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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Memory, NVM)의 등장, 

차세대 인터커넥션 기술의 개발, 그리고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와 같은 고성능 네트워크 기술의 활성화는 원격 서버의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적은 오버헤드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단일 서버 외부에 위치한 대용량의 원격 메모리를 다수의 연산용 

서버들이 공유하는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및 관련 기존 연구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 풀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기술,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종류,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전반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리하고 동시에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 중 특정 하나의 요소에 

중점을 두고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요소들은 세부적인 구현 

및 조합에 따라 모두 시스템의 성능 및 동작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잘 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절히 선택 및 

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진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앞서 언급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연산용 서버, 메모리용 서버 각 1 대로 이루어진,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모사한 RDMA 기반의 testbed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application 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을 구현하였다. 이 때, testbed 시스템은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가 메모리용 서버의 캐시 역할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은 application 이 코드 및 시스템 수정없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mapping table 이라는 구조체를 활용한다. 

Mapping table 은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용 서버에서의 메모리 주소를 

mapping 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연산용 서버에서 메모리용 서버로의 

메모리 할당 및 해제, 그리고 접근에 따른 두 서버 사이의 메모리를 

관리한다. 이렇게 구축한 testbed 시스템 및 솔루션을 바탕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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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접근 패턴 및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로 NVM 인 Intel 

Optane DC Persistent Memory 를 활용하더라도 DRAM 을 활용한 경우 

대비 시스템의 성능 최대 하락 폭이 약 3.1%로 그 폭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구축을 위해 NVM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솔루션 구현 특성에 따른 성능 

분석을 분석 결과, mapping table 의 위치와 별개로, 동일한 RDMA 

연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mapping table 의 위치가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제 시스템에서 각 연산용 서버에 존재하는 

mapping table 사이의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고려하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RDMA 연산을 사용할 경우, mapping 

table 을 연산용 서버가 관리하며, 이에 맞는 RDMA 연산을 활용한 

구현이 메모리용 서버가 mapping table 을 관리하도록 한 구현보다 평균 

약 27%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로부터의 페이지 교체 시, 솔루션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LFU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 LRU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보다 

평균 15%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application 페이지 접근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성능 향상 또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 비휘발성 메모리, 대용량 데이터, Mapping table, 소프트웨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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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Apache Hadoop [14], Apache Spark [15], Redis [16], 

VOLTDB [17], Memcached [18] 등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딥러닝의 발달은 데이터 발생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2]. 이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보다 큰 메모리 용량 및 향상된 확장성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의 등장, CXL 

[6], Gen-Z [7] 등의 차세대 고성능 인터커넥션 기술의 개발,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 [19]로 대표되는 고성능 네트워크 

기술의 활성화는 원격 서버 메모리 접근 시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술들은 원격 서버에 대용량의 메모리를 구축하고 접근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원격 서버의 메모리를 공유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3, 5, 

20, 21, 22, 23, 44, 48]이라는 시스템이 제안되어 왔고, 실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36, 37] 및 산업계[24, 42, 43, 

46]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대용량 메모리 풀을 다수의 연산용 서버들이 접근 

및 공유하는 시스템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을 메모리 중심 컴퓨팅 

구조(memory-centric architecture) [20]라고도 한다. 메모리 중심 

컴퓨팅 구조를 활용하면, 연산용 서버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 들은 

메모리 풀에 직접 접근하거나, 각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데이터를 캐싱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큰 규모의 

메모리 구성에 용이한 확장성[23]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서버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메모리 디바이스가 장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낭비를 방지[22]할 수 있다.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관련 연구들은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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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용 서버와 메모리 풀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기술[25, 26, 27, 28, 

29, 30, 33, 41, 44],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종류[4, 

8, 23, 32, 34],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3, 5, 20, 21, 22, 25, 31, 35, 38] 등에 초점을 두고 최적화 

방법 및 통찰을 제시하였다. 해당 구성 요소들은 모두 시스템의 성능 및 

동작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잘 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적절히 선택 및 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진 표준은 없으며 기존 연구들 또한 각 구성 

요소를 선택 및 구현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동시에 구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모사한 testbed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Testbed 시스템은 연산용 서버 역할을 하는 서버 

한 대 및 메모리 풀 역할을 하는 메모리용 서버 한 대, 총 2대로 

구성되며, 연산용 서버는 RDMA 를 통해 메모리용 서버의 메모리에 

접근한다. 이 때, 주요 연구들[3, 4, 8, 35]에서 활용한 구성과 같이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가 메모리용 서버의 캐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구축한 testbed 시스템에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관리하고, application 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을 구현하였다. 솔루션은 

application 에 transparent 하도록, 즉,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 과 무관하도록 모사하였는데, 이는 application 을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할 때, application 의 코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산용 서버에서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와 메모리용 서버에서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mapping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mapping table 을 통해, 연산용 

서버에서 메모리용 서버로의 메모리 할당 및 해제, 그리고 접근에 따른 

두 서버 사이의 메모리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메모리 관리 시에는,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용 서버 사이의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연산용 서버 측에서 적절한 caching policy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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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application 실행 시 필요한 데이터가 최대한 오래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저장되어있도록 한다. 

선술한 testbed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의 특성에 따른 실험을 

다양한 조건의 microbenchmark에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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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개요 

 

 

제 1 절 원격 메모리 활용 방법에 따른 대용량 메모리 

시스템의 분류 

 

원격 서버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분산 메모리 

시스템(Distributed Memory System)[4, 8, 32, 35, 38, 39, 40]이라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연산용 서버들의 메모리 주소 영역을 하나의 통합된 

주소 영역으로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즉, 다수의 연산용 

서버들이 서로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두번째는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3, 5, 20, 21, 

22, 23, 44, 48]이라는 시스템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메모리 풀을 

다수의 연산용 서버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분산 메모리 시스템은 각 

연산용 서버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 들의 working set 크기 중 

최댓값을 기준으로 각 연산용 서버의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memory utilization 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20, 21, 22]. 또한, 만약 

application 이 요구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하나의 연산용 서버의 메모리 

용량을 넘어선다면, 데이터를 여러 연산용 서버의 메모리에 분할해서 

저장해야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20]. 하지만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은 메모리 풀의 전체 

메모리를 각 연산용 서버에 노출시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 

메모리 용량을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3]. 

