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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가 오피스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고사양의 멀티코어 기반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하는 워크로드에도 많이 사용되면서 VDI에 대한 실시간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대되고 있다. 그
에 따라 VDI에서 원격접속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프로토콜과 가상머신의 성능 최적화 또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기반 어플리케이션 운용을 위한 데스크탑 가상화 구성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멀티 프로세싱으로 인한 고부하 상황에서 최적의 성능을 가진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의 코덱 구성을 제안한다. 두 번

째는 가상머신 간 CPU 경합 시 스케쥴링 지연을 줄이기 위한 가상 CPU 스케쥴링 최적화 방안을 제안한다. 시험 결과 

Blast Extreme의 H.264 코덱이 가장 좋고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여줬으며 스케쥴링 최적화를 통해 가상 CPU의 스케

쥴링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VDI) is widely used not only in office work environments but also in 
workloads that use high-spec multi-core-based applications, the requirements for real-time and stability of VDI are 
increasing. Accordingly, the display protocol used for remote access in VDI and performance optimization of virtual 
machines have also become more important. In this paper, we propose two ways to configure desktop virtualization for 
multi-core-based application operation. First, we propose a codec configuration of a display protocol with optimal 
performance in a high load situation due to multi-processing. Second, we propose a virtual CPU scheduling optimization 
method to reduce scheduling delay in case of CPU contention between virtual machines. As a result of the test, it was 
confirmed that the H.264 codec of Blast Extreme showed the best and stable frame, and the scheduling performance of 
the virtual CPU was improved through scheduling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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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워크로드 또한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이 도입

되었다. 오피스 업무 용도의 가상화 환경에서는 수용될

만한 성능 저하도 고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환

경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

화 기술은 광범위한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CPU 주
기를 줄이고 전력을 절약하여 높은 I/O 처리를 효율적으

로 구현하도록 발전해왔다. 그러나 많은 응용 프로그램

에서는 CPU 사용률이 높아지고 전력 소비가 많더라도 

I/O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다. 이에 따라 사용하는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가상화 환

경을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1, 2]. 
데스크탑 가상화에서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선 가상머신의 성능을 보장하도록 구성하

고 워크로드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멀티코어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환경에선 가상머신의 가상 CPU(VCPU) 구성

이 중요한 고려 요소다. CPU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유

한한 자원이고 각 가상머신의 게스트 OS가 가장 동적으

로 요구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서버 관리자는 VCPU
를 과도하게 할당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과도한 VCPU 
할당은 서버 리소스가 낭비되고 가상머신 간에 CPU 경
합을 심화시켜 성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사양을 요구하는 워크로드에 데스크탑 가상화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3]에서는 

가상화 솔루션인 VMware, Xen, Hyper-V, KVM에서 가

상머신의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VMware 하이퍼바이저의 가상머신이 타 가상화 솔

루션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4]에서는 기존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스크탑 가상화의 성능을 분석하

기 위해 대표적인 멀티코어 기반 시스템인 함정전투체

계를 운용하는 환경에서 디스플레이 프로토콜별 프레

임 비교 시험을 진행하였고 VMware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인 Horizon View 환경에서 Blast Extreme 프로토

콜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은 디스

플레이 프로토콜의 코덱별 성능 차이와 실 운용 시 리소

스 공유에 의해 발생 가능한 가상머신의 CPU 경합을 고

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의 CPU 경합을 줄이기 위한 

가상 CPU 스케쥴링 최적화 방안과 Blast Extreme 프로

토콜 중에서도 코덱별 성능 비교 분석을 통해 멀티코어 

기반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적합한 데스크탑 가상화 구

성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된 데스크탑 가

상화 구성은 향후 성능에 민감한 워크로드의 데스크탑 

가상화 도입 시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구성 및 성능 최적

화에 참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가상화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성능 메트릭을 배경 지식으로 다루며 3장에서는 

VMware 솔루션의 데스크탑 가상화에 사용되는 Blast 
Extreme 프로토콜의 코덱 별 특성과 가상머신 스케쥴링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Blast Extreme의 코덱별 성능 

비교 시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가상머신

의 스케쥴링 최적화 후 성능 메트릭 변화를 확인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다룬다.

