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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컴퓨터의 자원을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기술은 과거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물리적인 서버가 가상머신으로 제공되거나 스토리

지 또는 네트워크가 가상화된 자원으로 제공되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왔으며 그중에서도 네트워크 가상화는 최근 다양한 네트워

크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스템에서

는 최소 비용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서는 서버 가상화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버 가상화 기

술은 데이터센터 내의 하드웨어 자원을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네

트워크 정책에 따른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스위치 및 라우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수적이다.

데이터센터 내 가상 스위치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 Gbps의 대역폭

과 수십 us 수준의 매우 낮은 지연속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높은 에너지 효율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주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텔 DPDK (Data

Plane Development Kit)는 데이터의 흐름에 있어서 패킷이 운영체

제 커널의 복잡한 네트워크 처리 과정을 우회하여 상대적으로 빠

른 지연시간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본 논문은 물리 스위치를 가상화한 OVS

(Open Virtual Switch)에 인텔 DPDK가 적용된 시스템의 지연시

간 및 전력효율을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측정한 다음 병목이

발생하는 부분과 비효율적으로 CPU 자원을 소모하는 부분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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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텔 DPDK의 인터럽트 모드를 활용하여 전력을 최적화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인텔 CPU의 전력관리 옵션인 C-State를

활용하여 트래픽 양에 따라 소프트웨어 스위치의 CPU 사용량을

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더욱 세밀하게 최적화하고 성

능과 전력소모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주요어 : 가상 스위치, 네트워크 가상화, 인텔 DPDK, 지연시간, 전력

최적화, C-State

학 번 : 2014-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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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동기

최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기가 보급되고 관련된 서

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스코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2019

년까지 약 24.3 Exabytes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Cisco Forecasts 24.3 Exabytes per month of mobile

Data Traffic by 2019 [1]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기기들의 경우 높은 성능

의 네트워크 기능이 요구되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되면서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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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volution of the traditional data center to the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2]

두되고 있다[3].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규모 트래픽을 빠른 반응 속도와

넓은 대역폭으로 처리해야하며 동시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

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4].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체들은 데이터센터의 하드웨어 자원을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운영하는

SDDC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개념을 도입하여 가상화된 자원

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흐름이나 트래픽 속성에

따라 유연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된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물

리머신위에 수십 개 이상의 가상머신이 동작하게 되며 이러한 가상머신

이 호스트머신의 외부 또는 내부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담당

하는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필수적이다[5]. 소프트웨어 스위치는 하나의

호스트 머신 내에 존재하는 가상머신간의 통신인 East-West 트래픽과

NIC (Network Interface Controller)을 통해 머신 외부와 통신하는

North-South 트래픽을 처리하며 네트워크 정책에 따른 패킷 흐름 규칙

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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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North-South, East-West

트래픽과 소프트웨어 스위치

1.2 관련연구

1.2.1 OVS (Open Virtual Switch)

OVS는 오픈소스 가상 스위치이며 Apache 2.0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VLAN, Traffic Filtering과 같은 보안기능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QoS,

Automated Control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7].

본 연구에서는 OVS에 인텔 DPDK가 포팅된 버전의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2.2 6WindGate

6WIND사의 상용 패킷 처리 소프트웨어로써 다양한 플랫폼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Fastpath 구조를 제안하며 커널의 패킷을 후킹 하여

처리함으로써 10배에서 40배의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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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또한 기존에 비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응용 프

로그램의 수정 없이 패킷의 데이터 흐름에 대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

다는 것 또한 6WindGate의 장점이며 1.2.1절에서 소개한 OVS와도 호환

된다[8].

1.2.3 VMware vSphere Distributed Switch

VMware에서 제공하는 가상 스위치 플랫폼이다. 단일 UI에서 전체 호

스트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쉽게 구성, 변경, 관리하거나 감시가 가능하

다. DPM (Distributed Power Management)를 활용하여 수요에 따라 가

상머신을 대기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전력을 절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논문의 연구와 같이 소프트웨어 스위치의 동적인 자원 할당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9].

그림 4. 소프트웨어 스위치 관련 연구

1.3 연구내용

OVS에 DPDK가 포팅된 버전의 경우 빠른 응답을 위해 PMD (Poll

Mode Driver)를 사용함으로써 트래픽이 간헐적이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

을 때도 컴퓨터의 CPU를 고정적으로 사용한다. 반면에 OVS에 연결된

가상 머신의 경우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동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므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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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환경과 같이 하나의 호스트머신에 수십 개 이상의 가상머신이 동

작하는 환경에서는 OVS가 사용하는 고정적인 자원이 이들 가상머신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성능 저하를 유발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

다.