또한 필요에 따라 메모리 풀의 용량만을 확장하고 확장된 메모리 풀의 

용량을 전체 연산용 서버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단일 서버에 필요 

이상의 메모리가 장착되며 발생하는 메모리 불균형 및 메모리 낭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22, 23]도 있다. 실제로, 최근 Intel, Meta 

(전 Facebook), HP 등의 기업들에서는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센터, 또는 서버 아키텍처[24, 42, 43]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향에 주목하여,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target 시스템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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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 

 

 
그림 1.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개략도 

 

일반적인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1 과 같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메모리용 서버로 이루어진 메모리 풀을 다수의 연산용 서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방식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앞선 

1.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및 관련 

연구들에서 초점을 두었거나, 각 연구들끼리 차이점을 보인 구성 

요소로는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 풀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기술[25, 26, 

27, 28, 29, 30, 33, 41],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종류[4, 8, 23, 32, 34],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전반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리하고, 동시에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3, 5, 20, 21, 22, 25, 35]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target 시스템을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또는 그와 비슷하게 연산용 

서버와 원격에 존재하는 메모리 풀을 분리하였지만, 원격에 존재하는 

메모리 풀을 메인 메모리가 아닌 swap space[3] 또는 스토리지로 

활용[23]하는 시스템으로 설정한 기존 연구들과 3장에서 후술할 본 

논문에서 구축한 testbed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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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커넥션 

기술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종류 

솔루션 

접근 방법 
특징 

OpenFAM 

[5] 

gRPC 

(TCP/IP) + 

RDMA 

NVM 

소프트웨어 

(User-level 

API) 

Request 전송은 gRPC 

(TCP/IP), data 전송은 

RDMA 사용 

Infiniswap 

[3] 
RDMA DRAM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수정) 

Remote memory를 

swap space로 사용함

(block device 기반) +  

메모리 관리를 위한 

daemon 

DeACT 

[20] 
CXL / Gen-Z DRAM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수정) + 

하드웨어 

DRAM으로 NVM을 

모사함. Security 강화. 

연산용 서버로 데이터 

caching 

LegoOS 

[21] 
RDMA DRAM / NVM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수정) 

Splitkernel(메모리를  

비롯한 CPU, GPU 등

의 하드웨어를 

모두 disaggregation) 

Kona 

[22] 
CXL / Gen-Z DRAM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수정) + 

하드웨어 

Cache coherence 

protocol 사용 

pDPM 

[23] 
RDMA NVM 소프트웨어 

Disaggregated 

Storage system 

본 논문의 

testbed 

시스템 

RDMA DRAM / NVM 

소프트웨어 

(memory  

manager 및 

mapping 

table) 

연산용 서버로 데이터 

caching 

표 1. Prior work 및 본 논문에서 구축한 testbed 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분류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 풀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기술의 경우, 

연산용 서버들이 메모리 풀을 메모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us 단위의 

지연시간을 가져야하며, load/store 명령어 등의 memory semantic 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CXL[6], 

Gen-Z[7] 등의 차세대 고성능 인터커넥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술들은 하드웨어 단에서 CPU, 가속기 등의 이기종 간에 캐시 

일관성(cache coherence)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기종 간의 

통신에서도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차세대 고성능 

인터커넥션 기술들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세대 고성능 

인터커넥션 기술을 target 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20, 22]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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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를 모사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3, 21, 23]은 고성능 네트워크 기술인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를 활용하였다. RDMA 는 저 지연시간, 

다양한 통신 방법 지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CXL ,Gen-Z 등의 차세대 고성능 인터커넥션 기술과는 별개로 

RDMA 를 활용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최적화하려는 연구[25, 

26, 27, 28, 39, 41, 44] 또한 진행되고 있다. RDMA 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 및 성능 검증은 다음 2.3절에서 자세히 상술한다.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로써 기존에는 저 지연시간, 

고 대역폭을 가지는 DRAM 을 활용하는 연구들[3, 20, 21, 22]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터의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DRAM 은 용량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을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로써 활용하려는 시도들[5, 23, 

34, 41]이 이루어지고 있다. Intel 사의 Optane DC Persistent Memory 

(DCPMM)로 대표되는 이러한 NVM 은 DRAM(약 80 ~ 100ns)에 비해 

고 지연시간(~약 1us)을 가지지만, NAND SSD 로 대표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약 10us ~ 100us)보다는 훨씬 낮은 지연시간을 가진다. 또한, 

DRAM 에 비해 낮은 단위 용량 당 가격, 비휘발성이라는 특성 등의 

장점도 함께 제공한다. 메모리 풀 구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 및 

NVM 에 대한 성능 검증은 2.4절에서 자세히 상술한다.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 풀이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메모리 할당 및 해제, 할당된 메모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원격 메모리를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를 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3, 5, 20, 21, 22, 25, 35, 

38]은 다양한 방식의 구현과 활용 모델을 통해 솔루션을 제시한다. 

OpenFAM[5], FaRM[38]과 같이 솔루션을 user-level library 및 

user-level daemon 으로 구현함으로써, application 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user-level 

API 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로 하여금 application 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user-level library 및 user-

level API 를 바탕으로 한 방법은 application 을 실행함에 있어서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application 을 개발할 때 해당 API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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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을 개발해야되고, 이에 따라 다른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해당 

솔루션에 맞춰서 또다시 application 을 수정해야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Infiniswap[3], DeACT[20], LegoOS[21], Kona[22]와 같이 

운영체제를 수정함으로써 application 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처럼 운영체제 또는 

하드웨어를 수정한 솔루션들의 경우, application 에 transparent 하기 

때문에, 기존 application 들도 별도로 코드를 수정할 필요없이 mmap(), 

malloc(), load/store 명령어 등의 기존 인터페이스만으로 application 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otpot[4], Orion[8], Octopus[9], Remote regions[35]와 같이 

file system 을 활용하여 file 형태로 mapping 된 데이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솔루션은 위 방법과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운영체제를 수정함으로써, file 

mapping 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메모리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의 read(), 

write()와 같은 file operation 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제 3 절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 

 

 
그림 2. 소프트웨어 스택을 최소한으로 거치는 RDMA 의 동작 방식 

 

RDMA 는 높은 처리량(약 100Gbps), 저 지연시간(약 2µs)의 성능을 

가지는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서버 노드에서 다른 서버 노드의 

메모리로의 direct memory access (DMA)를 지원해주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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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다. 구체적으로, RDMA 는 CPU를 사용하지 않고 로컬 메모리와 

원격 메모리 사이에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연산용 

서버에서 메모리 풀로 데이터를 전송할 시, 데이터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NIC)에서 애플리케이션 버퍼로 복사되는 데이터의 

임시 복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27], 이는 그림 2와 같이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능을 NIC 에 오프로딩[8]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서 기존 

인터커넥션 기술보다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를 

위해 RDMA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NIC 이 아닌, RDMA 를 

지원해주는 RDMA NIC(RNIC)을 사용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RDMA 는 

기존의 인터커넥션 기술과 비교해서 빠른 처리 속도와 저 지연시간을 

구현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나 고성능 컴퓨터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하는 환경[29, 33,47]에서 활용된다. 

