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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부분의 분산파일시스템은 Client와 Server가 통신하기 위해

RPC(Remote Procedure Call) Protocol을 사용한다. 처리해야 할 Load가

늘어날수록 RPC Overhead는 증가하게 되고, 특히 Decentralized

Metadata 분산파일시스템의 경우 Metadata Server가 존재하지 않아서

Client-driven으로 I/O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Client와 Server 사이

의 RPC가 더 많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Client에서 여러 개의 I/O

Request를 Merging하여 한 번에 Server로 전송하는 방식을

Decentralized Metadata 분산파일시스템인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 적용

해 RPC Overhead를 줄였다. 본 논문의 방식을 통해 Read는 기존 대비

최대 16% 정도, Write는 13% 정도의 성능향상을 이뤘다.

주요어 : 분산파일시스템, GlusterFS, 파일입출력, I/O merging,

Jumbo frame

학 번 : 2016-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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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Cloud 컴퓨팅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핵심 기술인 분산파일시스템 또한

주목 받는 기술 중 하나가 되었다. 분산파일시스템은 Client가 물리적 혹

은 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Server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치 Client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Server에 데이터를 저장하

고 관리하는 파일시스템이다. 단순히 파일의 저장과 관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장치의 장애에 대비하고 효율적이고 빠른 파일 I/O를

위한 기능도 제공한다.

대부분의 분산파일시스템은 Metadata Server와 Data Server를 분리

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Client가 어떤 파일과 I/O를 하려면,

Metadata Server와 통신하여 해당 파일이 있는 Data Server의 정보와

파일의 위치 정보 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Metadata Server 구조를 채

택한 대표적인 분산파일시스템으로는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Lustre 등이 있으며 Metadata Operation이 Metadata Server에

중앙 집중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Centralized Metadata 파일시스템으

로 분류한다.

최근에는 Decentralized Metadata 파일시스템 구조를 갖는 분산파일시

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Centralized Metadata 파일시스템은 Metadata를

요청하는 Client의 수가 많아지고, Metadata Server의 수가 한정되어 있

을 때 Metadata Server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Decentralized

Metadata 분산파일시스템은 Metadata Server와 Data Server를 따로 분

리하지 않아서 모든 Server Node들이 Metadata Operation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Metadata Server로 인한 병목 현상을 겪지 않는다. 따라서

Scalability가 좋으며 대용량 I/O 처리에 적합하다. 대표적인

Decentralized Metadata 분산파일시스템으로는 글러스터 파일시스템,

Swift 등이 있고, 그 중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은 확장성이 아주 좋고 대

용량 I/O 처리 성능, 응용 호환성 등이 우수하여 근래 Cloud Infra 구성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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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컴퓨터 Node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산파일시스템의

특성상 Client와 Server사이의 통신은 대부분 RPC(Remote Procedure

Call) Protocol을 사용한다. 어떤 형태의 분산파일시스템이건 Client와

Server 간의 통신은 자주 일어나므로 RPC Overhead를 피할 수 없다.

특히 Decentralized Metadata 분산파일시스템의 경우에는 Metadata

Server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lient와 Server가 Metadata Operation

을 할 때 RPC를 더 많이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Metadata-intensive한

크기가 작은 파일(Small File)에 대한 I/O 처리를 수행할 때 RPC

Overhead는 더욱 증가하고, 이는 성능의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RPC

Overhead를 줄여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PC I/O Request를 여러 개로 통합하여 한 번에 보내

는 Merging 방식을 사용해 RPC Overhead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제안한다. 특히, 최근 좋은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Metadata-intensive I/O를 할 때 성능 저하가 심한 글러스터 파일시스템

을 Target으로 하여 I/O Merging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의 글러스터 파

일시스템과 대비하여 I/O Merging 방식을 적용했을 때 Read의 경우

16%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Write의 경우 13% 정도의 성능 향상

을 보였다.