따라서 PMD 스레드에 의한 정적인 동작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DPDK 2.1 버전에서

추가된 인터럽트 모드를 활용하여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Poll 모

드를 해제하고 인터럽트 모드로 전환하도록 구현한 다음 기존의 시스템

과 결과를 비교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트래픽에 따른 자원 소모

를 더욱 단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인텔 아키텍처에서 제공하는

C-State를 활용하여 OVS를 통과하는 트래픽이 감소할수록 더욱 높은

단계의 C-State로 들어가도록 구현함으로써 OVS가 사용하는 물리 머신

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OVS와 인텔 DPDK를 간략히 소개하고 클라우

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가정하여 이에 대

해 지연시간을 측정한 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OVS의 DPDK 모

드 동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터럽트 모드와 C-State를 해당 시스템

에 적용한 후에 나타난 지연시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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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프트웨어 스위치 동작 분석

2.1 OVS (Open Virtual Switch)

OVS는 소프트웨어 스위치의 한 종류로써 하드웨어 스위치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다. 네트워크의 다양한 기능을 추상화하여 동적으로 제어 가능하며

SDN 표준 인터페이스인 OpenFlow를 지원하므로 SDN 스위치로 사용

가능하다.

OVS는 Data path와 Control path를 관리하는 커널 모듈과 스위치 데

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위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타 데몬 및 유

틸리티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OVS는 물리적인 NIC을 가상화

시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머신과 연동하여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

성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한 개의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 구동되던 가상

머신 서버환경을 여러 개의 하이퍼바이저 환경으로 대체하여 KVM

(Kernel-based Virtual Machine), VirtualBox, Xen 등 서로 다른 종류간

의 클라우드 환경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Open Virtual Switch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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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텔 DPDK (Data Plane Development Kit)

DPDK는 인텔에서 제공하는 패킷 처리 속도 최적화를 위한 라이브러

리와 NIC 드라이버의 집합이다. 이는 패킷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리눅

스의 네트워크 커널 스택 대신 사용자 수준에서 EAL (Environment

Abstraction Layer) 인터페이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커널의 네트워크 스택을 우회함으로써 패킷 처리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다. 또한 PMD (Poll Mode Driver)를 사용하여 인터럽트 방식에 비해 빠

른 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Huge page를 통해 가상 메모리 주소와 물

리 메모리 주소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TLB (Translation

Lookaside Buffer) Miss를 최소화 하여 더욱더 성능을 가속화 한다.

그림 6. 인텔 DPDK Overvie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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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양한 구성에서의 OVS+DPDK 지연시간 측정

OVS+DPDK의 지연시간 성능은 인텔에서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

End-to-End 측정값이 문서로 공개되어 있다[11]. 하지만 이는 데이터

흐름의 구성요소에 따른 지연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림 7), (그림 8), (그림 9)과 같은 환경에서 OVS 2.3.90

과 DPDK 2.0 버전을 활용하여 지연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환경은 (표

1)과 같다.

(그림 7)은 두 개의 머신을 SFP+ 10 GbE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머신

1은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OVS+DPDK에 가상포트를 연결한 뒤 NIC의

물리포트는 DPDK 타입으로 정의하여 PMD가 동작하도록 한 구성이다.

반대편의 머신2는 유저 공간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띄워 가상머신

이 아닌 물리 머신 상에서 패킷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서버와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은 netperf 2.7.0을 사용하였으며 가상 I/O에 대한 인터페이

스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CUSE (Character Devices In Userspace) 모

듈을 사용하였다.

그림 7. 가상머신과 Bare Metal을 연결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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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나의 물리머신 내에 두 가상머신을 연결한 구성

그림 9. 서로 다른 물리머신의 가상머신을 연결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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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머신 1 머신 2

CPU
Intel Xeon E5-2680 v2

@ 2.80GHz

Intel Core i7-3970X

@ 3.50GHz

주메모리 64GB (DDR3 1600) 16GB (DDR3 1600)

