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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프로그램 실행의 응답성은 사용

자의 체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

간은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체감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하지만 플래시 기반의 디스크가 시스템 디스크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

자들은 긴 응용프로그램 기동시간을 자주 경험한다. 프로세서나 디스크 장

치는 병렬성을 이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반면,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에는 

자원들의 사용이 직렬화되기 때문이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실행시간 

프리페칭 기법을 제안한다. 응용프로그램의 최초 기동 시 접근되는 블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기동 시 이 블록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디스크캐시

에 적재함으로써 기동시간을 단축시킨다. 핵심 전략은 프로세서와 디스크

의 사용을 병렬화하고 디스크의 내부병렬성과 멀티코어의 활용을 유도하였

다. 또, 프리페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디스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병

합, 논리블록번호 정렬, 프리페치 수준의 의존성 해결 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프리페칭 기법을 리눅스 커널 3.5.0에 구현하였고 많이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하드디스크 기반의 데스크탑 

워크로드에서 콜드스타트 시간 대비 평균 52%의 기동시간을 단축하였고 

SSD를 사용한 경우 34.1%가 단축하였다. 또, SSD를 사용하는 모바일용 

Meego 플랫폼에서 평균 28.1 ~ 34.1%의 기동시간을 단축하였고, 안드로

이드 플랫폼이 탑재된 갤럭시 넥서스 폰에서 평균 12.8%의 기동시간을 단

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저 수준에서 구현한 프리페쳐를 사용한 경우, 

SSD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평균 21.7 ~ 28.5%의 기동시간을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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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한 기법을 기존의 환경에 구현하여 운용하는데 경미한 오버헤드를 유

발하는 한편, 시스템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체감 속도를 향상시

킴으로서 데스크탑 PC와 스마트폰의 성능향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이

다.

 

주요어: 응용프로그램 기동, 기동시간 단축, 디스크 입출력 최적화, 실행시

간 프리페쳐, 응용프로그램 프리페쳐

학   번: 2005-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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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동기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launch time)은 데스크탑 PC나 모바일 장

치의 사용자 체감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항상 휴대하면서 자주 이용하고 짧게 사용하는 장치에

서는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하다 [26][33][34]. 하

드웨어의 성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시간은 하드

웨어의 향상된 성능만큼 단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응용프로그램 역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 마다 확장된 기능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연산과 디스크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25]. 이 때문에 기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준에서 많은 기법들이 연

구되었다. 예를 들면 기동에 불필요한 처리를 기동 이후로 연기하거나 

플래시 저장 장치를 하드디스크의 캐시로 이용하여 느린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보완하는 방법 등이 있다 [10][11][15][17][20].

소프트웨어 수준의 기동시간 단축 기법이 중요한 이유는 응용프로그

램 기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프로세서와 디스크 장치의 성능 개선 기

법이 기동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응용프

로그램이 기동될 때 프로세서가 활성화되는 시간의 대부분에서 하나의 

코어만이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프로세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주된 기

술은 멀티코어 기법이며 단일 코어의 성능은 느리게 향상되고 있다. 그

리고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에 발생하는 디스크 요청들은 대부분 작은 크

기의 임의 접근 패턴을 보인다.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집적도 향상으로 

순차 처리 성능은 향상되고 있지만 임의 접근 패턴의 처리 성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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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주는 탐색 시간 (seek time) 및 회전 지연 (rotational latency)

은 거의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

한 NAND 플래시 기반 solid-state drive (SSD)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없어 매우 빠른 접근 속도를 보이며 여러 개의 NAND 칩을 병렬적으로 

작동시켜 단일 칩의 처리율 한계를 극복해 왔다 [3][29][53]. 하지만 

응용프로그램 기동 중에 발생하는 디스크 요청의 대부분은 작은 크기의 

요청이고, 이는 SSD의 칩 수준의 병렬성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단일 칩

의 성능은 느리게 개선되며 이론적으로 40MB/s 까지 가능하나 실제 제

품에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준다. 따라서 SSD를 사용하

는 시스템에서도 디스크 시간의 비중이 작지 않다 [25][36][37].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와 애플의 Mac OS 운영체제에서는 시스

템 부팅이나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리

페칭 기법들을 커널 (kernel)에 탑재하였다 [43][55][58]. 리눅스의 경

우에는 커널에 공식적으로 탑재된 것은 없지만 유저영역에서 동작하는 

유휴시간 프리페치 프로그램이 있다 [6]. 실행시간 프리페쳐는 운영체제

나 응용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 접근되는 블록들을 기록하였다가 이

후에 실행될 때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블록들을 효율적인 순서로 디스크

캐시에 미리 읽음으로써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소프트

웨어 기법이다. 이 기법은 추가적인 하드웨어 장착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나 바이너리의 수정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동시간 단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진다.

