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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화 환경에서는 다수의 가상 머신들이 메모리를 분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문

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지 스왑 기법은 낮은 디스크 접근 속도와 가상화 환경의
분할 드라이버 모델로 인해 가상 머신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성능 저하를 유발하지 않으면
서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가상 머신을 위한 인-메
모리 페이지 스왑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는 페이지 스왑의 성능 향상을 위해 메모리 안에 스왑
공간을 위치시킨다. 또한, 더 많은 여유 공간을 얻기 위해서 다른 가상 머신으로의 스왑 공간 이전과 페
이지 압축을 제공한다. 이 기법을 통해 본 논문은 기존 인-메모리 스왑 기법보다 평균 32% 더 많은 메
모리 공간을 얻을 수 있다.

1.



서 론
가상화 환경은 소프트웨어적인 자원 분배를 통해
제한된 물리 시스템에서 다양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머신은 컴퓨팅 자원을 다른 가상
머신과 공유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의 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메모리는 각 가상 머신이
분할하여 사용하고 서로 간의 접근을 막기 때문에 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페이지
스왑(page swapping)이 사용되었다. 페이지 스왑은
프로세스가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메모리에서
내보내고, 프로세스가 요구한 새로운 페이지를 메모리에
적재한다. 그러나 페이지 스왑은 디스크에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리다.
게다가 각 가상 머신은 분할된 작은 크기의 메모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잦다. 이는 가상 머신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메모리의
여유
공간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가상 머신을 위한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In-Memory Page Swapping)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스왑 공간(swap space)으로 디스크
대신 메모리를 이용함으로써, 페이지 스왑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스왑 공간의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장할 페이지를 압축하고,

관리 가상 머신으로 스왑 공간을 이전한다. 일반적인
페이지
스왑
기법은
디스크를
스왑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몇몇 기법은 디스크 접근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 디스크 대신에 메모리를 스왑
공간으로 사용한다[1][2][3]. 하지만 가상 머신에서의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은 해당 가상 머신에게 스왑
공간으로 인한 추가적인 메모리 압박을 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압박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 첫번째는 스왑 공간 자체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기 위해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 압축은 스왑
공간에 저장할 페이지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스왑
공간의 크기를 줄인다. 예를 들어, 하나의 4KB
페이지를 위한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 4KB의 스왑
공간이 필요하지만, 압축률이 50%인 압축 기법을
사용하면 2KB만 필요하다. 두번째로, 메모리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관리 가상 머신으로 스왑 공간을 이전한다.
이는 메모리 부족을 겪고 있는 가상 머신의 메모리에서
스왑 공간을 제거했기 때문에 기존의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에 비해 더 많은 여유 공간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 기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기법의
구현 환경에 대한 설명과 실험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면
결론을 맺는다.
2.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0
-0029180).”

스왑 공간 이전과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의 구조
이 장에서는 인-메모리 페이지 스와핑의 구조를
설명한다. 본 논문은 이 기법을 통해 가상 머신 내에서
페이지 스왑의 성능 향상과 메모리 사용량 감소를

달성하고자 한다. 각 가상 머신은 물리적인 메모리를
분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의 수가 증가하면
각 가상 머신이 갖는 메모리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는
잦은 페이지 스왑을 발생시켜 각 가상 머신의 프로세싱
능력을 감소시킨다.
제안하는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 기법은 “인-메모리
스왑 공간”과 “스왑 공간 이전”, “압축”의 세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메모리 스왑 공간은 메모리에 스왑
공간을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기존의 페이지 스왑은
디스크를 스왑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디스크는
메모리에 비해 접근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
비가상화 환경에서는 이 성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인-메모리 스왑 공간을 연구해 왔다[1][2][3]. 게다가
가상화 환경은 장치를 여러 가상 머신 간 공유 지원과
간섭 최소화를 위해 분리 드라이버 구조(split driver
model)로 되어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디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막아
악의적인
가상
머신의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구조로 인해 가상 머신에서의 페이지 스왑 성능이 더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본 논문도 페이지 스왑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디스크 대신 메인 메모리를 스왑
공간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가상화
환경에서는
각
가상
머신이
이용가능한 메모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스왑 공간에
의해 추가적인 메모리 압박이 생길 수 있다. 비가상화
환경에서는 하나의 물리 메모리를 하나의 시스템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메모리가 제공된다. 따라서
자신의 메모리 내에 스왑 공간을 생성해도 압축만으로
메모리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
환경은 많은 가상 머신이 물리 메모리를 분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각 가상 머신이 가진 메모리의 크기가
작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메모리 스왑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스왑 공간으로 인한 메모리
압박을 제거하기 위해 스왑 공간을 다른 가상 머신으로
이전한다. 이전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인-메모리 페이지
스와핑을 위한 스왑 공간 설계를 제안하고, 그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 실험 결과를 보였다[4]. 스왑
공간을 대상 가상 머신의 외부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페이지 공유처럼 페이지의 크기에 해당하는 여유
공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저장소를 모든 가상
머신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물리 메모리 내의 스왑
공간의 비중을 가상 머신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림 1은 다른 가상 머신으로 이전한 스왑 공간을
나타낸다. VM1과 VM2는 각각 VM0의 메모리 내에 스왑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페이지 스왑이 필요한
가상 머신(VM1, VM2)은 여유 메모리를 갖고 있는 다른
가상 머신(VM0)에게 스왑 공간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요청하여 빌려온다. 이 그림에서 VM0는 관리 가상
머신으로 다른 가상 머신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다. 또한,
관리 가상 머신은 커널 로드에 관련된 하이퍼바이저
코드와 라이브러리, 도구들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 메모리량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이 부팅이 끝난
후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유 공간을 스왑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VM0, 1은 다른 VM0로
스왑 공간을 이동시켜 스왑 공간 유지로 인한 메모리
사용량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압축을 통해 VM0가 내어준 공간의 크기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압축은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의
크기를 줄여 스왑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스왑 공간에 의한 메모리 낭비를 막기 위해
압축을 사용하여 스왑 공간의 크기를 최소화한다.

