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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MO 게임 서버에서는 성능을 높이기 해 NUMA(Non-Uniform Memory Access) 구조를 

사용해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한 내부 자료구조로 삽입, 삭제와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해시 테이블과 같은 자료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본 논문은 NUMA 구조에 최 화

된 해시 테이블을 제안하여, NUMA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임 서버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해시 테이블을 4 소켓 NUMA 시스템에서 실험한 결과, 기존의 고성능 해시 테이

블에 비해 최  2배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MMO game servers, NUMA (Non-Uniform Memory Access) architecture is 

generally used to achieve high performance. Furthermore, such servers normally use hash 

tables as internal data structure which have constant time complexity for insert, delete, 

and search operation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concurrent hash table optimized for 

NUMA system to make MMO game servers improve their performance. We tested our 

hash table on 4 socket NUMA system, and the hash table shows at most 100% speedup 

over another high-performance hash table.

Keywords : Parallel Processing(병렬 처리), NUMA, Lock-Free, Hash Table(해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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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PU의 성능 향상은 코어 개수를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PU의 클록 속

도를 계속 증가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 문제를 

실 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 트웨어는 여러 개의 코어들이 자신의 로

직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멀티 

CPU 구조를 최 한 활용한다. 하지만 CPU에 들

어가는 코어의 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MMO 게임 서버와 같이 규모 계산이 필요한 

서버용 로그램 같은 경우엔 CPU 하나로는 원

하는 성능을 얻을 수 없다. 부분의 서버 컴퓨

터는 여러 개의 CPU를 연결해서 총 코어의 수

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한계를 극복한다[1,2]. 이

게 다수의 CPU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것이 NUMA(Non-Uniform 

Memory Access)구조 이다.

[Fig. 1] Diagrams of UMA and NUMA

 

NUMA 구조에서는 어떤 CPU 노드가 자신과 

연결된 메모리에 근할 때는 속도가 빠르지만, 

다른 노드와 연결된 메모리에 근할 때는 

interconnection을 거치기 때문에 근 속도가 느

려진다[3]. 운 체제가 각 노드에 연결된 메모리

들을 하나의 큰 메모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존

의 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 특성 때문에 다른 노드의 메모리에 근하

는 비율이 늘어날수록 로그램의 성능이 떨어지

게 된다. 하지만 메모리가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근 패턴을 잘 설계하면 

여러 메모리에 동시에 읽기, 쓰기가 가능해지고, 

체 인 메모리 역폭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 장  때문에 MMO 게임 서버에 

NUMA를 많이 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NUMA 구조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나, NUMA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와 쓰 드의 배치에 신경 쓰지 않은 일반 인 알

고리즘들은 NUMA에서 성능 향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4], 이를 해결하기 해 NUMA 구

조에 특화된 lock-free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해시 테이블은 고성능 용량 소 트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료구조  하나이다. 자료의 삽

입, 삭제뿐만 아니라 검색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높은 성능이 필요한 소 트웨어에서 해

시 테이블을 많이 활용한다. 병렬 처리 소 트웨

어에서도 해시 테이블의 이러한 장 들을 활용하

기 해 병렬 해시 테이블들이 많이 구 되어 있

지만, lock-free하고 확장 가능한 병렬 해시 테이

블 구 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해시 테이블에

서 자료의 삽입, 삭제가 일어남에 따라서, 내부

으로 자료를 담고 있는 버켓(Bucket)이 분할되고 

합쳐지는데, 이 과정을 lock-free하게 구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버켓과 그 안

에 들어있는 자료들의 메모리 주소에는 특정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NUMA 구조에서는 원격 

메모리 노드 근을 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NUMA 구조에 최 화된 해시 테이블은 더욱 찾

아볼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ock-free하고 확장 가

능한 병렬 해시 테이블 자료구조를 수정하여 

NUMA에 최 화된 병렬 해시 테이블 자료구조

를 구 했다. 여기서 사용한 최 화 기법은 

NUMASK(NUMA-Aware Skiplist)[5] 논문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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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UMA 최 화 알고리즘

NUMA 구조에서는 원격 메모리 근 시 지연

시간이 커지므로 설계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로그램은 성능이 하되기 쉽다. 더욱

이 원격 노드 메모리 근은 interconnection을 

통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야하며, 하나의 

interconnection은 여러 CPU 노드가 동시에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 메모리 근이 많아질수

록 interconnection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성능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

NUMA 
Node 0 1 2 3

0 84.9 245.1 253.4 245.4

1 247.5 84.3 241.9 251.9

2 253.6 244.6 84.5 244.4

3 240.1 252.1 246.1 84.4

[Table 1] Memory access latencies to each 

nodes in a NUMA system (ns)

[Table 1]은 4개의 Intel Xeon CPU E5-4620

가 NUMA 구조로 연결된 시스템에서 메모리 

근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로컬 메

모리에 근하는 시간은 약 80 (ns) 정도이지만 

원격 메모리에 근할 때는 약 240 (ns) 정도로, 

시간을 3배 가까이 소모한다.