 

 
(a) 메세지 수신 측의 개입이 필요한 two-sided 방식 

 

 
(b) 메세지 수신 측의 개입이 없는 one-sided 방식 

그림 3. RDMA 의 두 가지 메세지 송수신 방식 

 

또한 RDMA 는 그림 3 처럼 두 가지 방식의 메세지 송수신 방식을 

제공한다. 첫째로, 기존 메세지 송수신 방식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수신하는 서버 노드의 개입이 필요한 two-sided 방식(그림 3-(a))를 

제공하고,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통해서 해당 방식을 

지원한다. 둘째로는, RDMA 의 정의처럼 메세지 수신 단의 개입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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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one-sided 방식(그림 3-(b))를 제공하고,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통해서 해당 방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RDMA SEND, RDMA RECV 연산의 경우와 다르게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RDMA READ, RDMA WRITE를 하고자 하는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메모리용 서버에서 미리 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연산용 서버가 메모리용 서버로부터 reply request 를 받지 

않더라도, 메모리용 서버의 해당 메모리 영역에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이 제대로 수행됐다는 것을 보장하는 기능을 RDMA 에서 

지원한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통신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RDMA 가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1. RDMA 성능 검증 

 

기존에 많이 쓰이는 네트워크 기술인 TCP/IP 통신과 비교할 때 

RDMA 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지연시간 

분석을 진행하였다[10]. RDMA 의 경우 RDMA SEND, RDMA RECV 

명령어를 사용하였고, TCP/IP 통신과 RDMA 모두 데이터의 크기는 

1KB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은 pingpong 으로 

불리우는, 일정 크기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10 번 반복한 뒤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RDMA 기능을 

지원하는 Mellanox 사의 ConnectX-4 Lx RDMA NIC (RNIC)과 Cisco 

Nexus 3524 스위치를 사용하였고, 메모리 디바이스로는 DIMM 당 

16GB DDR4 DRAM 을 사용하였다. 

 

 
그림 4. TCP/IP 통신과 RDMA 의 지연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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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하드웨어 스택을 보면, TCP/IP 통신과 RDMA 모두 약 

1us 의 비슷한 수준의 지연시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드웨어 

스택이란 패킷이 실제 네트워크 장치를 거쳐서 이동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해당 부분은 TCP/IP 통신과 RDMA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기술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지연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전체 

지연시간의 경우, RDMA 는 약 3.1us, TCP/IP 통신의 경우 약 28us 로 

TCP/IP 통신이 RDMA 에 비해 약 9 배 정도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CP/IP 통신의 경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운영체제 내에서 

전송용 버퍼를 만드는 등의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많은 반면에, 

RDMA 는 대부분의 기능을 RNIC 즉, 하드웨어에 오프로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 그림 4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면 TCP/IP 통신이 약 27us, RDMA 가 2us 정도로 

TCP/IP 통신의 지연시간이 훨씬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RDMA 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를 줄임으로써 TCP/IP 

통신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메모리 풀 구성 

 

메모리 풀은 DRAM 또는 차세대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Non-

Volatile Memory, NVM)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NVM 은 DRAM 대비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DRAM 과 

같이 바이트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고, 스토리지와 유사하게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이 가능한 지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NVM 을 기존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메인 메모리(DRAM)과 스토리지(NAND SSD) 

사이에 추가함으로써, DRAM 에서 저장하지 못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대용량 이종 메인 메모리 시스템 

또한 연구되고 있다. 

NVM 은 접근 패턴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Intel 사의 Optane DCPMM [1]은 데이터를 내부 

버퍼에서 256 바이트 단위로 묶어서 처리[41]하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에 랜덤 쓰기/읽기는 내부 버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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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읽기/쓰기에 비해서 낮은 성능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NVM 은 

DRAM 대비 고 지연시간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메모리리근 접근이 

빈번한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NVM 에 할당하면 프로그램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최신 Intel 사의 프로세서에서는 I/O 가속화 기술인 Data Direct I/O 

Technology (DDIO)[11] 기능을 제공하여 I/O 를 거친 데이터가 

메모리가 아닌 라스트 레벨 캐시에 저장되도록 한다. 해당 기능은 

RDMA 기술과 같이 활용되어 연산용 서버에서 전송받은 데이터를 

메모리용 서버의 로컬 캐시에 바로 저장되도록 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데이터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로 내리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이 때 NVM 의 고 지연 특성으로 인해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1. NVM 성능 검증 

 

 
그림 5. 메모리 디바이스에 따른 성능 비교 

 

메모리 디바이스의 성능 및 데이터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추가 

작업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DRAM 과 

DCPMM 을 활용하여 메모리 풀을 구성한 시스템의 성능 및 특성을 

비교하였다[10]. 실험 환경은 2.1.3절에서 설명한 실험환경과 동일하되, 

추가적으로 메모리 풀을 모사하기 위해 DIMM 당 128GB Intel Optane 

DC Persistent Memory (DCPMM)를 사용하였다. 그림 5에서의 

지연시간은 평균 지연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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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하드웨어 스택, 즉, 네트워크 하드웨어에서의 

지연시간을 의미하는 흰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 같은 크기의 데이터에 

대해서 메모리 디바이스의 종류 및 DDIO 기능의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연시간이 동일하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스택이 

실제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같으면 

메모리 디바이스 및 DDIO 기능의 활용 여부가 성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의 경우 전체 시간에서 RDMA 

지연시간을 제외한 부분으로써, 메모리 디바이스의 자체적인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DRAM 과 DCPMM 모두 같은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DDIO 기능을 비활성화하게 되면, 메모리 접근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지연시간도 더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DIO 기능이 비활성화되면, 데이터가 메모리에 바로 쓰여지기 때문에 

메모리 디바이스의 자체적인 성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되고, 이 경우 

DCPMM 이 DRAM 보다 고 지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의 

저하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하되는 비율이 데이터 크기 4KB 

기준으로 약 4%로,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를 

통해서 메모리 디바이스 자체적인 성능보다도 네트워크의 성능이 

시스템의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 DDIO 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의 DCPMM 의 꼬리 

지연시간(tail latency) 

 

또한 소수의 긴 지연시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제일 성능이 안 좋게 측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꼬리 

지연시간(tail latency)를 비교하였을 때도 그림 6과 같이 평균 

지연시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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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한 testbed 

시스템 구현 

 

 

제 1 절 Target 시스템 

 

앞선 2장 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원격 서버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시스템 관련 기존 연구들은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메모리 시스템(Distributed 

Memory System)과 비교하여 메모리 활용성 및 확장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실제로 최근 산업계에서도 많이 활용[24, 42, 43]되고 있는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을 

target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를 구분하면, 

크게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 풀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기술,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종류,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솔루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해당 

요소들을 각기 따로 떼어놓고, 해당 요소에만 집중하여, 심도 있는 분석 

및 최적화 방안을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보편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진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및 조합, 구현 방식의 표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본 섹션에서는,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및 조합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해 구축한 

testbed 시스템을 소개한다. 기존 연구들 중 일부[3, 4, 5]에 대해서 

해당 연구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reproduce 를 시도해봤지만, 

해당 솔루션에서 base 로 참고한 리눅스 커널 버전 차이로 인한 각종 

함수들의 인터페이스 이슈, 해당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API 와의 호환성 



 

 15 

문제 등으로 인해서 reproduce 를 하지 못하였고, 아래와 같은 testbed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testbed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target 시스템은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앞서 2.2절에서 언급한 분리된 메모리풀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및 구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선정하였다. 

