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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워크스테이션 클러스터상의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이란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하드웨어
RAID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분산
화일 시스템에 비해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제공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서 효율적이며 확장성있는 캐슁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와 기존의 캐슁 기법을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 적용한 정책들과의 성능을 다양한 환경에서 비교한다. 실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 RAID와 마찬가지로 작은 쓰기 동작이 성
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소임이 확인되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캐쉬를 논리적인 두
영역으로 구성하여 관리하는 캐슁 기법을 제안한다. 그중 한 영역에 옛 데이터와 패리티 정보
를 유지시킴으로 갱신된 블록 교체시에 발생하는 네 번의 디스크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시켜 줌
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캐슁 기법들에 대한 성능 비교는 트레이스 기
반 시뮬레이션에 의해 수행된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캐슁 기법이 기존의 정
책들에 비해 효율적인 성능을 나타내며 확장성이 있는 정책임을 확인한다.
Abs tract
A s oftw are RA ID file s ystem in w orkstation clusters is defined as a s ystem that dis tributes
data redundantly across an array of disks attached to each of the w orkstations connected
on a high- s peed netw ork. T his provides hig h throughput as w ell as hig h availability. In this
paper, w e present an efficient caching schem e for the softw are RAID file system . T he
perform ance of this scheme is com pared w ith tw o other s chem es that had prev iously been
propos ed for conventional file sys tem s , and w hich has been adapted for the s oftw are RAID
file system . As in hardw are RAID system s, w e found sm all- w rites to be the perform ance
bottleneck in s oftw are RAID file sys tems . T o tackle this problem , w e logically divided the
cache into tw o lev els . By keeping old data and parity v alues ex clusively in one of the cache
levels w e w ere able to elim inate m uch of the extra disk reads and w rites necessary for
w rite- back of dirty blocks . Using trace driv en sim ulations w e s how that the propos ed
schem e im proves performance.

1. 서

론

NF S [1], S prite[2]와 같은 전통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화일 시스템에서는 모든 화일 시스템에 대
한 서비스를 중앙 서버가 제공해 준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분산 화일 시스템에서는
서버에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Zebra[3]와 xF S [4]와 같은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
템[3, 4, 5]은 화일 저장시 여러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크에 나누어 동시에 저장함으로 입출력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또한 패리티 정보를 추가적으로 저장함으로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여도 신뢰성
있게 동작한다. 즉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이란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하드웨어 RAID[6]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하드웨어 RAID란 데이터를 다수의 디스
크들에 나누어 저장함으로 입출력 성능을 높일 수 있고, 패리티 정보를 저장함에 의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디스크 기술이며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은 이 기술을 분산 시스템 환경에
적용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스테이션의

성능

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AT M[7]과 Myrinet[8]과 같은 초고속 범용 네트워크들이 개발됨으로 네트
워크 지연시간을 줄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분산되어 있는 워크
스테이션들 상호간의 접근 시간은 무시될 정도의 환경이 마련되었다. 둘째, 사용자들의 입출력 요
구가 다양해지고 커졌다는 것이다[9, 10]. 최근 멀티미디어[11, 12], 병렬 프로그램[13, 14]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은 화일 시스템의 상당한 입출력 성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디스크의 입
출력을 위한 화일 시스템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중앙 집중식 서버 시스템은 근본적
으로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캐쉬 미스 발생에 대한 처리와 디스크에 쓰기 동작
등 모든 서비스가 단일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 서버에는 성능에 있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중앙 서버에 결함이 발생하게되면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화일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캐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은 패리티를 유지해야 하므로 갱신된(dirty) 블록 교체시 기존의 분산 화일 시
스템에서의 캐슁 동작과는 달리 새로운 패리티를 계산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소프트웨어 RAID 파일 시스템 환경에서 이를 고려한 캐쉬에 관한 연
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갱신된 블록 교체를 고려한 캐슁 기법을 제안하
고 기존의 캐슁 기법들을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 적용한 기법들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비교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캐슁 기법이 효율적인 성능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 4장에서는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에 캐슁을 적용하였을 때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5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캐슁 기법과 기존의 캐슁 기법들에 대해 설명한다. 6장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환경
을 기술하며 실험 결과와 분석 내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
구를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과 캐슁에 관한 연
구에 대해 살펴본다.

