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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는 PDA, 스마트 폰과 같은 장비에서 다양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이 동작

하도록 컴퓨팅 자원에 대한 추상화를 제공한다. 반면 한정된 자원을 여러 가상 머신이 분할하여 사용함

으로써 자원량의 제한이 더욱 심화된다. 특히, 메모리의 부족은 프로세스 실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으

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은 메모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

에 대한 압축을 제안한다. 이는 가상화로 인한 메모리 분할과 프로세스의 메모리 상주 등의 이유로 인한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환경에서의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메모리 압축 기법을 

기술하고, 실제 가상화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경험한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인다. 이를 통해 메모리 절

약 기법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향후 가상 머신 모니터에서의 메모리 압축 기법의 구현과 성능 평가의 기

초를 다진다 

 

1. 서  론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는 PDA, 스마트 폰과 같은 장

비에서 다양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컴퓨팅 자원에 대한 추상화(abstraction)를 제공한다. 사

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폭넓은 응용프로그램 또는 서비

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상화 기법의 적용[1][2][3][4]이 

늘고 있다. 시스템 가상화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상화에 의한 고립성(isolation)을 제공하기 때문

에 S/W 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2]. 이런 장점으

로 인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가상화 연구가 점차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에게 할당되는 자원의 양이 적어

지는 단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

요한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의 확장성(scalability)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메모리는 프로세스의 실행에 필수적

인 자원이다.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기존 운영체제는 

페이지 스와핑(page swapping)나 사용하지 않는 프로

세스의 강제 종료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은 하드디스크 대신 NAND 플

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를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지 스와핑이 용이하지 않다. NAND 플래시 메모리

는 다시 쓰기(rewrite) 성능이 좋지 않고, 잦은 쓰기 작

업으로 인해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다[5]. 그러므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플래시 메모

리에 대한 잦은 쓰기 작업을 발생시키는 페이지 스와핑 

대신 프로세스의 강제 종료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기법은 해당 프로세스를 참조하는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오류를 발생시킬 가

능성이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데스크탑 환경에 비해 

용량이 적은 메모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으

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벌룬 드라이버

(balloon driver)[6][7]가 있다. 이것은 Xen[8], 

VMware[9] 등의 가상 머신 모니터(virtual machine 

monitor)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다. 벌룬 드

라이버는 빈 메모리 공간들을 모아 가상 머신의 도메인

에 관계없이 필요한 공간을 할당해 준다. 그러므로 이 

기법에서는 빈 메모리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임베디드 시스템은 전체 메모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상 머신의 수가 늘어나면 빈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메모리 공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환경에서 압축을 

이용한 메모리 절약 기법을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밝힌

다. 또한, xen-arm[3] 기반의 가상화 환경에서 메모리 

공간의 압축의 가능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압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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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메모리 절약 기법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 기법의 구현과 성능 평가의 기초를 다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메모리 공

간 절약을 위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은 임베디드 가

상화 환경에서 압축을 이용한 메모리 공간 절약 기법을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xen-arm 기

반의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고, 구축된 환경에서 메모리 

압축이 가능한가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향후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논한다. 

 

2. 기존의 메모리 공간 절약을 위한 기법 

 

메모리는 프로세스의 동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

드웨어 자원이다.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가상 메모리 공

간을 가정하고 구현되기 때문에 실제 물리 메모리의 크

기보다 큰 메모리를 요구한다. 데스크 탑 환경에서는 하

드디스크를 이용한 페이지 스와핑을 통해 이를 해결한

다. 그러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하드디스크의 부재로 

이 방법을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가상화된 환경에서는 

물리 메모리를 여러 게스트 운영체제들이 나누어 사용

하기 때문에 사용가능 메모리 크기가 더 크게 줄어든다. 

이 장에서는 메모리 부족 문제를 위한 기존의 해결책들

을 소개한다. 

