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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 IT 와 같은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큰 특징 중 하나인 Velocity 의 개선이 가장 큰 문제이

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0.1 초라도 빠른 시스템 속도를 확보하면 
시장 경쟁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단 금융 IT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최근 보다 빠른 속도

의 데이터 처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

며 본 연구에서는 폭증스트림의 고속처리를 위한 Low-Latency 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환경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의 Veloc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빅데이터

의 여러 면을 다루지 못하고 대용량(Volume)의 처리

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대용

량의 특징 뿐만 아니라 폭증(Velocity)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처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금융 분야와 같이 데이터의 폭증이 발생하는 영역

에서는 특히 이러한 폭증 스트림의 처리가 매우 중요

하며 이를 고속 시스템 연결망으로 처리하여 Low 
Latency 를 보장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CME Group 의 경우 

High Frequency Trading(HFT)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30
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KOSPI200 선물 및 옵션도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HFT 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특히 CME 와 연계된 
KOSPI200 선물, 옵션의 야간거래는 Jump Trading, 
Tower Research Capital 의 HFT 거래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HFT 를 처리하기 위
해서는 대용량 주문처리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HFT 기관들은 고성능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
비를 이용하여 주문속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이러한 폭증 스트림을 처리하기에는 
Latency 의 한계가 있으며 보다 획기적인 주문 속도를 
구현하기를 원하고 있어 Low-Latency 를 보장할 수 있
는 InfiniBand 환경에서의 고속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성능지표

는 전송 지연 시간, 대역폭등이 있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빅데이터의 속도 개선에 문제

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연구가 필요

하며 많은 응용 분야에서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증 스트림의 환경이 가장 빈번하

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갈망하는 금융 IT 
분야를 타겟으로 Latency 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2. 폭증 스트림 고속 처리를 위한 환경 분석  

실제 금융 거래소 통신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분
석하기 위해 CorvilNet 의 수행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

였고 [그림 1]은 100Mbps 대역폭에서의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 100Mbps 대역폭에서 1 일간 발생한 단위 
트래픽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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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목표 지연시간을 100us 로 설정하고, 특정 
트래픽이 급증하는 시간을 1s 로 설정하였으며, 
주기는 1s, 5ms 두 가지로 측정하였고 총 실험시간은 
24 시간이다.  [그림 1]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1s 와 
5ms 의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시간당 트래픽양이 가장 많았던 14 시 부근 기록을 
살펴보면 1s 단위 측정은 7Mbps, 5ms 간 측정은 
150Mbps 로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더 세밀하게 표시된 그래프 [그림 2]를 
참고해보면, 1ms 간의 측정 시간 안에서 트래픽 
수치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15:00:22:27:500 시점 부근에서 급격하게 치솟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변동 연상을 
Micro-Burst 라고 부르며, 해당 Micro-Burst 는 단위시간 
안에서 기준 대역폭 100Mbps 를 훨씬 상회하는 
188Mbps 로 측정 되었다.  

 

[그림 2] 트래픽 급증 구간에서 1ms 단위 시간당 
트래픽 기록 

만약 실제 거래소 환경의 100Mbps Ethernet 환경에

서 위와 같은 네트워크 트래픽 수준의 요청이 수신 
되었을때, Microburst 로 인하여 Queuing latency 혹은 
패킷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실험 결과

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폭증 스트림 발생 시 트래픽은 변동하며, 특정 
시점에서 트래픽 량이 급증하는 Microburst 구간이 
존재한다 
- Microburst 는 통신 지연 시간의 원인이 되며, 고속 
통신망은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위해 Microburst 를 
소화 가능한 충분한 대역폭을 지원해야한다. 
- 지연 시간측정은 Microburst 가 발생하는 주기보다 
작은 주기로 측정해야한다. 
 

 
3.  Low-Latency 측정 실험 환경 

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InfiniBand 가 구축

된 서버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환경은 
다음과 같다. 

Processor : Intel Xeon E5-2665 (8 core, 2.4GHz) x 2 
Number of Processors : 2 
Processor core available : 8 
Memory : 32GB (4x8GB) 
Expansion slots : PCI Express Gen3 
RedHat Enterprise 6.3 MRG Realtime 

Network : 40 Gigabit InfiniBand 
 
인피니밴드 NIC 은 PCIe 재원과 NIC 성능에 따라 

다양한 signaling rate 와 배속 설정이 가능하다. 
signaling rate 에는 SDR(single data rate), DDR(double data 
rate), QDR(quad data rate), FDR(fourteen data rate) 그리고 
EDR(enhanced data rate)이 있다. 

SDR 은 하나의 연결(레인)당 각 방향에서 2.5 Gbit/s
의 속도로 정보를 전송한다. 각각 하나의 레인당 
DDR 은 5 Gbit/s, QDR 은 10 Gbit/s 그리고 FDR 은 
14.0625 Gbit/s, EDR 은 25.78125 Gbit/s 의 전송 속도이

다. SDR, DDR 그리고 QDR 은 8b/10b 인코딩방식을 
사용하지만 FDR 및 EDR 은 64b/66b 부호화(encoding)
를 사용한다. 8b/10b 부호화 방식은 8 비트의 데이터를 
10 비트로 변환후 데이터를 전송한다. 따라서 SDR, 
DDR, QDR 은 각각 초당 2,4, 8 기가 비트의 유효 데
이터를 보낸다. FDR 및 EDR 은 64 비트의 데이터를 
66 비트 데이터로 보내게 된다. 