2.1 기 존 의 소프 트 웨 어 RA ID 화 일 시 스 템
본 절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S w ift[15]는 여러 화일 서버들에

화일들을 스트라이핑하여 관리하므로 입출력 성능을 향상시

키는 분산 화일 시스템이다. 클라이언트들은 각 화일 입출력시 여러 서버들로 부터 동시에 서비
스를 받으므로 입출력 성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S w ift는 패리티 정보를 추가적으로 저
장하므로 신뢰성이 높은 화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S w ift는 클라이언트, 저장 에이전트
(storag e agent), 저장 중개자(storage m ediator), 그리고 분산 에이전트(dis tribution ag ent)의 네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Zebra[3]는 LF S (Log- structured F ile S ys tem )[16] 개념과
RA ID[6] 개념을 결합하여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만든 네트워크 화일 시스템이다.
RA ID에 있어서의 작은 쓰기 동작에 대한 비효율적인 단점을 LF S 개념을 적용시킴으로써 쓰기
동작을 효율적으로 해결했으며, 하드웨어적인 RAID 시스템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시켜야 하
기 때문에 기존의 디스크 시스템에 비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Zebra는 분
산 시스템 환경에서 기존의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RAID 개념을 적용시킴으
로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하드웨어적으로 RAID 시스템을
구축한 환경에서는 RA ID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RAID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RAID는 여러 워크스테이션들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특정 워크스테이션에 오류가 발생해도 분산 시스템 자체의 장점인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xF S [4] 설계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중앙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것과 NOW (Netw ork
of W orkstations) 환경[5]에서 모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x F S 는 여러 개의
관리자를 두어 분산시켜 관리를 하며, 저장 서버들을 다시 그룹화하여 그룹 내의 서버들에 데이
터를 분산시켜 저장하는 개념을 도입함에 의해 Zebra를 향상시킨 시스템이다. x F S 구조하에서
모든 기계들은 일반적인 데이터들 또는 메타 데이터들을 캐슁, 관리 또는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와 관리자(m anager), 그리고 저장 서버(storag e
serv er)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에서는 캐슁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2.2 캐 슁 에 관한 연 구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서 캐슁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본 절에서는 기
존의 분산 화일 시스템에서의 캐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분산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서 캐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며 서버의 부하를 감소
시킨다. AT &T 의 RF S (Rem ote F ile S haring)는 초기에는 클라이언트 캐쉬가 없었으나 [17]에서
클라이언트 캐쉬를 추가하였다. AF S (Andrew F ile S ystem )[18]는 클라이언트의 디스크를 캐쉬로
사용하여 파일 서버로부터 최근에 접근한 화일을 저장하며, 캐쉬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call- back
를 사용한다. S prite[2, 19] 화일 시스템 역시 클라이언트 캐쉬를 사용한다. 특히 공유 상태가 아
닌 화일의 경우 지연 쓰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쓰기 작업을 클라이언트 캐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전통적인 분산 화일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캐쉬를 검색
한다. 만약 이곳에서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하면 서버의 캐쉬를 검색하고 마지막으로 서버의 디스
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일 시스템에서는 중앙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므로[20, 21, 22]에서는 이러한 3- 단계 캐쉬 구조에다 원격 클라이언트의 캐쉬를 추가하여
4- 단계 캐쉬 구조를 형성하고, 분산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의 캐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캐쉬 관리 기법들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캐쉬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분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서의 연구는 아니며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
에서 캐슁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3.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입출력 병목현상을 해결함과 동시에 높은 신뢰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래
된 개념이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이다. 그림 1은 RAID 레벨 5 형태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이다.

그림 1 소프트웨어 RAID 파일 시스템의 구성

그림 1에서 시스템은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산 시스템 환경이며 전체 시스템들이
보유한 디스크를 통해 하드웨어 RAID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얻어지는 장점은 하드웨어 RAID에서 얻어지는 장점과 동일한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
일 저장시 특정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크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될 화일을 여러 워크스테
이션에 분산 저장함으로서 입출력 동작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림 1을 통해 설명하면
블록 1, 2, 3으로 구성된 화일을 디스크에 저장할 때 특정 워크스테이션에만 집중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 대의 워크스테이션들의 디스크에 분산시켜 동시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입출력 동작시 병렬적으로 동작을 함으로 성능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 장점은 패리티
정보를 추가적으로 저장함으로 특정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여도 신뢰성 있게 동작하게 된다. 그
림 1에서 블록 1, 2, 3을 저장할 때 이들 블록에 대한 패리티 블록 P1을 계산하여1) 다른 워크스
테이션의 디스크에 저장함으로 특정 워크스테이션에 결함이 발생하여도 나머지 워크스테이션들에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결함이 발생한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복구할 수 있게 된
다.

4.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에서 캐슁
본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 캐쉬를 적용했을 때의 동작에 관해 언급한다.
화일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캐쉬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소프트웨어 RA ID 화
일 시스템에도 캐쉬를 적용해야 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
모델에 캐쉬를 적용한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시스템 환경에서 캐쉬들간의 동
1) 패리티 블록은 데이터 블록들을 XOR 시킴으로 계산되는데 그림에서 P1은 데이터 블록 1, 2, 3의 패리티
블록이며 데이터 블록 1, 2, 3과 패리티 블록 P1을 하나의 패리티 그룹이라 한다.

