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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개인용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가 성능을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시간과 응답시간이다. 응답시간을 결

정짓는 요소는 스토리지의 응답 속도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

은 시도들이 있었다. 하드웨어적으로 하드 디스크 대신 SSD가 적

용되고 있으며, 스토리지의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프리페칭 기

법들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메모리 점유율이 높

거나, 실시간성이 떨어지는 등 프리페칭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일반 워크로드에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낮은 오버헤드의

디스크 프리페칭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분석한다. 제안한

Free-Load 프레임워크는 크게 Analyzer와 Scheduler로 구성되며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워크로드에 모두 적용

할 수 있다. Free-Load Analyzer는 시스템의 I/O 요청을 모니터링

하여 I/O 요청이 폭발하는 경우 이를 블록 레벨의 정보로 저장한

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 번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이나 로딩 시 프

리페칭을 수행한다. Free-Load I/O Scheduler는 기존 루틴의 I/O

요청과 프리페칭 I/O 요청의 처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프리

페칭은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I/O 요청과 함께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는데, 스케줄러에서 프리페칭을 차별적으로 처

리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프리페칭

프레임워크에서 15% 이상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인다.

주요어 : 프리페칭, 일반 워크로드, 낮은 오버헤드, NCQ 스케줄러

학 번 : 2011-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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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개인용 컴퓨팅 환경에서 성능을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응용프

로그램의 기동시간과 응답시간이다. 응용프로그램의 응답 시간을 결정짓

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되어있는 스토리지이다. 때문에, CPU의 연산 시간과 스

토리지의 응답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

으며, 주로 하드 디스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하

드 디스크의 기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 접근 방법을 효율적으

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드 디스크는 그 기계적 구조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할 때 필수적으

로 회전 지연 시간과 탐색 시간이 수반된다. 이러한 특성은 하드 디스크

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으며, 하드 디스크 벤더들은 이

를 개선하기 위해 액추에이터 암(actuator arm)의 움직임을 최적화 하는

NCQ (Native Command Queuing)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계적 특성

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드디스크를 탈피하고,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이

용한 새로운 구조의 스토리지인 SSD(Solid-State Drive)를 출시하고 있

다. 초기의 NAND 플래시는 가격이 높아 대중화하기 어려웠으나, 근래

에는 가격이 하락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SSD가 스토리지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드 디스크의 점유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

나,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드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SSD 역시 NCQ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SSD는 구조적으로 기계적인 접근 시간이 없기 때문에, SSD 내부 병렬

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쓰기 연산의 병합이나 명령어 재배치 등을

위해서 NCQ가 사용되고 있다. 큰 맥락에서 디스크의 접근 순서를 더 효

율적으로 변경한다는 점에서 하드 디스크와 SSD의 NCQ의 역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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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더들의 NCQ를 이용한 하드웨어적 발전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 발

전도 있었다. 그 중 효과적인 방법은 프리페칭 기법이다. 프리페칭은 추

가적인 장치 없이 효과적으로 디스크의 접근 시간을 감추는 역할을 한

다. 프리페칭은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다음번 블록 접근을 예측하고 CPU

연산 시간에 미리 해당 블록을 캐싱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디스크 접근을 방지하고 메모리의 캐시 히트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여러 프리페칭 기법을 제안하였으나, 실시간 분석

이 불가능하여 런타임에 사용할 수 없거나 특정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하

여 현실성이 없는 것이 많다.

그러나 프리페칭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예측의 불확실성에 있다. 예

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블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으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메모리 점유율이 높거나, 상관

관계 분석을 오래 진행할수록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었

다. 또한, 워크로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필요하여 시스템 전체의 성

능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개인용 컴퓨팅 환경에서 프리페칭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오버헤

드가 적은 프리페칭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NCQ를 활

용하여 기존의 I/O 루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낮은 오버헤드

로 프리페칭하는 기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시간 및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분석한다. 응

답 시간의 단축은 스토리지의 접근 빈도를 줄이거나, 접근 방법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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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리지의 접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은 스토리지의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며, 스토리지

종류가 바뀔 경우 효용성을 잃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상화 레벨

에서 블록 디바이스에 속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Free-Load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분석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Analyer와 Scheduler로 구성되며, 앞선 프리페칭 연구들의 디스크 구조

종속성과 오버헤드 문제를 개선한다.

