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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NoSQL 어플리케이션 중 인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예: Redis)는 

낮은 접근 지연시간을 갖는 메모리(DRAM)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메모리 용량의 제약이 있다. 반면, 

스토리지 기반 데이터베이스(예: RocksDB)는 대용량 스토리지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DRAM 보다 더 높은 접근 

지연시간과 낮은 대역폭으로 인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대비 처리 

성능이 낮다. 

스토리지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주로 사용되는 SSD는 하나의 셀에 

재기록할 수 있는 한계값이 존재한다. 또한 내구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존재하며, 가격은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낮은 SSD의 사용은 잦은 장비 

교체로 인해 total cost of ownership(TCO) 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저장장치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DRAM 대비 대용량 특성을 가지고, SSD에 비해 저지연시간과 

고내구성을 갖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가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 디바이스인 

NVM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Redis와 RocksDB를 함께 사용하는 

플랫폼에 read cache와 write buffer 역할이 모두 가능한 Redis 

cache를 구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SSD로 접근하는 읽기 

및 쓰기 횟수를 줄임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높이고 SSD 수명이 

향상됨을 보인다.  

본 논문은 가상의 NVM을 모사한 testbed에서 NVM을 구성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SSD write 횟수 변화량을 관측한다. Yahoo! 

Cloud Serving Benchmark(YCSB)를 통해 Redis cache 사용 여부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은 최대 49%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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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하고, 하나의 쿼리가 처리되는 지연시간은 최대 33%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SSD 쓰기량은 Redis cache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대비 최대 7.3배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NVM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키-밸류 스토어, 비휘발성메모리, Redis, RocksDB, 빅데이터 

학  번 : 2017-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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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집합을 관계로 

저장하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커질수록 데이터의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연산 

수행 속도가 낮아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고 높은 

연산 수행 속도를 제공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NoSQL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NoSQL 어플리케이션 중 인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예: Redis[2])는 접근 지연시간이 낮은 메모리(DRAM)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DRAM 

용량의 제약이 있다. 반면, 스토리지 기반 데이터베이스(예: 

RocksDB[3])는 대용량 스토리지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처리 성능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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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모리 계층 구조 

일반적으로 메모리 계층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캐시, 메인 메모리, 

스토리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메인 메모리는 주로 짧은 지연시간을 

가지는 휘발성 메모리인 DRAM으로 구성되고, 스토리지는 DRAM에 

비해 지연시간은 길지만 대용량 특성을 갖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HDD(Hard disk drive) 또는 SSD(Solid State Drive)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장 장치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될 수 있는데, DRAM은 접근 

지연시간이 짧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높은 성능(operation per 

sec)과 빠른 응답 지연시간을 보장하지만 용량의 한계가 있다. 반면 

SSD는 DRAM 대비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지연시간이 길고, 

하나의 셀에 재기록할 수 있는 내구성 제약이 있다. 또한 내구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그림 2와 같이 SSD 종류에 따른 TCO① 

차이를 야기한다. 하루 평균 쓰기량이 적은 환경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낮은 read-intensive SSD로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내구성은  

 

                                     
① Total Cost of Ownership(TCO): 서버 구축 비용과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총소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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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SD 평균 쓰기 대역폭 점유율 증가에 따른 TCO 변화량 비교. 

최대 0.3GB/s 대역폭 대비 하루 동안 사용된 SSD 평균 쓰기 대역폭 

점유율 증가에 따라 교체해야 할 SSD 개수를 계산하고 각 SSD의 교체 

비용을 TCO에 반영한 그래프임[13]. Mixed use SSD와 read-intensive 

SSD는 각각 Intel DC S4600과 S4500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SSD 

내구성은 S4600이 S4500 대비 3배 더 높고, 가격은 2019년 1월 2일 

Amazon.com 상품 리스트 가격을 기준으로 S4600이 1.7배 더 비쌈. 

높지만 가격이 비싼 mixed use SSD로 구성한 것 보다 TCO가 낮다. 

하지만 쓰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read-intensive SSD의 경우 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mixed use SSD로 구성한 서버의 TCO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DRAM과 SS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DRAM 대비 대용량을 가지고, SSD에 비해 저지연시간과 고내구성을 

갖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가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NVM을 기존 컴퓨터 시스템의 메인 메모리와 스토리지 

사이에 추가함으로써 DRAM에서 저장하지 못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높은 내구성을 활용하여 SSD의 

쓰기 버퍼로 사용함으로써 SSD 쓰기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응용 프로그램들은 NVM이 없는 컴퓨터 시스템에 맞춰 최적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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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기 때문에 대용량 이종 메모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솔루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절 관련 연구 
 

저지연시간 및 고내구성 메모리와 고지연시간 및 저내구성 메모리를 

함께 사용하여 메모리의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업계 및 

학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NAND flash 중 single level 

cell(SLC)과 multiple level cell(MLC) 혹은 triple level cell(TLC)을 

함께 사용하는 이종 NAND flash 관련 연구 및 개발이 대표적 

사례이다[4-7]. Lee 등[4]은 MLC의 수명 문제와 SSD 삭제 연산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접근 빈도와 패턴에 따라 SLC와 

MLC에 저장하는 데이터 분배 시스템을 제안한다. Im 등[5]은 입력되는 

데이터의 접근 빈도에 따른 hot/cold를 구분하여 SLC 또는 MLC에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hot/cold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향후 접근 빈도까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MLC보다 수명과 성능이 더 떨어지는 TLC를 SLC와 함께 사용하는 

연구 및 개발 또한 진행되는데, Yang 등[6]은 입력되는 데이터의 접근 

빈도와 패턴에 따라 SLC와 TLC 영역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제 상용제품 중에서는 TLC의 