첫째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측면에서는,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가 메모리 풀의 캐시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들[3, 4, 8, 35]에서도 이와 같은 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필요한 데이터를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로 캐싱하고, 해당 서버 내에서 load/store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함으로써, 원격 메모리로의 

load/store 명령어를 통한 접근을 모사할 수 있다. 실제 CXL[6], Gen-

Z[7] 등의 현재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들은 연산용 

서버에서 원격 메모리 풀로 기존의 load/store 명령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연산용 서버에서 원격에 

존재하는 메모리 풀로 접근할 때 네트워크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격 메모리로의 접근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연산용 서버에 데이터를 

캐싱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만을 연산용 서버에 둘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원격 메모리로의 접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연산용 서버로 캐싱해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의 용량 제약 등의 이유로 

데이터가 메모리용 서버로 내보낼 시에, 적절한 caching policy 를 

바탕으로 내보내는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를 캐시로 활용하는 관련 연구들은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 Least Recently Used (LRU) 알고리즘을 caching 

policy 로써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1 절에서 후술할 

microbenchmark에서 LRU 알고리즘 외에도 Least Frequently Used 

(LFU) 기반의 알고리즘, First in First out (FIFO) 알고리즘, 

application 에서 자주 접근하는 페이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한 

상태에서의 알고리즘 등 다양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활용함으로써, 

연산용 서버로 데이터를 캐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을 때의 시스템 

성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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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로써 DRAM 과 함께, 

상용화된 NVM 제품인 Intel 사의 Optane DC Persistent Memory 

(DCPMM)[1]을 사용하였다. DCPMM 등의 NVM 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큰 폭의 성능 저하 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선 2.3.1 절 및 2.3.2절에서 

선술하였듯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은 전체적인 성능이 네트워크 

지연시간에 더 큰 영향 (network-bound)을 받기 때문에, NVM 의 고 

지연시간이라는 특징이 시스템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서 NVM 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할당 및 해제, 

메모리 관리 등을 위한 솔루션은 일부 기존 연구들[3, 20, 21, 

22]에서처럼 application 에 transparent 하도록, 즉, 메모리 관련 

솔루션이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 과 무관하도록 하는 방식을 

모사하였다. Application-transparent 한 시스템은 개발자가 새로운 

application 을 개발하거나, 기존 application 을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 이식(porting)하고자 할 때, application 의 코드를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 맞춰서 구현, 또는 수정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e.g., mmap(), malloc(), munmap() 등의 시스템 콜 또는 

load/store 명령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표 1 에 정리해놓은 

솔루션 중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application 에 transparent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은 별도의 하드웨어를 시스템에 

추가하거나[20, 22], 새로운 방식의 운영체제를 제안[21]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소폭만 수정하는 

방식[3]에 초점을 두었다. 

Application-transparent 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선,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 풀 사이의 메모리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본 testbed 시스템에서는 이를 위해, 연산용 

서버에서의 시작 주소와 메모리 풀을 모사한 메모리용 

서버(4.2절)에서의 메모리 시작 주소를 mapping 하여 메모리 관리를 

하는 mapping table (3.5절)이라는 데이터 구조체와 이를 관리하는 

memory manager (3.5절)을 구현하였다. 특히, Infiniswap[3]의 경우, 

메모리 관리를 위해 이와 유사하게, 표 1 에 요약된 것처럼 기존 단일 

머신 환경에서의 virtual memory system 에서의 block device 를 

기반으로 하는 swap space 및 메모리 관리를 위해 daem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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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의 메모리 관리를 위한 daemon 은 

본 논문에서의 mapping table 이 없는 서버 측의 memory manager 

(3.5절)처럼 block device 로부터의 request 를 수신하여, 단지 메모리 

할당 및 해제를 해주는 역할만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메모리 관리를 

하는 주체가 연산용 서버로 강제된다는 점과, virtual memory system 을 

활용하다보니, linux kernel 속의 page fault handler 를 통해야되고,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testbed 시스템에서 구현한 mapping table 및 memory 

manager 는 application 특성에 따라서 mapping table 의 위치가 연산용 

서버 또는 메모리 풀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메모리 관리의 주체가 어느 한 서버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산용 서버의 메모리 주소와 메모리 풀에서의 메모리 주소를 

일대일로 mapping 하여 저장함으로써, application 이 메모리 풀에서의 

메모리 주소를 알기 위해 복잡한 메모리 주소 변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요약하면, 위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의 

target 시스템을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testbed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기존 연구 중에서 본 testbed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솔루션인 Infiniswap[3]과 비교하면, 본 testbed 시스템에서는 연산용 

서버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caching policy 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4.1 절에서 서술하는 다양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또한, 메모리 관리의 주체가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시스템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없도록 

구현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결과는, 4.1 절에서 서술한 

microbenchmark와 함께 4.3절 및 4.4절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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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체 구성 및 데이터의 흐름 

 

 
(a)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존재하는 경우 

 

 
(b)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존재하는 경우 

그림 7. Testbed 시스템 구성도 

 

Testbed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7과 같이, 연산용 서버 한 대와 

메모리용 서버 한 대를 이용하여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모사하였다. 또한, 메모리용 서버에서 메모리 디바이스에 따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실험은 DDIO 를 비활성화한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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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scription 

Request type 

메모리용 서버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지 알려주는 변수 

(REMOTE_MMAP, REMOTE_MUNMAP, REMOTE_EVICT,

 REMOTE_FETCH) 

PID 
메모리용 서버로의 RDMA request를 전송한 연산용 서버에

서의 process id 

len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길이 

addr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 

표 2. 연산용 서버에서의 메모리용 서버로 전송하는 RDMA request 

구조 

 

Testbed 시스템에서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DRAM)이 메모리 

풀의 캐시 역할을 하도록 구현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데이터 및 

request 의 흐름은 그림 7에서의 빨간색 화살표와 같다. 연산용 서버 및 

메모리용 서버에서의 메모리 할당(본 논문에서는 remote mmap 이라고 

칭함, 3.3절) 후 데이터의 저장은 우선적으로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용량의 제약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연산용 

서버에 데이터의 저장이 불가하다면, 메모리용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본 논문에서는 remote evict 라고 칭함, 3.4절)하고, 만약 

필요한 페이지가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는 존재하지 않고 

메모리용 서버에 존재한다면 해당 페이지를 인출한다(본 논문에서는 

remote fetch라고 칭함, 3.4절). 위의 과정들에서 두 서버 사이에 

주고받는 request 는 기본적으로 표 1 과 같이 생성하되, remote 

evict 와 같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표 1 에 더불어 데이터도 함께 

전송한다. 이 때,  메모리를 할당 및 해제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해주면서 동시에,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용 서버 사이에서 페이지가 

remote evict 및 remote fetch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서버에 존재하는 

페이지의 탐색을 보다 간단하게 해주는 데이터 구조체인 mapping table 

(3.5절)을 구현하였다. Mapping table 은 연산용 서버에서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와 메모리용 서버에서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를 

mapping 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관리해준다. 또한, request 에 맞게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mapping table 을 update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memory manager (3.5절)도 연산용 서버 및 메모리용 

서버에 상황에 맞게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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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격 메모리 할당(remote mmap) 및 원격 

메모리 해제(remote munmap) 

 

앞선 3.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testbed 시스템은 기존 연구들[3, 

20, 21, 22]에서처럼, mmap(), malloc(), munmap() 등의 메모리 할당 및 

해제와 관련된 기존 인터페이스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메모리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 에 transparent 하도록 구현하는 방식을 

모사하였다. 또한, Hotpot[4]은 2.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file 

