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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로세서 안에 집적되는 코어의 개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

조사들은 확장성이 좋은 NUMA 구조로 칩을 디자인하고 있다.

NUMA 구조는 구조 상 불가피하게 리모트 메모리의 대역폭이 로컬

메모리에 비해 떨어진다. 칩 안의 코어 수가 더 증가됨에 따라 이

단점은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은 ELF 바이너리와 dynamic loader를 수정하여 프로그램

이 실행 중 로컬 메모리 접근으로만 명령어를 읽어 올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적화 방법은

아키텍처와 무관하게 적용 될 수 있으며, 컴파일 된 바이너리의 원

본 소스코드가 필요없고, 재컴파일 할 필요없이 적용 가능하다.

이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Ÿ 일반적인 서버용 시스템에서 NUMA 구조의 로컬 메모리, 리모

트 메모리로 인한 성능 차이를 보인다.

Ÿ 프로그램이 실행 중 로컬 메모리 접근만으로 명령어를 읽어 올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Ÿ 총 15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제시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제시한 최적화 방법은 주기적으로 리모트 메모리 접근을 하는 벤

치마크 실험에서 NPB의 경우, 최대 11.6%, 평균 7.0%의 성능 향상

을 보였으며, PARSEC의 경우 최대 18.7%, 평균 10.1%의 성능 향상

을 보였다.

주요어 : NUMA 구조, ELF 바이너리, Dynamic Linker/Loader

학번 : 2016-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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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멀티코어 시대를 시작으로 프로세서 안에 집적되는 코어의 개수

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은 확장성이 좋은 NUMA 구조를

택하여 프로세서를 디자인하고 있다. 한 칩 안에 집적되는 코어의

개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NUMA 노드 개수도 이에 따라

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예정이다. 시

스템의 NUMA 노드 개수가 더 많아지면서 로컬 메모리 접근과 리

모트 메모리 접근의 메모리 대역폭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본 논문은 NUMA 구조에서 발생하는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

리의 대역폭 차이를 없애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적화 방

법은 ELF 바이너리와 dynamic loader의 수정을 통해 적용된다. 이

는 어떠한 시스템에서든지 아키텍처와 무관하게 적용 될 수 있으며,

컴파일 된 바이너리의 원본 소스코드가 필요없이 재 컴파일 하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

이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Ÿ 일반적인 서버용 시스템에서 NUMA 구조의 로컬 메모리, 리모

트 메모리로 인한 성능 차이를 보인다.

Ÿ ELF 바이너리 수정과 dynamic loader 개선으로 어느 NUMA 구

조에서도 적용 가능한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Ÿ 총 15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제시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

며 본 논문의 최적화 방법과 비교한다. 3장은 NUMA 구조에 대하

여 설명한다. 4장은 본 논문이 최적화 대상으로 삼은 바이너리 표준

인 ELF에 대하여 설명하며, 5장에서는 dynamic linking에 대하여

설명한다. 6장은 본 논문이 제시하는 최적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

며, 7장은 이를 다양한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실험한 내용

이다. 8장은 본 논문을 결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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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 연구

NUMA 구조에서의 다양한 최적화 방법은 꾸준히 최근에도 지속

적으로 연구되는 분야이다.

NUMA 구조에서 쓰레드와 메모리의 배치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7, 8, 9]. NUMA 시스템에서 쓰레드와 메모리 배

치가 프로그램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인지하고, 이 부분

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스케줄러가 스케줄 할 때 NUMA 구조

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를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10].

NUMA 구조가 특히 서버용 시스템에서 더 많이 쓰이는 만큼 서버

용 시스템 시장이 큰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를 한 연구도 다양

하다 [11]. 또한, 서로 다른 NUMA 노드간 메모리 요청을 할 때 거

쳐가는 interconnect에 초점을 맞추어 성능 향상을 보인 연구도 존

재한다 [12].

다양한 최적화 방법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같

이 기존 파일을 복제하여 복제본을 각 NUMA 노드 메모리에 로드

하는 방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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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Non-Uniform Memory Access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최적화 대상으로 삼은 시스템인

Non-Uniform Memory Access (NUMA) 구조에 대해 다룬다. 단일

코어의 성능향상이 한계에 다다른 후, 한 프로세서 안에 여러 코어

를 집적하는 멀티 코어 프로세서가 개발되었다. 이후 프로세서 안의

코어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

이러한 멀티 코어, 매니 코어 프로세서 시스템에 사용되는 메모리

구조가 바로 Non-Uniform Memory Access (NUMA) 구조이다.