일부를 SLC 방식으로 동작하게 하여 쓰기 버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7]. 즉, 입력된 데이터를 SLC 영역에 먼저 저장하여 호스트에게 

높은 응답속도를 제공하고 유휴(idle)상태일 때 SLC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TLC 영역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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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블록 디바이스인 NV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acebook과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MyNVM[8]은 DRAM 대비 저렴하고 대용량인 NVM의 특성을 

활용하여 RocksDB 시스템의 전체 성능은 유지하면서 DRAM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서버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보인다. 해당 

논문은 DRAM과 SSD 사이에 NVM을 추가하여 RocksDB의 읽기 전용 

캐시를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SSD 접근 횟수를 줄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향상된 성능 

이득만큼 DRAM을 적게 사용하여 서버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NVM을 읽기 전용 캐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중복되는 데이터를 캐싱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공간에 추가해야 

하며, 서버를 재실행할 경우 NVM에 저장된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성능과 수명의 차이가 있는 두개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용량 이종 메모리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3 절 연구내용 
 

본 논문은 실제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밸류 스토어를 

통해 성능과 SSD 내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NVM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NVM은 DRAM 대비 고용량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DRAM의 용량 제약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SSD 

대비 저지연시간 및 고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NVM을 함께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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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밸류 스토어의 성능 향상과 SSD 구입 및 교체 비용을 절감하여 

TCO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VM을 읽기와 쓰기 

캐시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키-밸류 스토어에 적용하였고,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 NVM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모든 워크로드에서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또한 쓰기량이 많은 워크로드에서 SSD 쓰기 

횟수가 감소하여 SSD 구입 및 교체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TCO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 논문의 2장은 인메모리 기반 키-밸류 스토어와 스토리지 기반 

키-밸류 스토어의 동작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NVM을 Redis의 캐시로 

사용하는 방안, 4장에서는 가상의 NVM을 모사하여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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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키-밸류 스토어 동작 분석 
 

 

제 1 절 Redis 
 

Redis는 인메모리 기반 키-밸류 스토어 데이터베이스이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접근 지연시간이 낮은 DRAM에 

저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빠르게 처리한다. 서버에 입력되는 

키-밸류 쌍의 데이터는 해시 테이블을 통해 관리된다. 

dictht

bucket 0 bucket 1 bucket 2 bucket 3

*key *value *next

Robj key

dictht

dict

dicEntry dictEntry*

Memory Storage

Client

Robj val

rdb

aof

Snapshot data dump

Command logging

 

그림 3. Redis 기본 구조 

Redis의 기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서버가 종료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인메모리 데이터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그라운드로 append only file(AOF)과 

snapshot(RDB)을 스토리지에 기록한다. AOF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를 로깅하는 오브젝트이고, RDB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AOF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 상태의 인메모리 

데이터들을 스냅샷으로 보관하는 덤프 데이터이다. 인메모리 데이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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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함수를 통해 관리되는데, 해시 함수를 통해 얻은 ID로 저장할 

bucket을 선정하고 linked list 방식으로 키-밸류 데이터가 추가되며 

관리된다. 

00

01

10

11

Apple Orange

Melon

Banana Potato Kiwi

001

010

011

100

Melon

Orange

101

110

111 Potato Kiwi

000 Apple

Rehashing

HT[0]

HT[1]

Lemon

New data

Banana

 

그림 4. Redis 해시 테이블 구조 및 rehashing 기본 동작 과정 

초기 해시 테이블은 그림 4와 같이 4개의 bucket 공간으로 관리되며,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entry 개수에 따라 bucket 공간이 2배씩 

증가한다. 해시 테이블이 확장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용중인 

해시 테이블인 HT[0] 보다 공간이 2배 넓은 HT[1]을 생성하고, 

HT[0]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HT[1]에 rehashing한다. 이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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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들은 HT[1]에 바로 저장되며, 확장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HT[1]은 HT[0]로 변경되고 확장 과정이 완료된다.  

Redis의 기본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Redis는 싱글 스레드 

방식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한다. 즉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동안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된 다른 명령어들은 

Redis 서버 버퍼에 쌓이고 추후 하나씩 꺼내어 처리되는 방식이다. 쓰기 

요청(SET)이 들어오면 Redis는 명령을 처리하기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사용량을 체크한다. 만약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최대 

용량을 초과할 경우 least recently used(LRU) 정책에 따라 이전 

데이터를 제거(eviction)한다. 이전 데이터 제거를 통해 메모리 여유 

공간을 확보가 완료된 후 Redis는 입력된 키-밸류 데이터를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여 쓰기 요청을 완료한다. 만약 이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일 경우 밸류에 해당하는 포인터 주소만 교체하여 업데이트한다. 

읽기 요청(GET)이 들어왔을 때에는 해시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키에 

대한 키-밸류 쌍을 찾고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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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ocksDB 
 

RocksDB는 Facebook에서 개발한 스토리지기반 키-밸류 스토어로 

Google의 LevelDB[9]를 기반으로 SSD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이다. 스토리지 기반인 RocksDB는 Redis 대비 쿼리 

응답시간은 길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다. 

RocksDB는 키-밸류 쌍의 데이터를 인메모리와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통해 관리하며, 자체 인덱스 구조로 log-

structured merge tree(LSM tree[10])를 사용한다. 