먼저 Free-Load Analyzer는 블록들의 접근패턴을 모니터링하여 폭발

적인 I/O 요청 증가를 감지하고, 감지된 경우 해당 블록들을 로깅한다.

이 때 이러한 I/O 폭발을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시간 순으로

추적하여 연결한다. 이후에 다시 이 파일이 열릴 때에는 트리거로 이용

하여 저장된 I/O 요청들을 프리페칭한다.

두 번째로 Free-Load I/O scheduler는 기존의 I/O 루틴에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면서 Analyzer에서 요청된 프리페칭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I/O 스케줄러이다. 프리페칭은 그 정확성을 항상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I/O들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야 하지만, 기존의 I/O

요청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큰 오버헤드 없이 성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리페칭을 처리하는 동안 NCQ의 Queue depth와 처리

중인 요청 크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여유 자원만을 프리페칭에 활용

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용 컴퓨팅 환경에서 Free-Load 프레임워크를 적용

했을 때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과 로딩시간 단축 효과를 측정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응답 속도 향상을 위한 프

리페칭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Free-Load 프레임워크를 제

안한다. 4장에서는 프레임워크 개발 고려사항 및 분석내용을 설명하고, 5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성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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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CPU와 하드 디스크간의 성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하드디스크는 플래터의 회전 속도가 한계에 이르러 개선이

더딘 반면, CPU는 단일코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멀티 코어의 방향으로

장치가 발전하고 있어, 스토리지 성능이 응답 속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력이 높아지고 있다.

대안으로 등장한 SSD는 하드 디스크의 결함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여

전히 CPU나 메모리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신뢰도 등의 문

제를 안고 있다[1]. 따라서 SSD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페칭에

관한 연구는 사용자의 체감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컴퓨팅 환경의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프리페칭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어왔다. 전통적으로 프리페칭은 다음 I/O 요청에 대한 예측을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는 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하드디스크의 특성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블록을 이동하는 하드웨어적 연구와 이와 관계없이 메모리에

정확한 내용을 캐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2][3].

물리적으로 블록을 이동시키는 하드웨어적 방법은 현재 윈도우와 리눅

스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다. 하드 디스크의 Sequential read 성능이 훨씬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을 Sequential로 만들기

위해 윈도우에서는 조각모음을 지원하고 있으며, 리눅스에서도 spatial

locality에 기반한 미리읽기를 사용하고 있다[4][5].

또한 Sequentiality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파티션을 이용하는 BORG

가 있다. BORG의 경우 사용자의 접근 패턴을 분석하여 BOPT라는 별도

의 파티션에 Sequential 접근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재배치하여 이동시

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6].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와 하드

디스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디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페칭 기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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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 하이브리드 디스크에서 플래시 메모리는 RAM과 하드 디스크

사이의 캐시 역할을 하며, 이 플래시 영역이 작기 때문에 응용프로그램

의 코드 영역이나 자주 사용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캐싱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이 영역으로 정확하게 데이터 블록을 이주시키는 것이 성능

을 결정지으며,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부분을 "pinned set"이라

고 한다[8].

하지만 하드웨어적 연구의 한계는 앞으로 다가올 SSD 시대에는 효용

성이 없다는 데에 있다. 미래에 SSD가 경제성을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점차 대체할 경우 하드웨어적 연구 결과들은 점차 그 기능을 잃게 될 것

이다.

반면 소프트웨어적 연구는 하드 디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SSD와 같은

블록 디바이스에 모두 응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파일

레벨의 프리페칭이 주를 이루었으나, 파일 레벨의 프리페칭은 디스크 상

에서 물리적인 Sequentiality를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메타 데이터의 경우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프리페칭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블록 레벨의 프리페칭은 위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에는 C-Miner와 DiskSeen 등이 있다.

C-Miner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블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예측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9]. 이 연구는 블록들의 접근 로그를

수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블록 접근 시퀀스를 CloSpan (Closed

Sequential Pattern mining)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CDP (Correlation-Directed Prefetching) 프리페칭 기법을 시뮬

레이션 하였다. 블록 접근의 빈번한 시퀀스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성

능 개선을 계산하였으나, 상관관계 분석을 오래할수록 오히려 성능이 낮

아지는 단점이 있다.

