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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MD에서 사용한 HyperTransport 기술 기반 다중 처리기가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최근 NUMA(Non 

Uniform Memory Access)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UMA 시스템을 위한 부하 

균등 모델을 제안한다. 다중 처리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는 특정 처리기에 부하가 많아지는 것을 부하가 

적은 처리기로 나누어 주기 위해 부하 균등 기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하 균등 기법은 처리기가 가

지고 있는 태스크 개수에 의존적인 연구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NUMA 시스템의 메모리 접근 비용이 위

치에 따라 다른 것을 반영한 부하 균등 기법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모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특정 상황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증명한다. 

 

1. 서  론 

  

처리기의 집적도가 증가하면서 최근 출시되는 CPU는 

대부분 다중 코어를 채택하고 있다. 인텔은 Dual core, 

Quad core에 이어 Many core라는 16개~32개의 CPU

를 포함한 다중 처리기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AMD에서는 HyperTransport라는 기술을 갖는 다중 처리기를 

출시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7]. 이 기술은 CPU들이 

메모리를 서로 다른 접근 속도로 접근하게 되는 NUMA 구조

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1 메모리 접근 방식에 따른 분류 

 

다중처리기 시스템에서 메모리 접근 방식은 크게 

NUMA(Non-Uniform Memory Access)구조와 UMA 

(Uniform Memory Access)구조로 구분된다. <그림 1>은 

NUMA구조와 UMA구조의 차이를 도시하고 있다. NUMA

구조는 메모리의 위치에 따라 접근 비용이 다르게 설계

되었다[1]. 반면, UMA구조의 경우는 각 처리기가 동일

한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하여 메모리에 접근하도록 설

계되었다. 즉, 모든 메모리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하여 

접근되며 같은 비용으로 접근 할 수 있다.  

 

NUMA구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AMD사의 opteron 처

리기가 있다. 이는 그림 1의 (a)와 같은 구조이다. 

NUMA구조는 메모리 접근 속도에 따라 지역(local) 메모

리와 원격(remote)메모리로 구분한다. 이때 각각의 처리

기가 지역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참조 1 함으로써 메모리 

접근 시 발생할 수 있는 버스의 병목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면 UMA구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INTEL사의 

XEON 처리기가 있다. 이는 <그림 1>의 (b)와 같은 구

조이다. 각각의 처리기가 동일한 버스를 통하여 메모리

를 접근함으로 병목현상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다. 

XEON은 이러한 병목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MCH(Memory Controller Hub)와 처리기 사이의 

FSB(Front Side Bus)를 병렬화 했다.  

 

                                            
1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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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NUMA구조는 클러스터 컴퓨터,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 등 대형 서버를 위한 다중처리기 시스템에서 주

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다중처리기와 대용량의 메

모리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 되면서, 또한 처

리기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메모리 접근의 병목 지점

을 줄이기 위해 NUMA구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

다.  

 

NUMA구조의 특성상 데이터 참조의 지역성(locality of 

reference)은 전체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NUMA구조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는 데이터 참조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메모리를 할당해야 한다. 그리고 부

하균등(load balancing)시에도 데이터의 지역성을 고려

한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 지역성을 고려한 연구로

는 [1][2][6]등이 있다. [1]에서는 메모리 접근 속도가 

같은 메모리를 도메인(domain)으로 하여 같은 도메인 

안에서의 부하균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였

다. 이는 데이터 참조의 지역성을 고려한 부하균등기법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의 부하균등을 고

려하지는 못한다. 현재 리눅스는 [1]에서 제안된 기법

을 기반으로 부하균등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참조의 지역성을 모델링하고 

이에 따른 가중치를 부과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부하

균등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NUMA구조

를 지원하기 위한 리눅스의 스케줄링 정책에 대하여 기

술한다. 3장에서는 부하균등 시 고려되는 지역성에 대해 

측정 가능한 요소로 정량화한 모델을 제안하고 데이터 

참조의 지역성을 고려한 부하균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장에서는 모의 실험을 통한 본 논문의 모델에 대한 검

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에 관하여 기술한다.  