Active

MemTable

SSTable

(32MB)

Memory

Storage

Level 0

(512MB)

Level 1

(512MB)

Level 2 

(5GB)

Compaction

Block cache

(8GB)
Page cache

(23GB)

In-memory

caching

OS (Linux)

Read request

Write request RocksDB

Flush

Immutable

MemTable

 

그림 5. RocksDB 기본 구조 

RocksDB의 기본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Memtable은 쓰기 버퍼 

역할의 인메모리 오브젝트이고, SSTable은 LSM 방식을 통해 

다층구조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오브젝트이다. Block cache는 

SSTable의 블록 데이터를 메모리에 캐싱하기 위한 읽기 전용 캐시로 

OS의 page cache와 달리 압축되지 않은 블록 데이터를 저장하며 LRU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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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Request

Active

Memtable (128MB x 4)

Immutable

Memtable (128MB x 4)

Level 0       (128MB x 4)

32MB

32MB

Level 1     (Max. 512MB)

Level 2     (Max. 5GB)

Compaction

128MB

Flush

Change

(Read-only)

 

그림 6. RocksDB flush 및 compaction 과정 

RocksDB의 기본적인 동작은 그림 6과 같다. 쓰기 요청(SET)이 

들어오면 Memtable에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Memtable이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Memtable의 데이터를 SSTable에 옮기기 위해 

읽기 전용인 Immutable Memtable로 전환한 후 새로운 Memtable을 

생성한다. 이는 Memtable이 SSTable에 저장되는 과정 중에도 

클라이언트로부터 읽기 및 쓰기 요청이 왔을 때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 

후 Memtable에 있는 데이터들은 SSTable의 최상위 레벨(Level 0)에 

옮겨진다(flush). SSTable은 특정 레벨이 포화되면 compaction 과정을 

통해 키 값을 정렬하여 해당하는 다음 하위 레벨의 블록으로 저장한다. 

Level 0를 제외한 하위 레벨의 SSTable들은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저장되는데, 이는 읽기 요청으로 인하여 

SSTable에서 해당 키를 찾을 때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RocksDB는 SSTable의 상위 레벨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오래된 데이터는 하위 레벨에 저장한다. 읽기 

요청(GET)이 들어왔을 때는 Memtable, block cache, SSTable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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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여 원하는 값을 찾는다. 만약 SSTable에서 데이터를 찾았을 경우 

해당 키가 포함되어 있는 SSTable을 block cache에 저장한다. 

 

 

제 3 절 Redis with RocksDB 
 

1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Redis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DRAM에 모두 저장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러 기업에서는 Redis와 RocksDB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11].  

Memory

Flash SSD 

RDB

AOF

WAL

Evict

Redis

RocksDB logging

WriteRead

 

그림 7. Storage engine을 RocksDB로 사용하고 있는 Redis의 기본 

구조 

Redis와 RocksDB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서버 기본 동작 과정은 

그림 7과 같다. 쓰기 요청이 왔을 때에는 Redis에서 쓰기 요청(SET)을 

처리할 때와 동일하게 현재 Redis의 메모리 사용량을 체크한 후 

Redis가 사용하는 인메모리 해시 테이블 공간에 키-밸류 데이터를 

저장한다. 기존 Redis와의 차이점은 Redis 인메모리 오브젝트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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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됐을 때 LRU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RocksDB 

Memtable에 퇴출(eviction)시킨다. 이 때 SSTable에 바로 저장하지 

않고 Memtable에 보내는 이유는 RocksDB에 기록되는 과정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쓰기 버퍼`에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며, 해당 

과정은 Redis의 백그라운드 쓰레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읽기 

요청(GET)이 들어왔을 때는 Redis의 해시 테이블, RocksDB의 

Memtable, block cache, SSTable 순서로 검색하여 요청된 데이터를 

찾는다. 만약 RocksDB 내에서 데이터를 찾았을 경우 Redis에 데이터를 

캐싱한 후 읽기 요청을 반환하다. 이는 향후 같은 키를 찾게 되었을 때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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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SD 수명 향상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NVM 캐시 기능 구현 

 

 

제 1 절 NVM의 효율적 활용 방안 
 

실제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하루에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한다. 여러 기업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높은 throughput(operation per sec)을 제공하고 낮은 

응답 지연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Redis와 RocksDB의 경우 DRAM의 

공간을 확장시킨다. 하지만 DRAM의 용량 확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제약이 있다.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SSD는 하나의 셀 당 재기록할 수 있는 횟수에 

따라 내구성 및 가격이 달라진다. 이러한 내구성 문제로 인해 서버에 

입력되는 쓰기량이 많아질 수록 SSD 교체 비용 및 구매 비용으로 인해 

TCO가 증가한다.  

본 장에서는 DRAM의 용량 제약으로 인해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는 키-밸류 스토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 

SSD 수명 문제로 인해 서버의 쓰기량이 많아질수록 SSD 교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VM을 SSD와 DRAM 사이에 캐시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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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 
Intel 

Optane 

Mixed use 

SSD 

Read-intensive 

SSD 

최대 읽기 대역폭 75 GB/s 2.2 GB/s 0.29 GB/s 0.29 GB/s 

최대 쓰기 대역폭 75 GB/s 2.0 GB/s 0.25 GB/s 0.13 GB/s 

최소 읽기 지연시간 75 ns 10 us 110 us 110 us 

최소 쓰기 지연시간 75 ns 10 us 52 us 52 us 

내구성(DWPD)② Very high 30 DWPD 3 DWPD 1 DWPD 

용량 128 GB 750 GB 960 GB 960 GB 

가격(1GB 당) $17.2 $3.13 $0.65 $0.38 
 

표 1. DRAM, Optane, SSD 성능 비교  

본 연구에서는 NVM 중 Intel Optane SSD[12]를 타겟으로 하여 

가상의 NVM을 모사하고 실험하였다. 기존 저장 장치와 Optane의 성능 

차이는 표 1과 같다.  Optane은 mixed use SSD보다 4.8배 비싸지만 

수명이 10배 높고 더 빠른 접근 지연시간 및 대역폭을 갖고 있다. 또한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할 때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free 상태의 페이지에 다시 써야하는 기존 SSD와 달리 해당 셀에 직접 