소켓 수 2 1

CPU당 코어 개수 10 6

NIC X710-DA2 X710-DA2

소프트웨어 머신 1, 머신 2

운영체제 Fedora 21

커널 버전 3.19.5-200.fc21.x86_64

DPDK 버전 2.0

OVS 버전 2.3.90

가상머신 버전 QEMU 2.1.0

가상머신 운영체제 Fedora 18

User Priority Realtime Priority

표 1. 지연시간 측정 실험환경

(그림 8)은 동일한 머신 내부에서 가상머신간에 OVS+DPDK를 통하여

패킷을 주고받는 구성이며 (그림 9)은 두 개의 머신이 (그림 7)의 머신1

과 동일한 환경에서 가상머신간에 통신을 하는 구성이다. (그림 7)의 구

성에서 netperf의 TCP_RR 형식으로 패킷을 주고받는데 걸리는 RTT

(Round Trip Time)은 약 64.523usec가 걸렸으며 (그림 8)의 경우 머신

1에서 수행했을 때는 39.891usec, 머신 2에서 수행했을때는 32.926usec로

측정되었고 (그림 9)는 44.421usec로 측정되었다. 세가지 구성의 RTT를

이용하여 (그림 9)의 구간 1~5의 지연시간을 분석해보면 먼저 (그림 8)

의 머신 1에서 측정된 RTT가 39.891usec 이므로 (그림 9)의 구간 1에

해당하는 단방향 지연시간은 39.891 / 4 = 9.973usec 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림 8)의 머신 2에서 측정된 RTT를 이용해 구간 5의

단방향 지연시간은 32.926 / 4 = 8.214usec이다. 구간 1~5에 해당하는 단

방향 지연시간은 (그림 9)에서 구한 RTT의 절반인 Half RTT이므로

44.421 / 2 = 22.211usec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구간 2~4에서는

22.211 - (9.973 + 8.214) = 4.024usec임을 도출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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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VS+DPDK의 지연시간 세부 분석 [13]

DPDK에서 연구된 L2 전달 지연시간과 흡사한 값이다[12].

위의 연산을 정리하면 구간 1은 9.973usec. 구간 2~4는 4.024usec, 구

간 5는 8.214usec 이다. 구간1과 5의 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머신1, 2

의 클럭속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값은 OVS+DPDK가

가상머신과 통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구간 2~4는 유저 공간의

OVS+DPDK가 커널을 우회하여 반대편 머신으로 패킷을 전달하는데 걸

리는 시간이며 결과적으로 가상머신과 OVS+DPDK사이의 통신이 전체

지연시간의 82%를 차지하는 것을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한 상

세한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

2.4 지연시간 세부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연시간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소프

트웨어 프로파일링 툴인 인텔 vTune을 활용하여 OVS+DPD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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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po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는 rte_host_dequeue_burst함수의 경우 가상

머신으로부터 vHost를 통해 패킷을 수신하는 함수이며 전체 시간의

40%에 해당한다. 15%를 차지하는 netdev_dpdk_rxq_recv는 NIC의 버퍼

로부터 주기억장치로 패킷을 불러오는 함수이다. miniflow_extract는 패

킷의 헤더를 추출하는 함수이며 dp_netdev_process는 수신 큐를 Polling

으로 확인하는 함수에 해당한다.

가상머신에서 패킷이 생성되면 가상 I/O로 패킷이 전달되고, 호스트

머신은 CUSE 모듈의 vHost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를 수신 한다. 이후엔

DPDK함수를 통해 NIC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는 커널을 우회하게 되

어 상대적으로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 2.3절의 실험과 (그림 10)에 나타

난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상머신에서 vHost인터페이스로 패

킷을 수신하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부분

에 대한 패킷의 통신 방식은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 vHost 동작 원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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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ost의 경우 가상머신의 가상 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으며 가상머신에서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동작은 KVM을 통해

vHost로 전달된 인터럽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가상 I/O를 통해 전달

되는 패킷을 vHost가 읽게 되면 DPDK함수는 이 주소를 참조하여 패킷

을 처리하게 된다.

패킷의 지연시간은 이러한 가상머신의 메모리 공간과 DPDK가 사용하

는 메모리 공간, 그리고 NIC 버퍼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의 효율

성이 중요한 이슈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가상머신과 호스트

머신 사이에 DPDK의 ivshmem을 이용한 공유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인텔에 의해 제안되고 있지만 해당 방식은 가상머신 위에서도

DPDK의 API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기존 소켓 프로그램

이 동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DPDK가 적용된 OVS의 지연시간은 일반 OVS에 의해 (그림 8)과 같

은 구성에서 10배 이상 빠른 지연 속도를 보이는 것을 추가적인 실험으

로 확인하였다. 즉 DPDK가 적용된 OVS는 PMD를 사용하고 커널 네트

워크 스택을 우회함으로써 지연시간의 측면에서 기존 OVS에 비해 뛰어

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더욱 낮은 수준의 지연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가상머신과의 패킷 전송 방식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가상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가상머신과 호스트 사이의 패킷 전달 과정에서의

수행시간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DPDK ivshmem이 있으나 이는 기존 응용 프로그램과의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최근 DPDK에서 vhost-user를 개발하여 기존 리눅스가 제

공하는 vHost 모듈을 대체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험적인 단계이며

아직까지 큰 성능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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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터럽트 모드 및 C-State 적용

3.1 OVS+DPDK 동작의 문제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럽트 모드 및 C-State를 적용한

OVS+DPDK를 설명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2)과 같은 구성에서 (표 2)의 실험환

경 하에 테스트하였다.