본 논문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Metadata-intensive I/O 워크로드에서 분산파일시스템의 I/O

Request를 Merging하여 보내는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문제를 관찰하고, 제 4장에서는

I/O Merging의 설계 및 구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제

안하는 방식과 원래 방식의 성능 비교 결과를 보인다. 제 6장에서는 관

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7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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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2.1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의 아키텍처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는 Metadata Server가 없다. 모든 Server가 글

러스터 Storage Pool에 어떤 Server가 있고 어떤 Volume이 있는지를 알

고 있다. Volume이란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Brick을 모아

놓은 Cluster의 개념이며, Brick이란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의미한

다. 글러스터 Server들은 자체적으로 로컬파일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파일을 저장할 때 Server의 로컬디스크에 지정된 폴더에 저장한다. 저장

된 파일에 접근할 때는 볼륨의 한 Server에 접근하여 파일의 위치를 알

아낸 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Server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Read 하거

나 Write 한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모든 Server는 병렬적으로 Storage

Pool에 병합되어 있으며, Client는 볼륨 안의 어떤 Server에 접근해도 파

일의 위치 등의 정보를 얻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이 Server와 Client에 설치되고 마운트 되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이 Server Node에 설치되면

Glusterd Daemon 바이너리가 생긴다. Daemon이 실행되면 TSP(Trusted

Server Pool)이 생성되는데 TSP는 모든 Storage Server Node를 포함한

다. 사용자가 Volume을 생성하면 Glusterfsd Process가 Brick을 실행하

기 시작한다. 각 Volume을 Configuration하는 파일을 글러스터 파일시스

템에서는 Vol-file이라고 지칭한다. 이것은 Volume이 만들어지면서 생성

되며, 옵션을 바꿀 때 마다 수정된다.

그림 2.2는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File Operation이 글러스터

Client와 글러스터 Server를 거치며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User

Program의 I/O 요청은 Kernel Space에서 VFS(Virtual File System)와

FUSE(Filesystem in Userspace)를 거쳐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의 FUSE

Translator와 옵션에 따라 여러 Translator를 거쳐 Server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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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Node에서 받은 Request는 글러스터 Server Translator를 거쳐

POSIX (Po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Translator까지 도달하고

POSIX는 System Call을 하여 Kernel Space의 VFS를 부르고, VFS는

해당하는 로컬파일시스템을 호출하고 호출된 로컬파일시스템은 Request

를 처리한다.

그림 2.1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의 Server와 Client 구조

그림 2.2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File Operation이 처리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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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I/O Request 처리

그림 2.3 (a)은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Write Request를 처리하기 위

해 Client가 Server에게 보내는 RPC를 보여준다. 먼저 Client에서

Server에게 파일의 위치를 찾는 Lookup RPC를 보낸다. Server에서

Lookup RPC에 대한 Callback이 오면 Client는 Open RPC를 보내고,

Server에서 Open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Open Callback을 보낸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 Write Request 같은 경우 크게 9단계의 RPC Round

Trip이 일어나게 된다. 그림 2.3 (b)은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Read

Request를 처리하기 위해 Client가 Server에게 보내는 RPC를 보여준다.

Lookup, Open, Read 의 3단계 RPC Round Trip이 일어난다.

(a) Write RPC (b) Read RPC

그림 2.3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의 Write/Read RP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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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mall File에서 성능 저하

Write Request를 처리할 때, 실질적인 Write Operation을 보내기 전

후에 File Lock 등의 Metadata RPC가 많이 발생한다. 하나의 크기가 큰

파일(Large File)을 Write하는 Request를 보낼 경우 Open, File Lock 등

의 Metadata RPC는 한 번의 Round Trip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Write

RPC가 Block 단위로 불린다. 반면, Small File 여러 개를 Write하는

Request를 보낼 경우에는 파일의 개수만큼 Open, File Lock 등의 RPC

가 불리게 되므로 Overhead가 된다. 그림 2.4는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

서 같은 양의 I/O를 하더라도 Large File과 Small File일 때 성능 차이

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40MB 크기의 파일 한 개와 4KB 파

일 10,000개는 모두 40MB의 양을 Write 하거나 Read 한다. Block Size

가 4KB이기 때문에 Large File과 Small File 모두 10,000번의 Write

Request RPC가 불리지만 성능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림2.4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Large File과 Small File I/O 성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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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정의와 관찰

표 3.1은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Enqueue Thread와 Dequeue Thread