Xen과 VMware는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벌

룬 드라이버[6][7]를 사용한다. 가상화된 시스템은 물

리 메모리를 각각의 게스트 운영체제에게 분할하여 할

당한다. 이 분할된 메모리 공간은 서로 다른 게스트 운

영체제가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벌룬 드라이버는 각 

게스트 운영체제가 가진 빈 메모리 공간을 모아 리스트

(free list)로 유지한다. 게스트 운영체제에서 메모리 공

간이 부족하게 되면 가상 머신 모니터에게 메모리 할당

을 요구한다. 가상 머신 모니터는 벌룬 드라이버를 통해 

빈 메모리 리스트에서 공간을 할당해 준다. 이를 통해 

각 게스트 운영체제에게 유연한 메모리 할당이 가능하

다. 하지만 적은 메모리 공간을 가진 임베디드 시스템에

서는 극단적으로 모든 게스트 운영체제가 추가 메모리 

할당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벌룬 

드라이버가 관리할 빈 공간조차 남지 않아 메모리 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모리 공유 기법, 메모리 압축 기법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Honeyfarm[10]은 가상화된 서버 환경에서 네트워크

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메모리 공유 기법이 사용되었다. Honeyfarm은 수백

개의 IP에 대해 각각 가상 머신을 맵핑하여 모니터링하

기 때문에 매우 큰 확장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메모리

를 비롯한 자원의 절약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기 연산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상 머신들이 같

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도록 한다. 만약 메모리에 대한 

쓰기 연산이 발생하면, Copy-On-Write(COW)을 이용하

여 해당 공간을 분리시킨다. Honeyfarm에서 메모리 공

유를 하는 목적은 IP를 가진 가상 머신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상 머신은 동일한 종류

이다. 그러나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의 목적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므로 서로 다름 가상 머신이 존재해야 

한다. 

COW를 이용한 다른 메모리 공유 기법으로 서버 Xen 

기반의 Content-based page sharing[11] 기법이 있다. 

이는 메모리의 모든 페이지를 해싱(hashing)하여 같은 

내용을 가진 페이지를 찾아 공유하는 기법이다. 모든 페

이지를 해싱한 후, 해싱 값이 동일한 페이지에 대해 비

트 비교(bitwise comparison)를 수행한다. 그 결과 내용

이 동일한 경우, 두 페이지를 가리키는 모든 포인터를 

하나의 페이지로 변경하고 남은 페이지를 제거하여 공

유한다. 이를 통해 반환된 페이지의 크기만큼 메모리 공

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미 공유된 페이지에 대해 쓰기 

연산이 발생하면, COW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분리한다. 

이 기법은 모든 페이지에 쓰기 권한(Write Protection)를 

부여하여 쓰기 오류(Write Fault)를 발생시켜 COW 과정

을 수행한다. 이것은 모든 메모리 쓰기 연산에 대해 페

이지 오류 처리를 위한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또한, 

페이지 해싱 및 내용 비교 과정이 주기적으로 또는 페

이지 할당/제거 때마다 발생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존재

한다. 

기존 메모리 압축 기법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페

이지 스와핑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메모리 압축 기법은 

메모리 공유 기법들의 관리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 

CRAMES[12], Compressed Swapping[5] 등의 기법이 

이에 속한다. 두 기법 모두 디스크의 부재로 인한 페이

지 스와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CRAMES는 메인 메모리를 압축 영역(Compressed 

Area)과 비압축 영역(Uncompressed Area)으로 구분한

다. 이들 영역은 다양한 크기의 블록들로 구성된다. 각

각의 블록은 연속된 공간이지만, 압축 영역과 비압축 영

역은 불연속적인 블록들의 리스트로 구성된다. 비압축 

영역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사용하는 페이지가 위치

하는 공간이고, 압축 영역은 스왑 페이지(swapped 

page)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에서 

발생하는 페이지 스와핑을 메모리의 비압축 영역과 압

축 영역 사이에서 발생시킨다. 이때, 압축과 복원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블록 기반 압축 알고리즘의 압축률과 메모리 요구

량 등을 측정하여 가장 적은 오버헤드를 갖는 알고리즘

(LZO algorithm)을 적용하였다.  

Compressed Swapping은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갖

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페이지 스와핑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법이다. CRAMES는 메인 메모리를 스왑 영

역(swap area)으로 사용한 반면, 이 기법은 NAND 플래

시 메모리를 스왑 영역으로 사용한다. NAND 플래시 메

모리는 메모리 내용을 수정하는 성능이 좋지 않고,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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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의 수행 횟수가 수명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페

이지 스와핑의 이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Compressed 

Swapping은 스왑 페이지를 압축함으로써 플래시 메모

리에 써야 하는 양을 줄였다. 