그림 1 가상 머신을 위한 인-메모리 스왑 공간
3.

구현
본 논문은 가상화된 데스크 탑 환경을 가정하고, 스왑
공간을 구현하였다.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Xen4.0.1[5][6]을 하이퍼바이저(hypervisor)로 사용하고,
가상 머신은 Linux-2.6.32.27과 2.6.37.1을 사용한다.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은 4가지 알고리즘으로 나누어
구현하였다. 인-메모리 스왑 공간 알고리즘은 메모리
내에 리스트 형태로 갖고 있는 스왑 공간을 유지한다.
이 리스트로부터 페이지 단위로 공간을 할당받아
페이지를 저장한다. 스왑 공간 이전 알고리즘은 인메모리 스왑 공간을 관리 가상 머신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가상 머신은 사전에 관리 가상
머신으로부터 스왑 공간을 생성하기 위한 메모리
영역을 받아온다. 이를 위해 xen 하이퍼바이저가
지원하는 그런트(Grant) 페이징 기법[7]을 적용한다.
관리 가상 머신으로부터 받은 메모리 영역은 인-메모리
스왑 공간 알고리즘에게 전달되어 스왑 공간을
생성하고 유지하게 된다. 페이지 선택 알고리즘은 여유
페이지(free page)를 생성하기 위해 메모리에서 스왑
공간으로 이동시킬 페이지를 선택한다. 내보낼 페이지는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다. 선택된
페이지는 페이지 압축 알고리즘에게 전달되어 페이지
압축을 실행한 후, 스왑 공간으로 이동된다. 페이지
압축 알고리즘은 페이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이를 통해 스왑 공간으로 보낼 페이지를
압축(compress)하고, 메인 메모리로 복구할 페이지를
복원(decompress)한다.
압축
알고리즘은
LZO
알고리즘[8]을 사용한다. 압축과 복원에 걸리는 시간은
디스크 쓰기에 비해 약 70% 더 빠르기 때문에 압축과
복원에 걸리는 시간은 오버헤드가 되지 않는다[4].
4.

실험 및 평가
이 장에서는 구현한 인-메모리 스왑을 실험을 통해
메모리 여유 공간 확장의 효율을 검증한다. 실험 환경은
2.4GHz 듀얼 코어 CPU와 4GB의 메모리를 가진
시스템에서 두 개의 가상 머신을 동작시켰다. 두 가상
머신 모두 1GB씩 메모리를 할당하였고, 메모리 부족을
야기하기 위해 한쪽 가상 머신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background
process)로
메모리
점유를
발생시키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다. 그 후,
커널 컴파일을 실행하여 커널 컴파일 도중에 페이지
스왑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시간 당 평균 여유 페이지 수의 변화
그림 2는 시간에 따른 여유 페이지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압축”은 가상 머신이 자신의 메모리 안에
스왑 공간을 두는 경우이고, “압축+스왑공간이전”은
관리 가상 머신으로 스왑 공간을 이동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왑 공간을
다른 가상 머신으로 이전한 경우에 더 많은 여유
페이지를 갖는다. 여유 페이지가 많다는 것은 더 적은
페이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스왑 공간을
이전하는 경우가 메모리 사용량이 더 적다. 이는 스왕
공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다른 가상 머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관리 가상 머신과 같이 충분한

여유 메모리를 가진 가상 머신이 함께 동작하는
환경에서는 더 많은 여유 메모리를 얻을 수 있고,
페이지 스왑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가상화 환경에서의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이 기법은 메모리를 스왑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이용하는 기존의
페이지 스왑에 비해 빠르다. 또한, 다른 가상
머신으로의 스왑 공간 이전과 페이지 압축의 과정을
통해 다른 인-메모리 페이지 스왑에 비해 더 많은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환경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성능을
보이고, 다른 메모리 문제 해결책들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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