이러한 NUMA 시스템의 단 을 극복하는 방

법은 단순하다. 필요한 메모리를 최 한 로컬 메

모리에 할당해서 원격 메모리 근을 최소화 하

는 것이다. 이미 연구된 NUMA 친화 인 스택

[6]의 경우, delegation을 이용해서 NUMA의 단

을 극복했다. delegation이란, 여러 쓰 드가 

동시에 자료구조에 근할 때, 한 쓰 드가 다른 

쓰 드들의 작업을 신해서 수행하고 결과를 각 

쓰 드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의미한다. 

delegation을 이용하면 하나의 쓰 드만 자료구

조에 근하기 때문에 원격 메모리 근 횟수가 

어들게 되고, 이 스택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서 NUMA 구조에 한 최 화에 성공했다.

 다른 NUMA 최 화 알고리즘인 NR(Node 

Replica)[7]는 어떠한 순차(sequential) 자료구조

도 NUMA 친화 인 자료구조로 바꿀 수 있는 

범용 알고리즘이다. NR 알고리즘 역시 

delegation을 활용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하나의 

역 자료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각 NUMA 노드

마다 순차 인 자료구조를 따로 할당한다. 그리

고 각 NUMA 노드에 속해 있는 쓰 드들은 

delegation을 통해 자신의 노드에 있는 자료구조

를 갱신한다. 여기에 더해 모든 노드에 있는 순

차 자료구조를 동기화하기 해 각 노드에서 수

행된 작업들을 기록하는 로그(log) 자료구조를 

두었고, delegation을 수행하는 쓰 드들은 이 로

그를 참고해 자신의 로컬 자료구조를 갱신한다. 

하지만 Reader-Writer Lock을 사용하기 떄문에 

lock-free가 아닌 단 이 있다.

연구를 진행하며 참고한 NUMASK는 스킵리

스트(skiplist) 자료구조에 특화된 NUMA 최 화 

알고리즘이다. 스킵리스트 자료구조에는 검색 시

간을 이기 한 색인(index) 이어와 실제 자

료가 담긴 데이터(data) 이어가 있는데, 

NUMA 환경에서는 이 색인 이어의 항목들이 

여러 메모리 노드에 분산되어 할당되기 때문에 

탐색을 수행할 때마다 원격 메모리 근이 많이 

발생한다. NUMASK는 이 색인 이어를 

NUMA 노드마다 할당해서 리하고, 각 쓰 드

가 자신의 NUMA 노드에 있는 색인 이어에만 

근하도록 하 다. 그리고 여러 헬퍼(helper) 쓰

드들을 두어서 각 색인 이어들끼리의 동기화

가 이루어지도록 구 하 고, 이를 통해 NUMA

에서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다. 본 연구는 

NUMASK 알고리즘이 이용한 방식을 활용해서 

해시 테이블을 NUMA 구조에 최 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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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렬 해시 테이블

병렬 해시 테이블에 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다. Panagiota Fatourou이 연구한 해

시 테이블은 wait-free할 뿐만 아니라 축소  

확장이 가능하다[8]. 이 해시 테이블은 버켓 포인

터 배열과 버켓 사이에 간  참조를 한 자료구

조를 하나 더 추가해서 wait-free한 해시 테이블

을 만들었지만, NUMA에 한 고려를 하지 않

아서 NUMA 구조에 최 화가 되어있지 않다.

Ori Shalev과 Nir Shavit이 제안한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은 lock-free 알고리즘

으로, 정렬된 연결 리스트를 기반으로 구 되어

있다[9]. 일반 인 해시 테이블에서는 자료들이 

버켓에 장되고, 삽입 혹은 삭제가 발생할 때 

자료들이 버켓 사이를 이동한다. 하지만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에서는 자료들이 하나

의 연결 리스트에 모두 정렬된 상태로 장되고, 

버켓은 연결 리스트 안의 한 치를 가리키

는 포인터 역할을 한다. 이 한 치는 연결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 버켓 노드의 주소를 의미

하며, 버켓 노드는 버켓이 확장될 때마다 리스트 

안의 알맞은 치에 추가된다. 버켓들은 하나의 

배열에 장되며, 처음에는 기화 되지 않은 상

태로 있다가 해시 테이블 크기가 증가하면서 

한 버켓 노드의 주소 값으로 기화된다. 이 

해시 테이블은, 모든 자료가 정렬된 연결 리스트

에 장되고 버켓들이 원하는 자료까지 빠르게 

찾아가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는 에서 스킵리스

트와 유사한데, 본 논문에서는 이 유사성을 이용

해 NUMASK에서 사용한 최 화 기법을 가져와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에 용할 수 있었다.