Ⅱ. 배경 지식

2.1. CPU Ready

가상머신의 VCPU는 각 가상머신에 고유하게 할당

되고 지속 점유하는 형태가 아닌 하이퍼바이저의 스케

줄러에 의해 물리적 CPU를 타임 슬라이스 방식으로 할

당되는 특징을 갖는다. 정지 상태의 VCPU는 실행 상태

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벤트도 처리할 수 없다. 실행 

상태의 VCPU에 전달된 이벤트는 지연 없이 바로 처리

되지만 정지 상태의 VCPU에 전달된 이벤트는 VCPU가 

실행 상태가 될 때까지 지연된다. 이러한 이벤트 지연 

현상은 I/O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5].
CPU에 의한 성능 저하가 의심되면 일반적으로 CPU 

사용률을 참고한다. CPU 사용률이 높아서 성능이 저하

된다면 유저는 서버 관리자에게 추가적인 VCPU 할당

을 요구할 것이고, 서버 관리자는 서버의 가용한 리소스

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해당 가상머신에 VCPU를 추

가적으로 할당할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 환경이라는 특

수한 환경 때문에 CPU 사용률이 안정적이더라도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머신은 자신이 이용하는 

VCPU가 언제나 실행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여 스케줄

러에 의한 지연을 알아채지 못한다. 따라서 ESXi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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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상화 솔루션은 VCPU 사용률 이외에 CPU Ready 
값을 모니터링 하도록 제공한다. CPU Ready란 가상머

신이 실행할 준비가 되었지만 서버의 CPU 코어를 할당 

받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다[6]. 
가상머신에 CPU를 할당하는데 지연 시간이 적을수

록 운용자는 가상머신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CPU 할당 지연 시간이 임계치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게

스트 OS의 CPU 사용률이 정상치더라도 스케쥴링 지연

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2.2. Co-Stop

가상머신의 모든 VCPU는 동기식 진행이 필요하다. 
하이퍼바이저는 가상머신에 할당된 VCPU의 동기성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머신에 할당된 각 VCPU의 진행률 

차이를 추적한다. 이 차이를 스큐라고 한다. 너무 높은 

스큐는 가상머신이 모든 프로세서에 동기적으로 엑세

스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하이퍼바이저의 스케줄링 방

식은 엄격한 공동 스케쥴링(Strict co-scheduling)에서 

완화된 공동 스케쥴링(Relaxed co-scheduling)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엄격한 공동 스케쥴링은 가상머신의 모

든 VCPU를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 

CPU(PCPU)가 있을 때까지 가상머신을 중지한다. 중지

된 가상머신은 모든 가상 프로세서를 수용할 수 있는 충

분한 물리적 프로세서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스케줄

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7].

Fig. 1 Strict co-scheduling

그림 1은 엄격한 공동 스케쥴링의 예시를 보여준다. 4
개의 CPU 코어를 가진 서버에 각각 4개와 2개의 VCPU
를 가지는 가상머신이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타임 

슬롯 동안 스케쥴러는 4개의 VCPU를 사용하는 VM1에 

4코어를 모두 할당한다. 2개의 VCPU가 있는 VM2는 작

업을 예약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대
기 상태 동안 가상머신은 실행할 준비가 되었지만 예약 

가능한 CPU 코어가 없다. 이 때 CPU Ready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 VM1도 마찬가지로 대기

하게 된다. 두 가상머신 모두 대기 상태가 발생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성능이 저하된다.