두 기법 모두 압축을 이용한 페이지 스와핑으로 메모

리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의 

운영체제 커널에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화된 시

스템에서는 이용에 무리가 따른다. 모든 게스트 운영체

제마다 해당 기법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환경에 맞는 메모리 절약 기법

이 필요하다. 

 

3. 가상 머신 모니터의 페이지 압축을 이용한 메모리 

관리 

 

가상화 시스템은 가상 머신 모니터와 그 위에서 동작

하는 가상 머신으로 구성된다. 가상 머신은 게스트 운영

체제가 동작하기 위한 가상의 컴퓨팅 머신을 의미하고, 

가상 머신 모니터는 이들 가상 머신의 동작에 필요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한 하위 계층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가상 머신 모니터로 Xen과 VMware가 있다. 

Xen은 게스트 운영체제의 수정이 요구(반가상화: para-

virtualization)되는 반면, VMware는 게스트 운영체제의 

수정 없이 가상화(전가상화: full-virtualization)된다. 반

가상화는 비록 운영체제의 수정이 동반되지만, 가상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데스크 탑이나 서버에 비해 처리 능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본 논문은 성능 저하가 적은 Xen에 기반

한 가상화 환경을 고려한다. 

 

 
그림 1 Xen 기반 가상화 시스템의 페이지 테이블 구조 

Xen은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페이지 테이블 구조를 

제공한다. 섀도우 페이지 테이블(Shadow page table)은 

하드웨어 가상화(HVM: Hardware Virtual Machine) 지원

에 의한 전가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페이지 테이블 구조

이다. 이 경우는 가상 머신의 메모리와 물리 머신의 메

모리의 맵핑(Physical-to-Machine mapping)을 추가적

으로 수행하여 게스트 운영체제의 수정 없이 메모리 접

근을 제공한다. 그러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아직 하

드웨어 가상화를 제공하는 CPU의 보급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섀도우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

하지 않는 반가상화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 구조(Non-

Shadow page table)를 이용한다. 이 경우, 각 게스트 

운영체제는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위해 가상 머신 모니

터에게 하이퍼 콜(Hyper call)을 통해 요청을 보낸다. 그

러므로 게스트 운영체제는 하이퍼 콜을 통한 페이지 요

청 메커니즘을 추가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가상 머신 

모니터는 해당 페이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게스트 운영체제에게 전달한다. 즉, 페이지 접근 허가 

요청으로 인해, 가상 머신 모니터는 물리 메모리 내의 

모든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파악할 수 있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베디드 시스템은 페이

지 스와핑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한번 실

행된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은 메인 메모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즉,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순간 운영체제 

전체가 메모리에 상주하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면

서 남은 메모리 공간에 상주하게 된다. 많은 수의 어플

리케이션이 실행된 경우 메모리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전체 메모리 크기가 작으므로 

적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가상화로 인해 여러 가상 머신이 메모리를 분할

하여 사용하므로 문제가 더 심화된다. 적은 메모리를 가

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 점유를 줄여야 한

다. 본 논문은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에 대한 압축을 통

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페이지의 압축과 복원은 기존에 없던 처리 과정이 추

가되는 것이므로, 복원 과정이 발생하지 않을 페이지를 

압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우선 메모리 

내의 페이지 이용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

상화 시스템은 여러 운영체제가 동작하기 때문에 이들

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가상 머신 모니터에서 페이

지 압축 기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설명한 Xen의 페이지 테이블 구조를 이용한다. 섀도우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모든 페이

지 접근이 가상 머신 모니터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상 머신 모니터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접근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상 머신 모니터는 이 패

턴 정보를 바탕으로 압축할 페이지를 선택하게 된다. 압

축할 페이지의 선택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비사용 페이지 (Nouse page) 

- 쓰기 연산이 없고, 읽기 연산이 적은 페이지  

(Low-RO page) 

- 읽기/쓰기 연산 모두 적은 페이지  

(Low-RW page) 

- 쓰기 연산이 없고, 읽기 연산이 많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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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RO page) 

- 읽기/쓰기 연산이 모두 많은 페이지  

(High-RW page) 

페이지 압축/복원의 실행 시간은 읽기/쓰기 연산과 관

계가 없다. 또한, 쓰기 연산이 메인 메모리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쓰기로 인한 시간 지연보다는 페이지 압축/

복원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 더 크다. 그러므로 압축/복

원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페이지에 대한 연산의 종류보

다 우선해야 한다. 이들 페이지에 대한 압축을 통해 메

모리 공간의 불필요한 점유를 줄일 수 있다. 