그림 1 추상화된 NUMA 구조

그림 1은 NUMA 구조를 추상화한 그림이다. NUMA 구조는 프로

세서 안의 여러 코어를 노드 단위로 묶어, 노드마다 물리적으로 가

까운 메모리를 둔다. 같은 NUMA 노드 안의 물리적으로 가까운 메

모리는 로컬 메모리, 물리적으로 떨어진 메모리는 리모트 메모리라

한다. 어느 코어에서 어느 메모리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메모리 접근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이 NUMA 구조의 특징이다. 프로세서 제조



- 4 -

사들은 확장성이 좋은 NUMA 구조를 택하여 NUMA 노드의 개수

를 늘리는 방식으로 프로세서 안의 코어 개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NUMA 구조는 코어에서 접근하는 메모리의 위치에 따라 물리적

인 거리가 달라지며, 이는 메모리 접근 시간의 차이를 가져온다. 코

어에서 같은 NUMA 노드의 로컬 메모리에 접근할 때는 리모트 메

모리에 접근할 때보다 더 빠르다. 2017년 중반에 AMD 사에서 출시

된 EPYC 7601 프로세서의 경우, 리모트 메모리 대비 로컬 메모리

대역폭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2]. 리모트 메

모리의 대역폭 저하는 프로세서 안의 코어 개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록 더 커질 것이며,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NUMA 구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느 코

어에서 실행되던지 항상 로컬 메모리만을 접근하도록 하여 리모트

메모리 접근에 의한 성능 저하를 없애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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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ecutable and Linkable Format

이 장에서는 Executable and Linkable Format (ELF)에 관하여

설명한다. ELF는 x86 기반 유닉스, 유닉스 계열 시스템들의 표준

바이너리 파일 형식으로 실행 파일, 오브젝트 파일, 공유 라이브러

리에 사용된다.

그림 2 ELF 바이너리의 레이아웃

그림 2는 ELF 바이너리의 레이아웃을 나타낸다. ELF 바이너리는

파일의 맨 앞 4바이트, 매직 넘버의 값 0x7F로 식별한다. ELF 형식

으로 식별된 바이너리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읽히게

된다. 링킹을 위해선 section header table을 참조하여 section의 집

합으로, 실행을 위해선 program header table을 참조하여 segment

의 집합으로 읽힌다.

ELF 바이너리는 두 타입의 segment를 메모리에 로드한다. 첫 번

째는 실행 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text segment이며,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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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data segment로 전역 변수와 정적 로컬 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타입의 segment는 목적에 맞게 플래그가 설정되어있다.

Text segment는 읽기와 실행 플래그가 설정되어있으며, data

segment는 읽기와 쓰기 플래그가 설정되어있다.

본 논문은 ELF 바이너리의 text segment와 data segment를 시스

템의 NUMA 노드 개수만큼 복제하여, 프로그램 실행 시 모든 메모

리 노드에 복제본이 로드되어 항상 로컬 메모리 접근이 발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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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Dynamic Linking

이 장에서는 dynamic linking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로드 타임 시

dynamic linking과 관련된 relocation 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3 Static linking과 dynamic linking

Dynamic linking이란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해당 프로그램

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에 로드하는 방식을 뜻한다. 컴파일

할 때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하여 실행 파일을 만들

어내는 static linking과 비교하면 dynamic linking은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 먼저 여러 프로그램이 한 라이브러리를 동시에 사용될 경

우, 메모리에 한 사본만 로드되어 공유된다. 또한, 라이브러리 수정

시 실행 파일을 다시 컴파일해야 하는 static linking과 비교할 때

dynamic linking은 라이브러리 버전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대부분 운영체제에서 dynamic linking을 기본 옵션으

로 하고 있다.

Dynamic linking 방식으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시작

된 후 loader에 의해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공간에 라이브러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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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핑 된 후에야 라이브러리의 주소가 결정된다. 따라서 메인 프

로그램이 라이브러리를 올바르게 참조하려면 dynamic loader에 의

해 메인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가 로드되고 메인 프로그램으로 컨

트롤이 넘어가기 전인 로드타임 시 relocation을 거쳐야 한다. 또한,

라이브러리 안에 정의된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중에 일부분만

호출된다. 정의된 모든 함수에 대해 로드타임 시 relocation을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프로그램 실행 중, 런타임에 라이브러리

함수가 호출될 경우 relocation을 추가적으로 한다.

5.1 로드타임 relocation

로드타임 relocation은 심볼이 변수를 가리키는지, 함수를 가리키

는지에 따라 다르게 동작한다.

그림 4 라이브러리 안의 전역 변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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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전역 변수 x를

접근하는 경우 컴파일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컴파일 타

임 때는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전역 변수 x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

로 Global Offset Table (GOT) 자료구조, .got section, 에 전역 변

수 x 항목을 만들어둔다. 메인 프로그램 text segment 명령어에서의

전역 변수 x 접근은 .got section의 전역 변수 x 항목을 참조하도록

컴파일된다.