작은 원격 워크스테이션의 캐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20, 22]. 이러한 개념을 적
용한 이유는 AT M과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다른 워크스테이션들의 캐쉬(원격 캐쉬)
에 대한 접근 시간은 디스크로의 접근 시간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캐쉬 접근의
형태는 기존의 지역 캐쉬, 서버 캐쉬 구조에서 지역 캐쉬, 원격 캐쉬 구조로 변형되었다. 그럼으
로 인해 얻어지는 장점은 모든 워크스테이션들이 넓은 캐쉬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에 캐쉬를 적용하면 기존의 분산 화일 시스템에서의 동작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각 워크스테이션 캐쉬의 교체 정책에서 교체 블록이 갱신된 블록일 경우에 그
동작이 일반적인 분산 화일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2는 워크스테이션 A 의 캐쉬에서 갱신
된 블록 k' 의 교체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그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⑴ 교체 블록(k' )의 옛 데이터 블록(k)과 교체 블록과 같은 패리티 그룹에 속하는 옛 패리
티 블록(p) 읽기
⑵ 새로운 데이터(k' )와 옛 데이터 블록(k), 그리고 옛 패리티 블록(p)을 가지고 새로운 패
리티 블록(p' ) 계산
⑶ 새로운 데이터 블록(k' )과 새로운 패리티 블록(p' ) 쓰기

그림 2 워크스테이션 A의 캐쉬에서 갱신된 블록 k' 의
교체 발생시의 동작

이러한 동작을 작은 쓰기 동작[6]이라 하고 하나의 작은 쓰기 동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옛 데
이터 읽기, 옛 패리티 읽기, 새로운 데이터 쓰기와 새로운 패리티 쓰기의 네 번의 디스크 요구가
수반된다. 하드웨어 RAID 레벨 4와 5에서 이러한 동작은 응답 시간을 RAID 레벨 0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증가시키고 처리량에 있어서는 약 1/ 4 가량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작은 쓰기 동작에서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의 하드웨어 RAID에서 캐슁에 관한
연구는 [23]가 있다. [23]에서는 디스크 컨트롤러내의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옛 데이터와 옛 패리
티를 저장시켜 놓고 동작함으로 작은 쓰기 동작시 디스크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방법이다. 소프
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서도 하드웨어 RAID처럼 작은 쓰기 동작이 성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드웨어 RA ID에서 적용하던 위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우선 하
드웨어 RAID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서 각 화일 시스템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블록과 패리티 블록을 구분하여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 일반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
모리의 일부를 비휘발성 메모리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캐쉬를 적
용한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캐슁 기법을 제안
한다.

5. 캐슁 기법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될 캐슁 기법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5.1절에서는 기존의 분산 화
일 시스템에서 제안되었던 캐슁 기법들을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 적용한 두 가지 기법
에 대해 언급하고 5.2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캐슁 기법에 대해 언급한다.
5.1 다 중 복 사 캐 슁 기 법과 단 일 복사 캐 슁 기법
본 절에서는 기존 분산 화일 시스템에서 적용하던 캐슁 기법들을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
템에 적용한 두 가지 기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모든 경우의 캐쉬 교체 정책은 LRU(Least
Recently Used) 알고리즘이라 가정하였으며, LRU 리스트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된다.
5.1.1 다중 복사 캐슁 기법
다중 복사 캐슁 기법은 동일한 블록을 여러 워크스테이션에서 중복해서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
는 방법으로 원격 접근을 줄이고자 하는 기법이다. 본 기법은 NF S [1]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
실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동일한 블록이 여러 개의 캐쉬에 저장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캐쉬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쓰기- 무효화(w rite- inv alidation) 정책을 이용하
여 해결한다. 그림 3은 블록 요구시 동작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것이다.
if (지역 캐쉬에서 적중) the n
LRU 리스트에 MRU 블록으로 위치;
e ls e if (원격 캐쉬에서 적중) the n {
원격 캐쉬의 LRU 리스트는 원래의 상태 유지;
복사해서 지역 캐쉬의 MRU 블록으로 위치;
}
e ls e if (지역 디스크에 존재) the n
복사해서 지역 캐쉬의 MRU 블록으로 위치;
e ls e (* 원격 디스크에 존재 *) {
원격 캐쉬의 MRU 블록으로 위치;
복사해서 지역 캐쉬의 MRU 블록으로 위치;
}
그림 3 다중 복사 캐슁 기법에서 블록 요구시의 동작 알고
리즘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체될 블록이 갱신된 블록인 경우 새로운 패리티를 계산하기 위하여 옛 데
이터와 옛 패리티를 읽어오고 새로운 블록과 새롭게 계산된 패리티를 써야 하는데 본 기법에서는
이러한 모든 동작이 디스크로부터 발생한다.