그림 12. OVS+DPDK L2 Forward 실험 구성

머신 1의 경우 OVS를 실행한 후 DPDK 모드로 전환시킨 다음 NIC의

듀얼 포트 중 RX 포트로 들어온 패킷이 TX 포트로 전달되도록 패킷 흐

름을 지정해주었다. OVS가 DPDK모드로 동작하기 시작하면 PMD 스레

드가 동작하기 시작하며 OVS에 연결되어 있는 물리포트와 가상포트를

Round Robin 방식으로 Polling하고 처리할 패킷이 큐에 있을 경우 한번

에 32개 패킷을 Burst로 처리한다.

머신 2에서는 PCAP 형식의 패킷을 생성해서 머신 1로 전송하는 프로

그램을 수행하였으며 DPDK API를 이용하여 커널을 우회하고 MAC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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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Machine 1 Machine 2

CPU
Intel Core i7-3970X

CPU @ 3.50 GHz

Intel Core i7-3970X

CPU @ 3.50 GHz

주메모리 16GB (DDR3 1600) 16GB (DDR3 1600)

소켓 수 1 1

소켓당 코어수 6 6

NIC Intel X520 Intel X520

소프트웨어 Machine 1, 2

운영체제 Ubuntu 15.04

커널 버전 3.19.0-generic

DPDK 버전 2.1.0

OVS 버전 2.4.0

표 2. OVS+DPDK L2 Forward 실험환경

소를 이용한 L2 수준 패킷 전송을 하도록 하였다. 전송되는 패킷은 도착

지점의 MAC주소가 기록되어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신되어 해당 머신의

링 버퍼와 메인메모리를 통해 응용프로그램으로 전달된다. 또한 패킷 생

성기에서 모든 패킷에 대해 서로 다른 시퀀스 번호를 마킹하여 전송함으

로써 각각의 패킷에 대한 RTT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패킷 생성기에

서 전송하는 패킷의 양을 조절하며 각각의 패킷에 대한 RTT를 HPET

(High Precision Event Timer)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호스트머신의 클럭

카운트를 저장하는 하드웨어 레지스트값을 읽어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

으로 nsec 단위로 비교적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 결과 트래픽 양에 관계없이 64byte 패킷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541usec의 RTT 지연속도를 보였다. 이는 2장의 2.3절 그림 8의 실험에

서 L2 에 해당하는 구간 2~4의 지연속도인 4.024usec과 비교했을 때 32

개 패킷을 Burst로 처리하는 NIC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표준편차 값

0.621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므로 흡사한 값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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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OVS+DPDK에 여러 가상머신 및

물리포트가 연결된 구성

그림 14. 트래픽에 관계없이 100% CPU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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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실험을 통해 발견한 OVS+DPDK의 문제점은 (그림 13)와 같이

스위치에 연결된 물리포트와 가상포트를 PMD 스레드가 Polling 함으로

써 트래픽에 관계없이 스레드의 개수만큼 물리코어를 100% 사용하여

CPU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점이다. (그림 14)과 같이 송수신을

처리할 패킷의 양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의 코어를 ovs-vswitchd가 사용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사용되는 여러 환경 중 클라우드 환경과 같이 하

나의 물리머신 내에 여러 가상머신이 동작하면서 동적으로 하드웨어 자

원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프로세스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음 절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DPDK 2.1에서 Release된

인터럽트 모드 함수를 OVS에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

명하고자 한다.

3.2 인터럽트 모드 구현 및 지연시간 세부 분석

DPDK 2.1에서 Release된 인터럽트 모드는 리눅스의 glibc 라이브러리

에서 제공하는 epoll_wait 시스템 콜을 활용하여 특정 물리포트에 대한

I/O 이벤트가 발생할 때 까지 해당 PMD 스레드가 Sleep 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본 실험에서는 OVS+DPDK에 ‘idle_count' 변수를 정의하여 PMD 스

레드가 자신이 관리하는 포트의 큐에서 받아오는 패킷이 0개 일 때

idle_count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이 값이 특정 임계치를 넘을 경우

Polling 모드에서 인터럽트 모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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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인터럽트 모드가 구현된 OVS 소스코드 일부