기존의 실행시간 프리페칭 기법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디스크 헤드의 움직임을 줄임으로써 기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을 사용

해 왔다. 하지만 SSD와 같은 플래시 기반의 디스크는 기계적인 움직임



3

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프리페칭 기법은 효과가 거의 없다.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면 기동시간은 크게 단축되지만 여전히 디스

크 시간은 기동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프

리페쳐들은 기동시간 단축의 정도가 낮고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래

시 기반의 장치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데스크탑 PC나 스마트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 SSD, 하이브리드 하

드디스크, 그리고 이 장치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디스크 상에서 효율적으

로 동작하는 실행시간 프리페칭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 기존의 하드디스크 기반의 시스템에서 단순히 파일 수준의 정렬을 이

용한 프리페칭 기법이 아니라 다양한 범용 디스크의 특성과 응용프로그

램의 기동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운영 오버헤

드로 기동시간을 최소화하는 기법의 연구 및 개발이 중요하다.

1.2 연구 내용 및 의의

본 연구는 데스크탑 PC부터 스마트폰에 이르는 다양한 개인용 기기

에서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실행시간 프리페칭 기

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목표는 운영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 기동시간

을 최대한 단축하는데 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응용프로그램 기

동 때 읽히는 블록들 (기동시퀀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후에 같은 프

로그램이 다시 기동될 때, 수집된 기동시퀀스를 디스크캐시에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집된 기동시퀀스 정보는 디스크캐싱이 가능

한 형태의 정보로 변경되어야 한다. 저 수준의 블록 접근을 관찰하여 기

동시퀀스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페이지캐시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파일의 아이노드 번호와 파일 내 블록 번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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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싱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 프리페칭 시에는 

대상 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를 최대한 빠르게 디스크캐시에 적재하는 동

시에 프리페칭 작업과 대상 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부분을 최

대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리페칭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계산 

및 저장공간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를 얼마나 정확히 수집해 내느냐는 프리

페칭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동시퀀스의 감시는 다양한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blktrace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블록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수집되는 로그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디스크 캐싱을 위하여 파일 수준의 정보로 역변환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

요하다 [25][37][38]. 반면에 디스크캐시에 내용이 있는지 검사하는 부

분에서 기동시퀀스 정보를 생성하면 디스크캐싱을 하기 위한 정보로 변

환이 쉽게 되지만 로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다. 이 외에도 디스크 입

출력의 여러 계층에서 기동시퀀스의 수집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법은 디스크캐시에서 검색 실패로 인해 실제로 하위 계층으로 디

스크 입출력 요청을 내려 보낼 때 요청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기동시퀀

스 정보를 생성한다. 이 방식은 로그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면서 디스크 

캐싱을 위한 정보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

기동시퀀스가 수집된 이후 해당 응용프로그램이 다시 수행되면 프리

페칭을 통하여 기동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이 때, 디스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기동시퀀스 수집 이후에 요청 순서를 최적화해 두어야 프리

페칭 속도가 빨라져 실행중인 프로세스가 블록을 요청하였을 때 디스크

캐시에서 읽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하드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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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SSD 등의 저수준 입출력 성능 분석과 파일시스템의 디스크 사용 특

성 분석하여 프리페칭 성능을 최적화에 반영하였다. 하드디스크 장치에

서는 헤드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고 플래시 기반의 SSD에서는 내부병렬화

가 극대화되도록 다양한 병합 및 순서 변경 기법을 설계하고 구현하였

다. 이러한 기동시퀀스의 스케쥴링은 기동시퀀스가 수집된 직후 수행되

어 프리페칭 시에 최적화된 순서로 블록들이 프리페칭된다.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에 프리페칭을 수행하는 방식은 프리페칭이 끝

난 후 응용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기 (synchronous) 프리페칭과 프리페

칭을 위한 별도의 쓰레드를 생성하여 응용프로그램과 동시에 수행시키는 

비동기 (asynchronous) 프리페칭이 있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시스

템에서는 디스크 헤드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하여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된 

순서로 입출력을 요청하는데, 프리페칭 작업과 응용프로그램의 입출력 

요청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큰 디스크 헤드 움직임을 방

지하기 위해서 동기프리페칭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SSD와 같이 기계

적인 움직임이 없는 장치에서는 수집된 기동시퀀스의 순서대로 비동기 

프리페칭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하드디스크 기반의 장치에서도 일부 블

록은 비동기로 프리페칭하여 기동시간을 추가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기동시간의 단축은 기동시퀀스 프리페칭의 성능 뿐 아니라 대상 프로세

스와 프리페쳐의 병렬성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병렬성 이용을 

통하여 기동시퀀스를 빠르게 프리페칭하는 기법, 응용프로그램의 수행과 

디스크 프리페칭 작업의 병렬성을 높이는 기법을 함께 고려하여 응용프

로그램의 기동시간을 단축시켰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 데이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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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은 동적으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기동시퀀

스 수집 중 관련 없는 프로세스로부터 발생한 디스크 요청 정보가 기동

시퀀스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기동과 상관없는 블록들을 기동시퀀스

에서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기동시퀀스를 재생성하기 위한 과정들이 프

리페쳐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되어야만 기동시퀀스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위한 효과적이고 오버헤드가 적은 기

법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일반적으로 프리페쳐의 성능을 결정짓는 외부 요소는 프로세서와 디

스크의 성능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프리페쳐의 성능을 데스크탑 

PC 환경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인텔 I7-2620m 프로세서, 7200RPM의 

하드디스크 또는 SSD가 장착된 노트북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벤치마크 용 프로그램은 Fedora 16 64비트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는 응

용프로그램 9개와 많이 사용되는 외부 응용프로그램 5개를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경우 콜드스타트 대비 52%, SSD를 사

용한 경우 34.1%.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실험 결과는 기존의 구글-프리

페치 기법보다 콜드스타트 대비 22% 단축된 수치이다.