Dynamic loader에 의해 메인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ELF 바이너

리 모두 가상 주소 공간에 매핑 되고 난 후 실행되는 로드타임

relocation은 각 ELF 바이너리마다 전역 변수 x와 같이 로드타임에

주소가 결정되는 변수 접근을 위한 relocation entry가 존재한다.

Dynamic loader는 ELF 바이너리를 로드한 역순으로, 즉 마지막에

로드한 ELF 바이너리 안의 relocation entry부터 처리한다.

Relocation entry의 심볼 정의의 주소를 찾아 이를 .got의 해당 심볼

항목에 적는다. 그림 4로 예를 들면, 메인 프로그램 .got section n번

째 항목에 라이브러리의 .data section 안 전역 변수 x의 주소가 적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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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라이브러리 안의 함수 접근

그림 5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함수 foo를 접

근하는 경우 컴파일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볼이 함수인 경우는 로드타임 relocation과 런타임

relocation 두 단계를 거치게된다. 컴파일 타임 때는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함수 foo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Procedure Linkage

Table (PLT) 자료구조, .plt section, 과 Global Offset Table (GOT)

자료구조, .got section, 에 함수 foo 항목을 쌍으로 만들어둔다. 메

인 프로그램 text segment 명령어에서의 함수 foo 호출은 call

foo@plt로 .plt section의 함수 foo 항목에 첫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

도록 컴파일 되어있다. 이때 .plt section의 함수 foo 항목 첫 번째

명령어는 쌍인 .got section에 쓰인 주소를 다음 명령어로 실행하는

jmp *(.got[n]) 명령어이다. 로드타임 relocation에서는 .got section

의 함수 foo 항목이 .plt section의 함수 항목 두 번째 명령어 주소로

세팅된다. Data segment에 포함되어 읽기와 쓰기 플래그가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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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 section은 프로그램 실행 중 새로운 주소가 쓰일 수 있다.

5.2 런타임 relocation

런타임 relocation은 심볼이 함수를 나타낼 때 해당 함수의 첫 번

째 호출시 발생한다. 앞 절에 이어서 그림 5의 함수 foo를 예시로

설명하면, 로드타임 relocation을 통해 .plt section의 함수 foo 항목

두 번째 명령어 주소가 쓰여진 .got section의 함수 foo 항목에 쓰여

진 상태이다. 프로그램 동작 중 처음 함수 foo가 호출이 되었을 때

런타임 relocation이 발생한다. 처음의 함수 foo 호출은 text

segment의 명령어 call foo@plt를 시작으로, jmp *(.got[n])를 거쳐

.got[n] 항목에 로드타임 relocation 때 쓰인 .plt[n]의 두 번째 명령

어를 통해 dynamic loader의 resolver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이

resolver 함수는 프로그램 동작 중, 즉 런타임 때 함수 foo 심볼의

정의를 탐색하여 .got[n]에 쓰고 함수 foo를 실행한다. 이 과정을

lazy binding이라고 한다.

이후 함수 foo 두 번째 호출부터는 text segment의 명령어 call

foo@plt를 시작으로, jmp *(.got[n])에서 바로 lazy binding 과정으로

쓰여진 함수 foo의 주소를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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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구현 및 최적화 방법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NUMA 시스템상의 ELF 바이너리에 적

용한 최적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최적화 적용 대상이 되는 파일

은 컴파일이 완료된 메인 프로그램과 메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라

이브러리 ELF 바이너리들이다. 최적화 방법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적용된다. 세 가지 단계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ELF 바이너리에 새로운 program header table을 만들어

text segment와 code segment를 복제한다. 두 번째는 복제한 text

segment 안의 명령어를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dynamic loader가 복

제한 segment를 적절한 NUMA 노드 메모리에 로드하고 relocation

처리를 하고 실행하는 코어에 맞는 주소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한다.

6.1 Segment 복제

ELF 바이너리가 실행 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 목록은

.dynamic section에 NEEDED 타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ldd 커맨

드를 메인 프로그램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 목록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 메인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목록 전체 ELF 바이

너리에 대하여 최적화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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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원본 ELF 바이너리와 segment가 복제된 ELF 바이너리

그림 6은 최적화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적용된 ELF 바이너리의

레이아웃이다. Text segment와 data segment의 개수가 시스템의

NUMA 노드 개수만큼 되도록 복제된다. 기존 ELF 바이너리 앞부

분에 있는 program header table에 새로운 segment를 추가하는 것

은 이후 뒷부분 파일의 오프셋에 변화를 주므로 처리가 매우 복잡

해진다. 따라서 바이너리 맨 뒤에 새로운 program header table을

만들고 여기에 segment를 추가한다.