Low-Latency 를 보장하기 위한 실험환경 및 테스트 
시나리오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는 각각 Gigabit Ethernet, IP over InfiniBand, Remote 
Direct Memory Access 으로 구분된다. 

 
1) IPoIB (IP over Infiniband) 
IPoIB 는 인피니밴드에 IP 캡슐화를 통해 TCP/IP 스

택과 인피니밴드를 호환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

서 인피니밴드 NIC 을 통해 IP 를 사용하는 소켓 기반

의 응용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IPoIB
는 Data Link Layer 에서 동작하며 소켓 API 와는 독립

적으로 동작한다.  
 
2) RDMA (Remote Direct Memory Access) 
일반적인 TCP/IP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흐름 때문에 CPU 성능 및 latency 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데이터 복사는 latency, memory bus 

bandwidth 사용량이 많아지며 CPU 사용량이 20~30%
가량 증가하고 overhead 의 원인이 된다. 인피니밴드는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위해 RDMA 를 도입한다. 
RDMA 란 Remote Direct Memory Access 를 의미하며, 
Trasport Layer 의 TCP offload 로 TCP/IP 프로토콜을 처
리하는 것을 어댑터에서 수행하고, Parsing 된 데이터

를 사용자 응용프로그램의 버퍼로 직접 전송함으로써 
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RDMA 를 적용할 경우 
Application buffer 와 NIC buffer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kernel, 칩셋, CPU 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큰 Latency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Low-Latency 실험 결과 

실험환경은 동일한 사양의 서버 PC 두 대를 구성

하고 Gigabit Ethernet/IPoIB/RDMA 세가지를 스위치 없
이 직접 1:1 로 연결하였다. Gigabit Ethernet 과 IPoIB 는 
동일한 패킷 구성과 트래픽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RDMA 는 TCP 프토토콜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독립적으로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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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Gigabit Ethernet 
  발생시킨 트래픽 

0M 200M 400M 600M 800M 

Avg. Lat(us) 37.223 39.030 43.721 46.219 83.193 

표준편차 1.565 2.625 4.812 8.050 86.352 

최대값(us) 53.965 49.270 57.396 62.804 776.992 

최소값 35.191 35.919 35.431 34.681 35.149 

 
트래픽이 없는 기본환경에서는 37.223us 의 평균 

latency 를 보이며,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평균 latency
는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특히 최대 대역폭 
1Gbps 에 근접한 800M 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환
경에서는 latency 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며 표준편차 
또한 굉장히 크다. 이는 앞서 언급한 Microburst 로 인
한 Queuing latency 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2) IPoIB (IP over Infiniband) 
  발생시킨 트래픽 

0M 200M 400M 600M 800M 

Avg. Lat(us) 16.027  15.598  15.838  16.680  16.995  

표준편차 1.787  0.930  1.141  1.233  1.590  

최대값(us) 23.223  21.540  25.347  23.363  30.598  

최소값(us) 13.434  14.279  14.271  15.026  14.008  

 
1 Gigabit Ethernet 과 동일한 환경 하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대역폭의 여유로 인해, 트래픽이 증가함에도 
평균 latency 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15 ~ 16us 를 유지

하는 현상을 보인다. 표준편차 변화 추이 또한 안정

적이다. 하지만 이는 RDMA 의 성능에는 한참 못 미
치는 수치이다. 

원인은 IPoIB 가 IPv4 를 지원하기위해 진행되는 
TCP 캡슐화와, 기존 Ethernet 방식과 동일하게 커널, 
OS 영역을 거치기 때문에 발생되는 overhead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3)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 는 Read/Write 명령을 통해 동작하기 때문에, 

각각을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OFED 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측정 진단 툴인 “Infiniband-diags" 그룹 
패키지의 ib_read_bw, ib_write_bw, ib_read_lat, 
ib_write_lat 을 사용하였다. 

RDMA 로 동작 시 대역폭은 4727.51 MB/s 
(ib_read_bw), 4727.60MB/s (ib_write_bw)이며 이를 Bit
단위로 환산하면 약 36.93GB/s 이다. 최대 동작 대역

폭인 40Gb/s 에서 약간 떨어지는 수치이나, 프로그램

상의 문제가 아닌 TCP 프로토콜 분석과 사용자 영역

으로의 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overhead 로 분석 가
능하다. RDMA 로 측정한 평균 latency 는 
2.26us(ib_read_lat), 0.94us(ib_write_lat)로, Read, Write 동

작간의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Read, Write 명령 구조 
차이로 예상되며 추후 실험에서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수치들은 Gigabit Ethernet, IPoIB 보다 
크게 개선된 latency 이며, 과제 목표 latency 2us 에 상
당히 근접해있다. 

 
5. 결론 

본 실험에서는 클러스터 간 고속 통신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성능지표를 분석하고, 해당하는 성
능지표를 설정한 후, Redhat Enterprise MRG Reatime 
Tunning, Infinband NIC 설치를 통해 통신환경을 구축

하였으며, Gigabit Ethernet, IPoIB, RDMA on Infiniband 세 
가지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RDMA over Infiniband 가 성능이 가장 우수

함을 알 수 있었고, 목표 latency 인 2us 에 가장 근접

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폭증스트림을 위한 클러스

터를 위한 고속 통신망으로는 RDMA over Infiniband 
통신 방식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에는 더 정밀한 Gigabyte 단위 트래픽 발생을 

통해 RDMA on Infiniband 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측
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커널 파라미터 분석 및 
메모리 최적화 알고리즘 등의 추가적인 Latency 축소 
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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