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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커는 하드웨어 가상화를 지원하는 KVM과 달리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도커는 호스트 OS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른 OS에 종속적인 컨테이너를 실
행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VM을 이용해 가상머신을 실행하고 가상머신에
서 도커를 이용하면 도커와 KVM의 장점을 살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실제 이 시스템의 실효
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호스트의 메모리만 충분하다면 실효성과 안정성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가상화하
1. 서론

는 KVM은 완전히 분리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커는 cgroups와 namespace를 이용하여 호스트

하나의 가상머신이 공격당해도 다른 가상머신에는

의 커널을 공유하고 독립적인 컨테이너를 실행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호스트 OS

cgroup은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해주는 자원에 대한

커널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른 OS 환경을 사용할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고, namespace 역시

수 없지만 하드웨어 가상화를 통해서는 호스트 OS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해주는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

와는 다른 가상화된 OS를 사용할 수 있다.

하여 충돌을 방지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기존

위와 같은 이유로 도커는 기존 하드웨어 가상화

의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KVM과 같은 하이퍼바이

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를 이용한 가상화 기법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빠

KVM의 가상머신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컨

르게 격리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테이너가 공격당해도 공격당한 가상머신에서만 타격

하지만 컨테이너가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하기 때

을 입고 다른 가상머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구성

문에 작동 중인 컨테이너 중에 하나라도 공격을 당

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면 컨

하게 된다면 호스트 커널을 통해 다른 컨테이너 까

테이너가 구동되는 게스트 OS가 호스트와 다른 OS
를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OS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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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KVM 가상머신에서 도커 컨테이

너를 실행시키는 환경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
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
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 모델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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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상머신

여 KVM 가상머신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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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 및 클라이언트 구성

2. 관 련 연 구
Xuehai Tang이 2014년에 작성한 “ Performance
Evaluation of Light-Weighted Virtualization for
PaaS in Clouds” 논문을 살펴보면 도커와 KVM에
서의 Isolation Performance를 측정하였다. 메모리
stress에 대해서는 도커는 43.3% 성능 저하, KVM
은 4.2%의 성능 저하를 보여주었고, Disk stress에
대해서는 도커는 34.7%의 성능 저하, KVM은 20.9%
의 성능 저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도커와 KVM
모두 CPU stress에 대해서는 0%의 성능 저하를 보
여주었다[2].
위 논문의 실험을 통해 각각의 실험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호스트 메모리에 부하를 주면 성능 간섭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고, 실제로 부하를 주어
각 서버의 task 수행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고자 한다.

서버는 node.js express를 이용해서 제작하였으며,
get 요청을 받으면 2,000,000번 write 작업을 수행하여
약 30MB 크기의 파일을 생성 후 저장한다. 그리고 task
수행 시간을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해준다. 클라이언트는
한 회차에 4개의 서버에 동시에 request를 전송하며, 수
행 시간을 전부 받고 나서 task 수행 시간을 저장 한 후
에 다음 회차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총 50회
수행한다.
2) 메모리 부하
메모리 부하는 stress 툴[3]을 사용한다. stress 툴의
-m 옵션을 통해 부하를 주는 프로세스의 갯수를 정할
수 있고, 하나의 프로세스당 256MB 만큼의 malloc 작업
을 수행하는 것이 default로 설정이 되어있다.
3.2 실 험 수 행 방 법

3. 실 험 환 경 구 성 및 수 행 방 법
3.1 실 험 환 경 구 성
KVM 가상머신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 실행 중
인 서버의 성능을 기존 시스템 모델들과 비교하기 위한
실험과 KVM 가상머신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 실
행 중인 서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메모리 부하가
있을 때 서버들 사이의 성능 균형이 유지되는지를 평가
하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한다.
실험에 사용되는 컴퓨터 HostA와 HostB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그리고 HostA와 HostB에서 KVM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가상머신의 성능은 <표 2>와 같다.