Fig. 2 Relaxed co-scheduling

그림 2의 완화된 공동 스케쥴링 방식은 타임 슬롯 동

안 가상머신의 모든 VCPU를 예약할 CPU 코어가 부족

하더라도 계속해서 스케쥴링한다. 이 때 가상머신의 일

부 VCPU는 다른 VCPU보다 느리게 수행되기 때문에 

스큐가 증가하게 되고 특정 제한을 초과하면 다른 

VCPU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VCPU의 공동 중지

(Co-Stop)를 수행한다[6, 7].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코어가 동일한 속도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인식하지 못

한다. 공동 중지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필요한 만큼

의 VCPU를 사용하도록 가상머신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관련 연구

3.1. Blast Extreme

VMware에서 개발한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인 Blast 
Extreme은 NVIDIA와 협력을 통해 가상 GPU 기술을 

이용하여 CPU 소모를 감소시키고 그래픽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발전해왔다. 또한 지연시간을 줄이고 대

역폭을 줄이는 등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Blast Extreme은 구성에 따라 JPG/PNG 코덱, 
Blast 코덱, H.264 코덱, H.265 코덱을 사용한다. 코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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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을 위해 화면 콘텐츠를 인코딩하거나 디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표 1에 Blast Extreme에서 지

원하는 코덱의 종류별 특징을 나타내었다[8]. 

Codec Description

JPG/PNG
Codec

∙supports a lossless format
∙high CPU and bandwidth utilization

Blast
Codec

∙supports applications that require the High-
quality graphics support
∙low CPU and bandwidth utilization

H.264
Codec

∙supports rapidly moving screen content
∙supports encoding offload to GPU

H.265
Codec

∙provides up to 50% better compression with 
the same quality as H.264
∙low bandwidth / high CPU utilization 
∙supports encoding offload to GPU

Table. 1 Blast Extreme protocol codecs.

JPG/PNG 코덱은 무손실 압축을 지원하며 고품질의 

이미지와 텍스트 제공이 가능하지만 많은 CPU와 대역

폭 사용이 필요하다. 정적 콘텐츠로 구성된 워드 프로세

서 또는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워크로드에 적합하다. 
Blast 코덱은 JPG/PNG 코덱의 후속 모델로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CPU 및 네트워크 대역폭을 더 적게 사용하

도록 개선되었다. 오피스 업무 환경에 필요한 일반적인 

Windows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Photoshop 및 

AutoCAD와 같은 그래픽 지원이 필요한 앱을 지원하도

록 설계되었다.
H.264은 소프트웨어 인코딩 및 하드웨어 디코딩을 

수행하며 GPU에 비디오 및 이미지 재생과 관련된 작업

을 오프로드 한다. GPU로 관련 작업을 오프로드하기 때

문에 CPU 소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서버의 물리적 

GPU를 가상머신에 논리적으로 분배하는 VGPU 기능

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하드웨어 인코딩 또한 지원하여 까

다로운 그래픽 워크로드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그림 3
은 하드웨어 인코딩을 이용한 Blast Extreme의 동작을 

나타낸다. 하드웨어 인코딩을 사용하면 렌더링뿐만 아

니라 기존의 CPU가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캡처 및 인코

딩을 GPU로 오프로드하여 처리한다. 
H.265 코덱은 H.264 코덱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인

코딩 방식이 가능하며 동일한 품질로 최대 50% 향상된 

압축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감소하지만 인코딩 및 디코딩에 H.264보다 CPU를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갖는다[8, 9].

Fig. 3 Blast Extreme with H/W encoding

이처럼 Blast Extreme은 코덱의 동작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동작한다. 따라서 Blast Extreme 최적화

를 위해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의 코덱을 이해하고 워크

로드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가상 CPU 스케쥴링 최적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플랫폼은 NUMA 
(Non-Uniform Memory Access) 구조를 가진다. NUMA
란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메모

리 설계 방법 중의 하나로,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이 메

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다른 시스

템이다. 따라서 NUMA 기반 환경에서 성능 최적화를 위

해선 상대적으로 가까운 로컬 메모리의 접근 빈도를 늘

리는 것이 중요하다. ESXi 및 Xen과 같은 주요 가상화 

솔루션도 NUMA 기반 시스템에서의 성능 최적화를 위

해 가상 NUMA(VNUMA)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10].
가상머신의 VNUMA 토폴로지는 물리적 NUMA 토

폴로지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CPU 패
키지의 물리적 경계에 맞춰 소켓 당 가상머신 코어를 구

성하는 것이 좋다. 가상머신의 소켓과 코어 구성을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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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방안을 Powershell 기반 언어를 이용하여 아래 

알고리즘으로 나타내었다. 