그 외에도 모바일 플랫폼에서 프리페쳐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텔 듀얼코어 Atom 1.83GHz 프로세서와 느린 SSD가 장착된 태블릿 

PC에 Meego 1.2 태블릿 버전을 설치하고 Meego 용 응용프로그램 6개

를 이용하여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프리페쳐 성능을 측정하였다 [59]. 실

험 결과 화면 전환 여부에 따라 평균 28.1 ~ 31.4%의 기동시간이 단축

되었다. 또, 최근 모바일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에서 제안한 프리페쳐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삼성 갤럭시 넥서스폰

에서 안드로이드 용 응용프로그램 9개를 이용하여 기동시간을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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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한 프리페쳐를 이용한 경우 12.8%의 기동시간이 단축되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 시스템 자원의 사용 패턴과 동작 특성을 분석

하였다. 기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스템 자원인 프로세서와 디스크

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기동시간 단축을 위한 접근 방

법을 설명하였다. 이는 추후 기동시간 단축 또는 프리페칭 기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2.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를 재현가능한 수준의 정보로 빠짐없이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디스크캐시 무효화 후, 버

퍼캐시 및 페이지캐시 미스로 인해 발생되는 입출력 정보를 수집하였고 

파일시스템 수준의 의존성 분석을 통하여 무효화에 실패한 기동관련 블

록을 파악하여 기동시퀀스 수집 정확도를 높였다.

3. 하드디스크 및 플래시 기반의 디스크에서 내부병렬성을 통하여 프리

페치 시간을 단축시키는 스케쥴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플래시 기

반의 디스크에서 다양한 병합 및 명령 큐잉을 이용하여 내부병렬성을 높

임으로써 프리페치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4. 내부병렬화를 통한 프리페치 속도 향상, 그리고 대상 프로그램과 프

리페칭 작업의 병렬적 수행은 기동시간에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 둘

은 이율배반 (trade-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디스크의 

입출력 패턴, 디스크 장치의 특성, 운영체제의 파일시스템 및 블록 계층

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동시퀀스의 프리페칭을 빠르게 하

는 동시에 프로세서와 디스크 프리페칭 처리의 병렬성을 높여 응용프로

그램의 기동을 빠르게 하는 기법을 설계, 구현, 그리고 평가하였다.



8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하드디스크와 SSD의 특성 

및 리눅스의 디스크 입출력 부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고,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응용프

로그램 기동 시의 디스크 입출력 및 동작 특성을 분석하고, 제 4장에서 커

널 수준의 프리페칭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소개하고 데스크

탑 및 모바일 워크로드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제 5장에서는 유저 수

준의 프리페쳐 구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유저 수준의 실행시간 프리페

쳐의 성능 평가 및 결과 분석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

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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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배경

2.1 범용 디스크 드라이브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그리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크기와 성능의 개

인용 기기는 폼팩터 제한 및 사용자의 요구 사항 등에 따라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기반의 저장 장치를 장착한다. 보조 저장 장치는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하드웨어 구성요소 중 하나로 사용자 및 시장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이번 절에서는 범

용 디스크 드라이브의 최신 경향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2.1.1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순차 처리 성능이 높고 용량 대비 비용이 낮아 

보조기억장치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또, 1961년 등장 이후 집적도 및 성능

을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예를 들면, 2004년 도시바에 의

해 실용화된 수직자기 기록방식 (perpendicular magnetic recording, 

PMR)은 기존의 수평자기 기록방식 (longitudinal magnetic recording, 

LMR) 대비 100%의 집적도 향상을 가져왔다. 또, 분당회전수 (revolutions 

per minute, RPM), 기록 기술, 내장 캐시 크기, 탐색 및 정착 (settle) 시간 

등의 개선을 통하여 매년 평균 40%의 처리율 향상을 달성해 왔다 [63]. 분

당회전수는 하드디스크의 에너지 소모에 큰 영향을 주는데 입출력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분당회전수를 조정하여 성능은 유지하면서 에너지소모는 줄

이는 기법이 연구 및 제품화되었다 [63]. 하드디스크의 집적도는 인치당 트

랙 수와 트랙당 섹터 수의 곱으로 결정된다. 최근에는 하드디스크의 제조결



10

함을 숨기기 위하여 이 두 값을 플래터의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선택하는 

적응형 존 (adaptive zoning) 기법이 많은 하드디스크에 적용되었고 이는 

같은 모델의 하드디스크라고 하여도 성능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49].