추가하는 segment는 기존 segment의 데이터, 플래그, 가상 주소

alignment를 그대로 갖도록 한다. 새로 추가하는 text segment와

data segment 사이의 공백은 원본 사이의 공백과 같도록 설정하며,

가상 주소 alignment를 맞추면서 이전 segment와의 공백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읽기와 실행 플래그만 설정되어 프로그램 실행 중 내용이 바뀌지

않는 text segment와 달리 data segment는 실행 중 내용이 바뀐다.

이로 인해 복제본을 생성하면 consistenc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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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ata segment는 복제하되, 원본 data segment 안의 데이터

만 접근하도록 한다. 이는 최적화 다음 두 단계인 명령어 수정과

dynamic loader에서 처리된다.

위 단계를 거친 새로운 ELF 바이너리는 시스템의 NUMA 노드

개수만큼 text segment와 data segment가 복제되었으므로 파일 크

기가 증가한다. 그러나 수정한 ELF 바이너리를 실행할 때 사용되는

물리 메모리의 크기는 dynamic loader에 의해 매핑 된 파일에 실제

접근이 일어나는 페이지만 커널이 물리 메모리를 할당하므로 최대

NUMA 노드 개수의 text segment만큼만 증가한다.

6.2 명령어 수정

첫 번째 최적화 단계를 거친 ELF 바이너리의 text segment들은

원본 그대로 복제되었으므로, 전부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한

ELF 바이너리 안의 data segment가 어떻게 접근되는지 컴파일된

명령어의 머신코드와 어셈블리 코드를 살펴보자.

그림 7 x86_64 아키텍처의 RIP-relative addressing mode

그림 7은 일반적인 x86_64 아키텍처에서 명령어가 RIP-relative

addressing mode로 data segment에 접근하는 것을 보여준다.

RIP-relative addressing mode는 메모리 주소를 rip 레지스터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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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x86_64 아

키텍처를 포함한 대부분 아키텍처에서 이 mode가 기본 addressing

mode이다. 오프셋은 양수와 음수 전부 가능하며 32bit로 표현되는

값이다. 따라서 다른 ELF 바이너리에 정의된 심볼을 접근하는 경우

와 32bit로 표현 불가능한 ±2GB를 넘어가는 오프셋이 아니라면 전

부 RIP-relative addressing mode로 rip 레지스터값에 오프셋을 더

하는 주소 계산으로 data segment 안 데이터에 접근한다.

원본 text segment를 그대로 복제한 상태로 프로세스의 가상 주

소 공간에 매핑하게 되면 RIP-relative addressing mode를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복제본 data segment의 데이터에 접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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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명령어 수정 전 data segment 접근

그림 8은 첫 번째 최적화 단계를 거친 ELF 바이너리가 그대로

dynamic loader에 의해 가상 주소 공간에 매핑되면 복제본 text

segment 안 명령어가 RIP-relative addressing mode로 주소 계산을

하여 복제본 data segment 안 데이터에 접근함을 나타내는 그림이

다.

프로그램 실행 중 계속되는 읽기와 쓰기로 인해 값이 바뀌게 되

는 data segment 안의 데이터는 consistency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 사본만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text segment 안 전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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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하나씩 disassemble 하며 RIP-relative addressing mode로

data segment 안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확인하고, 접근한다면 복제

본 text segment 안 명령어는 오프셋을 수정하여 원본 data

segment 안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현한 명령어 수정 프로그램은 첫 번째 최적화 단계를 거친

ELF 바이너리와 시스템의 NUMA 노드 개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먼저 입력받은 ELF 바이너리의 program header table을 읽으며 시

스템의 NUMA 노드 개수만큼 text segment와 data segment가 존

재하는지 확인하고 각 segment의 파일 오프셋과 가상 주소 공간 영

역을 저장한다. 그 후, 원본 text segment의 실행 가능 명령어를 하

나씩 disassemble 하면서 원본 data segment의 데이터를

RIP-relative addressing mode로 접근하는지 확인한다. 접근한다면

기존에 복제본 data segment 안 데이터를 접근하는 복제본 text

segment 안의 같은 명령어가 원본 data segment 안 데이터에 접근

하도록 새로운 오프셋으로 명령어를 다시 컴파일하고, 컴파일한 머

신 코드를 복제본 text segment 안에 쓴다. 새로운 오프셋은 첫 번

째 최적화 단계에서 원본 text segment와 data segment의 가상 주

소 사이 공백이 복제본 쌍에도 지켜지며, 모든 segment의 시작 가

상 주소를 알기에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기존 오프셋에 원본 text

segment와 복제본 text segment의 시작 가상 주소 차를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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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명령어 수정 후 data segment 접근

그림 9는 최적화 두 번째 단계인 명령어 수정이 적용된 후 원본

text segment와 복제본 text segment의 같은 위치에 명령어가 둘다

원본 data segment에 같은 데이터에 접근함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6.3 Dynamic loader

앞서 설명한 두 단계를 거친 ELF 바이너리가 의도 한 대로 동작

하기 위해선 dynamic loader의 수정이 필요하다. 리눅스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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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loader는 /lib/ld-linux.so.* 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glibc 프로젝트에 일부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entOS 7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glibc-2.17 버전에 포함된 dynamic

loader를 바탕으로 구현을 하였다.