수정할 수 있는 write-in-place가 특징이고 다른 NVM보다 랜덤 쓰기 

대역폭이 더 높다. 따라서 이러한 NVM을 DRAM과 SSD 사이에 읽기 

및 쓰기 캐시로 사용함으로써 SSD 수명을 향상시키고 DRAM의 용량 

제약으로 인한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NVM 사용은 DRAM 캐시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 SSD로 향하는 쓰기 작업을 

줄임으로써 SSD 구입 및 교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② Drive Writes Per Day(DWPD): 보증기간 동안, 해당 디바이스의 전체 

용량을 하루 동안 몇 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Intel 

Optane 의 경우 하루에 30 * 750GB 만큼의 데이터를 5 년동안 쓸 수 있음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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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ersistent read cache 
 

블록 디바이스인 NVM을 캐시로 사용하기 위해 RocksDB의 

persistent read cache API[8]를 사용하였다. Persistent read cache란 

NVM을 RocksDB의 2nd level block cache로 사용하여 SSTable의 

읽기용 캐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오브젝트이다.  

SSTable

Persistent read cache
NVM

(PCI-E)

Flash SSD 

Memory Block cache
Flush

Memtable

Read request

Caching

WAL
 

그림 8. Persistent cache 기본 동작 구조 

RocksDB 내에서 persistent read cache를 사용했을 때의 기본 동작 

구조는 그림 8와 같다. RocksDB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된 키를 

SSTable에서 찾았을 때, 해당 데이터를 읽기용 캐시 역할을 하는 block 

cache에 추가하며, block cache를 확장하는 용도로써 persistent read 

cache에도 동일하게 추가한다. Persistent read cache는 4MB 단위의 

캐시 파일로 나누어 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 중 

만약 persistent read cache에 이미 기록된 키를 캐싱할 경우 위의 

과정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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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시 파일 구성 

 Data type Name Size Description 

Header 

uint32_t magic 4 byte Magic number(0xfefa) 

uint32_t crc 4 byte 순환중복검사 결과값 

uint32_t key_size 4 byte 키 문자열 길이 

uint32_t val_size 4 byte 밸류 문자열 길이 

Data 
char* key_data Key_size 실제 키 문자열 

char* value_data Value_size 실제 밸류 문자열 
 

표 2. Cache record 구조 

하나의 키-밸류 데이터를 캐시 파일에 기록하는 cache record 

구조는 표 2와 같다. Cache record header에는 magic number와 

순환중복검사 결과값을 함께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키-밸류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식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캐시 파일 내의 offset과 키-밸류의 문자열 

길이를 기록한 후 실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와 같이 키-밸류에 대한 

cache record 작성이 완료되면 persistent read cache는 캐시 파일 

최대 용량보다 1/4배 작은 쓰기 버퍼에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버퍼가 

포화됐을 때에만 실제 파일 쓰기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빈번한 

파일 쓰기 명령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RocksDB의 Memtable의 역할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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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adata 구성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키-밸류 데이터를 persistent read cache에서 

찾기 위해 파일에서 하나씩 읽고 검색하는 것은 응답 지연시간 관련 

오버헤드가 매우 크다. 따라서 persistent read cache는 찾고자 하는 

키의 위치 정보와 캐시 파일의 descriptor 주소를 인메모리 오브젝트인 

metadata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Data type Name Size Description 

uint32_t cache_id 4 byte 캐시 파일 ID 

uint32_t off 4 byte 캐시 파일 내부 offset 

uint32_t size 4 byte Cache record 크기 
 

표 3. Logical block address(LBA) 구조 

Metadata중 키-밸류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LBA의 구조는 

표 3과 같다. LBA는 키-밸류 검색시 하나의 캐시 파일만 읽기 위해 

해당 데이터가 저장된 캐시 파일의 식별 번호, cache record가 기록된 

offset, 그리고 cache record 크기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기본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Persistent read cache는 쓰기 작업을 전달받을 

경우, 키-밸류 데이터의 LBA 정보를 metadata에서 찾는다. 만약 

metadata에 LBA가 존재하면 요청된 키-밸류는 이미 기록된 데이터로 

간주하고 쓰기 작업을 종료한다. 반면 LBA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쓰레드를 통해 현재 기록 중인 캐시 파일에 키-밸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cache record를 전달한 뒤 쓰기 작업을 

완료한다. 읽기 요청이 전달됐을 때에는 요청된 키에 해당하는 LBA와 

file descriptor를 metadata에서 찾고 해당 오브젝트들을 통해 파일 

읽기 작업을 수행하여 키-밸류 데이터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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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Redis cache 
 

본 논문에서는 읽기용 캐시인 persistent read cache를 수정하여 

Redis cache를 구현하였다. 기존 API와 달리 캐시 파일의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서버가 종료돼도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등 쓰기용 캐시로도 

사용할 수 있다. Redis와 RocksDB 사이에 Redis cache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RocksDB

Memory

NVM

(PCI-E)

Flash SSD 

Read

Flush

Write

Flush

RDB

AOF

WAL

Redis

Redis cache

 

그림 9. Redis cache가 추가된 Redis 기본 동작 구조 

Redis cache를 추가했을 때의 기본 동작 방식은 그림 9와 같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쓰기 요청이 들어왔을 땐 기존 Redis 동작과 

동일하게 우선적으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Redis 인메모리 

공간이 포화될 경우 Redis cache로 키-밸류 데이터를 퇴출시킨다. 