이러한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하드디스크는 시스템 병목 

(bottleneck)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로 디스크 헤드를 이동시키는 

기계적인 동작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스크의 접근 시간은 탐색 시간과 회

전 지연 시간으로 구성되며 성능 개선이 굉장히 느린 것이 특징이다. 초당 

처리되는 입출력 수 (I/O per second, iops)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네이티브 명령 큐잉 (native command queuing, NCQ) 기법이 활용되고 있

다 [48]. NCQ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많이 사용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인 SATA-2 표준으로 등장한 기법이다. NCQ는 최대 32개의 입출력 요청

을 받아 디스크 내부적으로 접근 시간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처리 순서를 

바꾼다. 또, 인터럽트를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발생시키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된 여러 개의 요청에 대해서 한 번만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I/O 

요청을 요청 큐에 충분히 입력한 경우 초당 처리되는 입출력 수가 약 50% 

개선되지만 처리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에서 기아현상이 발

생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요청이 다른 요청들 때문에 순서

가 미루어지는 최대 횟수를 제한하는 연구가 있다 [32].

2.1.2 NAND 플래시 기반 Solid-State Drive (SSD)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접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하드디스크에서 수 ms가 걸리던 접근 시간을 수 십 us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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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SD의 내부구조

축시켰다. 이 때문에 임의 접근 패턴에서 하드디스크 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 SSD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NAND 플래시 칩들로 

구성되고 이 칩들을 얼마나 병렬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처리율이 크게 

달라진다 [53]. 또, 단일 칩 내부에서도 다이 (die), 플레인 (plane) 수준에

서 병렬적 처리를 지원한다. 

NCQ가 지원되는 경우, 여러 개의 입출력 요청을 동시에 명령큐에 요청

함으로써, 여러 개의 작은 요청들이 SSD의 병렬적 사용을 유도하여 처리율

을 높일 수 있다. 또, 입출력 요청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만 처리

되는 경우에도 병렬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

품에 장착된 FTL (flash translation layer)에서 페이지 수준의 사상 

(mapping)을 이용하고 큰 쓰기 요청을 여러 플래시 칩에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이다. SATA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와 같은 모바일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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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인터페이스인 UFS (universial flash storage) 표준에서 명령 큐잉을 

지원한다 [68]. 또, 대부분의 데스크탑 PC 용 SSD 제품은 NCQ를 지원하

지만 SD메모리는 커맨드 큐잉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명령큐잉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한 요청을 병합하여 큰 요청으로 처리함으로

써 내부병렬성을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와 폼팩터에 제한이 크고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스마트폰에서는 플래시 기반의 저장장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여전히 SSD의 비트 당 비용은 하드디스크보다 10배 정도 높다. 하지만 

셀 당 비트 수를 늘리고 제조공정의 혁신을 통하여 셀 (cell)의 단위 크기 

(feature size)를 줄임으로써 SSD의 가격하락이 가속화되어 왔다. 하지만 

셀 당 비트 수를 늘리거나 셀의 단위 크기가 줄어들면 플래시 칩의 접근 시

간, 에러율, 프로그램 횟수 등의 특성이 오히려 악화된다 [29].  또, 높은 에

러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순방향 에러복구코드 (forward error 

correction, FEC)를 이용하고 플래시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압축이나 중복

데이터제거 기술과 같은 많은 처리를 SSD 컨트롤러가 수행해야 한다. 이러

한 복잡한 처리로 인하여 입출력 지연시간은 악화될 수 있다. 

2.1.3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

개인용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디스크 접근 형태는 응용프로그램 

기동이나 파일 탐색 작업과 같이 임의 접근 패턴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대

용량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거나 큰 파일을 복사할 때 발생하는 순차 접근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임의 접근 패턴에서 

요청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작고 순차 접근 패턴에서의 데이터의 요청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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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 수준의 비용으로, 임의 접

근 속도는 플래시 장치와 비슷하고 순차 접근 속도는 하드디스크 수준이 되

도록 하는 저장장치가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이다.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

는 작은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를 하드디스크의 캐시로 이용하며 작은 임의 

접근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는 플래시에 저장하고  큰 순차 접근 패턴을 보

이는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적은 비용으로 높은 처리율과 짧은 

응답시간을 제공한다.

2007년에 삼성전자는 80~200GB의 하드디스크에 128~256MB의 

NAND 플래시를 통합한 2.5인치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를 출시했다. 이 모

델은 ATA8에서 명세한 NVCACHE 관련 ATA 커맨드를 이용하여 하드디

스크의 내용을 플래시에 적재하고, 어떤 디스크 블록을 캐싱할 지에 대한 

처리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레디드라이브 (ready drive) 모듈

이 수행하였다. 같은 해에 시게이트도 160GB의 하드디스크에 256MB의 

플래시를 통합한 모멘터스 5400PSD를 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

은 작은 캐시 사이즈로 인하여 큰 효과가 없어, 시장에서 사장되었다. 2010

년에 시게이트는 250~500GB의 하드디스크에 4GB의 큰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한 모멘터스 XT 모델을 출시하였고, 디스크 내부에 어느 부분을 캐싱

할 지에 대한 처리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체제에서 캐싱 기능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또, 플래시 캐시의 크기가 크기 때

문에 임의 접근 패턴으로 요청되는 블록들을 효과적으로 캐싱할 수 있다. 

이 제품은 NVCACHE 관련 ATA 커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체제

에서 하드디스크의 어느 부분이 캐싱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특정 블록을 캐

싱하도록 요청할 수도 없다. 최근 시게이트는 500~750GB의 하드디스크에 

8GB의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한 모멘터스 XT 2세대를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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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눅스의 디스크 입출력 처리 흐름

2.2 리눅스의 디스크 입출력 부 시스템 

이번 절에서는 리눅스의 디스크 입출력 계층과 디스크캐시에 대해서 설

명한다. 또, 디스크캐시 무효화 방법과 무효화의 불완전성, 그리고 입출력 

요청의 병합 방법인 입출력 플러그/언플러그에 대해서 알아본다.  