의 개수에 따른 I/O Thread Queue의 Request 개수와 Throughput을 나

타낸 것이다. 세로는 Enqueue Thread의 개수이고 가로는 Dequeue

Thread의 개수이다. Enqueue Thread가 증가할수록 I/O Thread Queue

에 쌓이는 Request의 개수는 늘어난다. 표 3.1의 (a) 에서 Enqueue

Thread가 늘어날수록 Queue에 쌓인 Request의 수는 늘어난다. Enqueue

Thread가 6개일 때와 8개일 때는 20개로 동일한데, 이는 User

Application에서 Request를 보내는 속도에 바운드되어서 더 이상 증가하

지 않기 때문이다. Dequeue Thread가 증가할수록 Queue의 Request 개

수는 줄어들게 된다. Dequeue Thread는 Request를 하나씩 Dequeue 하

므로, Dequeue Thread가 늘어나면 Queue에 쌓이는 Request가 줄어들게

된다. Dequeue Thread를 증가시키면서 Queue의 Request 개수를 관찰

해보면, Dequeue Thread가 늘어남에 따라서 Queue의 Request 개수가

줄어드는 정도는 점점 줄어 들다가 Dequeue Thread가 6개 일 때부터는

Queue의 Request 개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Dequeue

Thread가 늘어나도 RPC를 보내는 속도에 바운드되어 더 이상 Dequeue

를 빠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RPC는 순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Request를 Dequeue한 Dequeue Thread는 앞의 RPC가 먼저 보내지길

기다린 다음 자신의 Request를 보낼 수 있다. 따라서 Queue의 Request

를 여러 개씩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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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O Thread Queue의 Max Request 개수 (b) Throughput(MB/s)

표 3.1 Enqueue Thread와 Dequeue Thread에 따른 I/O Thread

Queue의 Request 개수와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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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설계 및 구현

4.1 Overview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는 Client에서 한 Thread가 하나의 Request를

I/O Thread Queue에서 Dequeue한 후 옵션에 따라 Translator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RPC 함수를 거쳐 Server로 보낸다. 그림 4.1의 Original은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하나의 I/O를 I/O Thread Queue에서 Dequeue

하여 Server로 보내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Dequeue Thread는

Queue에서 Request를 Dequeue한 뒤 한 번에 한 개씩 전송한다. I/O

Thread Queue에 Enqueue하는 Thread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Request를

Enqueue 하므로 Request가 많이 쌓이는데, Dequeue하는 Thread는 RPC

를 보내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므로 병목 지점이 된다.

그림 4.1에서 아래쪽 Solution 그림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방식을 나타

낸 그림이다. I/O Thread Queue에서 Dequeue한 Request를 바로 Server

로 보내지 않고 Global Queue에 담아 놓는다. Global Queue에 일정 개

수의 Request가 쌓이면 Sender Thread를 통해 Server로 전송한다. 해당

Global Queue는 여러 Thread가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Lock으로 동기

화한다.

Sender Thread는 Queue에 Request 개수가 정해 놓은 일정 개수를 만

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Queue에 쌓인 Request 개수가 일정

개수를 만족하면, 패킷을 전송하는 형태로 Serialize한 뒤 Server로 전송

한다. 해당 패킷을 Server에서 받으면 Server는 몇 개의 Request가 들어

왔는지 검사한 뒤 개수만큼 Parsing하여 처리하는 함수를 호출한다.

POSIX에서 System Call을 하여 해당하는 파일에 접근하고 I/O를 끝내

면 Client에게 Callback을 보낸다. Client에서는 Server로부터 온 데이터

의 Call-ID를 통해 어떤 Request와 매칭이 되는지 확인하여 Request와

Data를 매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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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Global Queue 생성

여러 개의 Request를 동시에 전송하기 위해 Global Queue를 만들어서

여러 Thread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기화를 위해서는 해당

Queue에 Mutex Lock을 만들어서 Enqueue하는 Thread와 Dequeue하는

Thread들 간의 Consistency 문제가 없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몇 개의

Request를 Merging하여 보낼지에 대한 Policy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Server의 사양과 환경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5.4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4.3 Jumbo Frame 활용

표준 이더넷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Size는 1,500Byte 이

다. 10Gbps 이더넷으로 연결하면 9,000Byte의 MTU인 Jumbo Frame을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Bandwidth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개의

Request를 통합하여 보내기 위해 Server와 Client를 10Gbps 이더넷으로

연결하였다.

그림 4.1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서 I/O Request Que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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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5.1 실험 환경

Read Request 같은 경우 1개의 Server Node와 1개의 Client를 10Gbps

이더넷으로 연결하였다. Read Request는 여러 개의 Server Node가 있어

도 1개의 Server Node로만 RPC를 보내므로 1개의 Server Node로만 실

험한 것과 여러 개의 Server Node를 두어 실험한 것과 차이가 없다.