형태로 할당된 데이터들을 target 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기존의 

mmap() 및 munmap()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 

testbed 시스템이 target 으로 하는 시스템과 메모리 할당 및 해제 

관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pplication 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메모리용 서버로의 원격 메모리 할당 및 원격 메모리 해제가 필요한 

경우, 연산용 서버에서 mmap()과 munmap()을 활용한 메모리 할당 및 

해제가 우선적으로 실행된 후에, 메모리용 서버로 관련 request 를 

송신하면 메모리용 서버에서 마찬가지로 malloc()과 munmap()을 

활용한 메모리 할당 및 해제가 진행되도록 구현하였다. 해당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에 위치한 경우의 원격 

메모리 할당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산용 서버에서 먼저 메모리 할당을 

진행한 후, 원격 메모리 할당을 요청하는 RDMA request 를 생성하여 

메모리용 서버 측으로 전송한다. 메모리용 서버에서는 RDMA 

request 를 수신한 뒤, 메모리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malloc 을 

수행한다. 그리고 RDMA request 속 연산용 서버에서의 정보와 

메모리용 서버에서 할당한 object 정보를 mapping 하여 entry 를 

생성하고, 해당 entry 를 mapping table 에 삽입한 뒤, 연산용 서버에 

reply request 를 전송한다. 이 때, 연산용 서버 측은 메모리용 서버에 

RDMA request 를 전송한 뒤, 메모리용 서버 측으로부터 reply 

request 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 연산용 서버 측에서 제대로 된 

reply request 를 수신하면, 원격 메모리 할당 과정이 끝난다. 

다음으로,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위치한 경우의 원격 

메모리 할당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산용 서버 측에서 RDMA 

request 를 전송한 뒤, 메모리용 서버가 RDMA request 를 수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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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할당하는 과정까지는 똑같지만, 그 

이후에 과정이 달라진다. 메모리용 서버에서 메모리 할당을 진행한 뒤, 

이번에는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담긴 reply request 를 연산용 

서버로 전송한다. 연산용 서버에서는 reply request 를 수신하여, 처음에 

진행했었던 연산용 서버에서의 메모리 할당 정보와 해당 reply request 

속 메모리용 서버에서의 정보를 mapping 하여 entry 를 생성하고, 해당 

entry 를 mapping table 에 삽입한다. 이렇게 mapping table update까지 

완료되면, 원격 메모리 할당 과정이 끝난다. 

원격 메모리 해제 또한 원격 메모리 할당과 비슷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위치한 경우에는, 

연산용 서버에서 먼저 메모리 해제를 진행한 후, 메모리용 서버로 

RDMA request 를 전송하고, 메모리용 서버에서 이를 수신하여 메모리 

해제가 실행된다. 이 때, 해당 RDMA request 속 연산용 서버에서의 

process id 와 연산용 서버에서 할당된 메모리 시작 주소를 이용하여 

mapping table 에서 해당되는 entry 를 찾은 뒤, 메모리 해제를 

진행하고, 해당 entry 를 삭제한다. 이렇게 mapping table update 가 

완료되면, reply request 를 연산용 서버 측에 전송하고, 연산용 서버 

측에서 reply request 를 수신하면, 원격 메모리 해제가 끝나게 된다.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위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격 메모리 해제 과정이 이루어진다. 연산용 서버에서 메모리 해제를 

진행한 후, mapping table 에서 process id 와 해제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바탕으로 entry 를 찾고, 해당 entry 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용 

서버에서의 메모리 시작 주소가 담긴 RDMA request 를 전송하면, 

메모리용 서버가 이를 수신하여 해당 주소에서의 메모리 해제를 

진행하고, 연산용 서버 측에 reply request 를 전송한다. 연산용 

서버에서 이를 수신하고, 해당되는 mapping table 의 entry 를 

삭제함으로써 mapping table 을 update 하고, 원격 메모리 해제 과정이 

끝나게 된다. 

위와 같이 원격 메모리 할당 및 해제를 위해서는 메모리용 서버가 

관련 request 를 수신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request 를 보내는 과정에서 RDMA 에서 지원하는 two-sided 연산인 

RDMA SEND, RDMA RECV 연산만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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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원격 메모리 접근(remote evict 및 remote 

fetch) 

 

기존 연구들[3, 4, 8, 35]에서와 같이, 메모리용 서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연산용 서버로 캐싱하여 사용하는 경우, 캐싱을 위해 메모리용 

서버로부터 연산용 서버로 데이터를 인출(remote fetch, 

Infiniswap[3]에서는 page in 이라고 표현함)하는 것과,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의 용량 제약으로 인해, 연산용 서버로부터 메모리용 

서버로의 데이터의 추출(remote evict, Infiniswap[3]에서는 page 

out 이라고 표현함)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한다. 앞선 3.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remote evict 와 remote fetch는 모두 원격에 존재하는 

메모리용 서버에 접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거쳐야만하고, 

이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remote evict 와 

remote fetch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시스템 성능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Infiniswap[3]이 기존 연구 중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testbed 시스템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더해서, 앞선 3.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remote evict 와 remote fetch 

횟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고려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4.4절에서 서술한다. Remote evict 와 remote 

fetch에 관한 보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 과정들은 경우에 

따라서 메모리용 서버의 개입 없이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DMA SEND, RDMA RECV 연산과 함께 RDMA 에서 지원하는 one-

sided 연산인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이용하는 경우도 

함께 구현하였다. 

우선,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위치한 경우에는 remote evict 

과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연산용 서버에서 evict 할 페이지의 

시작주소와 evict 할 페이지의 내용이 담긴 RDMA request 를 생성하고 

메모리용 서버 측에 전송한다. 즉, 이 경우에는 RDMA request 가 표 

2에 더불어, 페이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페이지 크기에 해당하는 

4KB가 덧붙여저서 메모리용 서버 측으로 전송된다. 메모리용 

서버에서는 RDMA request 를 수신한 뒤, 해당 request 속 연산용 

서버의 메모리 주소를 바탕으로 mapping table 을 탐색한다. Mapping 

table 에서 해당하는 entry 를 찾은 뒤, 해당 entry 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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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해주고, 동시에 RDMA request 속에 담긴 page 의 내용을 해당 

주소에 복사한다. 