2.2.1 리눅스의 디스크 입출력 스택

그림 2는 리눅스에서 입출력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프

로세스는 유저 수준의 코드이므로 직접적으로 장치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

된다. 따라서 프로세스가 디스크 입출력을 요청하는 방법은 디스크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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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시스템 콜 (system call)을 호출하거나, 디스크 영역이 메모리 주

소 공간에 사상된 (memory-mapped) 가상주소에서 페이지 폴트 (page 

fault)가 발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디스크 입출력 요

청을 하기 위하여 가상파일시스템 (virtual file system, VFS) 계층을 거친

다. 가상파일시스템은 실제 파일시스템을 일관된 자료구조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추상화시킨 계층이다. 따라서 ext4, ntfs, btrfs 등

과 같은 실제 파일시스템은 추상화된 자료구조와 인터페이스 상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리눅스의 VFS 구조는 ext 계열의 파일시스

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들 파일시스템에서 추상화에 필요한 변환 오버

헤드가 가장 적다. 

파일시스템은 저마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 (file system 

format)을 정의한다. 입출력 요청 시에 파일시스템은 요청된 블록이 무엇인

지 분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읽히거나 쓰여져야 하는 메타

데이터 블록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블록들이 있다면 이들을 모두 읽

거나 쓴 후에 요청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파일시스템은 실제 디스크 

입출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원하는 블록이 디스크캐시에 존재하는지 검사한 

후, 디스크캐시에 없는 경우에 디스크 입출력을 위한 요청을 수행한다. 예

외적으로 파일을 열 때, 플래그 인자에 O_DIRECT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디

스크캐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입출력을 시도한다. 리눅스 커널의 bio 

(block I/O) 구조체는 논리블록번호 (logical block number, LBN) 상 연속

된 영역의 입출력 요청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구조체로 실제 디스크 입출

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치 사상자 (device mapper) 계층을 거쳐 입출력 

스케쥴러로 전달된다. 장치 사상자 계층은 물리적인 파티션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논리볼륨관리자 (logical volume manager, LVM) 기능을 수행하

거나 여러 디스크 장치를 소프트웨어 RAID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입출



16

력 스케쥴러는 전달된 요청들의 순서를 바꾸어 디스크의 처리율을 향상시

키고, 요청들 간에 공평성(fairness)을 개선하거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bio 

요청과 새로 요청을 시도한 bio가 논리블록번호 상 인접한 경우 하나의 re-

quest로 통합하여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리눅스 커널의 

request 구조체는 논리블록번호 상 연속적인 하나의 디스크 요청을 표현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디바이스 간의 처리 단위이기도 하다.

2.2.2 리눅스의 디스크캐시

리눅스 커널 버전 2.2 에서는 블록 장치의 캐싱을 위하여 버퍼캐시 

(buffer cache)가 사용되었다. 각 버퍼는 1KB의 데이터 저장 공간과 관리 

헤더 기록을 위한 버퍼 헤더를 필요로 하였다. 또, 버퍼캐시는 디바이스 ID

와 블록 번호를 헤더에 저장하고 이 두 값을 이용하여 해싱을 하였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장착된 메인 메모리 크기에 따라 해시테이블의 크기가 동적

으로 결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버퍼캐시와 같이 물리적인 위치 정보를 통하여 

디스크캐싱을 하던 많은 운영체제에서 파일 수준의 캐싱을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파일 수준의 캐싱은 기존의 디바이스 번호와 디바이스 내 블록 번

호를 통하여 캐싱하는 것이 아닌 파일의 ID와 파일 내 블록 번호 (또는 페이

지 번호)로 캐싱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눅스에서 파일 수준의 캐싱은 파일

의 아이노드 (inode) 번호와 파일 내 페이지 번호를 통하여 캐시 탐색이 수

행되고, 캐시의 빠른 탐색을 위해서 기수 트리 (radix tree) 알고리즘을 이

용한다. 파일 수준의 캐싱은 파일 수준의 순차 접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파일의 아이노드 별로 검색 트리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버퍼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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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전체 블록장치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검색 대상이 크게 줄

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리눅스 커널 2.6에서 버퍼캐시와 페이지캐시가 통합되었다. 버퍼캐시는 

버퍼헤더만 존재하고 데이터는 해당 디바이스의 아이노드를 통하여 페이지

캐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합하지 않은 이유는 파일

시스템의 블록크기와 메모리 페이지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KB의 파일시스템 블록 크기를 갖는 ext3 파일시스템으로 포맷된 파

티션에서 접근의 공간지역성이 낮은 아이노드 테이블의 블록을 페이지 크

기보다 작은 블록 크기로 읽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일시스템 

상의 블록 크기가 1KB인 경우, 하나의 페이지는 4개의 버퍼 헤더로 구성될 

수 있다. 또, 4KB를 담을 수 있는 페이지캐시 한 엔트리에 1KB의 정보만이 

유효할 수도 있다. 정규 파일의 경우 페이지캐시를 통하여 캐싱하므로 파일

시스템 블록 크기가 아닌 페이지 크기 단위로 입출력 및 캐싱 처리가 수행

된다.