DiskSeen은 파일 레벨이 아닌 디스크 블록 레벨의 프리페칭을 제안하

였다[10]. C-Miner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블록 순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접근한 블록의 접근 위치와 시간을 BTE (Block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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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에 기록하여, 인접한 LBN (Logical Block Number)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프리페칭을 진행하는데 한

방향은 Sequential 접근을 하는 프리페칭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접근 기

록을 4개씩 묶은 trail 기반의 프리페칭이다. Diskseen은 파일 레벨의 프

리페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Table 유지를 위한 메모

리 소비가 심하고, 단일 디스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RAID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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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Free-Load 프레임워크

제 1 절 프레임워크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ree-Load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

성된다. 첫 번째는 Free-Load Analyzer로 I/O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지

하고 이를 발생시킨 파일을 시간 순으로 추적하여 연결한 후, 블록 레벨

의 접근 로그를 저장한다. 블록 레이어의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정보와 관계없이 메타 데이터까지 로깅할 수 있으며 기존의 파일

레벨 프리페칭과 연계하여 성능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림 1 Free-Load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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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Free-Load I/O Scheduler로 Free-Load 프레임워크가 기존의

I/O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스케줄러는 상황에 따라

프리페칭을 위해 요청되는 I/O들의 우선순위를 낮춤으로써, 후순위로 처

리되도록 한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동안 모든 I/O 요청

들을 Free-Load Analyzer에서 모니터링 되며, 파일을 열 때마다 파일

퍼미션을 검사하여 프리페칭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요청된 프리페칭

I/O들은 Free-Load I/O schduler에서 처리 되는데, 스케줄러에서는 현재

디스크의 종류에 따라 Queue depth나 처리중인 I/O 요청 크기를 고려하

여, 우선순위를 낮추지 않고 프리페칭 I/O 요청을 기존 경로의 I/O 요청

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Free-Load 프레임워크에서

프리페칭을 통한 응답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 프리페칭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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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ree-Load Analyzer

Free-Load Analyzer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의 I/O 요청

들을 수집하여 기록하거나, 필요한 경우 프리페칭을 요청한다. 로깅을 할

때는 전체 I/O 요청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프로그램이 처음 기동

되거나 실행 중간에 로딩이 필요하여 I/O 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지하고, 이 때에 해당하는 블록 레이어의 접근 내용들을 파일

로 저장한다. I/O 요청 모니터링은 메타 데이터 요청을 위한

submit_bh()함수와 데이터 I/O 요청을 위한 ext4_readpage()함수를 이용

해 접근 블록과 요청 크기를 함께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된 접근 패턴

들은 이를 발생시킨 파일로 연결 지어 저장하는데, 이것을 연결하기 위

해서 접근한 파일 목록들을 접근 시간과 함께 유지한다. 이 때 공유 라

이브러리 파일들은 제외한다. 라이브러리 파일은 비단 현재 의도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시킨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기

동 시 다른 패턴의 요청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 Free-Load Analyzer의 모니터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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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석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접근된 블록을 점유하는

파일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는 파일을 시간 순으로 추적하여,

일정 시간 내의 근접한 파일을 연결시킨다. 이 방법은 접근 파일과 블록

패턴을 정확하게 연결 짓는 것이 아니라, 접근 파일을 일종의 트리거로

생각하여 이 기준점 이후 I/O 요청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로써,

이 파일이 반드시 I/O 요청 폭발 부분의 해당 디스크 블록에 저장된 내

용은 아닐 수 있다.

프리페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열 때 이미 기록된 프리페칭 파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프리페칭 파일이 존재하는지 검색하

는 것 역시 오버헤드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에 직접 표시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ext4 파일 시스템의 퍼미션 중 sticky bit를 이용하

여 구현하였는데 ext4 에서 sticky bit는 디렉토리에만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퍼미션을 일반 정규 파일에 설정함으로써 프리페칭 표식이 가능

하다. 이렇게 표시된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sys_open system call 을 수

정해야 하며, sticky bit이 설정된 경우 프리페칭을 요청한다. 이렇게 요

청된 프리페칭 I/O들은 페이지 캐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같은 파일이 여러 번 열리는 경우 동일한 요청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같은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스케줄러에서 병합되어 한 번에 처리

