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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화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컴퓨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장치 가상화 과정의 빈번한 

입출력으로 인한 성능 하로 높은 장치 처리량을 요구하는 분야에는 용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한 모델들이 제안되었으나 이  모델들은 특별한 하드웨어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게스트 장치 처

리 과정을 거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하드웨어 환경을 요구하지 않는 소 트웨

어  기법을 제안하여 근본 인 모드 환 비용을 해결하 다. 한 제안한 가상화 인지 소켓 모델의 

로토타입을 구 하여 성능 향상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1. 서론

   가상화는 하나의 컴퓨  환경에서 여러 개의 가상 머

신을 구성하여 자원의 활용을 최 화하는 기술이다. 최근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기술의 발 으로 서버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 환경까지 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 기술은 자원을 최 한 활용하는 장 이 있지만 가

상화로 인한 성능 하가 발생한다. 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가상화 장치 작업의 경우 가상머신의 성능

을 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컴

퓨 과 같은 시스템이 리 서비스되면서 물리 인 장치

를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가상화의 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통 인 가상화 방법은 가상 머신이 장치 제어 요청

을 한 경우 직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가상화 엔진

(Hypervisor)으로 모드를 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러

한 빈번한 모드 환 때문에 가상 머신에서의 장치 제어

의 비용이 크며 체 인 성능을 떨어뜨린다[1]. 특히 10 

기가바이트 이더넷 NIC와 같은 높은 네트워킹 장치에서

는 더욱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최근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SR-IOV[2]기법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환경의 인터

럽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드 환을 제거한 ELI[3] 

와 가상화 엔진에 존재하는 미들웨어가 게스트의 장치 요

청을 폴링하는 ELVIS[4] 같은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ELI

의 경우 특별한 하드웨어 기능을 요구하며, ELVIS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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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게스트 운 체제의 장치 처리과정을 거치는 문

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 인지 소켓 모델을 제안하여 게

스트 운 체제의 불필요한 장치 처리과정과 장치 가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드 환을 제거한다. 제안한 모델은 

특별한 하드웨어 환경을 요구하지 않는 소 트웨어  기

법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의 가

상화 환경에서의 장치 처리방법에 하여 설명하고 문제

을 지 한다. 3장에서는 가상화 장치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로토타입으로 구 하여 타당성을 확인한다.

2. 기존 가상화 환경에서의 장치 처리

   본 논문에서는 KVM[5]의 소 트웨어 장치 처리 기법

인 반가상화의 처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성능 하를 일

으키는 문제 을 확인한다.

(그림 1) 장치 가상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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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KVM의 장치 처리 과정에서의 게스트 실행 

루 이다. Virtio[6]기법은 가상머신에서의 론트엔드 장

치 드라이버와 가상화 엔진의 백엔드 장치 드라이버를 통

해 장치 요청을 처리한다. 가상머신이 장치 처리를 요청할 

경우, 자신의 I/O 계층을 통해 반가상 장치에 커맨드를 

달한다. 이 경우 모드 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 후의 처리 완료 인터럽트는 유  모드에 달되고 

가상화 엔진은 이를 가상화하여 가상머신에 주입한다. 이 

때 가상머신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완료 인터럽트(EOI)

를 보낸다. 이는  한 번의 모드 환을 발생시킨다.

   이 게 한 번의 장치 처리 요청은 2번의 모드 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드 환을 최소화하거나 없는 방법을 

사용하면 성능 하를 여 베어메탈 환경과 비슷한 성능

을 이끌어낼 수 있다.

3. 가상화 인지 소켓(Virtualization Aware Socket)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화 인지 소켓 모델은 장치 

요청 처리 시 모드 환을 피하기 한 방법이다. 가상머

신 어 리 이션에서 장치 제어 요청 시 소켓 라이 러리

를 통해 요청을 처리하는 호스트 서비스에 달하는 방식

이다.