디스크 블록의 캐싱은 여러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 프로세스 가 할당

한 메모리에 캐싱을 할 수도 있고,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해서 라이브러

리 수준에서 캐싱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 커널 수준에서 디스크캐시가 버

퍼캐시와 페이지캐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슬랩 (slab) 또는 slob, slub과 

같은 slab의 변종 오브젝트 할당자가 있다 [57][61]. slab은 자주 쓰는 작

은 오브젝트들을 반복적으로 할당 및 해제할 때 발생하는 페이지의 내부 단

편화를 줄여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 해싱을 

통하여 이 오브젝트들의 검색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 디스크 블록과 관련

된 자주 사용되는 오브젝트는 inode와 dentry가 있는데 이들은 slab을 통

하여 이중으로 캐싱된다. inode나 dentry는 파일시스템 블록 크기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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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작기 때문에 해당 디스크 블록의 일부 오브젝트만 slab에 캐싱될 수 있

다.

리눅스 커널은 디스크캐시를 무효화시키는 커널 함수와 프록 (proc) 파

일을 제공한다. 후자의 방법은 리눅스 터미널 상에서 

/proc/sys/vm/drop_caches 파일에 숫자 값을 써 넣음으로써 가능하다. 1

을 쓰면 페이지캐시를 무효화시키고 (invalidation), 2를 쓰면 inode와 

dentry 할당자의 캐싱된 오브젝트들를 무효화시킨다. 마지막으로 3을 쓰게

되면  페이지캐시, inode slab 및 dentry slab 캐시를 모두 무효화한다. 중

요한 점은 페이지캐시와 버퍼캐시의 경우 락 (lock)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 

거의 완벽하게 무효화되지만 slab 캐시의 경우 완벽히 무효화시키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완벽히 무효화하지 않는다.

2.2.3 입출력 스케쥴러의 종류 및 특징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스크 입출력 스케쥴러로는 noop, dead-

line, anticipatory, cfq가 있다. 하지만 anticipatory 스케쥴러는 비작업보

장성 (non-work-conserving) 때문에 리눅스 커널 버전 2.6.33부터 메인

라인 커널에서 제거되었다. 또, SSD와 같이 접근 시간이 거의 일정한 장치

를 위한 공평성 보장 입출력 스케쥴러로 fiops (fair in out performance 

scheduler) 가 있다 [69].

noop (no-operation) 스케쥴러는 아무일도 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스

케쥴러이다. SSD나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와 같이 입출력 순서의 변경을 통

하여 성능향상을 보기 어려운 장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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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deadline) 스케쥴러는 읽기나 쓰기 요청을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된 큐와 선입선출 (first-in first-out, FIFO) 큐에 입력하고 각 요청의 

처리에 데드라인을 설정한다. FIFO 큐에서 데드라인을 넘긴 요청이 없는 

경우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된 큐에 삽입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

식은 데드라인을 통해 요청의 기아현상 (starvation)을 방지하고 데드라인

을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논리블록정렬을 통하여 하드디스크 같은 장치

에서 디스크의 헤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또, 일반적으로 쓰기보다 읽기의 

데드라인을 짧게 설정하는데 이는 읽기 요청은 프로세스를 블록 (block)시

켜 프로세서의 활용도를 낮추고 결국 디스크 요청도 줄어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 수 있기 때문이다.

예측 (anticipatory) 스케쥴러는 데드라인 스케쥴러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읽기 요청을 처리한 후 정해진 짧은 시간 (기본적으로 6ms) 동안 인접

한 요청을 기다리는 점이다. 이는 프로세스의 디스크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다음 블록을 요청하기 위해서 짧은 입출력 스택 처리 시간이 필

요한데, 요청하려고 하는 블록이 최근에 처리한 블록과 가까운 경우 이것을 

처리하고 다른 요청을 처리하면 디스크 헤드 움직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비작업보장성으로 인해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 성능 향상이 큰 경

우도 있지만 반대로 성능 저하가 클 때도 있다.

cfq (completely fair queuing) 스케쥴러는 기본적으로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된 순서로 입출력 요청을 처리하는데, 큐를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나 프로세스 그룹 별로 요청 큐를 따로 두고 각 요청 큐에 대한 입

출력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통하여 공정성을 높인다. 또, SSD

와 같은 장치에서는 논리블록번호로 입출력 요청을 정렬하는 것은 크게 효

과가 없기 때문에 SSD와 같은 장치를 위해 초당 입출력 수에 대한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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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면서 입출력 정렬은 수행 하지 않는 fiops 스케쥴러가 있다.