될 수도 있지만 요청이 많은 경우에는 병합 가능성이 낮으므로, 일정 시

간제한 내에는 한 번만 프리페칭 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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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정한 sys_open system call 알고리즘

제 3 절 Free-Load I/O Scheduler

Free-Load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낮

은 오버헤드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I/O 요청이 지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Free-Load I/O

스케줄러는 응용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요청한 기존 시스템 경로의 I/O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NCQ의 Queue depth가 낮은

상태이거나 I/O 요청 처리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Free-Load Analyzer

에서 요청한 I/O 요청을 함께 처리하여 프리페칭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스케줄러 구현에 있어서 I/O 요청을 처리할 때에 하드 디스크와 SSD

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드 디스크는 기계적 장치이므로 현재 처리중

인 위치와 다음에 처리되어야 할 요청된 블록의 위치 관계가 성능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의의 I/O 요청에 대해서 I/O의 크기보

다는 I/O 개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SSD는 평균 응답시간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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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스크보다 1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성능이 내부 병렬화 비율로 결정

된다. 따라서 SSD는 임의의 I/O 요청에 대해서 I/O의 개수보다는 I/O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장 2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Free-Load I/O scheduler는 no-op 스케줄러를 기반으로 데드라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하였다[11]. 프리페칭으로 요청된 I/O들은 기본적으

로 기존 루틴의 I/O 요청 Queue와 다른 별도의 Queue에 저장한다. 하지

만 Queue depth가 낮거나, 처리중인 I/O 요청들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는 같은 Queue에 저장하여 NCQ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의 Queue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낮은 순위 Queue의 프리페칭 요청들을

처리하되, 일정 시간이 지난 요청들은 이미 그 효용성을 잃었기 때문에,

실제로 스토리지에 요청하지 않고 스케줄러에서 요청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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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Free-Load 프레임워크 분석

제 1 절 NCQ의 활용

NCQ는 하드 디스크 벤더들이 하드디스크의 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기능이다. I/O 요청들을 먼저 Command Queue에 저장한 후,

하드디스크 헤드의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순서로 재배치하여 처리

하기 때문에 I/O 요청이 많은 서버 컴퓨팅의 경우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팅 환경에서처럼 Queue depth가 낮고 I/O 밀집도가 낮은 경

우에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최근의 리눅스 커널에서는 plug/unplug를 통해 스케줄러에서의 I/O 대

기 시간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NCQ의 직접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Queue depth를

높이는 방법으로 NCQ를 활용하여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12].

그림 5 웹 서핑시의 Queue dept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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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게임 할 때의 Queue depth 변화

그림 5와 그림 6은 개인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웹 서핑을 할 때와 게임

을 할 때의 Queue depth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

용 컴퓨터에서는 NCQ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시

적으로 Queue depth가 높아지는 것은 inode block의 미리읽기 때문이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시에는 여러 파일들을 읽어 들이는데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에서 메타 데이터를 먼저 읽어야 한다. inode와 같

은 메타 데이터는 spatial locality가 높기 때문에 현재 리눅스 커널에서

는 항상 32개의 inode를 읽어들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SSD에서의 NCQ는 쓰기 연산의 병합이나 명령어 동시 실행을 위한

재배치 등을 위해 사용되며, HDD와 마찬 가지로 I/O 요청이 많은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SSD의 경우 하드 디스크보다 응답 속도가

열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I/O의 개수 보다는 그 크기를 늘림으로써 내

부 병렬화를 통한 응답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워

크로드가 단일 응용 프로그램 실행과 같은 간단한 환경일 경우, SSD에

서는 프리페칭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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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O 요청 패턴에 따른 성능 저하 분석

하드 디스크와 SSD의 성능 분석은 나누어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하

드 디스크는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I/O 요청의 크기 보다는 개수에 지

배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SSD 는 I/O 요청 개수보다는 크기에 지배적

인 영향을 받는다. 다음 실험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림 7 Queue depth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

그림6은 벤치마크 툴인 IOMeter를 이용하여 I/O Queue depth에 따른

평균 응답시간을 측정하였다. Queue depth가 증가할수록 하드 디스크의

평균 응답 시간은 늘어나는데, 그 정도가 SSD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나

타난다. SSD의 응답 속도는 하드 디스크보다 열 배 이상 빠르기 때문

에, I/O 요청의 개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하드 디스크는 결정적

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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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O 요청 크기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