 

4.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부족 현상 

 

이 장에서는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발생한 메모

리 부족 현상을 보인다. 메모리 부족 현상이 실제로 발

생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문제를 기술한다. 이를 위

해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고 

두 개의 가상 머신을 동작시켰다.  

 

 

그림 2 실제 구현한 Xen-ARM 기반 가상화 시스템 구조 

우리는 ARM11 기반의 CPU를 가진 s3c-6410sys 보

드에 Xen-ARM[3]을 이용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였다. 

Xen-ARM은 Xen 기반의 가상화 플랫폼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 맞게 구현되었다. 이 Xen-ARM 가상 머

신 모니터 위에 2개의 가상 머신을 동작시키고 게스트 

운영체제로 반가상화된 리눅스 2.6.24와 반가상화된 안

드로이드 1.1을 동작시켰다. 그림 2는 메모리 부족 현

상을 확인하기 위해 임베디드 보드 상에 실제 구현한 

Xen-ARM 기반 가상화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표 1 운영체제의 최소 메모리 요구량 

 최소 메모리 요구량 

비가상화 가상화 

리눅스(non-GUI) 8 MB 22 MB 

안드로이드 96 MB 104 MB 

 

실험 결과, 각각의 가상 머신에서 요구하는 메모리 양

은 표 1과 같다. 이 표는 가상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운영체제를 별도로 동작시킬 때와 가상화된 상태에서 

동작시킬 때의 최소 메모리 요구량을 의미한다. 표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리눅스와 안드로이드는 각각 최소한 

8MB, 96MB의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이 두 운영체제를 

가상화하게 되면 최소 메모리 요구량이 22MB와 104MB

로 증가한다. 이 증가치는 가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

나 라이브러리들의 실행과 램 파일시스템으로 인해 발

생한다. 리눅스는 관리 도메인으로 동작하면서 유저 도

메인인 안드로이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xen 도구들을 모

듈로 실행한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NAND 플래시 메모

리의 파일 시스템을 이미 리눅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램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약간의 

메모리 증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최소 메모리 요구량은 118MB에서 126MB로 매우 크다.  

실험한 환경에서는 128MB의 메모리를 사용했기 때문

에, 최소 메모리 요구사항을 지키는 경우, 두 가상 머신

의 동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를 

재현하기 위해 두 가상 머신의 동작 중 안드로이드에서 

계산기, 스네이크(snake) 게임, 메모장의 3가지 어플리

케이션을 순차적으로 동작시켰다. 그 결과, 그림 3와 같

은 프로세스 강제 종료가 실행되었다. 

 

 

그림 3 Xen-ARM 기반 가상화 시스템의 프로세스 강제 종료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Out of memory” 오류가 발생하였고, 434번 프로세스

인 app_process가 강제로 종료되었다. 운영체제의 동작

을 위해 필요한 최소 메모리 요구량을 지켰음에도 불구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에 의해 사용되는 메모리로 

인해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메모리에 

2MB의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압축을 통해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7, No.1(B)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는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

가 잠재되어 있다. 이는 기반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큰 걸림돌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메모리 공유나 압축을 통한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공유 기법은 페이지 공유를 위해 

추가적인 메모리 관리 작업이 많고 복잡하다. 반면 압축

을 이용한 기법은 압축과 복원 과정 외에 추가되는 작

업이 없어 관리가 용이하다. 하지만 압축과 복원으로 인

한 오버헤드가 존재하고, 아직 가상화 환경에 적용된 기

법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가상화 환경에 맞는 페이지 

압축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플랫폼

인 Xen-ARM을 기반으로 페이지 테이블의 구조를 이용

한 압축 기법을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보였다. 기존 

Xen-ARM의 페이지 테이블 구조를 압축 기법에 이용함

으로써 각 가상 머신에 별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메모리 부족 문제를 실제 환경에서 경험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보였다. 즉, 본 논문은 임베디드 시스템 가

상화 환경에 맞는 페이지 압축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환경에서 경험한 메모리 부족 현상의 관찰을 통해 그 

필요성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제안한 압축 기법을 실제 구현하고, 이를 통

한 메모리 공간의 확보 효과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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