인터럽트 모드를 추가한 후 3.1절의 (그림 12)과 동일한 방식으로 패킷

전송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인터럽트 모드로 전환될 경우 OVS+DPDK의

CPU 사용량은 0%이지만, 이 경우 Sleep에서 깨어나는 데 약 111.78

usec가 소모되어 RTT가 약 32배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증가한 지연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프로세스가 각각의 C-State로 들어가도록

지정한 후 해당 상태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모두 측정하여 가장 깊이 절

전하는 모드인 C7의 전체 지연시간을 나머지 상태와의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어떠한 코어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Sleep이 되면

BIOS상의 C-State가 활성화 되어있는 경우 해당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코어가 C7 State에 매핑이 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프로그램을 수행하

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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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7 State의 주요 절전기능에 따른 지연시간 분석

C1와 같이 간헐적으로 명령어 수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절전하는 모

드에서는 Clock Gating을 수행하며 이 기능을 활성/비활성 하는데 걸리

는 시간이 전체의 3.47%를 차지한다. 또한 C3에서는 해당 코어가 전용

으로 사용하는 캐시를 비활성화 하여 절전하는 모드인데, 이는 캐시를

Flush하고 초기화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것이 전체에서 36.67%를

차지한다. C6의 경우 해당 코어에 인가되는 클럭을 완전히 끄기위해

PLL을 활성/비활성 하는 지연시간이 추가되며 레지스터의 값들을 백업

하는 시간도 더해진다. 마지막으로 C7의 경우 서로 연결된 소켓의 코어

들이 모두 C7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들이 공유하는 캐시인

LLC를 Flush 하는데 23.67%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써 인터럽트 모드를 추가하여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대해 분석하였

다. 또한 OVS+DPDK에 해당 모드를 추가함으로써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절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트래픽이 일정시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인터럽트 모드로 전환되어 물리자원의 전력소모를 낮추고, 최

초로 패킷이 다시 도착하여 프로세스가 깨어나는 경우 해당 패킷에 대해

서는 32배의 지연시간이 발생하지만 즉시 Poll 모드로 전환되어 이후에

처리하는 패킷에 대해서는 다시 기존의 성능을 보장한다.

하지만 현재는 트래픽의 유무에 따라 인터럽트 모드와 Poll 모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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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상태만 가능하므로 트래픽 양에 따른 전력사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음절에서는 인텔 CPU의 전력관리 옵션인 C-State

의 여러 단계를 응용프로그램 수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

다.

3.3 C-State 소개 및 지연시간 실험

C-State는 인텔 CPU의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로써 CPU

의 Idle time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 및 동작을 제거하여 절전이 가능하

도록 한 기능이다. 각 단계에 따른 절전기능은 인텔의 데이터시트에 따

르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C-State에 따른 절전 기능 [16]

C0는 코어를 100% 사용하는 상태이며 C1은 코어가 자동적으로 명령

어 처리를 중단하는 상태이다. C3은 일부 캐시를 끄는 상태이며 C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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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ate
Polling Interval

(usec)

CPU Utilization

(%)

Wake-up Latency

(usec)

C0 0 100.0 0

C1 1 13.0 1.42

C3 500 2.7 79.50

C6 1,000 1.2 92.43

표 3. C-State에 따른 CPU Utilization과 Wake-up Latency

PLL을 끄고 현재 상태를 저장한 후 코어에 공급되는 전압을 서서히 제

거하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C7은 CPU의 모든 코어가 C7으로 들어가

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이들이 공유하는 LLC를 Flush한 후에 이에 공급

되는 전압을 제거한 상태이다.

사용자 수준의 프로그램에서 특정 C-State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인터

페이스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OVS+DPDK 전력 최적화 버전에서는

프로그램 내부에 Delay 또는 Sleep과 같은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 Idle

Time을 발생시켜 간접적으로 원하는 C-State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

는 Delay나 Sleep으로 인한 CPU Idle time을 운영체제가 감지한 후 운

영체제가 해당 코어에 MWAIT 또는 HLT 명령어를 보내서 적절한

C-State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OVS에 C-State를 적용하기 전에 우선 각각의 C-State로 들어가는

Idle Time을 알아내고 해당 상태에서 깨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기 위해 무한루프를 도는 간단한 패킷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해

보았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무한루프를 도는 패킷 수신부에서 Polling 간격을 이용하여 CPU Idle

Time을 발생시켜 각각의 C-State에 매핑되도록 하였다. 1usec 간격으로

루프를 돌면 C1에 매핑되고, C3, C6는 각각 500usec, 1000usec에 해당한

다. (그림 18)과 같이 ‘i7z’ 모니터링 도구로 C-State 상태를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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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7z, C-state Monitor Tool

3.4 OVS+DPDK에 구현된 C-State

본 절에서는 3.3절에서 실험을 통해 분석한 C-State를 OVS에 적용하

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3.2절에서 추가된 인터럽트 모드와 더불

어 조금 더 세밀한 전력절감을 하기 위함으로써 트래픽 양에 따라 단계

적으로 깊은 절전상태에 들어가도록 구현되었다.