다음으로, remote fetch는 연산용 서버에서 fetch할 페이지의 시작 

주소 및 길이가 담긴 RDMA request 를 생성하여 메모리용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시작된다. 연산용 서버는 RDMA request 를 전송한 뒤, 

필요한 데이터를 수신할 때까지 대기한다. 메모리용 서버에서는 remote 

evict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apping table 에서 해당하는 entry 를 찾은 

뒤, 만약 entry 가 존재한다면, 해당 entry 에 저장된 메모리용 

서버에서의 주소를 활용해 필요한 페이지를 연산용 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entry 를 update 해준다. 연산용 서버는 이를 수신한 뒤, 해당 

페이지 속 data 를 update 해준다.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이용하면서,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mapping table 을 update 해주는 

과정이 연산용 서버 측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빼고는 위의 경우와 

과정이 동일하다.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위치하는 경우, remote evict 

및 remote fetch를 하는 과정에서 RDMA 에서 지원하는 연산들 중 

RDMA SEND, RDMA RECV 연산이 아닌, 수신 측 서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존재할 때는, 

메모리용 서버가 remote evict 또는 remote fetch되는 페이지에 대해서 

mapping table 을 update 해주기 위해서 request 를 수신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지만,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존재할 

때는 메모리용 서버는 request 에 따라서 적절한 작업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용 서버의 개입이 없이도 remote evict 또는 remote 

fetch를 수행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remote evict 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연산용 

서버의 evict 할 페이지의 시작 주소를 바탕으로 mapping table 을 

탐색하여 entry 를 찾은 뒤, 상태를 update 해준다. 해당 entry 에 

저장된 메모리용 서버의 시작 주소가 담긴 RDMA request 를 생성하고, 

RDMA WRITE 연산을 이용하여 메모리용 서버 측에 전송한다. 이 때,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활용하는 경우와 다르게, 연산용 

서버에서 메모리용 서버로부터 reply request 수신을 기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메모리용 서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용 서버에서도 RDMA request 를 수신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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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fetch는 RDMA WRITE 연산이 아닌 RDMA READ 연산을 

활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remote evict 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제 5 절 Memory manager 및 mapping table 

 

 
(a)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이용하면서,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b)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이용하면서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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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이용하면서,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그림 8. Memory manager 동작 과정. 

그림에서의 빨간색 선은 remote mmap, remote munmap, remote 

evict, remote fetch 중 임의의 적절한 연산이 수행됨을 

의미함(그림에서는 remote evict).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mapping 

table 이 각 그림에서 반대되는 위치(e.g.,그림 (c)의 경우,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위치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경우에 실행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함. 

 

Infiniswap[3]에서의 daemon 과 유사하게, request 에 따른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서 mapping table 을 update 해주는 

소프트웨어인 memory manager 를 구현하였다. 앞선 3.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Infiniswap[3]에서의 

daemon 은 단순히 request 를 수신하여 그에 따른 메모리 할당 및 해제 

등을 해주는 역할에 그치지만, 본 논문에서의 memory manager 는 

mapping table 과 함께 있는 서버 측에서는 이를 넘어서, 메모리 관리의 

주체 역할까지 담당한다.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의 연산용 

서버에서의 memory manager 의 동작은 그림 8-(a), 8-(b)와 같다.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그림 8-(a))는 관련 

RDMA request 를 메모리용 서버로 전송한 뒤 기다리다가, reply 

request 를 수신하면, mapping table 을 update 해준다.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그림 8-(b))는 앞선 3.2절에서 

언급했듯이, 원격 메모리 할당 및 해제의 경우는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꼭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remote evict 및 remote 

fetch 연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연산용 서버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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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MA request 를 생성해서 메모리용 서버로 전송하게 되는데, 이 때 

2.3절에서 언급했듯이 송신한 RDMA request 와 관련된 reply 

request 를 받지 않아도 request 가 제대로 송신됐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바로 mapping table 을 update 해준다. 이렇게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존재할 때는, 메모리용 서버 측에 존재하는 memory 

manager 는 request 를 수신하여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그림 8-

(c)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담당한다.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존재하는 경우에, 메모리용 

서버에서의 memory manager 의 동작 과정은 그림 8-(c)와 같다. 

연산용 서버 측에서 전송한 RDMA request 를 수신한 후에, 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작업을 수행한다(그림 8에서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remote evict 를 수행했다고 가정).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와 RDMA 

request 에 저장되어있는 연산용 서버에서의 메모리 할당 정보를 

mapping 하여 mapping table 을 함께 update 해준다. 이렇게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존재할 때는, 연산용 서버 측에 존재하는 

memory manager 는 앞서 설명한 과정에서 mapping table 을 

update 하는 과정을 제외한 과정(그림 8-(a) 및 그림 8-(b))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수행한다. 

 

 
그림 9. Mapping table 구성도 

CN 은 computing node 의 약자로써 연산용 서버를 의미하고, 

MN 은 memory node 의 약자로써 메모리용 서버를 의미함. 

 

Mapping table 은 연산용 서버에서의 주소와 메모리용 서버에서의 

주소를 mapping 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체로써, 두 서버 사이의 

페이지 정보 관리를 보다 쉽게 해준다. Mapping table 의 구성은 그림 

9와 같고, mapping table 의 위치와 관계없이 구성은 동일하다. 우선 

연산용 서버에서의 process id (PID)를 기준으로 먼저 할당을 한다. 

그리고, 하나의 process 에 대해서는 연산용 서버에서 할당한 메모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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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주소와 메모리용 서버에서 할당한 메모리의 시작 주소와 상태를 

페이지 단위로 mapping 하여 저장한다. 

이러한 mapping table 은 RDMA request 단위로 update 되고, 

update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격 메모리 할당(remote mmap)을 수행할 

시에는 할당할 메모리 영역을 페이지 단위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주소를 

저장한다. 원격 메모리 해제(remote munmap) 시에는 해제할 메모리 

영역을 마찬가지로 페이지 단위로 탐색하여서 제거한다. 원격 메모리 

접근(remote evict / remote fetch) 시에는 각 작업이 수행될 페이지의 

주소를 찾은 뒤, 해당 페이지의 상태를 update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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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스템 성능에 대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따른 영향 분석 

 

 

앞선 3장에서 서술한 testbed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2장에서 언급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중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의 특성에 따른 시스템 성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의 

microbenchmark (4.1 절)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 및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제 1 절 실험 환경 

 

연산용 서버 

CPU Intel(R) Xeon(R) CPU E5-2698 v4 

Memory 32 GB DDR4 DRAM 

OS Ubuntu 18.04.5 LTS (Linux kernel 5.3) 

RNIC + Switch Mellanox ConnectX-4Lx + Cisco Nexus 3524 

메모리용 서버 

CPU Intel(R) Xeon(R) Platinum 8260 CPU 

Memory 128 GB DCPMM + 32 GB DDR4 DRAM 

OS Ubuntu 18.04.5 LTS (Linux kernel 5.4) 

표 3. Testbed 시스템 실험 환경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템 사양은 표 2와 같다. 2.3.1 절과 

2.3.2절에서의 실험 환경과 동일하게 RDMA 기능을 지원하는 

Mellanox 사의 ConnectX-4 Lx RDMA NIC (RNIC)과 Cisco Nexus 

3524 스위치를 사용하였고, 메모리 풀 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해 DIMM 

당 16GB DDR4 DRAM 과 DIMM 당 128GB Intel Optane DC 

Persistent Memory (DCPMM)를 사용하였다. 