퇴출된 데이터는 persistent read cache와 동일한 방식으로 캐시 

파일에 저장되며 이미 기록된 데이터일 경우 해당 작업을 종료했던 

기존과 다르게 캐시 파일 및 metadata를 수정한다. Redis cache가 

포화될 경우에는 LRU 정책에 따라 퇴출시킬 캐시 파일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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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삭제였던 기존 방식과 달리 RocksDB에 해당 캐시 파일을 

전달한다. 이를 위해 Redis cache는 퇴출할 캐시 파일에 저장된 키-

밸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배치에 추가하여 RocksDB에 전달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읽기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Redis, Redis cache, 

RocksDB 순서로 요청한 키를 검색한다. Redis cache나 RocksDB에서 

찾은 데이터들은 추후 재요청됐을 때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Redis로 

캐싱하며, RocksDB에서 찾았을 경우 Redis에서 Redis cache로 

퇴출시키는 과정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Redis cache에도 함께 

저장한다. 또한 중복 적재를 방지하기 위해 Redis에 캐싱된 데이터 중 

수정된 키-밸류 데이터만 Redis cache에 퇴출시킨다. 

 

1. Redis cache 구조체 

NVM은 블록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캐시 파일 내에 데이터를 

덧붙여(append)가며 데이터를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기록된 

데이터에 길이가 가변적인 밸류를 재기록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밸류 데이터에 제로 패딩을 추가하여 추가 공간을 확보한다. 

Data 

type 
Name Size Description 

uint32_t magic 4byte Magic number(0xfefa) 

uint32_t crc 4byte 순환중복검사 결과값 

uint32_t key_size 4byte 키 문자열 길이 

uint32_t val_size 4byte 밸류 문자열 길이 

uint32_t orig_val_size 4byte 캐시 파일에 기록된 밸류 실제 길이 
 

표 4. 수정된 Cache record 구조 

캐시 파일의 업데이트를 고려한 cache record 구조는 표 4와 같다. 

Persistent read cache는 cache record header에 기록된 키-밸류 

크기만큼 파일을 읽어온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현재 기록된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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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보다 작은 밸류만 수용할 수 있으므로 파일 내에 기록할 수 있는 

밸류의 최대 길이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cache record header에 

orig_val_size를 추가하여 현재 밸류 사이즈에 상관없이 밸류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Persistent read cache는 RocksDB의 block cache를 확장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서버가 종료되면 persistent read 

cache에 기록되어 있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없다. 이는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시 파일을 찾기 위해 메모리에 기록한 metadata 

정보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Redis 

cache는 Redis의 AOF 방식을 활용하여 Redis 서버가 시작될 때 

metadata를 복구하도록 구현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3 
NVMINS 
$23 
user1604686069061586656 
$11 
1:2484:1192 
*2 
$6 
NVMDEL 
$23 
user7877124222634624976 

 

표 5. Redis cache AOF 로그 구조 

Redis cache의 metadata를 복구하기 위한 AOF 형태는 표 5와 같다. 

2번째, 9번째 줄과 같이 NVMINS와 NVMDEL operation에 따라 

metadata 삽입 및 제거 과정을 구분한다. 삽입의 경우, 6번째 줄과 같이 

기록된 내용에 따라 cache id, offset, record size 정보를 LBA 

구조체에 저장하여 metadata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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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dis cache 구현 

추가로 구현한 Redis cache의 동작 구성은 크게 open, read, write 

관련 함수로 구성된다. Algorithm 1은 Redis 서버가 처음 실행될 때 

동작되는 Redis cache 초기화 함수에 대한 의사코드(pseudo-

code)이다. 

Algorithm 1: Redis cache - Ope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function OPENCACHFILE(cache_id) 

f  set of file descriptors for read and write 

metadata  structure that stores the cache file’s location  

information 

metadata.INSERT(f) 

size = size + f.size 

return true 

end function 

 

function INSERTMETADATA(key, string_lba) 

Input: Key and lba information stored in AOF 

lba  LBA structure that is parsed from AOF log  

metadata.INSERT(key, lba) 

return true 

end function 

 

function OPEN () 

dir_path  The directory path of Redis cache 

status  CREATDIR(dir_path) 

If status  true then 

files  GETCHILDREN(dir_path) 

for cache_id  files do 

OPENCACHFILE(cache_id) 

     end for 

end if 

NEWCACHEFILE() 

end function  
 

Redis cache는 초기화할 때 16번째 줄의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에 Redis cache용 폴더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존재 

여부에 따라 기존 데이터를 복구할지 폴더를 새로 생성할지 결정한다. 

만약 캐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재사용을 위해 20번째 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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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acheFile() 함수를 호출하여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들의 file 

descriptor를 생성하여 metadata에 삽입한다. Redis cache 초기화가 

완료되면 metadata 중 LBA를 복구함으로써 초기화 과정으로 모두 

완료한다. LBA는 10번째 줄과 같이 AOF 로그 정보들을 LBA 구조체로 

변환하여 저장함으로써 복구된다. 

Algorithm 2: Redis cache – Writ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function UDATE(key, value, lba) 

rec  cache record created by key, value 

fd  file descriptor found by metadata 

off  offset stored in LBA 

   PWRITE(fd, rec, sizeof(rec), off) 

   return true 

end function 

 

function INSERT_IMPL(key, value) 

   lba  LOOKUP (key) 

   if lba  NULL then 

      UDATE(key, value, lba) 

      metadata.UDATE(key, sizeof(key) + sizeof(value) 

   else 

      expand_value  expanded value through zero padding 

      AEPPEND(key, expand_value, lba) 

      meetadata.INSERT(key, lba) 

      aof_buffer  string data in the form of AOF made by  

key and LBA 

      PUSH(aof_buffer) 

end if 

end function  
 

Algorithm 2는 Redis cache의 쓰기 과정을 설명한다. Persistent 

read cache는 9번째 줄의 lookup() 함수를 통해 metadata에 LBA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만 구별해서 쓰기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Redis 

cache는 LBA가 존재하여도 11, 12번째 줄과 같이 캐시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변경된 키-밸류 데이터의 LBA 정보를 수정한다. 캐시 

파일 업데이트는 5번째 줄과 같이 pwrite() 시스템 함수 호출을 통해 

지정된 위치에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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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LBA 정보를 찾지 못할 경우 캐시 파일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 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번째 줄과 같이 Append() 함수를 

호출하여 작성하지만 Redis cache에서는 추가적으로 LBA 정보를 

18번째 줄과 같이 백그라운드 쓰레드가 AOF 로그를 작성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한다. 