 

2. 관 련 연 구 

 

리눅스의 스케줄러는 2.5 버전 이후로 O(1) 스케줄러

라는 이름으로 태스크 개수와 상관없이 상수 시간에 스

케줄러의 루틴을 수행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최신 

Linux(버전 2.6.24) 스케줄러는 SMP와 NUMA 아키텍처

를 위해 많은 기법이 사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Linux 스케줄러는 선점형이며, 동적 우선

순위 큐들을 가지고 각 CPU의 태스크 활용에 따라 우

선순위를 계산하고 적용한다. 하나의 태스크가 특정 

CPU의 실행 큐에 등록이 되고, 부하가 많지 않다면 등

록된 CPU에서 수행한다. 이런 것을 CPU 친화력

(affinity)이라고 하는데, 태스크가 수행되던 CPU에서 수

행되는 것이 그 CPU에서 쓰던 캐쉬 데이터를 쓸 수 있

기 때문에 메모리의 참조가 적어져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Linux 스케줄러는 우선 순위 비트맵을 통해 빠르게 

우선순위 태스크 선택을 할 수 있다. 각 실행 큐는 활동

(active) 배열과 만료(expired) 배열로 구성된다. 각 

CPU의 태스크 스케줄링은 활동배열에 있는 우선순위 

비트맵을 참조 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태스크를 수

행한다. <그림 2>은 실행 큐에서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행되는 과정을 도시하였다. 활동 배열에 있

는 모든 태스크가 주어진 시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 배

열과 포인터를 교환하여 만료 배열을 활동 배열로 바꾸

고 수행을 계속한다[5]. 

 

 

그림 2 Linux 우선순위 스케줄링 

 

태스크가 생성이 될 때, 부모 태스크의 CPU의 친화

력, 우선 순위 등 많은 자원을 물려 받고 수행된다. 하

나의 CPU에 많은 태스크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다른 

CPU와 작업 부하를 공평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 태스크

를 이동 시킨다.  

 

UMA구조의 다중처리기 시스템인 경우엔, 작업 부하

를 나누어 주기 위해 위와 같은 부하 균등을 하더라도 

모든 CPU가 메모리 간 접근 속도가 같아서 태스크의 

다른 CPU로의 이동은 작업 부하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NUMA 시스템의 경우엔 메모리 접근 속도

가 CPU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CPU 작업 부하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UMA구조와 같이 한다면 원격 메모

리의 참조가 많아져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래서 Linux에서는 NUMA구조의 다중 처리기를 위해 도

메인 개념을 도입하여 메모리 참조 지역성을 고려하였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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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ched domain 구조 

 

<그림 3>에서 “CPU domain”은 같은 지역 메모리를 

공유하는 CPU 그룹이다. 같은 도메인 안에 있는 처리

기들의 부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전체 처리기들의 

부하는 같은 도메인 안의 처리기들의 부하가 균등할 시

에 고려된다. 즉 같은 도메인 안에서의 부하 균등은 주

기적인 반면, 도메인 간 부하 균등은 비주기적이다. 이

는 Linux의 데이터 지역성을 고려한 부하균등 정책이다

[8]. 본 논문에서는 같은 도메인에 속한 처리기들의 부

하를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도메인 간에 데이터 

지역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3. 부하 균등 모델 

 

 본 논문에서는 NUMA시스템에서 효과적인 부하균등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수식에 의존한 모의 실험을 

하였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태스크(i) 하나의 총 수행 시간은 처리기에서의 

수행시간, 메모리 접근 시간 그리고 수행되고 있는 

처리기에서 문맥교환의 부하 시간을 합한 것이다. 

 

(2) 각 태스크의 메모리 접근 시간은 지역 메모리 접근 

시간과 원격 메모리 접근 시간의 합으로 계산된다. 

 

원격 메모리 접근 시간은 지역 메모리 접근 시간에 

비해 10%~30%정도 차이가 있다. 실제 Opteron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그림 4>와 같이 

cpu0과 cpu1을 기준으로 1 hop으로의 메모리 

접근 속도와 2 hop으로의 메모리 접근 속도는 

자신의 지역 메모리 접근 속도에 비해 각각 10%, 

30% 증가한다[7]. 

(3) 지역 메모리 접근 시간과 원격 메모리 접근 시간은 

각각 메모리 접근 횟수와 접근 시간의 곱으로 

계산된다.  

 

 

 

그림 4 AMD Opteron의 메모리 접근 

 

(4) 태스크가 수행되고 있는 처리기의 문맥교환 부하 

시간은 태스크에 개수에 의존적이다.  
) 

(5) 처리기 하나에 수행되고 있는 모든 태스크의 부하 

시간을 합하여 총 부하를 계산한다. 