가상머신의 적절한 소켓 개수는 NUMA 노드 당 메모

리 및 코어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
상머신의 메모리가 NUMA 노드의 로컬 메모리 크기보

다 크다면 가상머신의 메모리 크기를 NUMA 노드의 로

컬 메모리 크기로 나눈 값으로 소켓을 구성하여 VNUMA 
토폴로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상머신의 메

모리가 NUMA 노드의 로컬 메모리 크기보다 작더라도 

가상머신의 VCPU의 개수를 NUMA 노드의 물리 코어 

개수로 나눈 값으로 소켓을 생성하여 VNUMA 토폴로

지 최적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의할 점은 가상머신들의 VNUMA 토폴로지가 최적

화되어 있더라도,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 스
케쥴러는 작업 선호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상머신 간 

서로 통신하는 등 상호 작용이 빈번하다면 해당 가상머

신들이 서로 다른 NUMA 노드에 있는지 검사한 후 같은 

NUMA 노드에 위치하도록 마이그레이션 한다. 그러나 

마이그레이션 동작은 CPU 부하 및 CPU 경합을 고려하

지 않기 때문에, NUMA 노드간 부하 불균형이 발생하고 

CPU 경합에 의해 Co-stop 혹은 CPU Ready와 같은 스케

쥴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VMware는 이러한 스케쥴

러의 동작이 워크로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상머신의 

노드 선호도 설정을 통하여 가상머신을 해당 NUMA 노
드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한다[11].

그림 4에 CPU 경합을 줄이기 위해 가상머신을 스케

쥴링할 NUMA 노드를 지정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VMware는 일반적으로 가상머신의 CSTP(Co-stop) 값
은 5, RDY(CPU Ready) 값은 10을 넘지 않는 것을 권고

한다[12].

Fig. 4 VM NUMA Node Determination Flowchart

CSTP 혹은 RDY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가상머신

의 로컬 NUMA 노드에서 스케쥴링하고 있는 가상머신

들의 전체 VCPU 수를 확인한다. 전체 VCPU 개수가 

NUMA 노드에서 예약 가능한 CPU 코어 개수보다 크다

면 특정 가상머신을 다른 NUMA 노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한다. 이 때 마이그레이션 대상 NUMA 노드는 해

당 가상머신의 VCPU를 예약할 충분한 유휴 CPU가 존

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스케쥴링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가상화 서버를 운용

하는 관리자 및 사용자는 전체 가상머신 VCPU 수를 줄

일 것인지, 혹은 서버의 CPU 사양을 업그레이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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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Ⅳ. 성능 시험

본 장에서는 Blast Extreme 프로토콜의 코덱별 기본 

벤치마크 성능 차이와 멀티 코어 기반 HCI 어플리케이

션을 구동한 환경에서의 성능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동

일한 형상의 가상머신 여러 개에 CPU 경합을 발생시켜 

스케쥴링 최적화 적용에 따른 CPU Ready 및 Co-stop 값 

변화를 관찰하였다. 해당 시험을 위한 하드웨어 시험환

경은 표 2와 같다. 

H/W Spec

Server
CPU: Intel Xeon Gold 6140 2.3GHz (36 Phisical 
Cores)
GPU: NVIDIA A40 

VM VCPU: 12 VCPU
VGPU: A40-4q

Client PC CPU: Intel Core i7-10700 2.90GHz
GPU: NVIDIA RTX A2000

Table. 2 H/W environment for test.