본 실험은 기존 시스템 모델과 도커를 KVM 가상머
신에서 실행하는 환경의 성능 비교와 도커를 KVM 가상
머신에서 실행할 경우 호스트의 메모리 부하에 따라 각
각의 가상머신의 도커 컨테이너의 성능이 균등하게 유지
가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총 4가지의 시스템 모델에
대하여 메모리 부하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부하 작업은 stress 툴의 -m 옵션으로 stress
를 주는 프로세스의 갯수를 HostA는 1개씩 늘려가며,
HostB는 20개씩 늘려가며 호스트의 메모리 부하가 증가
함에 따라 각각의 서버에 생기는 영향을 평가한다. 4가
지의 실험 유형은 3.3과 같다.
3.3 실험 유형

<표 1> 실험 환경

CPU

a) 호스트 컴퓨터에서 작동 중인 4개의 api 서버에 대한

HostA
Intel(R) Core(TM)

HostB
Intel(R) Core(TM)

성능 평가

i5-6400 CPU

i5-6400 CPU

@ 2.70GHz, 4 cores

@ 3.40GHz, 4 cores

중인 4개의 api 서버에 대한 성능 평가

b) 호스트 컴퓨터에서 도커 컨테이너로 격리되어 작동

c) 4개의 가상머신에서 격리되어 작동 중인 4개의 api

시스템만 호스트의 메모리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시

서버에 대한 성능 평가

간이 비례해서 증가하고, 나머지 시스템에서는 호스트의

d) 4개의 가상머신에서 격리되어 도커 컨테이너로 작동

메모리부하가 증가해도 메모리 부하가 없을 때보다 1.9

중인 4개의 api 서버에 대한 성능 평가

배 이상으로 처리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 험 평 가
4.1 기존 시스템 모델과 성능 비교

HostA와 HostB에서 실험한 결과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HostA가 가상머신 4개를 운영하기에는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스트의 메모리 부족으로
메모리 스왑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커보다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가상머신이 더 많은 성능 저
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HostA에서 메모리 스왑이 많이 발생한 원인
으로는 Memory Ballooning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Memory Ballooning은 호스트의 메모리가 부족하고 게스
트 가상머신의 메모리는 여유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Balloon Controller가 게스트 OS 내부
의 메모리를 inflate시켜 메모리 스왑을 일으키고 메모리
의 내용을 disk로 스왑 아웃하여 비워낸다. 이를 통해 호
스트 OS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4]. 그리고
Memory Ballooning으로 인한 가상머신의 성능 저하를

(그림 1) HostA, 시스템별 서버 평균 task 수행 시간

막기 위해 Memory Ballooning을 비활성화하는 시도도
존재한다[5]. 실제 본 실험 과정에서 HostA는 가상머신
을 4개를 실행시키면 스왑 공간이 사용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HostA에서는 Memory Ballooning이 발생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HostB처럼 호스트 OS의 물리적 메모리가 충
분한 경우에는 메모리 스왑이 발생하지 않아 게스트 OS
의 성능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실험을 통해 호스트의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KVM 가상머신을 사용하여도 서버의 성능은 도커만을
사용할 때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커나 KVM과 같은 가상화를 이용하면 호스트에서 바
로 서버를 운영하는 것 보다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HostB, 시스템별 서버 평균 task 수행 시간

4.2 메모리 부하에 따른 각 서버 사이의 간섭 현상 측
정

(그림 1) HostA에서 실험한 시스템들의 성능을 보면

(그림 3) HostA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면, 가상머신 4

평균적으로 호스트에서만 서버를 운영한 것보다 도커를

대를 실행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스트의 메모리에 부

사용한 시스템에서는 1.26배, KVM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하가 심해 각 서버에서 성능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서는 1.53배, KVM에서 도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의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의

1.84배만큼 처리 속도가 느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 (그림 2) HostB에서는 호스트에서만 서버를 운영한

KVM에서 실행되는 게스트 OS는 호스트 메모리에 심한

도커를 이용하면 도커와 KVM의 장점을 살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KVM 가상머신에
서 도커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해도 호스트의 메모리
만 충분하다면 실행되는 서버의 성능은 도커만 사용하는
시스템과 KVM만 사용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성능을 보
이고, 동시에 운영되는 서버 사이의 성능 균형도 보장함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호스트의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
으면, 성능 저하와 서버간의 성능 불균형이 발생함을 확
인하였다. 그래서 도커와 KVM을 같이 사용하여 보안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메모리가 적
은 호스트에서는 권장되지 않으며, 메모리가 충분한 호
스트에서 도커를 KVM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운영하는 서버의 task 처리 성능 저하가 없고 동시에 운
(그림 3) HostA, docker in kvm의 서버별
task 수행시간

영하는 서버들 사이에 성능 균형을 보이기 때문에 실효
성과 안정성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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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ostA, docker in kvm의 서버별
task 수행시간

부하가 생기면 성능 불균형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HostB에서는 HostA에서와는 다르게 서버들
사이의 성능이 비교적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나 나온 이유로 호스트의 메모리가 충분하여
Memory Ballooning과 같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호스트의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안정성을 보
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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