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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량의 메모리, 네트워크 장치, 저장매체, CPU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의 운용에 있어서 시
스템 구축이나 운용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상화가 고려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와 같이 데이터의 
폭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산 서버 노드의 메모리 가상화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메모리 가상화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피니밴드의 활
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인피니밴드의 메모리 접속 기능인 RDMA (Remote Direct Memory Access)
를 더욱 쉽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라이브러리 구현 방법을 제안하며 RDMA 사용 시 발
생하는 지연 현상을 분석하였다. 

  
 

1. 서론 

인피니밴드는 2000 년도에 설립된 세계적 단체인 
InfiniBand Trade Association 이 정의한 규격으로서 슈퍼 
컴퓨팅 등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분야에서 
사용되는 서버 간 데이터 통신 기술의 하나이다. 1998
년 후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각종 서버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약 18 개월에 두 배의 속도로 고속화 되
어 왔다. 그러나 서버 내의 버스 구조는 기기, 전기적 
제약에 의해 그러한 발전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컴퓨

터 시스템에 성능 향상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암달 
(Amdahl)의 법칙에 따르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에 
있어서 CPU 성능, 메모리 대역폭, 입출력 성능 간 균
형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시스템 성능을 꾸준히 발
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의 입출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PCI 버스는 90
년대 초반 PC 구조를 표준화 하기 위해 고려되었으

며 32bit/33Mhz  64bit/66MHz 로 발전되었고 PIC-X
에서는 64bit/133MHz 까지 발전하여 8Gps 까지 지원하

게 되었다.  
버스형 구조는 모든 통신은 같은 대역폭을 공유하

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버스에 포트를 추가할 때마다 
각 소자에 제공될 수 있는 대역폭이 감소하며 전기적, 
기계적, 전력적 문제 또한 해결되여야 한다. 병렬형 
버스의 경우 각 연결마다 많은 수의 핀이 필요 (64 비

트 PCI 의 경우 90 개의 핀이 필요)하므로 보드의 설

계가 복잡해지고 많은 부피를 차지하게 된다.  
하나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수는 제

한적이기 때문에 브릿지 디바이스를 통해 새로운 버
스를 추가하여 시스템에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수를 
늘릴 수 있으나 브릿지 디바이스를 넘어 반대편 디바

이스에 접속하려 할 경우 결국 중앙 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브릿지를 추가할 때마다 지연과 혼잡이 
증가하게 된다. 버스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버스가 완
전히 사용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동작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버스의 주파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PCI 버스의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PCI 버스는 64 비트 버전에서 너무 많은 핀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PC 를 구현하기에 너무 비
싸다. 
-미래의 서버들에 필요한 대역폭을 지원하지 못한

다. 특히 수 많은 클러스터링, 통신, 저장 입출력 장
치들이 내장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 PCI 버스의 대
역폭으로는 부족하다. 
-PCI 제어기가 하나의 슬롯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만큼 많은 제어기와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인피니밴드 구조는 peer-to-peer 구조를 띄고 

있다. 즉,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내 장치들은 모두 동
등하고 즉, 모든 네트워크 위의 각 채널 어뎁터들은 
다른 장치들과 통신한다. 따라서 p2p 형태의 어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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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이션과 클러스터링, 입출력 공유 등을 설계하기에 
적합하다. 인피니밴드는 채널 기반 망 계층구조를 기
반으로 한 p2p 통신을 한다. 

  
2. Remote Direct Memory Access  

인피니 밴드는 공개된 산업 표준의 스위치 기반 네
트워크 (Fabric)으로서 클러스터들 내 노드들을 연결

하는 기능을 한다. 인피니 밴드는 고속 입출력 연결 
장치로서 데이터 센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피니 
밴드의 주요 기술 중 하나로서 RDMA (Remote Direct 
Memory Access)가 있다. 이 기술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
격으로 읽어 들이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읽어 들
이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의 프로세스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
성능의 통신 프로토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RDMA
가 고려될 수 있으며 RoCE (RDMA over Converged 
Enhanced Ethernet)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예도 찾
아 볼 수 있다. 인피니밴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다
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림 1]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인피니밴드의 구현 
 
2.1. IBVerbs (인피니 밴드 Verbs) 방식 
인피니밴드에 접속할 수 있는 최 하위 계층이다. 

이 방식의 경우 OS (Operating System)의 관여 없이 
(즉, OS 가 전송의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일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 방식은 QP 
(Queue Pair) 모델을 이용하며 각 QP 는 여러 개의 
WQE (Work Queue Element)를 전달한다. 즉, 어떤 소프

트웨어가 이 Verb 기능을 이용할 경우 요청한 작업이 
WQE 의 형태로 QP 를 통해 HCA (Host Channel Adapter)
에 전달되며 HCA 는 WQE 에 따라 작업을 수행 후 
CQ (Completion Queue)를 통해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따라서 작업 요청을 하였던 소프트웨어는 CQ
를 폴링 (Polling)함으로써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예로서 OperFabrics 가 제공되

고 있으며 다양한 인피니 밴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
다.  