기존 dynamic loader에서 ELF 바이너리 최적화를 위해 수정 및

추가해야 하는 기능은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시스템의 NUMA 노

드 개수만큼 복제된 text segment와 data segment 쌍이 각 NUMA

노드의 로컬 메모리에 로드되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는 dynamic

loader에서 처리되는 로드타임 relocation과 런타임 relocation에 수

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dynamic loader가 메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모든 초기화 과정을 마치고 메인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로 컨

트롤을 넘길 때, 실행하고 있는 코어에 따라서 어떤 NUMA 노드

로컬 메모리의 text segment 안 시작 주소로 컨트롤을 넘길지 결정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 다른 NUMA

노드 코어로 옮겨져 실행 될 때 rip 레지스터의 값을 해당 NUMA

노드 로컬 메모리 명령어 주소로 수정하는 루틴이 필요하다.

6.3.1 mbind 시스템 콜

기존의 dynamic loader는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공간에 메인 프

로그램과 라이브러리 ELF 바이너리를 mmap 시스템 콜을 사용하여

매핑한다. 의도한 대로 원본 text segment와 data segment는

NUMA 노드 0번의 로컬 메모리에, 두 번째 text segment와 data

segment 쌍은 NUMA 노드 1번의 로컬 메모리에 로드되도록 하려

면 mbind 시스템 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mbind 시스템 콜을 사용하려면 리눅스에

서 NUMA 관련 기능들이 구현된 libnuma.so 라이브러리를 링크하

여 컴파일하고 사용한다.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mbind 시스템 콜

을 호출하면 libnuma.so의 wrapper가 호출되고 그 안에서 실제



- 20 -

mbind 구현이 호출되는 형식이다.

Dynamic loader는 직접 라이브러리를 가상 주소 공간에 매핑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오픈

소스인 libnuma.so의 코드에서 mbind 시스템 콜의 wrapper와 구현

을 참조하여 dynamic loader에 mbind 시스템 콜 구현을 추가하였

다.

시스템의 NUMA 노드 개수만큼 text segment와 data segment

쌍이 복제된 ELF 바이너리는 가상 주소 공간에 매핑 된 후, 구현한

mbind 시스템 콜을 이용해 각 NUMA 노드 로컬 메모리의 페이지

를 할당받아 로드되도록 한다.

6.3.2 Relocation

기존 dynamic loader에서 dynamic linking을 위해 처리되는 두

relocation 과정인 로드타임 relocation과 런타임 relocation의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got 항목에 적혀진 주소로 변수를 접근하는 경우를 살펴보

자. 변수를 접근하는 경우는 원본 data segment 안 .got 항목에서

접근을 하던, 복제본 data segment 안 .got 항목에서 접근을 하던

동일한 변수가 접근 되어야 한다. 따라서 로드타임 relocation 시 모

든 data segment 안 .got 항목에 같은 변수의 주소를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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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변수의 relocation 결과

그림 10은 변수를 위한 로드타임 relocation이 처리된 후를 나타낸

그림이다.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공간에 메인 프로그램과 메인 프로

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매핑된 상태이다. 메인 프로그

램의 text segment 안 명령어에서 라이브러리 안에 정의된 어떠한

변수에 접근하여 .got section에 해당 변수의 항목이 만들어져 컴파

일이 완료된 상태이다. 메인 프로그램의 두 data segment 안 .got에

는 각각 변수에 대한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두 곳에 같은

0xaaaaaa 변수의 주소값을 써준다. 결과적으로 메인 프로그램의 원

본 text segment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든, 복제본의 text segment

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든 각자 RIP-relative 방식으로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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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안 .got section을 접근하여 외부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변

수를 접근 할텐데, 둘 다 같은 라이브러리의 원본 data segment 안

변수의 주소가 써 있으므로 같은 변수를 접근하게 된다.

함수를 위한 relocation은 로드타임 relocation과 런타임 relocation

두 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로드타임 relocation 때에는 원본 data

segment 안 외부 함수의 .got 항목에 원본 text segment 안 외부

함수 .plt 항목의 다음 주소를, 복제본 data segment 안 외부 함수의

.got 항목에는 복제본 text segment 안 외부 함수 .plt 항목의 다음

주소를 적어준다. 이 후 어떤 text segment에서 외부 함수의 첫 번

째 호출이 실행되던 상관없이 dynamic loader의 resolver가 호출된

다.