2.2.4 입출력 플러그/언플러그

리눅스는 오래전부터 플러깅 (plugging) 기법을 블록 디바이스에 적용

해 왔다. 플러깅은 디스크가 유휴 (idle) 상태일 때 입출력 요청이 발생한 경

우,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짧은 시간동안 기다림으로써 인접한 요청이 

병합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하여 디스크의 처리 효율을 높

이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ext3 파일시스템의 경우 아이노드 내의 직접 블

록 포인터로 12개의 블록을 가리킬 수 있는데 13개의 블록 크기를 갖는 파

일이 있다면 데이터 블록 영역은 12개의 앞 데이터 블록들, 단일 간접 포인

터 블록, 13번째 데이터 블록 순서로 인접하게 할당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

우에 어떤 프로세스가 파일의 전체 부분을 읽는 요청을 했다면 첫 12개의 

블록 요청과 단일 간접 포인터 블록은 플러깅에 의해서 하나의 요청으로 처

리된다. 13번째 블록은 단일 간접 포인터 블록이 읽힌 후에 처리될 수 있으

므로 이전 요청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요청될 수 없다.

리눅스 커널 2.6.39 이전 버전에서는 플러깅을 전체시스템 (global) 수

준에서 또는 디바이스 별로 관리가 되었지만 커널 2.6.39부터는 프로세스

나 프로세스 그룹별로 관리가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플러깅 기법

이 비작업보장성을 유발하므로 리눅스 커널 2.6.39부터는 이를 커널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신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명시적으로 플러그/

언플러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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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스크 요청에 대한 처리 시간 요소

2.2.5 프리페치 성공 시 절약되는 프로세서 시간 분석

성공적인 프리페칭은 디스크의 시간 뿐 아니라 프로세서 시간도 일부 

단축시켜 준다. 그림 3은 프로세스의 디스크 입출력 요청이 수행되는 과정

을 커널 내부의 작업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을 보여준다. 프리페칭은 읽기 

처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읽기와 연관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유저 프로세

스는 페이지 폴트나 시스템콜을 통해서 디스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커널의 파일시스템 코드를 통해서 원하는 블록의 위치를 계산하고 해당 

블록이 디스크캐시에 있는지 검색한다. tfs가 이러한 처리에 소비되는 시간

에 해당한다. 성공적인 프리페칭을 통하여 필요한 블록을 디스크캐시에 미

리 적재해 놓았다면 캐싱된 내용을 전달해 줌으로써 모든 처리가 끝난다.

디스크캐시에서 적중 (cache hit)이 되지 않은 경우 실제 디스크 입출력

을 요청하기 위해서 블록 계층, 입출력 스케쥴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수

행하게 되는데 tiostack1이 이 부분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디스크 하드웨어에 입출력을 요청한 후에, 입출력

을 요청한 프로세스를 대기상태 (wait)로 변경하고, 실행가능 (run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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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에 프로세서를 사용권을 넘겨준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스케쥴링은 디스크 하드웨어의 내부 동작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요청된 데이터의 준비가 완료되면 디스크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이 때, 데이터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깨우기 위해 프로

세스의 상태를 준비상태 (ready)로 변경한다. 이 작업에 드는 시간은 tio-

stack2이다. 마지막으로 스케쥴러에 의해 디스크 서비스 완료를 기다리고 있

는 프로세스로 스케쥴링되는데 필요한 tschedule의 시간이 소비된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프리페칭은 그림 3에서 큰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

분을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준다. 여기에는 디스크 시간 뿐 아니

라 디스크캐시 탐색실패 (cache miss)로 인해 실제 디스크 입출력 처리를 

하고 동기화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서 사용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디스크

의 동작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프로세서 처리 부분을 제외하면, 성공적

인 프리페칭을 통하여 줄어드는 프로세서 시간 treducible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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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응용프로그램의 빠른 기동을 위한 기존 연구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하드디스크의 낮은 성능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준에서 개선하는 기법에 관한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기법들을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속도 단축에 적용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2.3.1 응용프로그램의 빠른 기동을 위한 디스크캐싱 기법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시스템 부팅 및 프로그램 기동시간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하드디스크 헤드의 이동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윈도우즈 프리페쳐 

(Windows prefetcher)를 운영체제에 탑재하였다 [55]. 시스템이 처음 부

팅되거나 응용프로그램이 기동될 때, 메모리 관리자는 접근되는 코드나 데

이터의 정보를 윈도우즈 프리페쳐에 통보하고, 프리페쳐는 이를 파일시스

템 수준의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이 후에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에는 변환된 정보를 통하여 최적화된 순서로 기동시퀀스를 프리페칭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시킴으로써 기동시간을 단축시킨다.

추가적인 성능향상을 위하여 모든 기동시퀀스를 기본적으로 3일마다 연

속된 충분히 큰 빈 공간으로 옮긴다. Mac OS의 경우, 부팅시간을 단축시키

기 위하여 부트캐시 (bootcache) 기법을 탑재하여, 부팅 시 접근되는 많은 

블록들을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된 순서대로 읽어 들인다 [58]. 이 밖에도 윈

도우즈는 사용자의 프로그램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가까운 시간 내에 수행

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를 프리페칭하는 슈퍼페치 

(superfetch)를 제공한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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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프리페치 [16]는 윈도우즈 프리페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

다. 리눅스는 물리 메모리 페이지마다 작은 크기의 페이지 구조체를 할당하

여 페이지의 속성을 관리한다. 구글-프리페치는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퀀

스 수집을 위해 처음 기동될 때,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 구조체의 참조 속성

을 제거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동 시킨 후 10초 이후에 참조 속성이 켜

진 페이지와 페이지캐시로부터 방출된 블록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기

동 중에 접근된 블록의 정보를 얻어내고 디바이스 번호, 아이노드 번호, 파

일 내 옵셋 번호로 정렬하여 프리페치 정보 파일에 저장한다. 이 후에 같은 

프로그램을 기동하면 저장된 프리페치 정보 파일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동

관련 블록들을 프리페칭하여 디스크 시간을 크게 줄이고 프로그램을 수행

함으로써 기동시간을 단축시킨다. 