OVS는 (그림 13)와 같이 자신에게 연결된 가상포트와 물리포트에 해

당하는 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며 처리할 패킷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때

물리포트 또는 가상포트에 관계없이 처리할 패킷이 연속으로 0개인 횟수

에 따라 (표 4)와 같은 기준으로 C-State에 매핑되도록 하였다. 처리할

패킷이 연속으로 0개인 횟수가 100번 미만일 경우 Polling Interval은 0

이며 이는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모드이다. 이때 코어의 상태는 C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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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Packet Receive
Polling Interval

(usec)
C-State

0 ~ 100 0 C0

100 ~ 200 1 C1

200 ~ 300 500 C3

300 ~ 400 1,000 C6

400 ~ Interrupt C7

표 4. Zero packet receive에 따른 RTT와 C-State

두 번째로 Zero Packet Receive가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일 때는

Polling 루프가 패킷처리 함수를 1usec 단위의 간격으로 수행하게 된다.

만약 이때 처리할 패킷이 들어오면 최초의 패킷은 C0 모드에 비해 상대

적으로 느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는 Polling Interval과 C1에서 C0로

깨어나는데 걸리는 Wake-up 지연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 수정한 OVS+DPDK의 코드는 C1 상태에서 패킷을 처리하면

idle_count가 0으로 리셋 되도록 하여 C0 상태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이후에 도착하는 패킷은 다시 평균적으로 C0의 빠른 응답을 받게 된다.

1 usec 단위로 루프를 돌면서 다시 100번 연속으로 처리할 패킷이 0

개인 경우, 즉 idle_count가 200 이상 300 미만일 때의 Polling 간격은

500 usec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코어는 C3에 매핑되게 된다. 이 모

드에서 패킷이 도착하게 되면 해당 패킷은 C1보다 더욱 느린 응답시간

을 가지며 패킷을 처리한 후 OVS는 C0로 들어가서 이후에 오는 패킷은

다시 C0의 상태에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C3의 상태가 100번 더 반복되면 Polling 간격은 1ms가 되

고 이때 코어는 C6에 매핑되며 이때 도착한 최초의 패킷에 대해서는 더

욱 느린 응답을 하게 된다.

C6의 1ms Polling이 100번 더 반복되어 idle_count가 400이 넘으면 이

때 OVS는 3.2절에서 구현한 인터럽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OVS 프

로세스는 Sleep하게 되고 해당 CPU의 다른 코어들도 Sleep하는 상태이

면 LLC를 공유하는 모든 코어가 C7에 매핑되어 최대한으로 전력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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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게 된다.

각각의 C-State로 들어가는 임계치 값은 ‘c1_threshold’, ‘c3_threshold’

등으로 프로그램 내부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OVS를 실행하는 유저가

OVS를 DPDK로 전환시킬 때 수행하는 커맨드의 인자를 사용하여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c1_threshold = 100, c3_threshold = 200,

c6_threshold = 300, c7_threshold = 400으로 정의된 상태로써 (표 4)와같

이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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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및 결과 분석

4.1 Packet Generator와 L2 전송 실험

3.4절에서 구현된 OVS+DPDK를 테스트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패킷을

생성하고 원하는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Packet Generator에 대해 소

개한 후 L2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패킷 전송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개선

된 OVS+DPDK를 실험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현된 Packet Generator 프

로그램은 패킷 처리에 있어서 DPDK API가 사용되었다.

Packet Generator는 가장 먼저 유저로부터 넘겨받은 코어 마스크 인자

를 통해 프로세스가 사용할 논리적인 코어를 초기화한다. 이는

‘rte_eal_init()' 함수를 통해 수행되며 본 프로그램은 싱글 스레드를 사용

하므로 하나의 코어만을 논리화 하여 lcore로 사용한다. 이후

’rte_pktmbuf_pool_create()'함수를 사용하여 DPDK에서 패킷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자료구조인 mbuf 형식의 메모리 풀을 미리 할당된 Huge

page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논리 코어와 메모리 초기화가 끝나면 유저가

사용할 물리 포트와 해당 큐를 초기화 하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텔

x520 NIC의 듀얼포트 중 0번 포트를 수신전용, 1번 포트를 송신전용으

로 초기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포트의 MAC 주소를 가져오며 송

수신 큐에 대한 초기화가 끝나면 패킷 송수신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치고

메인 루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림 19. PCAP 패킷 구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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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루프에서는 패킷을 생성해서 송신 포트로 MAC 주소를 기반하여

패킷을 전달하며 이는 PCAP 형식의 패킷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실

험에서는 패킷의 데이터나 이더넷 헤더의 MAC주소 이외에는 의미가 없

으므로 원하는 크기의 (그림 19)와 같은 형식의 패킷을 생성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PCAP 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Packet Generator에서 불러

와서 사용한다.