Dynamic loader의 resolver가 호출되어 lazy binding이 일어나는

런타임 relocation 때는 원본 data segment 안 .got 항목에는 라이브

러리의 원본 text segment 안 함수의 주소를, 복제본 data segment

안 .got 항목에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본 text segment 안 함수의 주

소를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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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함수의 relocation 결과

그림 11은 함수에 대한 로드타임 relocation과 런타임 relocation

이 처리된 후를 나타낸 그림이다. 위 예시와 동일하게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공간에 메인 프로그램과 메인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매핑된 상태이다. 메인 프로그램의 text segment 안

명령어에서 라이브러리 안에 정의된 어떠한 함수가 필요하여 .plt와

.got section에 해당 항목이 만들어져 컴파일이 완료된 상태이다. 메

인 프로그램의 두 data segment 안에는 각각 함수에 대한 주소가

써질 .got 항목이 만들어져 있다. 런타임 relocation, lazy binding 시

원본 data segment 안 .got 항목에는 라이브러리의 원본 text

segment 안 함수 주소인 0xbbbbbb를, 복제본 data segment 안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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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본 text segment 안 함수 주소인

0xcccccc를 써준다. 이러한 결과로 메인 프로그램의 원본 text

segment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라이브러리의 원본 text

segment 안 함수가 호출되고, 메인 프로그램의 복제본 text

segment에서 프로그램이 실행 될 때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본의 text

segment 안 함수가 호출되게 된다.

수정된 로드타임 relocation과 런타임 relocation의 결과로 프로그

램이 NUMA 노드 0번 로컬 메모리에 시작 주소로 시작되면

NUMA 노드 0번 로컬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text segment 명령

어들을 실행하게 되고, NUMA 노드 1번 로컬 메모리에 시작 주소

로 시작되면 NUMA 노드 1번 로컬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text

segment 명령어들을 실행하게 된다.

6.3.3 시작 주소 설정

6.3.1절과 6.3.2절 구현을 통해 수정된 ELF 바이너리는 메인 프로

그램의 원본 text segment 안 시작 주소로 시작 되었다면 항상

NUMA 노드 0번 로컬 메모리의 명령어를, 복제본 text segment 안

시작 주소로 시작 되었다면 항상 NUMA 노드 1번 로컬 메모리의

명령어를 실행한다. 따라서 어떤 시작 주소로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Dynamic loader는 메인 프로그램과 라이

브러리 ELF 바이너리 파일을 프로세스의 가상 주소 공간에 매핑하

고 relocation을 포함한 초기화 과정을 거친 후 메인 프로그램의 시

작 주소로 컨트롤을 넘겨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한다. 이때

dynamic loader가 실행 중인 코어의 NUMA 노드를 확인하고 시작

주소를 원본 text segment 안의 주소로 할지, 복제본 text segment

안의 주소로 할지 결정하도록 한다. 실행중인 코어의 아이디를 가져

오는 getcpu 시스템 콜을 사용하여 코어가 어떤 NUMA 노드에 속

해 있는지 확인하고, NUMA 노드에 맞게 시작 주소를 설정하여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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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을 넘겨 주도록 한다.

6.3.4 RIP 레지스터 값 수정

프로그램이 동작 중 운영체제의 스케줄링에 따라 다른 NUMA 노

드 코어로 옮겨져 실행된다면 rip 레지스터의 값을 수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dynamic loader가 SIRUSR1 시그널을 받으면 실행중인

코어와 실행중인 명령어가 같은 NUMA 노드에 속하도록 rip 레지

스터를 업데이트하도록 구현하였다.

SIGUSR1 시그널이 프로세스로 전달되면 dynamic loader는

SIGUSR1 handler를 실행한다. SIGUSR1 handler는 현재 실행중인

코어와 실행중이던 명령어의 주소를 보고 같은 NUMA 노드에 속하

지 않으면 rip 레지스터를 코어와 같은 NUMA 노드 로컬 메모리

위 같은 명령어로 주소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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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구현한 최적화 방법이 실제 벤치마크 실행 중

NUMA 구조의 리모트 메모리 접근을 없애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벤치마크를 선정하여 실험하였다. 첫 번째

벤치마크는 NAS Parallel Benchmarks (NPB)[3]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벤치마크는 PARSEC Benchmark Suite[4]를 사용하였다. 이

두 벤치마크는 다양한 패턴의 계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

른 NUMA 구조 관련 최적화 논문들에서도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벤치마크이다.