2.2. IPoIB (IP over InfiniBand) 방식 
네트워크가 인피니 밴드 장치들을 IP 주소가 부여

된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OS 가 
관여한다. IPoIB 는 두 종류의 전송모드인 UD 
(Unreliable Datagram) 기반의 데이터그램 모드와 RC 
(Reliable Connection) 기반의 연결 모드를 제공한다. 연
결 모드의 경우 하드웨어의 신뢰 기반 통신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그램 모드보다 더 나은 성능

을 제공한다.  
 
2.3. SDP (Socket Direct Protocol) 방식 
바이트-스트림 전송 프로토콜로서 TCP 소켓의 스

트림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로토

콜을 고려할 경우 기존의 소켓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을 수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스텍의 다양한 기능들

을 활용할 수 있다. 즉, SDP 는 바이트-스트림 프로토

콜과 인피니밴드의 메시지 기반 전송 방식 간의 인터

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버퍼 복사 모드 (전용 버퍼

를 두어 (버퍼 복사를 통해) 전송 하는 방식)와 Zero-
Copy (RDMA 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버퍼들 간 직
접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 모드가 있다. (관련 논문 
그림, 두 모드 장 단점. 메시지 크기가 작을수록 버퍼 
복사 모드가 유리) SDP 프로토콜 또한 OS 가 관여 없
이 동작할 수 있으며 RDMA 기능을 이용할 경우 
IPoIB 보다 성능이 우수 (RDMA 사용을 통해)하지만 
IBVerbs 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한다. 

 
3. RDMA 연산 성능 실험 및 개선 방법 

인피니밴드의 RDMA 연산은 매우 낮은 Latency 로 
호스트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RDMA 의 성능 측정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테스

트 환경을 구축하였다.  
 
[표 1] RDMA 연산 성능 측정 환경 
호스트 성능 
Host 1 Host 2 
Xeon 2665 Processor Xeon 2665 Processor 
Memory 4 GB Memory 4 GB 
인피니밴드 QDR NIC 인피니밴드 QDR NIC 
네트워크 구성 
두 호스트를 스위치 없이 Direct 연결 
 
RDMA 를 위한 큐 페어와 완료 큐 생성, 메모리 할

당 및 정보 공유 이후에 정해진 횟수만큼 RDMA 읽
기/쓰기 요청을 반복한다. 타임 측정은 TSC(Time 
Stamp Register)를 직접 읽어서 기록해 두고, 추후에 
시간 계산을 위해 사용한다. 

[그림 2]와 [그림 3]은 RDMA 의 읽기/쓰기 연산을 
메시지 크기 별로 수행하였을 경우에 Latency 를 측정

한 결과이다. 메시지의 크기가 커 짐에 따라 그 
Latency 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프로젝트

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시지의 크기는 128 바이트 수
준이며, 이에 대한 성능은 읽기 연산에 대해서는 1.98 
us, 쓰기 연산에 대해서는 1.51 us 의 레이턴시를 보여

준다. 현재는 Mellanox 의 QD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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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신의 인터페이스

를 사용할 경우에는 Latency 가 더욱 개선될 것이다.  
 

[그림 2] 메시지 크기 별 RDMA Read Latency 
 

 
[그림 3] 메시지 크기 별 RDMA Write Latency 
 

 
[그림 4] 64Byte 메시지에 대한 Read Latency 
 

 
 [그림 5] 128Byte 메시지에 대한 Read Latency 
 

위의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64 바이트와 128
바이트의 메시지에 대해서 RDMA 읽기 연산을 반복 
하였을 때 발생하는 Latency 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평균 Latency 가 1.8~2.0 us 를 보여주는데, 읽기 연산의 
처음과 중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Latency 패턴들이 
보이고 있다. 

Latency 가 높게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과 호스트 시스템의 병목 현상이다. 호스트 
시스템의 병목 현상으로는 CPU 스케줄링, PCI 인터페

이스 병목 현상, TLB Miss, RDMA 연산 완료 후 어플

리케이션에 알려주는 과정에서의 오버헤드를 유추할 
수 있다. 네트워크 병목현상으로는 네트워크에 트래

픽이 과하게 발생하여 이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위의 비정상적인 Latency
가 발생하는 병목 지점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인피니밴드를 사용하여 낮은 Latency 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구성 및 Latency 실험 결과 및 구현 방
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RDMA 의 Read 연산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Peak 
Latency 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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