데스크탑 가상화 구성에 사용되는 서버는 18 코어 

CPU가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36개의 물리적 코어

를 갖는다. 해당 서버에는 12 VCPU를 가지는 가상머신

을 생성하여 하드웨어 인코딩을 위한 VGPU를 할당하

였다. 클라이언트 PC는 3화면 모니터를 통해 가상머신

에 원격접속하며 하드웨어 디코딩을 위한 GPU가 구성

되어있다. 
가상화 솔루션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표 3과 

같다. 시험에 사용한 멀티 코어 기반 HCI로 전투체계 표

적 생성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전투체계 표적 생성 

시뮬레이터는 동시에 다가오는 최대 수천 개의 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탐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면에 

전시한다. 따라서 멀티 코어를 사용하면서 VDI의 전시 

성능까지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4.1.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성능 시험

본 절에서는 VMware 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

에서 Blast Extreme 프로토콜의 코덱별 성능을 분석한

다.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항목을 시험하였다. 
첫째로, 벤치마크 측정 도구인 PassMark를 이용하여 

벡터 도형을 화면에 도시하는 성능인 Simple Vector, 2D
와 3D 그래픽 처리 성능인 Direct 2D와 DirectX 12를 측

정하였다[13]. 
둘째로, 전투체계 표적 생성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표적을 최대 10,000개까지 단계적으로 생성하여 고부하

의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의 전시 성능을 코덱 

별로 측정하였다. 
그림 5에 Blast Extreme의 코덱 별 성능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Simple Vector 항목에선 H.265 코덱이 가

장 높은 결과 값이 나왔지만 모든 코덱 구성에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다. Direct 2D와 DirectX 12 항목

에선 H.264 코덱과 H.265 코덱이 Blast 코덱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은 성능 결과를 보여주었다. H.265 방식이 

H.264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벤치마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정적인 화면 콘

텐츠의 도시 성능은 모든 코덱이 비슷하나 빠르게 움직

이는 화면 콘텐츠나 모션 그래픽과 같은 워크로드에선 

H.264 혹은 H.265 코덱을 활용한 원격접속이 좋은 성능

을 보여줬다.

Fig. 5 The Result of Benchmark

Category S/W Version

Hypervisor VMware ESXi 7.0.2

VDI
VMware Horizon Client 8.4.0
VMware Horizon View Agent 8.4.0
VMware View Agent Direct-Connection 8.4.0

Display 
Protocol Blast Extreme

VM OS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Application Target Generator (up to 10,000 targets)

Table. 3 S/W environment f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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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생성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험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냈다. 표적 생성은 단계적으로 1,000개, 3,000개, 
5,000개, 10,000개 순으로 늘려가며 프레임을 측정하였

다. Blast 코덱의 경우 3,000개 까진 40FPS 이상을 보였

지만, 5,000개에서 38FPS, 10,000개에서 27FPS까지 프

레임이 저하되었다. 반면, H.264와 H.265 코덱은 Blast 
코덱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적 3,000개의 부하 상황

에서도 60FPS를 유지하였고, 5,000개 표적 상황에서 

50FPS 이상, 10,000개 표적 상황에서 40FPS 이상을 유

지하여 고부하인 상황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Fig. 6 The Result of Target display performance

Fig. 7 FPS at 5,000 targets with H.264

Fig. 8 FPS at 5,000 targets with H.265

정확한 차이 식별을 위해 그림 7과 그림 8에 표적 

5,000개 상황에서 H.264와 H.265 코덱을 사용하였을 때

의 프레임 변화를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H.264와 

H.265 코덱이 평균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FPS를 보이지

만 H.264 방식이 H.265보다 프레임 등락이 작아 좀 더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여준다.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Blast 코덱은 기존 JPG/PNG 코덱의 장점인 고품질을 유

지하고 단점이었던 그래픽 지원이 필요한 워크로드에

도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고부하의 상황에 취약하

고 다른 코덱에 비해 그래픽 처리 성능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H.264와 H.265는 고부하

인 상황에서도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였고 H.264 코덱이 

H.265보다 고부하인 상황에서 좀 더 최적화된 성능을 

보였다.