구성한 testbed 시스템에서 microbenchmark를 실행하면서 다양한 

환경 하에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성능 변화를 관측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microbenchmark의 페이지 접근 패턴은 다수의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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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application 에서 많이 사용되는 페이지 접근 패턴인 pointer 

chasing[12]과 Zipf's law에 따라 특정 페이지에 대한 접근 빈도가 

높은 페이지 접근 패턴을 생성하는 Zipfian 분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eta (전 Facebook) 사에서 쓰는 대표적인 캐싱 

시스템[13] 중 social-graph cache, CDN cache, Lookaside cache 의 

데이터 접근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생성하도록 각각 α 를 0.55, 0.7, 

0.9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α 의 값이 작다는 것은 지역성(locality)가 

낮아져서, 페이지를 캐싱하는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은 pointer chasing, Zipfian 분포로 생성한 페이지 접근 패턴에 

따라서 페이지에 접근하여, 각 페이지별로 streaming 형태로 연속된 

메모리 주소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산용 서버에 

저장하는 페이지의 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연산용 서버의 용량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microbenchmark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앞선 

3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low-on-memory) 등으로 인해서 remote evict 또는 remote 

fetch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선 remote 

evict 및 remote fetch의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caching 

policy 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하였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인 Least Recently Used (LRU) 

알고리즘, Least Frequently Used (LFU)+LRU 알고리즘, First in First 

out (FIFO)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LFU+LRU 알고리즘이란 

기본적으로 frequency 에 기반하여 evict 할 페이지를 선정하되, 같은 

frequency 를 가지는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LRU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이러한 3가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과 더불어, Andres Lagar-Cavilla 등[31]에서 시도한 것처럼, 

접근 빈도가 높은 페이지들을 우선적으로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저장해두는, 즉, 캐싱해두는 방법(본 연구에서는 Priority for High 

Access Frequency, PHAF라고 칭함)을 함께 구현하여 다른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해당 방법은 이미 어느 페이지에 접근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즉, 최적의 경우를 상정한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는 총 1000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총 10000 번의 접근을 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두고 진행하였다. 또한 모든 실험은 DDIO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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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메모리 디바이스에 따른 성능 비교 

 

메모리 디바이스의 자체적인 성능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DRAM 과 DCPMM 을 활용하여 메모리 풀을 구성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섹션에서는 실제 application 을 모사한 

microbenchmark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는 DCPMM 의 고 

지연시간이라는 특징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LRU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RDMA 연산은 RDMA SEND, RDMA 

RECV 를 활용하였다. 

 

 

 
(a) Pointer chasing 

 

 
(b) Zipfian α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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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Zipfian α = 0.7 

 
(d) Zipfian α = 0.9 

그림 10. Microbenchmark에서의 메모리 디바이스별 성능 비교 

 

그림 1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경우에 대해 remote page 

rate, 즉, 전체 페이지 중 메모리용 서버에 저장되는 페이지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성능 저하 폭이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징으로는 

DCPMM 을 장착하였을 때가 DRAM 을 장착하였을 때보다 성능 저하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페이지 중 메모리용 서버에 저장되는 

페이지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연산용 서버에 저장되는 페이지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메모리용 서버로의 

remote evict 및 fetch의 횟수가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11 에서의 페이지 부재(page fault) 횟수 그래프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메모리용 서버로의 접근 횟수의 

증가를 야기하게 되고, 메모리용 서버에 장착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환경이 조성된다. 따라서, DCPMM 의 고 

지연시간이라는 특징이 더 영향을 크게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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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페이지 부재(page fault) 횟수 비교 

또한 Zipfian 분포를 활용하였을 경우만을 보았을 때(그림 10-(b), 

(c), (d)), α 값이 작을 때보다 클 때의 성능 저하 폭이 더 작았는데, 

이는 α 값이 클수록 더 소수의 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page fault 횟수가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고, 이 또한 그림 11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에서 각 remote page rate 별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래프).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DCPMM 을 장착한 경우에, DRAM 을 

장착하였을 때에 비해 가장 크게 저하된 성능 폭이 약 3.1%일 정도로, 

성능 저하 폭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실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서 큰 폭의 성능 저하 없이 DCPMM 을 비롯한 

NVM 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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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Mapping table 의 위치 및 그에 따른 RDMA 

operation 별 성능 비교 

 

1. Mapping table 의 위치에 따른 성능 비교 

 

 
(a) Pointer chasing 

 

 
(b) Zipfian α = 0.55 

 

 
(c) Zipfian α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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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Zipfian α = 0.9 

그림 12. Mapping table 의 위치에 따른 성능 비교 

CN 은 computing node 의 약자로써 연산용 서버를 의미하고, 

MN 은 memory node 의 약자로써 메모리용 서버를 의미함. 

 

Mapping table 의 위치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LFU+LRU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메모리 디바이스로는 DCPMM 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RDMA 연산은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활용하였다. 

그림 12를 보면,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위치한 경우와 

메모리용 서버 측에 위치한 경우에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행 시간 차이가 가장 길게 발생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약 2% 정도 차이를 보였을 정도로, 성능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mapping table 의 위치가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에 위치할 때와, 

메모리용 서버에 위치할 때, 연산용 서버에서 메모리용 서버로 접근하여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실험은 연산용 서버 1 대와 메모리용 서버 1 대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만약 실제 시스템에서 연산용 서버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해당 연산용 서버들끼리의 메모리용 서버의 메모리에 대한 

일관성(coherence)를 고려해야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 측에 위치한 

경우는 성능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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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MA operation 에 따른 성능 비교 

 

 
(a) Pointer chasing with DRAM 

 

 
(b) Pointer chasing with DCPMM 

 

 
(c) Zipfian α = 0.55 with DRAM 

 



 

 36 

 
(d) Zipfian α = 0.55 with DCPMM 

 

 
(e) Zipfian α = 0.7 with DRAM 

 

 
(f) Zipfian α = 0.7 with DC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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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Zipfian α = 0.9 with DRAM 

 

 
(g) Zipfian α = 0.9 with DCPMM 

그림 13.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에 위치해 있을 때, RDMA 

operation 에 따른 성능 비교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에 위치하였을 때는 앞선 4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RDMA SEND, RDMA RECV 연산 뿐만 아니라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LFU+LRU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그림 13을 보면 모든 경우에 

대하여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사용하였을 때가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remote 페이지 비율에 

따라 최저 약 4%에서 최고 약 30%까지 성능이 좋게 나왔다. 이는 

RDMA SEND, RDMA RECV 연산의 경우는 메모리용 서버에서 RDMA 

request 를 수신하여 이를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 호출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반해,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은 그러한 과정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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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MA READ, RDMA WRITE 연산과 RDMA SEND, RDMA 

RECV 를 사용하는 두 경우 모두 같은 메모리 접근 패턴에 대해서 

DCPMM 을 장착하였을 때가 DRAM 을 장착하였을 때보다 실행 시간이 

더 길게 측정되었는데, 그 정도가 약 1% ~ 약 5%로 미미하였다. 이는 

2.4.1 절과 4.2절에서 언급한 메모리 디바이스의 자체적인 성능이 

시스템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Zipfian 분포에서 α 값이 작을수록 실행 시간이 더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α 값이 작을수록 더 많은 수의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어서 페이지 부재(page fault) 횟수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remote evict 및 remote fetch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4.3절을 통해서 mapping table 은 메모리용 서버 측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으며, 만약에 mapping table 이 연산용 서버에 

반드시 위치해야하는 경우라면, RDMA SEND, RDMA RECV 연산이 

아닌 RDMA READ, RDMA WRITE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시스템 

성능에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4 절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따른 성능 비교 

 

 
(a) Pointer 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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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Zipfian α = 0.55 

 

 
(c) Zipfian α = 0.7 

 

 
(d) Zipfian α = 0.9 

그림 14.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따른 성능 비교 

 



 