Algorithm 3: Redis cache - Evi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function RESRVE(size)       

Input: The size of cache file to add on Redis cache 

total_size  The used capacity of Redis cache 

cache_size  The maximum capacity of Redis cache 

if total_size + size ≤ cache_size then 

   total_size += size 

   return true 

   end if 

   while total_size + size ≤ cache_size * 0.9 do 

      f  metadata.EVICT() 

      writeBatch  f. SCAN () 

ROCKSDB_WRITEBATCH_PUT(writeBatch) 

      file_size  f.DELETE () 

      total_size -= file_size 

   end while 

total_size += size 

return true 

end function  
 

Algorithm 3은 캐시 파일 작성 중 Redis cache가 포화됐을 때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Persistent read cache는 최대 

용량에 도달했을 때 단순히 LRU 정책에 따라 오래된 캐시 파일을 

삭제했지만, Redis cache는 11번째 줄과 같이 제거할 캐시 파일을 

scan하여 RocksDB에 보낼 write batch를 생성한다. Scan()은 캐시 

파일에 저장된 키-밸류 데이터 목록을 벡터 형태로 생성하는 함수이다. 

Write batch 작성이 완료되면 12번째 줄과 같이 RocksDB에 쓰기 

요청을 보낸 뒤 해당 캐시 파일을 삭제하고 함수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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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제 1 절 실험 환경 
 

Redis cache를 구현하여 NVM을 사용했을 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VM을 실제로 적용하기에 앞서, 

가상의 NVM을 모사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가상의 NVM을 구성하기 

전과 후의 Redis 성능과 SSD로 전달되는 evict count를 측정하여 SSD 

write 횟수 변화량을 관측하였다. 

프로세서 Intel Xeon E5-2698 v4 @ 2.2GHz x 2 

메모리 타입 DDR4 2400 4ranks/channel 

저장장치 Samsung 860 Pro SSD 

운영체제 Ubuntu 16.04 LTS Kernel 4.4.0 

GCC 5.4.0 
 

표 6. 실험에서 사용한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 

실험에서 사용한 시스템 사양은 표 6과 같다. 인텔의 서버용 

프로세서인 브로드웰 20 코어 CPU 2 소켓으로 구성하였다. Optane을 

모사하기 위해 그림 10과 같이 2 소켓으로 구성된 단일 서버의 원격 

메모리를 통해 DRAM 대비 대용량, SSD 대비 저지연시간을 갖는 

NVM을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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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I interconnect

로컬 메모리
DDR4

(128 GB)

Local Memory
DDR4

“모사된 NVM 메모리"

로컬 메모리 접근 시간 지연된 원격 메모리 접근 시간

원격 메모리
DDR4

(128 GB)

Inactive Processor

(~80 ns) (~195ns)

로컬 노드
 

그림 10. Emulated NVM 구성 

NVM의 접근 지연시간이 DRAM 대비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모사하기 위해 DRAM 타이밍 파라미터, 언코어 주파수, 그리고 

QPI(Quick Path Interconnect) 속도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로컬 메모리 대비 약 2.5배 느린 195ns로 

조절하고, 블록 디바이스인 NVM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해당 

원격메모리를 tmpfs로 시스템에 마운트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사한 

NVM을 Optane 및 mixed use SSD와 비교한 성능 차이는 표 7과 같다. 

실제 Optane 대비 40배 빠른 latency와 3배 높은 대역폭을 갖고 있다. 

  
Emulated 

NVM 
Optane SATA SSD 

Min 

latency 

Rand 4k read 257ns 10us 46us 

Rand 4k write 255ns 10us 46us 

Max 

bandwidth 

Rand 4k read 6.8GB/s 2.2GB/s 0.40GB/s 

Rand 4k write 5.4GB/s 2.0GB/s 0.36GB/s 
 

표 7. 가상 Optane, Optane, SATA SSD 성능 비교. 모사한 NVM의 

경우 FIO 2.19[14] 워크로드를 통해 측정하였음. 

Redis의 성능 평가는 대표적인 NoSQL 벤치마크 툴인 Yahoo! Cloud 

Serving Benchmark(YCSB)[15]를 사용하였다. YCSB를 통해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생성한 쿼리를 Redis 서버에 전달하여 처리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개당 1KB인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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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키-밸류 쌍으로 구성된 20GB의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사용된 데이터셋의 크기는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리눅스의 mlock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DRAM의 가용 

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빅데이터 처리 환경을 모사하였다. YCSB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제공하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워크로드는 표 8과 같다. 서버에 보낼 쿼리 패턴은 

가장 최근에 입력된 키 위주의 쿼리를 생성하는 latest와 지프 

법칙[16]에 따라 소수의 특정 키만 접근 빈도가 높은 쿼리를 생성하는 

zipfian을 사용하였고, 워크로드의 쓰기 쿼리 비율에 따라 각각 70%, 

50%, 30% 세 가지 경우를 사용하였다. 쿼리를 생성하는 클라이언트는 

20개이며, 총 1,000만개의 쿼리를 서버에 전달한다. 실제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용량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DRAM, NVM, 

SSD의 최대 사용 공간을 각각 400MB, 2GB, 20GB로 설정하였고, 

Redis cache의 캐시 파일 크기는 512KB로 설정하였다. 