7.1 실험 환경

실험한 시스템은 총 2개의 NUMA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기본 벤치마크 실험을 포함한 모든 벤치마

크 실행은 위 시스템에서 실행되었다. 각 벤치마크의 데이터 사이즈

는, NPB의 경우 B클래스로 PARSEC은 simlarge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7.2 실험 결과

7.2.1절에서는 벤치마크에 최적화를 적용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CPU
Intel(R) Xeon(R) CPU E5-2650 2.00GHz x 2
16 physical cores per CPU (Total 32 cores)

Memory 128 GB

표 1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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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A 구조의 리모트 메모리 접근이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로컬 메모리 접근만이 발생한 벤치마크 성능과

리모트 메모리 접근만이 발생한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하였다.

7.2.2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최적화 방법이 NUMA 구조의

리모트 메모리 접근 성능 저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없애주는지 실

험하였다. 모든 실험은 총 5회 실행한 결과의 평균 실행 시간을 결

과로 사용하였다.

7.2.1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 접근 비교

그림 12 NPB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 접근 비교 실험 그래프

그림 12는 NPB 벤치마크의 B클래스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Best는 항상 코어와 접근하는 메모리가 같은 NUMA 노드에 속하여

로컬 메모리만 접근한 실험이며, Worst는 항상 코어와 접근하는 메

모리가 다른 NUMA 노드에 속하여 리모트 메모리만 접근한 실험이

다. 실험 결과는 best의 실행 시간으로 정규화하였다. Worst의 경우

best 대비 평균 17.8%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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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
Execution time (sec)

Best Worst

BT 261.366 282.702

CG 102.511 160.733

DC 351.564 477.201

EP 69.999 70.346

IS 8.624 10.455

LU 200.235 220.301

MG 9.36 10.203

SP 189.404 208.973

표 2 NPB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 접근 비교 실험

실제 실험 시간

표 2는 NPB 벤치마크의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 성능 비교

실험의 실제 실행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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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ARSEC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 접근 비교

실험 그래프

그림 13은 PARSEC 벤치마크의 simlarge 데이터에 대하여 실험

한 결과이다. NPB 실험과 마찬가지로 best는 로컬 메모리 접근하는

실험이며, worst는 리모트 메모리만 접근하는 실험이다. 실험 결과

는 best의 실행 시간으로 정규화하였다. Worst의 경우 best 대비 평

균 15.2%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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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EC
Execution time (sec)

Best Worst

blackscholes 1.289 1.484

bodytrack 2.82 3.579

canneal 7.617 8.264

facesim 6.06 6.507

ferret 3.811 4.87

fluidanimate 2.019 2.235

raytrace 5.683 6.339

표 3 PARSEC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 접근 비교 실험

실제 실험 시간

표 3은 PARSEC 벤치마크의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 성능

비교 실험의 실제 실행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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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최적화 방법 성능 평가

이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최적화 방법이 NUMA 구조의

리모트 메모리 접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없애주는지 확인하기 위

해 실험을 하였다. 비교대상은 기본 벤치마크와 본 논문의 최적화를

적용한 벤치마크이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리모트 메모리 접근을 가장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를 두고 시스템의 두 NUMA 노드 코어에 번갈아

벤치마크를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벤치마크 프로세스는 taskset 커

맨드를 통해 프로세스가 종료될때까지 주기적으로 두 NUMA 노드

코어에 번갈아 스케줄 되었다. NPB 벤치마크의 경우는 1초마다 옮

겨 가도록 하였으며, PARSEC 벤치마크의 경우는 0.1초마다 옮겨

가도록 하였다.

최적화를 적용한 벤치마크는 수정된 dynamic loader에 의해 수정

된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ELF 바이너리가 실행됨을 의

미한다. 최적화를 적용한 벤치마크는 taskset 커맨드에 의해 두

NUMA 노드를 번갈아 옮겨가서 실행될때마다 SIGUSR1 시그널을

받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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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NPB 최적화 방법 성능 평가 실험 그래프

그림 14는 기본 NPB 벤치마크와 최적화를 적용한 NPB 벤치마크

가 1초를 주기로 두 NUMA 노드를 번갈아 실행한 실험 결과이다.

Normal은 기본 벤치마크를, optimized는 최적화를 적용한 벤치마크

실험을 나타낸다. 그래프는 normal 대비 optimized의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Optimized는 normal 대비 평균 7.0% 성능이 향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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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
Execution time (sec)

Normal Optimized
BT 293.935 269.701
CG 136.483 122.269
DC 453.022 425.883
EP 81.69 74.108
IS 10.127 9.685
LU 233.014 230.781
MG 11.468 11.006
SP 229.439 209.415

표 4 NPB 최적화 방법 성능 평가 실험 실제 실행 시간

표 4는 기본 NPB 벤치마크와 최적화를 적용한 NPB 벤치마크가

1초를 주기로 두 NUMA 노드를 번갈아 실행한 실험의 실제 실행

시간을 나타낸 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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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ARSEC 최적화 방법 성능 평가 실험 그래프