3.1 제안하는 모델 구조

   기존의 게스트 실행 루 와 달리 가상화 인지 소켓 모

델은 장치 요청을 할 때마다 모드 환을 하지 않는다. 본 

모델은 크게 론트엔드 사이드와 백엔드 사이드로 나

어 진다. 론트엔드 사이드는 가상머신 어 리 이션과 

소켓 라이 러리이고 백엔드 사이드는 호스트 장치 컨트

롤 서비스이다. 그리고 가상머신과 호스트가 공유하는 메

모리가 존재하여 가상머신의 장치 요청을 리한다.

(그림 2) 가상화 인지 소켓 모델 

3.2 장치 요청 달방식

   기존의 장치 가상화 방식에서 가상머신이 장치에 근

하기 해서는 모드 환을 통해 가상화 엔진이 처리하고 

완료 인터럽트를 해  한 번의 모드 환으로 장치 처

리 결과가 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상

머신 응용 로그램에서 소켓 라이 러리를 통해 가상머

신과 호스트가 공유하는 메모리에 장치 작업 커맨드를 

달한다. 공유된 메모리의 작업 커맨드를 가상 머신과 호스

트가 각각 폴링하며 처리하고 결과물을 달한다.

3.3 송  수신

   가상머신이 송을 요청하는 경우 송 요청 커맨드가 

공유 메모리에 삽입된다. 이후 장치 컨트롤 서비스가 커맨

드를 폴링하고 송을 담당하는 쓰 드가 처리한다. 

   수신을 요청하는 경우는 만약 하나의 수신 담당 쓰

드가 사용될 경우 블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가상머신이 

수신을 요청할 수가 없어 시간이 지연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하나의 수신 요청마다 새로운 쓰 드를 만들어 처리 

후 종료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4. 실험  평가

4.1 실험 환경

   가상화 인지 소켓 모델을 검증하기 해 리 스 환경

에서 로토타입을 구 하여 성능평가를 하 다. 이를 

해 Intel I5 3317u, 8GB RAM, Ubuntu 12.04(Kernel 3.2.0)

로 환경을 구성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 인지 소켓 모델을 통한 성능향

상 확인이 가장 큰 목 이므로 실제 가상화 환경에서 실

험하지 않고 가상머신 하나의 쓰 드로 구성하여 진행하

다.

(그림 3) 네트워크 장치 가상화 로토타입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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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네트워크 장치 가상화 로토타입 성능 평가

   먼  실험의 기 을 정하기 해 소켓 라이 러리를 

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을 측정하 다. 그리고 비교

군인 KVM 환경과 소켓 라이 러리를 용한 상태를 측

정하 다. 실험한 세 개의 설정은 각각 가상머신 쓰 드에

서 송 100번 수신 100번을 하는 설정, 수신 100번 송 

100번을 하는 설정, 송 수신을 번갈아가면서 200번을 하

는 설정이다.

   그림 3의 그래  결과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

델을 사용하 을 경우 베어메탈 환경을 100%라고 했을 

때 각 설정마다 96.3%, 96.5%, 95.6% 정도로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장치 가상화를 하기 한 모

드 변환과 이에 따른 간 인 성능 하를 극복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드 환이 빈번한 

네트워크 장치 가상화의 경우 제안한 소켓 라이 러리의 

효과가 더욱 크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장치 가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능 하를 피하기 해 가상머신 어 리 이션에서의 

소켓 라이 러리와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장치 

가상화 방법을 제안하 다. 이에 가상머신을 하나의 쓰

드로 구성하여 라이 러리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로토타입을 구 하여 베어메탈 환경의 96% 정도인 높은 

성능까지 확인하 다. 장치 가상화에서 가장 성능 하가 

큰 네트워크 입출력 과정의 효율성을 입증하 으므로 본 

논문의 제안이 다른 장치 가상화 환경에서도 효과 으로 

용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장치 컨트롤 서비스의 효율 인 처리 요청 

리 방법과 다른 장치 환경에서의 용으로 개선된 라이

러리를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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