그림 7은 IOMeter를 이용하여 I/O 요청 크기를 달리하여 1개씩 I/O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평균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하드 디스크는

1MB 까지 요청 크기가 증가하는 동안 약 2.5배 응답 시간이 증가한 반

면 SSD는 17배 증가하여, 하드 디스크는 요청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SSD는 요청의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케줄러에서 I/O 요청의 처리량을 조절하는 threshold

를 결정할 수 있다. 하드 디스크의 경우 현재 요청 큐 안의 I/O 개수를

확인하고 threshold와 비교하여 처리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SSD의

경우에는 현재 처리중인 요청들의 크기를 확인하고 threshold와 비교하

여 스케줄링 방법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threshold를 넘지 않

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I/O 루틴과 함께 처리함으로써 응답 속도 개선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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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블록 접근 패턴 로깅

3장에서 제시한 Free-Load 프레임워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응용프로

그램이 기동하는 동안 사용되는 블록들의 접근 내용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블록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초기 1회만 시

행되면 이후에는 불필요한 작업이다.

블록의 접근패턴을 예측하기 위하여 확률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

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확한 블

록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크고 추가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반면 Free-Load 프레임워크에서는 블록들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한 순서 그대로 로깅을 수행한다. 동시

에 접근하는 파일 목록을 시간 순으로 유지하여, 수집한 블록들을 이끌

었다고 추정되는 파일에 sticky bit을 설정한다. 다음 번 실행 시에는 해

당 파일에 sticky bit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프리페칭을 실시한다. 이처럼

특별한 분석과정이나 추가적인 작업이 없기 때문에, 개발한 프레임워크

에서는 실시간으로 접근 블록 로깅과 프리페칭이 가능하다.

수집한 블록 정보를 파일과 연결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 첫 째로 시스템 동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의도

치 않게 모니터링 중간에 수집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일들은

실험 과정 중 해당 디렉토리를 수집하여 최대한 배제하도록 처리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I/O 폭발로 수집된 블록들과 파일 연결이 잘못 된 경우

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 워크로드 시에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데, 임의의 파일에 연결이 잘못된 경우 다음 번 I/O 폭발 시

에 다시 모니터링 되어, 수집된 블록들이 올바른 파일로 새롭게 연결되

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확하게 블록 정보들과 연결된 파일은 기존 내용

을 잃지 않고 추가적인 수집 내용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요청 시마다

올바른 프리페칭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블록 접근 모니터링과 프리페

칭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리페칭으로 인한 I/O 폭발 시에도 블



18

록 정보들을 저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프리페칭 요청을 하는 중에

는 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도록 구현하였다.

개발한 프레임워크의 메모리 오버헤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analyzer에서 실시간 로깅에 사용하는 메모리 사용량은 최근 열린 파일

목록 1000개를 유지하기 위하여 268.56KB, 최대 72000개의 블록 접근 목

록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2.2MB 및 기타 구조 설정들을 포함하여도

최대 3MB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낮은 오버헤드로 로깅 및 프리페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워크로드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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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성능 평가

제 1 절 실험 환경

Free-Load 프레임워크의 성능 측정을 위한 실험 환경은 표 1과 같다.

개인용 컴퓨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사양이 아닌 일반적인 PC에

Fedora 17 64bit를 사용하였다.

성능 측정을 위해 기존의 벤치마크 툴들을 쓰기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기존의 툴들은 스토리지 성능 측정을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캐시 레이

어를 거치지 않거나, CPU 수행시간 없이 지속적인 I/O 요청 처리에 대

한 결과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캐시 레이어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프

리페칭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CPU 수행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프리페칭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워크로드

패턴과도 다른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벤치마크 툴을 이용하여 프

리페칭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실행을 진행하였

다. 사용자가 체감하는 프리페칭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응용프로

그램 레벨의 성능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용프로그램의 같은 상황까

지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시점까지의 진행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

CPU Intel(R) Core(TM) i3-2100 CPU @ 3.10 GHz

Mainboard ASRock H61M-HVGS

RAM DDR3-1066 2048MB x 2

HDD Seagate 500GB barracuda 7200.11 ST3500320AS

SSD OCZ Vertex3 120GB VTX3-25SAT3-120G 2.5"

OS Fedora 17 x86_64 3.5.0-rc6 kernel ext4 filesystem

표 1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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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성능 측정 및 분석

응용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하여 필요한 블록들이 메모리에 적재되면서

기동하는 것을 cold start, 한 번 실행시킨 후 메모리에 적재되어 캐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다시 수행하는 것을 warm start 라고 한다.