Write Request 같은 경우 1개의 Server Node를 둘 때와 2개의 Server

Node를 둘 때 2가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머신은 총 두

가지 종류로 각각, Intel(R) i7-4790@3.60Hz 4 Core, Samsung SSD 850

PRO 256GB, RAM 32GB의 Server 사양과 AMD Opteron 6282SE,

2.6GHz 8 Core, Samsung SSD 840 256GB, RAM 132GB Server 사양

두 가지이다. Workload는 Small-file Workload와 FIO Benchmark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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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Read Request Merging 성능

그림 5.1은 Read Request를 여러 개를 Global Queue에 담아 Merging

하여 보낼 때, Merging하는 Request의 개수에 따른 Throughput과

Execution Time을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5.1의 (a)는

Small-File Workload로 30,000개의 4KB Size 파일을 Read한 결과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원래의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은 27MB/s의 Throughput

을 보였으며, 본 논문의 방식으로 2개를 Merging하여 보냈을 때에는 약

29MB/s 정도의 Throughput을 보였고 3개는 30MB/s, 4개부터 6개까지

는 31.5MB/s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 Merging하는 Request의 수를 늘려

도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없는 이유는 Global Queue에 넣는 Request 개

수가 증가하면, 이를 처리하는 시간 또한 길어진다. Global Queue에

Request를 넣기 위해서는 Lock을 잡고 있어야 하고 Global Queue를 전

송이 가능한 형태로 Serialize해야 하므로 Request 개수가 증가하면

Serialize를 해야 하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Overhead가 발생한다. 또한

Server에서도 Merging된 데이터를 각각 처리하기 위해 Parsing하는 과

정에서 Merging된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 Overhead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은 27MB/s의 성능을 보였고

제일 성능이 높은 지점인 4개의 Read Request를 Merging하여 보냈을

때 31.5MB/s의 성능을 보여, 약 16%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Execution

Time 또한 Bandwidth와 비슷한 추이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림 5.1의 (b)는 FIO Benchmark로 10,000개의 4KB Size 파일을 Read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mall-file Workload의 결과와 비슷하게

16%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그림 5.2는 AMD Opteron 6282SE, 2.6GHz 사양의 8 Core 머신에서 실

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ore 수가 더 많고 사양이 더 좋은 머신이

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 4 Core 머신에서 Merging Request의

개수가 4개에서 바운드된 것에 비해 이 머신에서는 5개 정도에서 바운드

된다. 이는, Client 쪽에서 Merging할 때 해야 하는 작업과 Server 쪽에



- 13 -

서 Parsing할 때 해야 하는 작업을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Throughput 향상 또한 16.6% 정도로 4 Core 머신보다 조금 더 향상

이 있다.

(a) Small-file Workload

(b) FIO benchmark

그림 5.1 Read Request Merging 개수에 따른 성능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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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file Workload (b) FIO Benchmark

그림 5.2 8 Core 머신에서 Read Request Merging 개수에 따른 성능

5.3 Write Request Merging 성능

그림 5.3은 Write Request를 Global Queue에 담아 Merging하여 보낼

때 Merging하는 Request의 개수에 따른 Throughput과 Execution Time

을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3의 (a)는 Small-file Workload로

10,000개의 4KB Size 파일을 Write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원래의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은 26MB/s의 Throughput을 보였으며, 2개를

Merging하여 보냈을 때에는 약 27.5MB/s 정도의 Throughput을 보였고

3개는 28.3MB/s, 4개 이상일 경우 29.3MB/s 정도의 Throughput을 보였

다. 기존 대비 최대 13%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Write가 Read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이 작은 이유는 Client에서 Server로 보낼 때, Read와

는 달리 Write 해야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lient에서 Global Queue에 Request를 넣을 때도 처리해야 할 양

이 많고, Server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Read보다 패킷의 길이가

더 길고 Parsing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으므로 Read보다 최대 성능 향상

폭이 작다.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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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file Workload

(b) FIO Benchmark

그림 5.3 Write Request Merging 개수에 따른 성능

그림 5.4는 Server Node 2개를 Replication 모드로 설정하여 실험한 결

과이다. Small-file Workload의 경우 Throughput은 최대 12.4% 향상 되

었다. Server Node가 1개일 때에 비해 향상 폭이 적은 것은 Client에서

Server Node 2개로 RPC를 전송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므로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서 Client가 부담하는 Load가 더 크기 때문이다.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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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file Workload

(b) FIO Benchmark

그림 5.4 Server Node 2개에서 Write Request Merging 개수에 따른

성능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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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논의

본 논문의 방법은 여러 개의 Read, Write Request를 Client에서 통합하

여 한 번에 Server로 전송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Read,

Write Request에서 각각 File Size와 Block Size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4.1에서 논한다. 또한 5.2절과 5.3절에서는 각 Merging

Request 개수에 따른 성능을 보였고 각 Workload 마다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Merging 개수는 비슷하였다. 5.4.2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Merging 개수를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논하고, 본

논문의 실험 환경에서 최적의 Merging 개수를 보인다.