 

Workload Update Read Distribution 

Latest_WR 70% 70% 30% Latest 

Latest_WR 50% 50% 50% Latest 

Latest_WR 30% 30% 70% Latest 

Zipfian_WR 70% 70% 30% Zipfian 

Zipfian_WR 50% 50% 50% Zipfian 

Zipfian_WR 30% 30% 70% Zipfian 
 

표 8. YCSB 워크로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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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Throughput 비교 
 

NVM을 사용하여 Redis cache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YCSB의 

모든 워크로드에서 초당 처리한 쿼리 수인 throughput과 하나의 쿼리가 

처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latency를 비교하였다. SSD 

접근 지연시간보다 빠른 NVM을 사용하여 성능 이득 효과를 크게 보기 

위해선 Redis cache의 적중률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입력된 데이터 위주로 쿼리를 보내는 latest 워크로드에서 성능 향상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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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Redis cache 적용에 따른 성능 변화. 막대그래프는 초당 처리된 

쿼리 수를 나타내는 성능의 relative performance를 뜻하며, 막대 

그래프는 하나의 쿼리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의 relative 

performance를 뜻함. 

그림 11은 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YCSB의 모든 

워크로드에서 Redis cache 사용 여부에 따른 성능 변화를 비교하였다. 

공정한 성능 비교를 위해 O_DIRECT 옵션을 활성화한 후 파일 읽기를 

진행함으로써 SSD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OS의 page cache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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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Redis cache를 사용했을 때가 모든 

워크로드에서 Redis cache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throughput과 

latency 모두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latest 

분포를 갖는 워크로드에서 최대 49%의 성능 향상하고, latency는 최대 

33% 감소함을 보였다. 서버의 쓰기 작업은 Redis, Redis cache, 

RocksDB 순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latest 분포 특성상 Redis 

cache에서의 캐시 적중률이 더 높으므로 zipfian 분포보다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인다. 반대로 워크로드의 읽기 쿼리 비중이 높아질수록 성능 

증가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RocksDB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 중 

Redis cache에 캐싱하는 추가 작업 때문에 읽기 쿼리 비중이 

높아질수록 캐시 공간 확장의 이득이 적어진다. 또한 본 실험 결과는 

실제 Optane 보다 지연시간이 더 짧은 가상 NVM을 통해 측정한 

결과이므로 실제 Optane에서의 성능 향상은 그림 11의 실험 

결과보다는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SSD 쓰기 접근 횟수 비교 
 

SSD 쓰기 접근 횟수를 비교하기 위해 각 워크로드에서의 eviction 

count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2절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던 이유와 

유사하게, NVM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SSD 쓰기 접근 횟수 감소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Redis cache의 쓰기 적중률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latest 분포 워크로드에서 SSD 쓰기 접근 횟수 감소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쓰기 쿼리 비중이 높은 워크로드에서 

더 많은 SSD 수명 향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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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Redis cache 적용에 따른 SSD로 보내지는 eviction 횟수 변화. 

Redis cache를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SSD로 보내지는 eviction count 

값을 비교함. 

그림 12는 YCSB의 모든 워크로드에서 SSD로 보내지는 eviction 

count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eviction count는 

전체적으로 zipfian 대비 latest에서 더 많은 eviction count 감소를 

보였고, 특히 쓰기 쿼리 비중이 70%인 latest 워크로드에서 eviction 

count가 최대 7.3배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Zipfian에서 읽기 쿼리 

비중이 높아질수록 eviction count 감소량이 크게 낮아지는 이유는 읽기 

쿼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읽기 과정 중 발생하는 Redis cache의 추가 

캐싱 과정이 증가하고, zipfian의 접근 특성은 latest와 달리 랜덤하여 

Redis cache의 퇴출 과정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500여개의 키-밸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cache file을 한번에 퇴출시키기 때문에 Redis 

cache의 쓰기 적중률이 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zipfian과 같이 접근 

특성이 무작위적이고 읽기 과정 중 Redis cache의 추가 쓰기가 

발생되는 워크로드에서는 SSD 쓰기 횟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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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해당 이슈는 캐시 파일의 크기를 더 줄임으로써 SSD 쓰기 횟수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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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NVM을 함께 사용했을 때의 TCO 변화 예측 그래프. x축은 

SATA SSD의 최대 쓰기 대역폭이 0.3GB/s일 때 하루 동안 서버에 

쓰여진 데이터량을 SSD 최대 쓰기 대역폭 점유율로 나타냄. y축은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SSD의 초기 구입 비용 및 교체 비용의 합을 나타냄. 