 40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서는 연산용 

서버의 용량에 따라서 메모리용 서버로의 원격 메모리 접근(remote 

evict 및 remote fetch)[3]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격 메모리로의 접근은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실행 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페이지를 최대한 연산용 

서버에 오래 저장되어 있도록, 즉, 연산용 서버를 기준으로 페이지의 

입출입을 최대한 적게함으로써, 원격 메모리로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섹션에서는 4.1 절에서 언급한 4개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행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에서의 효과적인 원격 페이지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메모리용 서버의 메모리 디바이스는 DCPMM 을 사용하였고, mapping 

table 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PHAF (Priority for High Access Frequency) 알고리즘[31]의 

경우는 4.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접근 빈도가 높은 페이지들을 

우선적으로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저장해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application 이 어느 페이지에 접근할 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한 방법으로써, 최적의 경우를 상정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실제로 

그림 14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PHAF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가 실행 

시간이 가장 적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FIFO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기 위해 활용하였고, 그림 14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실행 시간이 가장 길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a) Pointer 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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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Zipfian α = 0.55 

 

 
(c) Zipfian α = 0.7 

 

 
(d) Zipfian α = 0.9 

그림 15.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따른 페이지 부재(page fault) 

횟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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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를 보면 현재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LRU 

알고리즘에 비해서 LFU+LRU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 실행 시간이 

더 짧게 측정된 경우들이 존재한다. 특히, Zipfian 분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LFU+LRU 알고리즘이 LRU 알고리즘에 비해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이는 Zipfian 분포가 특정 소수의 

페이지들에 집중적인 접근 패턴을 생성하는데, LFU+LRU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frequency 를 기준으로 교체될 페이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접근된 페이지들의 페이지 적중(page hit) 비율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림 15의 그래프처럼 결과적으로 페이지 

부재(page fault)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메모리용 서버로의 접근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실행 시간이 적게 측정되게 된다. 

이처럼,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의 

특성과, 연산용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캐싱해두는 구성 방식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LRU 알고리즘의 

무조건적 사용이 아닌,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 의 특성을 

고려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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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최근 데이터의 전송량 및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들을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가 등장하였다. 또한, 

차세대 인터커넥션 기술의 개발, 그리고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와 같은 고성능 네트워크 기술의 활성화 등으로 원격 

서버의 메모리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대용량 메모리 풀을 다수의 

연산용 서버들이 접근 및 공유하는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Disaggregate Memory Pool System)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은 주요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 풀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기술,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종류,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전반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리하고, 동시에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 등은 조합 및 구성 방법에 따라서 시스템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앞서 언급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연산용 서버, 메모리용 서버 각 1 대로 구성된,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모사한 RDMA 기반의 testbed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관리하고 application 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을 구현하였다. 이 때, testbed 시스템은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가 메모리용 서버의 캐시 역할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은 application 이 코드 및 시스템 수정없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mapping table 이라는 

구조체를 활용한다. Mapping table 은 연산용 서버와 메모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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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의 메모리 주소를 mapping 하여 유지하며, 연산용 서버에서 

메모리용 서버로의 메모리 할당 및 해제, 그리고 접근에 따른 두 서버 

사이의 메모리를 관리한다. 이렇게 구축한 testbed 시스템 및 솔루션을 

바탕으로 여러 페이지 접근 패턴 및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메모리 풀을 구성하는 메모리 디바이스로 NVM 인 Intel 

Optane DC Persistent Memory 를 활용하더라도 DRAM 을 활용한 경우 

대비 시스템의 성능 최대 하락 폭이 약 3.1%로 그 폭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분리된 메모리 풀 시스템 구축을 위해 NVM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솔루션 구현 특성에 따른 성능 

분석을 분석 결과, 동일한 RDMA SEND, RDMA RECV 연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 논문의 testbed 시스템에서는 mapping table 의 위치가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제 시스템에서 각 연산용 

서버에 존재하는 mapping table 사이의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고려하면 메모리용 서버 측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RDMA 연산을 사용할 

경우, mapping table 을 연산용 서버가 관리하며, 이에 맞는 RDMA 

READ , RDMA WRITE 연산을 활용한 구현이 메모리용 서버가 mapping 

table 을 관리하도록 한 구현보다 평균 약 27%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연산용 서버의 로컬 메모리로부터의 페이지 교체 시, 솔루션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LFU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 LRU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보다 평균 15%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application 페이지 접근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성능 향상 또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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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study according to 

the components for building an 

effective RDMA-based 

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 
Hyuntae Jung 

Department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dvent of next-generation non-volatile memory (NVM),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interconnection technology, and the 

activation of high-performance network technologies such as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 allow remote server memory to be 

accessed with relatively low overhead. Accordingly, it became 

possible to configure a 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 in which 

a large number of servers for computation share a large amount of 

remote memory located outside a single server. 

Most of the separate memory pool systems and related existing 

studies suggested optimization methods focusing on one specific 

element among the interconnection technology that connects the 

computational server and the memory pool, the types of memory 

devices constituting the memory pool, and A solution to manage the 

entire system in terms of hardware or software and utilize the 

system at the same time. Since these factors can all significantly 

affect the performance and behavior of a system depending o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and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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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not only to implement each well but also to select and 

combine them properly, but standards that are still universally known 

as appropriate does not exis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major components 

constituting the above-mentioned 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 on system performance through experiments, and based on 

this, we propose an effective method of constructing a 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 To this end, an RDMA-based testbed system 

that simulates a 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 consisting of one 

server for computation and one server for memory was constructed. 

In addition, we implemented a software-based solution that manages 

the system and helps applications utilize the 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 more effectively. At this time, in the testbed system, the 

local memory of the server for computation serves as a cache for the 

server for memory. And the software-based solution utilizes a 

structure called mapping table so that the application can utilize the 

disaggregated memory pool system without modifying the code or 

system. The mapping table has information that maps memory 

addresses in the server for calculation and the server for memory. 

And it manages the memory between the two servers according to 

memory allocation, release, and access from the server for 

computation to the server for memory. Based on the testbed system 

and solution constructed in this way, an experiment was performed in 

which several page access patterns and page replacement algorithms 

were appli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even if Intel Optane DC 

Persistent Memory, which is NVM, is used as the memory device 

constituting the memory pool, the maximum decrease in system 

performance is about 3.1% compared to the case of using DRAM, 

which is not larg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NVM can be 

utilized to construct a separate memory pool syst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erforma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solution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it was confirmed that the location of 

the mapping tabl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ystem performance 

when the same RDMA operation was used. However, consid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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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overhead that may occur in the synchronization process 

between mapping tables existing in each server for calculation in the 

actual system, it is expected that it is better to be located on the 

server side for memory. And when different RDMA operations are 

used, the implementation in which the mapping table is managed by 

the operation server and the appropriate RDMA operation is used 

showed an average performance improvement of about 27% 

compared to the implementation in which the memory server 

manages the mapping table. In addition, when replacing pages from 

the local memory of the server for computation, when the solution 

used the LFU-based algorithm as the page replacement algorithm, it 

showed an average performance improvement of 15%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e LRU algorithm was use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additional performance improvement is possible when 

an algorithm suitable for application page access characteristics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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