5.1.2 단일 복사 캐슁 기법
캐쉬 자체의 구성 형태는 다중 복사 캐슁 기법과 동일하나 시스템 전체의 캐쉬 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블록은 한 개만을 유지시키는 기법[20]이다. 본 기법은 동일한 블록이 중복해서 저장됨
으로 그런 만큼의 다른 유용한 블록을 캐쉬에 두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전체 캐쉬에 블록을 한 개만을 유지시킴으로 원격 접근이 자주 발생하게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최
근 AT M[7]과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원격 캐쉬로부터 지역 캐쉬로 데이터를 이동시
키는 것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다중 복사 캐슁 기법에서 대두되던 캐쉬 일관
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블록 요구시의 동작에 대한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다.
if (지역 캐쉬에서 적중) the n
LRU 리스트에 MRU 블록으로 위치;
e ls e if (원격 캐쉬에서 적중) the n {
원격 캐쉬의 LRU 리스트에서 제거;
이동시켜 지역 캐쉬의 MRU 블록으로 위치;
}
e ls e (* 지역 또는 원격 디스크에 존재 *)
복사해서 지역 캐쉬의 MRU 블록으로 위치;
그림 4 단일 복사 캐슁 기법에서 블록 요구시의 동작
알고리즘

다중 복사 기법과 동일하게 갱신된 블록이 교체될 때 네 번의 입출력 요구가 모두 디스크로부
터 발생한다.
5.2 Ex ODP ( Ex clus iv ely Old Data and Parity ) 캐슁 기 법
전체 시스템의 병목으로 디스크의 입출력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교체될 블록이 갱신된 블록
인 경우 네 번의 입출력 동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작이 모두 디스크로부터 발생하게 되
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기법은 네 번의 입출력이 모두
디스크로의 접근을 유발시키는 반면 Ex ODP 캐슁 기법은 갱신된 블록이 교체될 경우 디스크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되었다. 이 기법은 캐쉬를 논리적인 두 단계,
즉 상위와 하위 캐쉬로 구성하고 각 단계의 캐쉬마다 역할을 달리한다. 상위 캐쉬는 단일 복사
캐슁 기법과 동일하게 전체 상위 캐쉬 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블록은 한 개만을 유지시킨다.
반면 하위 캐쉬는 옛 데이터와 패리티 블록만을(Ex clus ively Old Data and Parity) 저장하고 있
으며 작은 쓰기 동작이 발생하였을 때 디스크로의 접근을

최소화시켜준다. 이때 옛 데이터와 패

리티 블록들은 자신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를 보유한 워크스테이션(아래 부모 워크스테이
션)의 하위 캐쉬에만 저장된다. 그러므로 하위 캐쉬내의 블록들은 다른 하위 캐쉬로 이동이 발생
하지 않는다. 다음은 Ex ODP 캐슁 기법의 동작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5.2.1 요구된 블록이 캐쉬에 존재할 경우
블록에 대한 요구(읽기 또는 쓰기)가 발생했을 때 해당 블록이 캐쉬에 존재할 경우의 동작을
살펴본다. Ex ODP 캐슁 기법에서는 요구된 블록이 어느 캐쉬에 있느냐에 따라 동작이 달라진다.
요 구 된 블 록 이 상 위 캐 쉬에 존재 요구된 블록이 지역 워크스테이션의 상위 캐쉬에 존재하면 단
순히 해당 블록을 LRU 리스트에 MRU 블록으로 위치시키면 된다. 그러나 블록이 원격 상위 캐

쉬에 존재하면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원격 상위 캐쉬에서 블록을 제거하고 이동시켜 지역 상
위 캐쉬의 LRU 리스트에 MRU 블록으로 위치시킨다.

그림 5 Ex ODP 캐슁 기법에서 요구가 발생했을 때 블록
이 원격 상위 캐쉬에 존재할 경우의 동작

요 구 된 블 록이 하 위 캐 쉬 에 존 재 요구된 블록이 지역 또는 원격 시스템의

하위 캐쉬에 존재하

면 해당 블록을 복사해서 지역 시스템의 상위 캐쉬에 MRU 블록으로 위치시킨다. 이 경우 하위
캐쉬에 존재하는 블록도 LRU 리스트의 MRU 블록으로 위치시킨다. 블록이 원격 시스템의 하위
캐쉬에 있을 때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 그림 6에 있다.

그림 6 ExODP 캐슁 기법에서 요구가 발생했을 때 블록이
하위 캐쉬에 존재할 경우의 동작

블록을 하위 캐쉬에 있는지를 검색할 경우 모든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
라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만 검색하면 된다. 이는 하위 캐쉬에 있는 블록들은 다른 위치
로 이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블록들은 단지 상위 캐쉬로의 복사만 발생할 뿐이다.
5.2.2 요구된 블록이 캐쉬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요구된 블록이 캐쉬에 존재하지 않고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크에 있을 경우의 동작을 살펴
보는데 읽기 요구인지 쓰기 요구인지에 따라 동작이 달라진다.
블 록 에 대 한 읽 기 요 구 가 발 생 했 을 때 블록에 대한 요구가 읽기인 경우의 동작은 단순히 디스
크로부터 복사해서 지역 시스템의 상위 캐쉬로 가져와서 LRU 리스트의 MRU 블록으로 위치시키
면 된다. 그림 7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ExODP 캐슁 기법에서 읽기 요구가 발생했을 때
블록이 어느 캐쉬에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동
작