5.4.1 File Size 및 Block Size와 성능 사이의 관계

File Size는 어떤 파일의 전체 크기이고 Block Size는 I/O Request를

보낼 때 단위이다. Read의 경우, File Size가 커지면 글러스터 파일시스

템 자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Block Size가 File Size보다 작아도

File 전체를 다 Server로부터 받아와서 Client 쪽에서 Block Size 단위로

Read하는 Optimization이 되어 있다. 따라서 Block Size 단위로 RPC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의 방식인 I/O Merging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림 5.5의 (a)는 16KB File을 Block Size를 각각 4KB, 8KB, 16KB로

점점 증가시켜서 Throughput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Block Size가

변해도 Throughput은 거의 차이가 없다. Block Size가 4KB이더라도 처

음 Request를 Server로 보낼 때 16KB 파일 전체의 내용을 가져오기 때

문이다.

Write의 경우, File Size가 동일하다면 Block Size가 커질수록

Throughput이 증가한다. 만일 File Size가 16KB 라면 4KB Block Size

로 Request를 보내는 경우 4번의 RPC Request를 전송해야 하지만,

16KB Block Size로 Request를 보내는 경우 1번의 RPC Request만 보내

면 되기 때문이다. 그림 5.5의 (b) 에서 File Size가 고정되어 있고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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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가 증가하면 Throughput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ile

Size가 커져도 Block Size가 적은 Workload의 경우 본 논문의 방법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5.6은 16KB File에서 본 논문의 방식을 적용하

여 Write 했을 때 Throughput을 보여준다. 16KB File을 4KB Block

Size 단위로 Write Request를 보내면 4번의 RPC Round Trip이 있게 되

고, 2개씩 Request를 묶으면 2번, 4개씩 묶으면 1번의 RPC Round Trip

이 있게 된다. 결국, File Size / (Merging Request 개수) ≑ Block Size

가 되어, 그림 5.5의 (b) 그래프와 그림 5.6의 그래프는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그림 5.6에서 Throughput의 향상이 적은 이유는 앞서 설명한

Merging할 때의 Overhead 때문이다.

(a) Read (b) Write

그림 5.5 16KB File에서 Block Size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성능

그림 5.6 I/O Merging을 적용하여 File Size를 16KB, Block Size를

4KB로 고정시키고 측정한 Write한 성능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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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최적의 Request Merging 개수

본 논문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개의 Request를 Merging하여 전송할 때,

Merging하는 개수가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그러나

일정 개수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성능이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떨어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 개수는 실험 환경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알아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Merging 개수에 영향을 주는지 보이고자 한다.

그림 5.5에서 여러 개를 Merging할수록 전송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전송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나 여러 개를 Merging하기 위해서 Client와

Server가 처리해야 하는 양이 더 많아져서 전송 속도에서 얻은 이익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성능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 따라서 몇 개를

Merging할지 결정할 때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머신의 성

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Core의 수가 많은 등 사양이 좋은 머신이

라면 Client와 Server 쪽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좀 더 많은 개수의

Request를 Merging해도 성능이 향상된다. 이는 5.2 절에서 실험으로 보

였다. 같은 머신의 사양에서 실험한다면, Write보다는 Read일 때

Merging하는 개수를 늘리는 것이 성능 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Write는 Merging할 때 처리해야 할 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3장에서 언급한 I/O Thread Queue에 쌓이는 양보다 더 많은 개

수로 Merging하면, 위의 User Application에서 Request가 들어오기를 기

다리게 되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 환경과 비

슷한 환경이라면 I/O Thread Queue의 개수는 5개에서 7개 사이 정도로

쌓이게 되고 따라서 Merging 개수를 4개 이하로 묶는 것이 좋다. 본 논

문에서 실험한 환경과 차이가 심한 환경에서는 실험적으로 값을 구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I/O Thread Queue의 개수보다 적어도 1개 정도 적

게 묶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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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execution time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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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관련 연구

데이터 센터 등의 WSCs(Warehouse Scale Computing system)는 모든

컴퓨터 Node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분산파일시스템 또한 로컬

파일시스템과 다르게 네트워크와 분리할 수 없다. CPU나 메모리 등 다

른 하드웨어 리소스들은 점점 발전해서 Parallelism을 높이는 데에 비해

네트워크 트래픽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상화에 따라 가변적이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목 지점이 된다.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Throughput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와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

다.