프리페칭의 효과는 메모리에서 모두 히트가 되는 warm start 시간 보다

빨라질 수 없으므로, warm start 시간은 프리페칭의 이론적 한계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시간을 모두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성능 측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Free-Load Analyzer의 작동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하여 Analyzer가 작

동하는 경우와 작동하지 않는 경우의 Queue depth 변화와 I/O 요청 크

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는 프리페칭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

용프로그램의 기동 시간과 로딩 시간 변화를 비교 측정하였다. 세 번째

는 Free-Load I/O scheduler의 프리페칭 제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림 9 cold start시 Queue depth 변화(eclipse)



21

그림 10 Analyzer 작동 시 Queue depth 변화(eclipse)

그림 9의 Analyzer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eclipse의 cold start시

Queue depth 변화와 그림 10의 Analyzer 작동 시 Queue depth 변화를

비교해보면 Analyzer 자체의 오버헤드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Queue

depth가 일시적으로 높이 나타나는 것은 관련 파일 블록들을 읽기 위한

inode block 미리읽기 때문이며, 로그 분석 결과 1∼17초 사이의 I/O 요

청 전체가 하나의 프리페칭 파일로 저장되었다. 수집된 정보들을 파일로

기록하기 위하여 19초 부근에 대량의 I/O 요청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 연결된 파일은 eclipse 설치 폴더의 '.fileTablelock'

파일이며, 다음 번 eclipse 실행 시 프리페칭 트리거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동 전체가 하나의 프리페칭 파일이 되었으므로 프리페칭 효과가

클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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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old start 시 I/O 요청 크기 변화(eclipse)

그림 12 Analyzer 작동 시 I/O 요청 크기 변화(eclipse)

cold start 시와 Analyzer 작동 시의 I/O 요청 크기 변화를 비교하면

19초 부근의 프리페칭 파일 저장을 위한 I/O 요청들이 발생하는 것을 분

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여 Anaylyzer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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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프리페칭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fgfs 게임 응용 프로그램

의 기동 시 Queue depth 변화와 I/O 요청 크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로

그 분석 결과 총 4개의 프리페칭 파일이 생성되었으며, 3이하의 Queue

depth를 유지하던 I/O 요청들이 정렬되어 프리페칭 효과로 단시간 내에

처리되면서 31의 Queue depth를 갖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구간 이후에는 필요 블록들이 메모리에 적재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캐시

레이어에서 캐시 히트가 발생하므로, 이후에는 블록 레이어로 I/O 요청

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13 cold start 시 Queue depth 변화(fgfs)



24

그림 14 프리페칭 시 Queue depth 변화(fgfs)

같은 실험의 I/O 요청 크기 변화를 보면 더 분명한 변화를 알 수 있

다. cold start 시의 I/O 요청은 전 시간에 걸쳐 낮은 크기의 I/O 요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프리페칭 시에는 이 요청들이 미리 LBA 순으로

정렬되어 비 동기 방식으로 한 번에 요청되므로, 단 시간 내에 큰 크기

의 I/O 요청이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I/O 요청이 빠르게 처

리되는 경우, 멀티 프로세싱 환경에서 다른 프로세스의 I/O 요청이 처리

될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응답 시간 단축에 도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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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old start 시 I/O 요청 크기 변화(fgfs)

그림 16 프리페칭 시 I/O 요청 크기 변화(fg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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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프리페칭 시 Queue depth 변화(savage 2)

프리페칭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실험으로 Savage 2 게임 응

용 프로그램의 Queue depth 변화와 I/O 요청 크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은 이전 실험과 달리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이 아니라 중간 로딩

과정을 측정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은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Free-Load 프레임워크는 오버헤드가 매우 낮으므