블 록 에 대한 쓰 기 요 구 가 발 생 했 을 때 쓰기 요구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디스크로부터 복사해서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에 MRU 블록으로 위치시킨다. 그런 다음 이를 복사해서 지역 워
크스테이션의 상위 캐쉬에 저장한다. 그런 후 갱신은 상위 캐쉬에 있는 블록에만 발생한다. 그림
8은 이를 나타낸 것으로 블록 k는 원래의 블록이고 k' 는 갱신된 블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ExODP 캐슁 기법에서 쓰기 요구가 발생했을 때
블록이 어느 캐쉬에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동작

이러한 모든 동작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if (지역 상위 캐쉬에서 적중) the n
LRU 리스트에 MRU 블록으로 위치;
e ls e if (원격 상위 캐쉬에서 적중) the n
이 동 시켜 지역 상위 캐쉬에 MRU 블록으로 위치;
e ls e if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에서 적중) the n
복 사 해서 지역 상위 캐쉬에 MRU 블록으로 위치;
e ls e (*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크에 존재 *)
if (읽기 요구) the n
복사해서 지역 상위 캐쉬에 MRU 블록으로 위치;
e ls e (* 쓰기 요구 *) {
복사해서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에 MRU
블록으로 위치;
복사해서 지역 상위 캐쉬에 MRU 블록으로 위치;
쓰기 동작은 상위 캐쉬 내의 블록에서만 발생;
}
그림 9 Ex ODP 캐슁 기법에서 블록 요구시의 동작 알고
리즘

5.2.3 갱신된 블록의 교체
갱신된 블록을 교체하는 동작은 상위 캐쉬와 하위 캐쉬로 구분되는데 하위 캐쉬에서 갱신된 블
록이 교체될 때에는 단순히 디스크에 쓰는 동작만 취하면 된다. 이 경우에 블록은 항상 부모 워
크스테이션에 있으므로 부모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되어있는 디스크에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상위 캐쉬에서의 동작은 복잡하므로 그림 10을 통해 살펴본다. 워크스테이션 A의 상위 캐쉬에서
갱신된 블록 k' 의 교체가 일어나면 새로운 패리티를 계산하기 위해 블록의 옛 데이터 k와 패리티
블록 p를 가져와야 한다. 이때 우선 하위 캐쉬에서 옛 데이터 k와 옛 패리티 p를 찾는다. 이때 k
와 p의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만 보면 된다. 하위 캐쉬에 k와 p가 있으면 가져오고(실선
표시) 없을 경우에 디스크로부터 가져오게 된다(점선 표시). 또한 패리티 계산이 끝난 후에 새로
운 데이터 블록과 새로운 패리티 정보를 바로 디스크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위 캐쉬에 갱신된 블
록 상태로 위치시킨다. 그림 11은 이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ExODP 캐슁 기법에서 상위 캐쉬에서 갱신된 블록
교체시의 동작

if (옛 블록이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에 존재) the n
하위 캐쉬로부터 복사해서 지역 워크스테이션으로 읽어
옴;
e ls e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크로부터 복사해서 지역 워크스
테이션으로 읽어 옴;
if (패리티 블록이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에 존재) the n
하위 캐쉬로부터 복사해서 지역 워크스테이션으로 읽어
옴;
e ls e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크로부터 복사해서 지역 워크스
테이션으로 읽어 옴;
교체될 데이터 블록과 옛 데이터 블록, 그리고 옛 패리티 블록
을 XOR를 취해 새로운 패리티 블록을 생성;
교체될 데이터 블록과 새로운 패리티 블록 각각을 부모 워크스
테이션의 하위 캐쉬에 MRU 블록으로 위치 (갱신된 블록
상태로);
그림 11 Ex ODP 캐슁 기법에서 상위 캐쉬의 갱신된 블록 교체
동작 알고리즘

6. 실

험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캐슁 기법들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방법과 환경을 살펴보고 실험
결과와 그의 분석 내용을 설명한다.
6.1 실 험 방 법 및 환 경
캐슁 기법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터는
여러 단일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을 가진다. 단일 노드의 구성은 그림 12(a)와
같이 트레이스에서 입출력 요구를 받아서 i- node[24]를 관리하는 부분, 버퍼 캐쉬의 관리를 위한
부분, 그리고 디스크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본 실험에서는 디스크 부분은 HP 97560을 모델링한
시뮬레이터[25]를 사용하였는데 디스크 캐쉬 부분은 제거하였다. 이는 디스크 캐쉬로 인한 버퍼
캐쉬의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단일 노드 시뮬레이터는 C++의 클
래스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노드들을 그림 12(b)와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
습으로 재구성하여 소프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으며 RAID 레벨 5 형
태로 구성되었다.