그림 13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쓰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1개의 

Optane과 8개의 1TB SSD를 사용했을 때의 TCO를 예측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 볼 때 TCO는 쓰기 비중이 높아질수록 read-intensive 

SSD 혹은 mixed use SSD만으로 구성했을 때가 가장 높았으며, 

그래프의 빨간 박스 영역에 있는 쓰기 비중이 높은 워크로드일수록 

Optane을 함께 사용했을 때 $5,000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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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NoSQL 데이터베이스 중 Redis와 같은 인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메모리 용량의 제약이 

있다. 반면 RocksDB와 같은 스토리지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 

스토리지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대비 처리 성능이 낮다.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SSD는 하나의 셀 당 재기록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SSD 내구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Read-

intensive SSD는 mixed use SSD 대비 내구성이 3배 높지만 1.7배 더 

비싸다. 한편으론 내구성이 낮은 SSD의 사용은 잦은 SSD 교체로 인해 

TCO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서버 구축 과정 중 SSD 구성에 따른 

구입 비용 및 교체 비용을 TCO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Redis와 RocksDB를 통해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인 

NVM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NVM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RocksDB의 persistent read cache API를 쓰기용 

캐시로도 사용 가능한 Redis cache를 구현하였고, 가상의 NVM을 

모사한 testbed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Redis cache를 함께 

사용했을 때 YCSB 워크로드에서 최대 49%의 성능 향상하고, 하나의 

쿼리가 처리되는 지연시간은 최대 33%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Redis 

cache 사용 여부에 따른 SSD 쓰기 접근 횟수를 비교했을 때 SSD 쓰기 

비율이 최대 7.3배 감소함을 확인함으로써 TCO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3 

참고 문헌 
 

[1] N. Leavitt, “Will NoSQL Databases Live Up to Their Promise?” 

In Computer, vol. 43, no. 2, pp. 12-14, Feb. 2010. 

 

[2] “Redis.” http://redis.io. 

 

[3] Dong, S., Callaghan, M., Galanis, L., Borthakur, D., Savor, T., & 

Strum, M. “Optimizing Space Amplification in RocksDB.” In 8th 

Biennial Conference on Innovative Data Systems Research (CIDR), 

2017. 

 

[4] Sungjin Lee, Keonsoo Ha, Kangwon Zhang, Jihong Kim, and 

Junghwan Kim. “FlexFS: a flexible flash file system for MLC NAND 

flash memory.” In USENIX Annual technical conference (USENIX), 

2009 

 

[5] Soojun Im and Dongkun Shin. “Storage architecture and 

software support for SLC/MLC combined flash memory.” In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SAC), 2009.  

 

[6] M. Yang, Y. Chang, C. Tsao and C. Liu, “Utilization-Aware 

Self-Tuning Design for TLC Flash Storage Devices,” In IEEE 

Transactions on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VLSI) Systems, 

2016 

 

[7] “Samsung 850 EVO SSD.” http:// 

www.samsung.com/semiconductor/minisite/ssd/pro 

duct/consumer/850evo.html, 2015. 

 

[8] Assaf Eisenman, Darryl Gardner, Islam AbdelRahman, Jens 

Axboe, Siying Dong, Kim Hazelwood, Chris Petersen, Asaf Cidon, 

and Sachin Katti. “Reducing DRAM footprint with NVM in 

Facebook.” In 13th EuroSys Conference (EuroSys), 2018. 

 

[9] “Leveldb.” https://github.com/google/leveldb. 

 

[10] M. Rosenblum and J. K. Ousterhou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Log-Structured File System.” In ACM 

Transactions on Computer Systems (TOCS), 1992. 

 

[11] “Redis on Flash.” https://redislabs.com/rlec-flash. 



 

 34 

 

[12] “Intel Optane DC p4800x specifications.”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products/memory-

storage/solid-state-drives/data-center-ssds/optane-dc-

p4800x-series.html. 

 

[13] “Intel Solid State Drive Data Center S4500/S4600 Series 

Procduct Specification.” 

http://advdownload.advantech.com/productfile/PIS/96FD25-S480-

INB3/Product%20-%20Datasheet/96FD25-S480-

INB3_datasheet20171107132325.pdf 

 

[14] “Flexible I/O tester.” https://github.com/axboe/fio. 

 

[15] B. F. Cooper, A. Silberstein, E. Tam, R. Ramakrishnan, and R. 

Sears. “Benchmarking cloud serving systems with YCSB.” In 1st 

ACM Symposium on Cloud Computing (SoCC), 2010 

 

[16] Powers, David M W. “Applications and explanations of Zipf's 

law.” In New Methods in Language Processing and Computational 

Natural Language Learning (NeMLaP3/CoNLL), 1998. 



 

 35 

Abstract 

Evaluating the Impact of NVM 

Heterogeneous Memory Systems 

on Key-Value Store 
 

강 철 호(Cheolho Kang) 

융합과학부 지능형융합시스템 전공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Program in Intelligent Syste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memory based NoSQL database (such as Redis) achieves fast 

data processing performance by storing the data on memory 

(DRAM), but is limited by memory capacity. On the other hand, 

storage based databases (like RocksDB) can store more data on 

large storages, but has a low processing performance due to 

increased latency. 

As a SSD cell has a limited number of writes it can endure, the 

price of a SSD varies with respect to its endurance. For example, 

mixed use SSD, which has 3 times higher endurance compared to 

Read-intensive SSD, is 1.6 times more expensive. However, lower 

endurance may increase the total cost of ownership (TCO) as it 

needs to be replaced more often. Therefore, we must consi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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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of purchasing and replacing SSD composition in the TCO during 

the server building proces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way to use non-volatile 

memory (NVM) through Redis and RocksDB. NVM has been 

developed to overcome the limits of DRAM and SSD, having larger 

capacity than DRAM while offering lower latency and more 

durability than SSD. To utilize these features of NVM, we designed 

a Redis cache at NVM to be used as a read cache and a write buffer 

between Redis and RocksDB.  We deployed the proposed Redis 

cache on a system with a virtual NVM to compare it with a baseline 

system consisting of only DRAM and SSD. 

Our experiment shows that the system which uses the proposed 

Redis cache improves throughput (operations per second) up to 

49% compared to the baseline.  Furthermore, compared to baseline, 

SSD write counts decreases up to 7.3 times on write intensive 

workloads increasing SSD lifespan and potentially lowering TCO. 

 

Keywords: Key-Value Store, Non-Volatile Memory, Redis, 

RocksDB, Bigdata 

Student Number: 2017-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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