그림 15는 기본 PARSEC 벤치마크와 최적화를 적용한 PARSEC

벤치마크가 0.1초를 주기로 두 NUMA 노드를 번갈아 실행한 실험

결과이다. Normal은 기본 벤치마크를, optimized는 최적화를 적용한

벤치마크 실험을 나타낸다. 그래프는 normal 대비 optimized의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Optimized는 normal 대비 평균 10.1% 성능이 향

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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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EC
Execution time (sec)

Normal Optimized

blackscholes 1.646 1.386

bodytrack 3.421 3.024

canneal 8.567 8.229

facesim 8.721 8.217

ferret 4.309 3.892

fluidanimate 2.355 2.257

raytrace 7.063 6.152

표 5 PARSEC 최적화 방법 성능 평가 실험 실제 실행 시간

표 5는 기본 PARSEC 벤치마크와 최적화를 적용한 PARSEC 벤

치마크가 0.1초를 주기로 두 NUMA 노드를 번갈아 실행한 실험의

실제 실행 시간을 나타낸 표이다.

7.3 실험 결과 분석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 접근 비교 실험을 통해, 실제 벤치

마크 프로그램 성능에 리모트 메모리 접근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NPB의 경우 평균 17.8%, 최대 56.8%의 성능 저하를

보였으며, PARSEC의 경우 평균 15.2%, 최대 26.9%의 성능 저하를

보였다. 전체 메모리 접근이 리모트 메모리 접근이라는 최악의 케이

스를 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큰 성능 저하이다.

최적화 방법 성능 평가 실험을 통해 앞선 실험의 성능 저하가 많

이 해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스템 환경의 리모트

메모리 접근을 가장하기 위한 스케줄 오버헤드가 포함된 성능이지

만, 비교 대상으로 하는 두 비교군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코어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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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를 한계치에 가까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면 적절한 실험

이라고 판단된다. 이 실험에서는 NPB의 경우 최대 11.6%, 평균

7.0%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PARSEC의 경우 최대 18.7%, 평균

10.1%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프로그램마다 성능 향상 정도는 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프

로그램마다의 계산 패턴 특성으로 인한 차이로 보여진다. 다만 평균

적으로 text segment 대비 data segment 크기가 큰 NPB 벤치마크

에서 좀 더 낮은 성능 향상을 보인 것으로 보아, consistency 문제

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한 사본의 data segment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리모트 메모리 접근을 발생시켜 성능에 영향을 끼친 것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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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본 논문은 NUMA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리모트 메모리

접근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로 삼고, ELF 바이너리와 dynamic

loader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최적화 방법으로는 먼저 ELF 바이너리가 시스템의 NUMA 노드

개수만큼 segment를 복제하도록 하였다. 복제된 segment가 명령어

는 복제본을 사용하되, 변수는 한 사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

수정 프로그램과 dynamic loader의 relocation을 수정하였다. 또한

dynamic loader가 적절히 각 NUMA 노드 메모리에 segment를 로

드하도록 하였으며, 실행하는 코어에 맞게 rip 레지스터 값을 설정하

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제시한 최적화 방법은 기존의 소스 코드가

필요없으며, 바이너리를 다시 컴파일 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아키

텍처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양한 계산 패턴을 다루는 NPB와 PARSEC 벤치마크 총 15개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최적화 방법을 적용한 결과 성능 향상을 보였

다. NUMA 구조의 리모트 접근이 발생되는 상황을 가장한 실험에

서 8개의 NPB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1.6%, 평균 7.0%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7개의 PARSEC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8.7%, 평균 10.1%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의 후속 연구로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범용

프로그램에 제시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도출하는

것이며, 좀 더 자세한 성능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간의 성능 향상

차이를 밝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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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izing ELF binaries on

NUMA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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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umber of cores integrated into a single processor

continues to increase, manufacturers are designing chips using

NUMA architectures. In NUMA architecture, the bandwidth of

remote memory is inevitably lower than that of local memory. As

the number of cores in a single chip increases, this drawback

will have a bigger impact on performance.

This paper proposes an optimization technique that modifies

ELF binaries and dynamic loader. It makes programs to read

instructions only by accessing local memory during execution.

The proposed optimization technique can be applied to all

architecture, does not need the original source code of the

compiled binary and can be applied without recompilation.

This paper makes the following contributions:

Ÿ Evaluate the impact of local and remote memory in NUMA

structure in NPB and PARSEC benchmark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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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Proposes the optimization technique that makes programs to

execute only by accessing local memory for instructions.

Ÿ Optimization technique applied to a total of 15 benchmark

programs, confirmed performance improvement.

The proposed technique show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up to 11.6% and an average 7.0% for NPB, and up to 18.7% and

an average 10.1% for PARSEC.

Keywords : NUMA architecture, ELF binary, Dynamic

linker/loader

Student Number : 2016-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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