4.2. 가상 CPU 스케쥴링 시험

본 절에서는 가상 CPU 스케쥴링 최적화 후 성능 변

화를 비교한다. 성능 저하는 가상화 환경에 추가적인 가

상머신을 구동할 때 발생 가능하다. 더 많은 가상머신이 

구동되어 CPU 사이클 경쟁이 시작되면 기존 가상머신

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구성의 가상머신 4대에서 동일한 부하를 발생시켜 CPU 
경합을 발생시켰다. 각 가상머신에서 표적 생성 시뮬레

이터를 통해 10,000개의 표적을 생성하고 동일한 부하

가 발생한 상황에서 VCPU 스케쥴링의 성능 지표인 

CPU Ready 값과 Co-Stop 값을 관찰하였다. 

Fig. 9 RDY and CSTP values before optimization

Fig. 10 Target display performance when 4VMs are 
comp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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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가상머신의 VCPU 스케쥴링 최적화를 수행

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성능 메트

릭 중 USED은 가상머신의 VCPU 사용량을 나타낸다. 
해당 값을 게스트 OS의 CPU 사용률로 환산하면 약 

27%정도의 정상 수치임에도 RDY(CPU Ready) 값이 약 

20까지 증가하여 스케쥴링 지연에 따른 성능 저하가 발

생하였다. CSTP(Co-Stop) 값의 경우에도 2개의 가상머

신에서 0.16 정도의 값이 발생하였다. 해당 상황에서 앞

선 시험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H.264 코덱의 원격

접속 프레임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냈다. 표적 3,000개 

까지는 스케쥴링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5,000개 표

적 이상의 부하 상황에서는 경쟁이 발생하여 CPU 경합

이 없을 때 시험한 결과보다 프레임이 약 5% ~ 10% 낮
게 측정되었다. 

그림 11은 가상머신의 VCPU 스케쥴링 최적화를 수

행한 환경에서의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최적화 이전과 

동일한 워크로드를 수행하여 동일한 USED 값에서도 

CPU Ready 값을 5이하로 유지하고 CSTP값이 발생하

지 않아 스케쥴링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적 전시 

성능 또한 CPU 경합이 없는 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결과

를 보였다.

Fig. 11 RDY and CSTP values after optimization

Fig. 12 VM performance after optimization

실제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벤

치마크 측정 도구 PassMark의 종합 성능 지표인 

PassMark Rating을 각 가상머신 별로 측정한 결과를 그

림 12에 나타냈다. 벤치마크 측정은 기존 시험과 동일하

게 각 가상머신에 표적 10,000개의 부하를 발생시킨 상

황에서 진행하였다. 벤치마킹 결과 각 가상머신에 평균 

약 10% 이상의 성능 향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상 

CPU 스케쥴링 최적화 적용을 통해 CPU 경합이 있는 상

황에서 가상머신의 성능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기반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적합한 데스크탑 가상화 구성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VMware 가상화 환경에서 코덱 별 디스플레이 프로

토콜 성능을 분석하고 가상머신 간 CPU 경합을 줄이기 

위한 가상 CPU 스케쥴링 최적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VMware Blast Extreme 프로토콜의 H.264 코덱이 다

른 코덱과 비교하여 부하가 있는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

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적 전시 시험

의 경우 H.265 코덱은 H.264와 비슷한 FPS를 보였지만 

프레임 편차가 커서 H.264 코덱이 상대적으로 균등하고 

안정적인 프레임을 제공하였다. Blast 코덱의 경우 정적

인 화면 콘텐츠를 전달하는 성능은 다른 코덱과 동등하

였으나 고부하의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 콘텐

츠에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상머신의 소켓 및 코어 설정을 통해 VNUMA 

구성을 최적화하고 가상머신을 스케쥴링할 NUMA 노
드를 알맞게 지정함으로써 CPU 경합이 있는 상황에서 

가상 CPU의 스케쥴링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데스크탑 가상화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스

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I/O 지연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

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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