4. NUMA 최 화된 해시 테이블

앞서 설명했듯이, NUMASK는 원격 메모리 

근을 최소화하기 해 스킵리스트의 색인 이

어를 NUMA 노드마다 별도로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이어에서 

자료의 삽입, 삭제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각 

쓰 드는 우선 로컬 색인 이어를 통해 데이터 

이어 안의 알맞은 치로 이동한 뒤에, 삽입 

혹은 삭제를 수행한다. 이 게 새롭게 추가되거

나 삭제된 자료들은 빠른 탐색 속도와 알고리즘

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색인 이어들로 

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 NUMASK는 2종

류의 헬퍼 쓰 드를 별도로 만든다.

역 헬퍼 쓰 드는 스킵리스트의 데이터 

이어를 일정 주기마다 순회하며 새롭게 추가되거

나 삭제된 자료를 식별해서 모든 NUMA 노드들

에게 달한다. 기존 자료와 최근 추가되거나 삭

제된 자료를 구분하기 해 각 자료에는 flag가 

존재하고, 역 헬퍼 쓰 드는 NUMA 노드들에

게 자료를 달한 후 해당 자료의 flag를 제거한

다. 이 때 NUMA 노드로의 정보 달은 

SPSC(Single-Producer Single-Consumer) 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큐들은 NUMA 노드마다 

미리 생성된다.

 다른 헬퍼 쓰 드는 로컬 헬퍼 쓰 드로, 

각 NUMA 노드에 고정되어 실행되며 SPSC 큐

를 감시하고 있다가 역 헬퍼 쓰 드로부터 새

로운 자료에 한 정보가 달되면 그 것을 자신

의 NUMA 노드에 있는 색인 이어에 반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변형해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에 용했다. 우리가 구 한 자료구

조의 략 인 모습은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우선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에 있는 버켓 

배열을 스킵리스트의 색인 이어로 취 하여 

NUMA 노드마다 따로 할당했다. 해시 테이블에 

근하는 쓰 드들은 자신의 NUMA 노드에 있

는 버켓 배열을 참조하여 자료에 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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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ASK에서는 데이터 이어에 있는 자료

가 색인 이어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추가되었다면 모든 NUMA 노드의 

색인 이어가 그에 맞춰 갱신되어야 하며 삭제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의 버켓 배열은 버켓 노드만 가리키

고 있으면 되므로, 새롭게 추가된 버켓 노드를 

각 NUMA 노드에 하는 것만으로도 색인 

이어를 갱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한 

이 버켓 노드는 추가만 될 뿐 삭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삭제될 때 버켓 배열을 갱

신할 필요가 없다. 이 버켓 노드들은 [Fig. 2]에 

선 테두리를 가진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은 자료가 많아지면 

버켓을 늘리면서 확장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

는 재 테이블에 들어있는 체 자료의 수를 알

아야 한다. 원자  카운터를 두고 매 삽입/삭제 

마다 증감을 시키면 쉽게 알아낼 수 있지만, 이 

카운터에서 충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을 방지하기 해 역 

헬퍼 쓰 드가 새로 추가된 버켓을 찾기 해 순

회할 때, 자료구조 안에 있는 자료의 수를 세어

서 순회가 끝날 때마다 각 NUMA 노드에게 

달하도록 구 했다. 자료의 수를 달받은 로컬 

헬퍼 쓰 드는 자료의 수가 기 을 과할 때 마

다 자신의 NUMA 노드에 있는 버켓 배열의 크

기를 2배씩 늘린다.

5. 실험

우리는 구 한 해시 테이블의 성능을 기존 알

고리즘들과 비교하기 해 벤치마크를 수행했다. 

벤치마크는 표 2에 표기된 시스템에서 진행 다.

[Fig. 2] Diagram of proposed hash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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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4 X Intel Xeon E5-4620, 
2.2GHz

Memory 4 X 64 GB

OS Ubuntu 18.04 (Kernel 5.4.0)

Compiler g++ 7.5.0

[Table 2] Benchmark system 

비교를 해 사용한 자료구조로는 Lock-Free 

스킵리스트[10],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 NR 해

시 테이블, Intel TBB concurrent_hash_map[11,12]

를 사용하 다. Lock-Free 스킵리스트는 Maurice 

Herlihy와 Nir Shavit가 Java를 이용해 만든 스킵

리스트를 C++로 다시 구 한 것이다. NR 해시 테

이블은 NR 알고리즘을 C++ 표  라이 러리에 있

는 unordered_map에 용하여 NUMA용으로 변경

한 자료구조이다. Intel TBB concurrent_hash_map

은 Intel의 병렬 라이 러리 Thread Building 

Blocks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구조로, 

Reader-Writer Lock을 이용한 해시 테이블이다. 

