다. RPC 

기반 GPU 가상화에서는 가상머신의 GPGPU 작업 처리를 위해 

GPU가 할당된 별도의 가상머신이 존재하며, 가상머신은 RPC 통신을 

통해 GPU가 할당된 가상머신에게 API와 데이터를 전송하고 결과값

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작업을 처리한다.

GPGPU 작업에서 GPU 연산 부분, 즉, 커널(Kernel) 함수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직접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커널 함수에서 

사용될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에 작성한 후 GPU 메모리에 전송하는 

데이터 입력 작업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1].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에서는 단일 사용자가 GPU를 독점하기 때문

에 자원 경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가상머신이 단일 GPU를 공유하기 때문에 각 가상머신의 

GPU 메모리 입력 작업이 서로 성능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가상머신

들의 GPU 연산의 실행 시점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GPU를 사용한 

작업은 하드웨어 기반 스케줄러로 스케줄링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업 순서를 조절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RPC 기반 GPU 가상화 환경에서 다수의 가상머신이 

GPGPU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때의 성능을 측정하고 GPU 메모리의 

데이터 입력 경쟁으로 인한 GPU 연산의 실행 지연 문제를 분석한다.

II. Background

본 논문의 RPC 기반 GPU 가상화 기술은 오픈소스 기반 가상화 

플랫폼인 Xen[2]에서 실행되며, Fig. 1과 같이 수정된 Open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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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사용한다. 가상머신이 API를 실행하면 API 정보와 데이터가 

RPC 통신을 통해 direct pass-thruogh[4] 기술을 사용해 GPU가 

할당된 가상머신에게 전송되며, GPU를 소유한 가상머신은 전송받은 

API들을 처리하고 결과값을 반환한다. User VM은 GPGPU 연산을 

요청하는 사용자 가상머신이며, GPGPUvm은 전달받은 사용자 가상

머신의 API를 처리하는 가상머신이다. 

Fig. 1. Our RPC-based GPU virtualization system

III. Experiment

Host GPGPUvm VM

CPU Xeon E3-1231V3 4 vCPU 4 vCPU

Memory 32 GB 15 GB 2 GB

GPU -
Radeon RX 570

(8GB GPU Memory)
-

OS Ubuntu 14.04 Windows 7 Windows 7

Hypervisor Xen 4.4.1 - -

Table 1. Experiment Environment

실험에서는 다수의 가상머신이 GPU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의 성능 평가를 통해 GPU 연산의 실행 

지연 문제를 분석한다. 실험 환경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서는 

6개의 사용자 가상머신과 1개의 GPGPUvm을 사용하며, 성능 측정을 

위해 13K×13K 행렬 곱셈을 실행한다. 실험 결과는 Fig. 2와 같다. 

실험 결과에서 지연시간은 GPU 메모리의 데이터 입력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Fig. 2. Delay of kernel function

Fig. 2의 실험 결과는 가상머신이 1, 2, 4, 6개가 동시에 실행될 

때 각 가상머신의 커널 함수 지연시간을 보여준다. 가상머신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 입력으로 인한 커널 함수의 지연시간은 증가하며, 

일관적이지 않은 GPU 메모리 입력 성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커널 함수의 지연시간은 가상머신이 많을수록 더 크게 발생하

며, 가상머신 사이의 GPU 메모리 입력 성능의 편차도 크게 발생하여 

성능의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and Future work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다수의 가상머신이 GPGPU 작업을 

실행할 때 GPU 메모리 입력 작업의 경쟁으로 인해 특정 가상머신의 

커널 함수 실행 시점이 지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가상머신에서 

실행하는 GPGPU 작업의 전반적인 성능을 저하 시킨다. 추후 연구에

서는 GPU 메모리 입력으로 인한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PU 메모리 입력 기법을 설계하고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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