(a) 단일 노드

(b) 소프트웨어 RAID 파일 시스템

그림 12 시뮬레이터의 구성

실험에 사용된 트레이스는 스프라이트 트레이스[2]이다. 스프라이트 트레이스는 과학적 환경의
특성을 보여주는 트레이스로 분산 시스템 환경을 대표하는 트레이스이다. 스프라이트 트레이스는
버클리 대학에서 스프라이트[2]라고 하는 분산 화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4대의 화일 서버와 40여
대의 클라이언트에서 매일 사용하는 30여명의 사용자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40여명의 사용자들
에게서 24 시간 내지 48시간씩 여덟 개의 기간으로 나뉘어서 얻어진 트레이스이다. 스프라이트
트레이스가 과학적 환경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 기간 중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들이 운영체제
연구자, 컴퓨터 구조 연구자 그리고 VLS I 회로 설계 및 병렬 처리 연구자, 컴퓨터 그래픽 및 시
스템 관리자 등이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스프라이트 트레이스 중에서
alls pice 화일 서버를 이용하는 열 여섯 대 클라이언트의 트레이스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워크스테이션이 네 대, 여덟 대, 그리고 열 여섯 대로 이루어진 다양한 환경에 대해 실험을 하였
는데 각 실험마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의 개수만큼의 트레이스가 사용되었다.
이들 트레이스들은 시뮬레이터의 각 워크스테이션들의 작업부하가 되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실험에 사용된 트레이스의 정보는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트레이스들간에는 동일한 블록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화일을 공유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시뮬레이터에서 정책들에 따라 캐
쉬 일관성을 유지하며 동작한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트레이스의 정보
트레이스의 개수 읽기 요구수(%) 쓰기 요구수(% ) 전체 요구수(%)
4

127,797 (74)

44,902 (26)

172,699

8

228,136 (75)

76,045 (25)

304,181

16

334,077 (73)

123,563 (27)

457,640

실험에서 각 워크스테이션 캐쉬를 초기화시키는데 소요된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를 가지고
평가하였는데 워크스테이션 한 대당 캐쉬 크기의 2.5배의 요구를 초기화하는데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각 워크스테이션의 캐쉬의 크기가 2000인 경우에 워크스테이션마다 5,000개의 요구를 초기
화하는데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스트라이핑 유닛의 크기와 캐쉬 블록의 크기는 8KB이며, 8KB 데
이터에 대한 메모리 접근 시간은 지역 메모리는 250m icroseconds [27], 네트워크 오버헤드는
200micros econds로

하고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0micros econds[28]로 고정시키고 실험하였다. 이들 파라미터는 표 2에 나타나있으며 패리티를
계산하는 시간은 무시하였다.
표 2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캐쉬 블록의 크기
8KB 데이터에 대한 로칼
메모리 접근 시간
네트워크 오버헤드
8KB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시간
디 스 크

8KB
250 microseconds
200 microseconds
400 microseconds
HP 97560 하드 디스크
시뮬레이터

각 기법에 대한 성능 비교 척도는 캐쉬 히트율(hit rate)과 요구당 평균 응답 시간(average
response tim e), 그리고 입출력 요구당 평균 시스템 동작 시간(average system busy tim e)이다.
본 실험에서 캐쉬 히트율은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전체 캐쉬 접근중 적중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
다. 캐쉬 접근에는 갱신된 블록 교체시에 발생하는 캐쉬에 대한 숨겨진 접근은 포함시키지 않았
다. 만약 이러한 접근을 포함한다면 캐쉬 접근 횟수는 매우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사용자 관점으로의 측정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캐쉬 접근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캐쉬 히트율
은 캐슁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척도이지만 이러한 측정으로는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의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이 드는데 이는 숨겨진 캐쉬에 대한 접근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요구당 응답 시간도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에
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관리 기법에 의해 발생하는 캐쉬와 디스크의 동작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
한 요구당 평균 응답 시간은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성능 척도이다. 마지막으로 요구당
시스템 동작 시간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각 요구마다 전체 시스템의 오버헤드를 명확하게 측정하
기 위해서다. 이러한 측정은 두 개의 디스크 동작을 필요로 하는 요구와 하나의 디스크 동작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전체 시스템의 부하를 작게 하는 캐슁 기법은 많은
자원들이 다른 동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캐슁 기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6.2 실 험 결 과
본 절에서는 실험 결과와 결과의 분석 내용을 설명한다.
6.2.1 캐슁 기법들에 대한 성능 비교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캐슁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히트율, 요구당 평균 응답 시간,
그리고 요구당 평균 시스템 동작 시간을 사용한다.
그림 13은 시뮬레이터에서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네 대, 여덟 대, 열 여섯 대인 경우에 캐슁 기
법들에 따른 캐쉬 히트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MCC는 다중 복사 캐슁 기법을, OCC는 단
일 복사 캐슁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Ex ODP(50)은 Ex ODP 캐슁 기법에서 전체 캐쉬에서 하위
캐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인 경우를 의미한다. 상/ 하위 캐쉬 비율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뒤에서 언급한다. 그림에서 x - 축은 각 워크스테이션 캐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캐슁
할 수 있는 블록의 개수를 의미하고 y- 축은 캐쉬 히트율을 의미한다.