로 일반 워크로드에 모두 적용할 수 있음을 이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그림 17에서 실제로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시간이 아닌 중간 로딩 시간

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Queue depth의 변화를 보면 3 미만의 지

속적인 요청들이 프리페칭 되어 31의 Queue depth를 유지함으로써

NCQ를 활용하여 더 짧은 시간에 처리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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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프리페칭 시 I/O 요청 크기 변화(savage 2)

그림 18에서는 실제 200KB 내외의 I/O 요청들이 병합되어 10MB의

요청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큰 용량의 I/O로 병합되면서 실

제로 I/O 요청을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일반 워크로드

에 모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Free-Load 프레임워크를 적

용할 경우 I/O 요청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든 구간에서 프리페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행한 실험들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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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start

warm

start
prefetch

cold 대비

줄어든 비율

Eclipse (기동) 16.5 6.1 11.4 30.9 %

Fgfs (기동) 27.5 18.9 23.3 15.2 %

Savage 2 (로딩) 22 17 18.5 15.9 %

표 2 프리페칭 실험 결과

세 번째 실험으로 Free-Load I/O Scheduler의 프리페칭 제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Free-Load 프레임워크에서 스케줄러는 aggressive 프리페칭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 실험을 통해 프리페칭 요청이

기존의 I/O 요청과 경쟁하게 되었을 때, 스케줄러가 프리페칭 I/O 요청

들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낮추는지 확인하였다.

I/O 요청의 데드라인을 2초 이상으로 설정했을 경우 실제로 미처리되

는 I/O 요청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2초 이상 지연되는 I/O 요청이

없음을 의미하며, I/O 요청이 빈번하지 않은 개인 컴퓨팅 환경 상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데드라인을 1초로 설정하였을 때는 전체 423

개의 I/O 중 52개의 I/O가 제외되었다. 기존 루틴의 I/O 요청 때문에 프

리페칭 I/O 요청이 제외되는 수치는 워크로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험값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12.3%의 I/O 요청이 제

외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프리페칭 제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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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I/O 요청이 지속적으로 많지 않은 개인용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프로

그램의 기동뿐만 아니라 중간의 로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디스크 프리페

칭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분석하였다. Free-Load 프레임워크는 프리페

칭 자체의 오버헤드가 매우 낮아 최대 3MB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며,

추가적인 I/O 요청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I/O 요청이 급격히 증

가하는 모든 구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워크로드에 적용이 가

능하다.

Free-Load 프레임워크에서 3개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2개의 기동

시간과 1개의 로딩 시간을 측정하였다. 기동 시간의 경우 각각 30.9%,

15.2% 감소하였으며, 로딩 시간은 15.9% 감소하여 모든 경우에 15% 이

상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스케쥴러에서 1초 이상 지연되는 프리페

칭 I/O 요청들이 제외되는 것을 확인하여, aggressive 프리페칭을 제한

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의 I/O 루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더라도, 프리페칭

으로 미리 읽어놓은 블록들이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리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하드 디스크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 전반에 접목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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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nalysis of

Low Overhead Disk Prefetching

Framework for Personal

Computing Environment

Jeong Hak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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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 launch and response tim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user experience. Response time depends on storage

response speed, for which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rove

it. For hardware speedup solid-state drives (SSDs) have received

more attention than conventional hard disks, while prefetching

techniques were developed to reduce the access time of storage.

However, due to the large prefetching overhead, such as high

memory usage and non real-time property, they were not applicable

to general workloa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d analyze low overhead

disk prefetching framework suitable for personal computing

environment. The framework consists of two parts, analyzer and

scheduler, and can be applied to general workloads. The proposed

framework, Free-Load Analyzer monitors I/O requests of 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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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of heavy I/O requests, the analyzer logs them as

block-level information. Using this pre-saved information, a

prefetching is performed during the next time an application is

launched or loaded. Free-Load I/O scheduler arbitrates the order of

I/O requests from regular routine and prefetching framework. Because

the prefetching is done automatically, prefetching I/O requests may

have race condition with regular I/O requests. However its influence

can be minimized by lowering the priority in the scheduler. Finally,

our proposed prefetching framework could improve the performance

by at least 15%.

Keywords : prefetch, general workload, low overhead,

NCQ scheduler

Student Number : 2011-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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