 
(6) 모의 실험에서 모든 태스크의 처리가 끝난 후의 총 

시간은 태스크 수행시간 중 최대값으로 한다. 

Max(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모델은 위의 수식을 통해 각 

CPU의 총 부하를 계산 하고, 메모리 친화력을 

고려하여 태스크 이동을 한다. 태스크 이동은 <그림 

5>와 같이 CPU0과 CPU1의 도메인에서 부하 균등을 

요청한다면 다른 도메인들은 블랙 박스가 된다. 각각의 

블랙 박스에 부하를 구하고 전체 평균 부하보다 높은 

박스 안에 메모리 참조가 적은 태스크가 이동함으로써 

처리기가 원격메모리 참조를 최대한 적게 하고 

처리기의 수행능력을 높여준다. 단, 태스크를 이동하여 

옮겨간 도메인의 부하가 더 커지거나 같아진다면 

태스크 이동을 자제한다. 그리고 같은 도메인 내에서의 

부하 균등은 빈번히 수행되어 부하를 맞춰 주게 된다. 

 

 

 

 

 

 

 
그림 5 부하 균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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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험 결 과 

  

본 논문에서는 다음 3가지 기법, 구체적으로 처리기에 

할당된 태스크의 이동이 없이 수행되는 환경(Fix), 전체 

처리기의 태스크 개수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환경(Forced Fair), 3장에서 설명한 단계별 균등 부하의 

환경(Multi-level)으로 실험하였다. 실험은 할당된 

태스크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이며, 최종 시간은 

태스크들 중 수행시간의 최대값으로 한다.  

 

 각 처리기에서 태스크 하나가 수행을 할 때마다 

처리기의 부하를 계산하고 부하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 처리기들의 부하의 격차를 보여준다.  

 

모의 실험은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100개의 태스크가 

1~1000ns 사이의 임의의 수행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진

다. 태스크는 요구되는 메모리 공간은 각각 다르게 생성

되며, 태스크의 수행시간이 지날 때마다 증가되는 구조

이다. 부하균등을 통해 다른 처리기로 옮겨간 태스크는 

메모리의 원격 메모리와 지역 메모리를 구분하여 관리 

한다. 모의 실험에서 부하 균등 기법은 처리기의 태스크 

개수에 의존한 것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의 상황에 고려하여 실험하였다. 메

모리 집중적 태스크들로 구성된 모의 실험과 처리기 집

중적 태스크들로 구성된 모의 실험이다.  

 

       (단위:마이크로초) 

 

그림 6 처리기 부하 편차(메모리 집중적 태스크) 

<그림 6>과 <그림 7>의 모의실험은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태스크들로 구성되어 수행 되었다. 처리기의 수행

시간이 적은 반면에 메모리의 사용량이 많아 태스크 이

동이 전혀 없는 경우(Fixed)에 부하 편차가 낮고, 수행

시간 또한 짧게 나왔다. Multi-level의 경우 Forced Fair 

기법보다 부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태스크의 이동이 

적어 수행시간은 짧게 나왔다. 이는 메모리 집중적 태스

크의 이동은 원격메모리의 접근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이 저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위: 밀리초) 

 

그림 7 모의실험 수행시간(메모리 집중적 태스크) 

<그림 8>과 <그림 9>는 처리기 집중적 태스크들로 

구성되어 모의 실험 하였다. 메모리 집중적 태스크와는 

달리 태스크의 이동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실험 결과에서는 Multi-level이 많은 이득을 보았다. 이 

결과는 태스크의 이동이 같은 도메인에서 먼저 

수행되고, 그 후에 전체 시스템에서의 이동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위: 마이크로초) 

 

그림 8 처리기 부하 편차(처리기 집중적 태스크) 

 

(단위: 밀리초) 

 
그림 9 모의실험 수행시간(처리기 집중적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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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를 보면 NUMA 시스템에서 태스크의 이동

은 원격메모리 접근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본 논문 3장에서 제시한 부하 균등은 원격 메

모리의 접근은 최소화 할 수 있고, 처리기들의 전체 부

하를 맞춰 줄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NUMA 시스템에서의 처리기들 간의 부하 균등 기법은 

태스크들의 원격 메모리 접근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줄여줌과 동시에 수행 속도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앞으로 AMD Opteon 시스템에서 본 논문의 부하 

균등 기법을 적용할 것이며, 실제 NUMA 시스템에서의 

성능을 모의 실험과 비교 및 분석 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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