(b)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여덟 대

(a)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네 대

(c)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열 여섯 대
그림 13 캐슁 기법에 따른 히트율

그림의 결과에서 몇 가지 사항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모든 경우에 있어서 MCC 기법이 가장
좋은 히트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주 참조되는 블록들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OCC는 캐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히트율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캐쉬 영역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작업세트(w orking set)를 캐쉬에 거의 포함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실험에서 히트율에는 갱신된 블록 교체시에 발생하는 숨겨
진 캐쉬 접근은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 ODP가 다른 기법과의 큰 차이가 없다. Ex ODP
에서 하위 캐쉬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캐쉬 영역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를 나타
내지 않는 이유는 Ex ODP 기법은 다른 기법에 비해 원격 캐쉬 영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
이다. Ex ODP에서 상위 캐쉬에서 갱신된 블록이 교체될 경우에 디스크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로 저장된다. 즉, Ex ODP에서는 모든 워크스테이션의 하위 캐쉬
영역을 고루 활용하게 된다.
표 3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여덟인 경우 캐쉬에 대한 전체
히트에서 원격 캐쉬에서 히트하는 비율 (%)
캐쉬의 크기

1000

2000

3000

4000

5000

MCC

14.0

12.1

10.2

9.4

9.3

OCC

18.5

20.9

20.8

21.6

22.5

ExODP(50)

28.0

28.0

30.6

30.4

29.9

캐슁 기법

표 3은 워크스테이션이 여덟 대로 구성된 환경에서 캐쉬에 대한 전체 히트에서 원격 워크스테
이션의 캐쉬에서 히트하는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ExODP에서는 다른 기
법들에 비해 원격 캐쉬에 대한 히트율이 크므로 원격 캐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임을 알
수 있다.

(a) 절대적인 응답시간

(b) 상대적인 응답시간

그림 14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여덟인 경우 캐슁 기법에 따른 응답 시간

그림 14는 워크스테이션이 여덟 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에서 캐슁 기법들에
대한 요구당 평균 응답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4(a)는 m icroseconds 단위의 절대적인 시간
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4(b)는 Ex ODP 캐슁 기법에 대한 상대적인 응답 시간이다. 그림의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Ex ODP 캐슁 기법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 5- 20% 정도의
빠른 응답 시간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기법들에 비
해 300- 2000 m icros econds의 빠른 응답을 가져다준다. 이는 갱신된 블록 교체시에 발생하는 디스
크로의 접근 횟수를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입출력 성능에
있어서 Ex ODP 캐슁 기법이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MCC 기법은 히트율에 있어서는 OCC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나 응답 시간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OCC에 비해 나쁜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29, 30, 31, 32]에 나타나듯이 여러 트레이스에서 재참조
가 자주 발생하는 블록은 쓰기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읽기 요구에 의한 것이 많다. 그러
므로 MCC에서는 히트율을 높이는 블록은 쓰기 요구에 의한 블록이라기 보다는 읽기 요구에 의
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MCC를 적용한 시스템에는 읽기 요구에 의한 블록들이 여러 워크스테이
션의 캐쉬에 존재하므로 히트율은 높여주나 그런 만큼 쓰기 요구에 의한 블록(갱신된 블록)들은
캐쉬에서 자주 쫓겨나게 되므로 응답 시간은 OCC에 비해 낮은 것이다.
그림 15는 ExODP 캐슁 기법에 대한 상대적인 시스템 동작 시간이다. 요구당 응답 시간은 각
요구에 대해 전체 시스템이 동작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비교 척도이다. 그림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Ex ODP 캐슁 기법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 매우 낮은 동작 시간을 나타내
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요구에 대해 다중 복사 캐슁 기법은 Ex ODP 캐슁 기법보다 1.4- 1.6배 가
량시스템이 더 많은 동작을 하고, 단일 복사 캐슁 기법은 1.3- 1.5배 가량 더 많은 동작을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Ex ODP 캐슁 기법의 시스템 동작 시간의 감소는 캐쉬 분할의 결과로
인해 갱신된 블록의 교체가 발생했을 때 디스크로의 요구가 최대 4번에서 최소 0번 발생하도록
하여 디스크로의 접근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15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여덟인 경우 캐슁 기법
들에 대한 평균 시스템 동작시간

표 4는 Ex ODP 캐슁 기법에서 상위 캐쉬에서 갱신된 블록이 교체될 때 디스크 접근 횟수를 나
타낸 것으로 디스크에 대한 접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70%나 된다. 그러므로 Ex ODP
기법은 갱신된 블록 교체시에 디스크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시켜주는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여덟인 경우 Ex ODP(50) 기법에
서 상위 캐쉬에서 갱신된 블록의 교체에 대한 정보
캐쉬의
크기