Intel TBB는 x86 는 x86_64 시스템에 굉장히 최

화 되어있기 때문에 concurrent_hash_map도 역

시 좋은 성능을 보여 다. 비교에 사용된 

Lock-Free 스킵리스트와 NR 해시 테이블,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 NUMA 최 화된 해시 

테이블은 Epoch-Based Reclamation을 이용해 메

모리 재사용을 구 했다[13].

우리는 여러 환경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확인하기 해, 읽기/쓰기 작업의 비율과 

삽입, 삭제, 검색에서 사용되는 키(key)의 범 를 

조 해가며 벤치마크를 수행했다. 의 자료구조

들은 읽기 작업끼리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

문에, 읽기 작업의 비율을 높일수록 경쟁이 어

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한 키의 범 를 

이면 여러 쓰 드가 같은 자료에 동시에 근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 으로 경쟁이 심해

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키의 범 를 늘리면 반

로 경쟁이 어지는 상황이 된다.

벤치마크는 총 400만 번의 작업을 수행했으며 

작업들은 읽기/쓰기 비율에 맞추어 분배 다. 

당 수행한 작업량을 성능 지표로 사용했고, 각 

자료구조마다 20번 반복해서 테스트한 뒤에 평균

값을 최종 성능 측정 결과로 사용했다. 실험의 

결과는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의 범 가 넓어서 쓰 드끼리의 충돌이 

을 때는, 심지어 여러 NUMA 노드를 사용하더

라도, TBB concurrent_hash_map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제안한 해시 테이블

은 8 쓰 드까지는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보

다 느린 경우가 많지만 16 쓰 드부터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16 쓰 드부터 여

러 NUMA 노드에 쓰 드들이 할당되면서 원격 

메모리 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키의 범 가 좁고 쓰기 작업의 비율이 

높을 때는, 우리가 제안한 해시 테이블이 TBB의 

concurrent_hash_map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여

다. concurrent_hash_map은 Reader-Writer Lock

을 사용하는 자료구조인데, 쓰 드끼리의 충돌이 

심한 경우에는 lock을 얻으려는 경쟁이 많이 일

어나서 병목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해시 

테이블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다.

키의 범 는 최소 102까지 는데, MMORPG 

서버에서의 시야리스트(view list)처럼 장된 자

료는 지만 근 빈도가 높은 자료구조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수행했다. 시야리스트는 클라이언

트 사이의 동기화에 사용되는 자료구조로, 클라이

언트별로 시야 내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MMORPG서버는 이를 이용해서 broad

cast시 패킷의 개수를 최 화 하고, 시야 범  입

출입시의 멀티쓰 드 오류를 보정한다[2]. [Fig. 4]

를 보면 키의 범 가 104일 때 까지도 NUMA 최

화된 해시 테이블이 concurrent_hash_map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Lock-Free 스킵리스트는 키의 범 가 좁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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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 of performance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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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성능을 보이다가 범 가 넓어지면 성능이 

격하게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스킵리스트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색인 이어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색인 이어 순회 시간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NR 해시 테이블은 키의 범 와 쓰기 작업의 

비율에 상 없이 16 쓰 드부터 약간의 성능 향

상을 보 지만, 로그에 모든 쓰기 작업을 기록하

는 것이 비용이 큰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구

조들에 비해 낮은 성능을 기록했다.

[Fig. 4] Performance graph of data structures as 

key range changes

6. 결론

우리는 NUMA 시스템에서 성능이 향상되고, 

충돌이 심한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병

렬 해시 테이블을 구 했다. 제안된 해시 테이블

은 4개의 쓰 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부터 기반 

자료구조인 Split-ordered 해시 테이블의 성능을 

능가했으며, 부분의 환경에서 64 쓰 드까지 

성능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

하지만 Intel이 개발한 TBB의 

concurrent_hash_map과 비교했을 때는 항상 좋

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쓰 드 사이

의 충돌이 은 경우에는 concurrent_hash_map

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시 테이블보다 높은 성

능을 보 다. 이 상은 제안된 NUMA 최 화 

해시 테이블이 캐시 률에 한 최 화가 이

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연구에서는 헬퍼 쓰 드들의 실행주기 

변경이나 캐시라인을 고려한 메모리 자료구조의 

변경 등을 통한 성능개선을 시도해 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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