그림 20. Packet generator 소스코드 일부

Packet Generator가 미리 만들어진 PCAP 파일을 불러온 후에는

DPDK의 패킷 자료구조인 mbuf로 변형하여 저장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패킷을 보내기 전 서로 다른 시퀀서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패

킷에 대한 RTT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송 될 패킷이 준비된 후엔 ‘rte_eth_tx_burst()’ 함수를 통해 전송되

며 패킷을 보내는 간격과 한 번에 보내는 Burst 패킷 수를 통해 트래픽

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패킷의 사이즈는 MTU (Maximum

Transmission Unit)로 설정된 1500 byte보다 작은 64 byte로 고정하여

수행하였다. 한번에 Burst로 전송하는 패킷의 개수는 32개이며 Packet

Generator와 OVS+DPDK의 연결 구성은 (그림 12)과 동일하고 실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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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 2)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패킷을 송수신하며 측정된 RTT 값은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

라 특정 갯수만큼을 처리하며 배열로 저장해두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측정된 모든 배열의 패킷별 RTT 값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도록 하여 패킷 송수신 이외의 코드에 대한 오버헤드를 최소화 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100만개의 패킷을 송수신 한 후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통계결과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4.2 결과분석

인터럽트 모드와 C-State모드가 추가된 OVS+DPDK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4.1절에서 설명한 Packet Generator의 전송 간격을 조절하여 기

존의 시스템과 CPU 사용량 및 RTT를 비교하면 각각 (그림 21)과 (그림

2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트래픽 양에 따른 CPU 사용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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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트래픽 양에 따른 RTT 비교

(그림 21) 그래프 가로축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Rush의 경우 Packet

Generator가 쉬지 않고 패킷을 송신할 때 DPDK+OVS 전력 최적화 버

전 및 기존 DPDK+OVS의 CPU 사용량이다. 이때는 두 시스템 모두 C0

로 Polling 하며 동작하기 때문에 CPU를 100%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RTT는 (그림 22)의 Rush 축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시스템 모두 대

략 4.5usec로써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Packet Generator에서 패킷을 100usec로 전송하는 경우

OVS+DPDK 전력 최적화 버전은 C1 상태에서 응답하게 된다. 이 경우

CPU 사용량은 크게 줄어들게 되며 약 13%임을 확인하였다. 기존 시스

템의 경우 트래픽에 관계없이 여전히 100%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OVS+DPDK 전력 최적화 버전은 (표 4)와 같이 1usec 간격으로

Polling 하고, 패킷을 처리하는 순간에 Wake-up 지연시간 1.42usec이 발

생하여 RTT는 6.41usec으로 증가하는 것을 (그림 22)과 같이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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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전력 절감 모드 적용 범위

E-mail, P2P 인터럽트 모드, C-State 모드 적용 가능

VoIP, BASPs C-State의 일부 모드 적용 가능

금융플랫폼, DB 적용 어려움

표 5. 응용프로그램에 따른 전력 절감 모드 적용 범위

있다.

Packet Generator에서 패킷을 보내는 간격이 50ms이면 트래픽은 더욱

감소하여 OVS+DPDK 전력 최적화 버전은 2.7%의 CPU사용량 및

581.51usec의 증가된 RTT를 보이며 이는 C3에 매핑된 상태이다. RTT

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Polling 간격이 500usec이며 여기서 패킷을 처리

하기 위해 깨어나는 시간이 (표 3)과 같이 79.50usec인 것으로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패킷을 100ms로 보내면 수정된 시스템은 C6에 매핑되어

약 1,098.01usec의 RTT를 보이며 CPU 사용량은 1.2%로 가장 낮은 수

치를 보인다.

이와 같이 트래픽이 줄어들면서 OVS+DPDK 전력 최적화 버전의 경

우 CPU 사용량이 감소하고 높은 단계의 C-State에 매핑되면서 전력은

절감할 수 있지만 최초로 도착하는 패킷에 대한 RTT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Trade off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

다.