상위 캐쉬에서 상위 캐쉬에서 갱신된 블록의 교체시
디스크 접근 횟수
갱신된 블록의
교체 횟수

0

1

2

3

4

1000

46398

32553

1493

10499

237

1616

2000

39931

27739

1786

8940

169

1297

3000

34910

24687

1702

7348

79

1094

4000

32256

22665

2588

6118

176

709

5000

27156

20605

2154

3912

35

450

6.2.2 상/ 하위 캐쉬 비율에 따른 Ex ODP 캐슁 기법의 성능
본 절에서는 Ex ODP 캐슁 기법에서 상위와 하위 캐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성능을 살펴본
다. 그림 16은 워크스테이션이 여덟 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RAID 파일 시스템에서 Ex ODP 캐
슁 기법에서 상/ 하위 캐쉬가 차지하는 비율을 달리할 경우의 히트율, 요구당 평균 응답 시간, 그
리고 요구당 평균 시스템 동작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Ex ODP(10)의 10은 전체 캐쉬에
서 하위 캐쉬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히트율에 있어서는 하위 캐쉬가 차지
하는 비율이 다소 낮은 10- 30%인 경우에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하위 캐쉬는 갱신된 블록 교체
시에 디스크 접근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영역으로 읽기 요구만 발생하는 블록은 유지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전체 캐쉬에 의해 유지되는 블록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위 캐쉬가 차지
하는 비율이 크면 히트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캐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하위 캐쉬
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70%에 관해서는 히트율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히트율
그림 16

(c) 평균 시스템 동작 시간

(b) 평균 응답 시간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여덟인 경우 ExODP 캐슁 기법에서 상/ 하위 캐쉬의 비율에 따른 성능 비교

그러나 요구당 평균 응답 시간과 평균 시스템 동작 시간에 관한 결과는 매우 다르다. 캐쉬 영
역중 70% (때로는 90% ) 가량을 하위 캐쉬 영역으로 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위 캐쉬 영역은 갱신된 블록 교체시 발생하는 네 번의 디스크로의 요구를 최소화시켜 주
는 영역으로 클수록 옛 데이터와 패리티 블록을 캐쉬에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음으로 갱신된 블록
교체시에 디스크로의 요구를 최소화시켜준다. 특히 하위 캐쉬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패리티 블록
은 빈번히 재참조될 가능성이 크다. 표 5는 갱신된 블록이 상위 캐쉬에서 교체될 때 하위 캐쉬에
대한 옛 패리티 블록의 히트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옛 패리티 블록은 80% 이
상의 히트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여덟인 경우 ExODP 기법에서 상
위 캐쉬에서 갱신된 블록의 교체시 옛 패리티 블록의 하
위 캐쉬에 대한 히트율 (% )
캐쉬의 크기 ExODP(10) ExODP(30) ExODP(50) ExODP(70) ExODP(90)
1000

80.4

81.8

83.0

84.9

86.7

2000

80.6

81.7

83.1

84.6

87.2

3000

81.2

82.8

83.5

85.7

88.5

4000

80.7

82.8

83.9

86.0

88.5

5000

80.7

82.4

84.7

86.4

88.4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적절한 하위 캐쉬 영역의 비율을 50% 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의 실험에서는 하위 캐쉬가 차지하는 비율을 50% 로 하고 실험을 하였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입출력 병목 현상을 해결함과 동시에 높은 신뢰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래
된 개념이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이다. 워크스테이션 클러스터상의 소프트웨어 RAID 화
일 시스템이란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하드웨어 RAID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
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일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캐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
러나 소프트웨어 RA ID 화일 시스템은 패리티를 유지해야 하므로 갱신된 블록 교체시 기존의 분

산 화일 시스템에서의 캐슁 동작과는 달리 새로운 패리티를 계산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즉 갱신된 블록 교체시에 네 번의 디스크 접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갱신된 블록
교체시에 디스크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Ex ODP 캐슁 기법을 제안하였다. ExODP 기법은 캐쉬를
논리적인 두 단계, 즉 상위와 하위 캐쉬로 구성하고 각 단계의 캐쉬마다 역할을 달리하는데 하위
캐쉬는 옛 데이터와 패리티 블록을 저장하고 있으며 갱신된 블록의 교체가 발생하였을 때 디스크
로의 접근을 최소화시켜 주는 기법이다. 제안한 Ex ODP 캐슁 기법과 기존의 캐슁 기법들을 소프
트웨어 RAID 화일 시스템에 적용한 기법들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비교를 하였다. 시뮬레이
션 결과를 통해 ExODP 캐슁 기법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 시스템 입장은 물론이고 사용자 입장에
서도 매우 효율적인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우선 Ex ODP 기법에서 하위 캐
쉬에 있는 블록들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 성격에 맞는 교체 정책을 개발할 것이고 상위 캐쉬에서
효율적인 쓰기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한 캐슁 기법을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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