네트워크 Throughput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패킷을 통합하여 한 번

에 보내어 Payload를 늘리려는 등의 노력은 네트워크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Gigabit 이더넷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1,500Byte 정도였던

MTU를 9,000Byte로 늘린 Jumbo Frame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

Anand Padmanabha, Iyer et al.[10] 은 Jumbo Frame을 사용하여

Wireless LAN 통신의 Partial 패킷 복원을 함으로 네트워크

Throughput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Yi-Mao, Hsiao

and Chen et al. [13]은 Higher Communication Speed가 필요한

Multimedia Application을 위한 Transmission Optimization을 하였다. 기

존의 1,500byte의 패킷 Size를 Jumbo Frame을 사용하여 9,000Byte로 전

송하고 기존의 Checksum Calculation을 Optimize하여 전송 속도를 높였

다.

파일시스템에서도 Operation Per RPC를 줄여 네트워크 Overhead를 줄

이기 위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인 분산파일시스템인 NFS(Network

File System)은 VFS를 거쳐야 하므로 POSIX 파일시스템 API를 사용한

다. Low-level POSIX 파일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작은 단위로만 RPC를

보내야 하므로 많은 RPC를 전송하게 되고 Overhead가 발생한다. Ming,

Dean, et al. [1] 은 NFS가 POXIS Level에서 가지고 있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VFS를 거치지 않고 User-level로 구현하여 POSIX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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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지 않고 자신들의 API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Operation을 Compound하여 한번에 RPC를 보냄으로써 RPC Overhead

를 줄였다. 그러나 vNFS는 Kernel-level이던 NFS를 User-level로 다시

구현하였기 때문에 User Application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논문

에서 제공하는 API로 바꾸어 구현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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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분산파일시스템은 I/O를 처리하기 위해 Client와 Server는 RPC

Protocol로 통신하고 처리해야 할 I/O가 많아질수록 RPC Overhead가 증

가한다. 특히 Metadata-intensive한 Workload일 경우 RPC Overhead로

인한 성능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RPC Overhead를 줄여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Bandwidth를 최대한 활용

하여 여러 개의 Read 또는 Write Request를 Global Queue에 넣어 두었

다가 일정 개수가 되면 한 번에 Server로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Merging하는 개수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적의 Merging 개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머신의 환경에 따라 실험적으로 구해야하며 I/O

Thread Queue에 쌓이는 개수가 영향을 준다. I/O Thread Queue에 쌓이

는 개수는 본 논문의 실험 환경에서 5개에서 7개 사이이며, 최적의

Merging 개수는 이보다 적은 4개이다. 이러한 I/O Merging 방식을

Decentralized Metadata 분산파일시스템인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에 적용

하였고, 기존의 방식보다 RPC Overhead를 줄일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

을 통해 기존 대비 Read는 최대 16%, Write는 최대 13%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적용 범위를 글러스터 파일시스템으로 특

정하였으나, RPC Protocol을 사용하면서 Asynchronous 전송 방식을 사

용하는 분산파일시스템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Decentralized Metadata

분산파일시스템인 Swift에서도 RPC Protocol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논

문의 방식대로 Merging할 수 있고 XDR을 통해 Client와 Server 간의

패킷을 Encode 및 Decode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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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distributed file systems use the RPC protocol to communicate

between the client and the server. The RPC overhead increases as

the processing load increas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decentralized metadata distributed file system, there is no metadata

server, and the I/O processing is thus performed in a client-driven

manner. In this paper, we show the research of reducing the RPC

overhead by applying multiple I/O requests to the server at one time

when applying them to the Gluster file system, which is a

decentralized metadata distributed file system. Through this method,

the performance of Read increases by about 16% compared with the

previous one, and that of Write increases by about 13%.

keywords : Distributes File System(DFS), GlusterFS, merging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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