클라우드 환경의 응용프로그램으로써 이메일, P2P와 같이 지연시간이

서비스 기능에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 OVS+DPDK의 전력 최적화 모드

는 인터럽트 모드 및 C-State 모드가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연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이 주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음성 통신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경우 지연시간에 대한

표준 QoS를 명시하고 있으며, H.323, MGCP (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등 프로토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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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to-End RTT 값으로 250msec를 수용 가능한 수치로 명시하고 있

다[18]. 500ms가 넘는 RTT는 서비스 Failure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에서 해당 RTT를 만족하는 C1 모드만 부분적으

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BASPs (Broadband Access Service

Providers)에 대한 표준은 Local Network Latency에서 50msec 미만의

지연시간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시스템도 C1 모드만 적용 가능한 범주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19].

마지막으로 트래픽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낮은 수준의 지연시간을 요

구하는 금융 플랫폼, DB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터럽트모드,

C-State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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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최근 IoT, 클라우드, SDDC와 같이 네트워크가 주요한 자원이 되는 서

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하나의 머신 내부의 여러 가상 머신을 연결하고 패킷을 전달하

는 소프트웨어 스위치에 대한 성능 및 전력관리의 중요성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스위치는 패킷을 지정된 가상머신 또는 물리

포트로 빠르게 전송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며 동시에 다른 프로

세스와 같이 공유하는 하드웨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OVS 2.4.0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DPDK 모드의 성능

과 전력 사용에 대한 비효율성을 측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DPDK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 모드와 인텔 CPU에서 제공하는 C-State를 활용하여

OVS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전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 모드에 대한 지연시간 원인을 분석하고 전력을 절

감하는 모드를 적용했을 때 생기는 Trade off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이러

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OVS+DPDK 전력절감 모드는 기존의 정적인

동작과 다르게 트래픽이 감소할수록 패킷 처리 함수를 특정 간격을 두고

수행함으로써 점점 깊은 C-State로 들어가게 하고 불필요한 CPU의 기

능을 제거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또한 특정 임계치를 넘을 경우 인터

럽트에 의해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Sleep 하도록 하여 처리할 패킷이 나

타날 경우에만 다시 깨어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의 사

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트래픽이 증가하는 경우 이전과 같은 Polling 방

식을 통해 매우 빠르게 응답하도록 동작함으로써 성능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전력 절감 모드의 경우 깊은 단계로

절전할수록 이에 대한 Wake-up 지연시간이 증가하고 Polling 간격이 증

가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응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Trade off를 이해하

고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맞게 각각의 절전모드에 대한 임계치 파라

미터와 절전 기능 활성/비활성화를 결정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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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슈이다.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될 서비스의 특징에 있어서 지연

시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경우 해당 절전모드는 효과적으로 동작할 것

이며 VoIP, BASPs와 같이 지연시간에 대한 QoS가 명확한 경우 절전

모드를 해당 프로토콜이 정하는 표준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트래픽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낮은 수준의 지연시간을 요

구하는 금융플랫폼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절전모드를 비활성화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여러 종류의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본 논문

에서 제시한 OVS+DPDK 전력 최적화 모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최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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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in Adaption and Analysis

about Interrupt and C-State for

Dynamic Resource Allocation in

Software Switch

Jae Kyu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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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echnology for virtualizing physical resources of a computer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for decades and network virtualization has

recently been issued because of the activation of various network

related services. In systems to handle huge amount of traffic such as

data center, it is important to manage hardware resource efficiently

with lower cost. Service providers that provide a Web service have

been attempting to solve the issue by using server virtualization

technology. Server virtualization technology proposes the concept of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and defines hardware resources as

software to apply flexible rules based on network policy.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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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 this, the research of software switches and routers is

essential. In the case of the virtual switch in data center, low latency

with tens of micro second level and bandwidth with tens to several

hundred Gbps are required. At the same time, high energy efficiency

is required.

To satisfy such demands, we need effective method to use network

interface card. In the data flow, Intel DPDK processes packets

relatively fast at the user level by bypassing the complex network

processing of the kernel in the operating system. In this paper, we

measured latency and power consumption in various network

configurations in OVS (Open Virtual Switch) which has been applied

for Intel DPDK. Through this, we find out both bottleneck and power

inefficiency in the system and present a method for optimizing power

consumption using Interrupt mode in Intel DPDK. In addition, by

using a C-State which is a power management options in Intel CPU,

we control CPU utilization of Software Switch dynamically depending

on the amount of traffic and analyze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nd power consumption.

keywords : Open Virtual Switch, Network Virtualization, Intel

DPDK, Latency, Power Optimization, C-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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