구글-프리페치에서 사용하는 기동시퀀스 수집 방법은 디스크캐시를 무

효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slab을 통하여 이미 캐싱되어 

있는 아이노드나 디렉토리 엔트리와 관련된 블록은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파일 수준에서 정렬된 기동시퀀스의 프리페칭은 상황에 따라 많은 디스

크 헤드의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다. 리눅스 프리페치는 윈도우즈 프리페

치와 마찬가지로 부팅을 위한 프리페치를 지원하고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

퀀스를 인접한 디스크 공간에 배치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구글-프리페치의 

조각모음 (defragmentation) 기능은 ext3 호환 파일시스템 용으로 제작되

었는데 ext3 파일시스템처럼 아이노드 번호에 해당하는 디스크 블록의 위

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아이노드를 옮기면 아이노드 번호가 바뀌기 때

문에 이 값을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 엔트리를 수정해야한다. 특히, 해당 

아이노드의 하드링크 계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아이노드를 사용하는 모든 

디렉토리 엔트리를 찾아서 변경할 수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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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nking은 동적 라이브러리가 적재될 주소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재

배치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인다. 동적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재배치의 장

점을 포기하는 대신 이로 인한 계산 시간을 줄여서 응용프로그램 기동시간

이 단축된다. Prelinking을 위한 도구로 리눅스는 prelink [67], 그리고 

Mac OS는 prebinding [70]을 제공한다.

Preloading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동적 라이브러리들을 유휴시간에 

미리 읽어 놓음으로써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시에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을 

디스크로부터 읽는 시간을 줄여 기동시간을 단축하는 기법이다. 

Preloading을 위한 유틸리티로 리눅스에 preload가 제공된다 [6]. preload

는 유저모드의 데몬 프로세스로 동작하며 20초마다 깨어나 어떠한 프로세

스가 실행되고 있는지 proc 파일시스템을 통하여 감시하고, 각 프로세스가 

어떠한 실행파일과 라이브러리를 메모리 공간에 사상하였는지를 /proc/

<프로세스 ID>/maps 파일을 통하여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프

로그램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가용 메모리 크기를 고려하여 가까운 시간 내

에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파일과 라이브러리를 디스크캐시

에 미리 적재한다. Preloading 기법은 메모리 사상된 파일만을 프리페칭하

기 때문에 블록 캐싱의 재현정확도가 낮고 블록 단위가 아닌 파일 단위로 

프리페칭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동시퀀스가 아닌 블록이 디스크캐시에 적재

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메모리 크기가 작은 장치에서 심각한 메모리 낭비

를 유발할 수 있다. Jung [66] 등은 임베디드 기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에서 prelinking과 preloading을 통한 기동시간 단축 정도를 분석 및 평가

하였다.

Yan [34] 등은 윈도우즈 폰에서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 사용 패턴을 

시간, 장소, 프로그램 연관성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미리 실행 시 소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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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너지와 단축되는 기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미리 실행시킴

으로써 기동시간을 단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동시퀀스의 프리페칭 

뿐 아니라 기동 시 사용되는 네트워크 데이터 등도 미리 요청함으로써 기동

시간을 기존 방식보다 단축하였다. 하지만 디스크 블록 이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미리 처리하는 만큼 프로그램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예측

의 정확도가 중요하다.

2.3.2 범용 워크로드의 빠른 응답을 위한 디스크캐싱 기법

프리페칭의 대상을 응용프로그램 기동시퀀스로 한정하지 않은 범용 워

크로드 프리페칭 기법들은 1) 항상 블록 접근을 감시해야하고, 2) 블록들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하며, 3) 프리페칭된 블록들이 실제로 읽

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블록을 프리페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분

석 오버헤드가 요구된다. 범용 프리페칭 기법은 응용프로그램의 빠른 기동

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

체제에 탑재되기는 어렵다.

블록 수준에서 접근 패턴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의 

접근 블록을 예측하는 방식은 범용 프리페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C-Miner [24]는 접근되는 블록 시퀀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요청 패턴을 블록 수준에서 분석한다. 블록 a와 b의 요청 사이에 다른 요청

의 개수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정

보를 관리한다. 또, C-Miner는 블록 a가 요청된 후 블록 b가 요청될 확률과 

횟수를 고려한다. 즉, a가 요청된 후 b가 요청될 확률이 적거나, 확률은 높

아도 너무 드물게 발생하는 패턴은 상관관계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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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 관리 및 판단실패로 인한 오버

헤드가 성공적인 프리페칭으로부터 얻는 이득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이브러리 블록은 여러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C-Miner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경우, 라이브러리 

블록들은 상관관계가 정보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드물게 실

행되는 프로그램은 상관관계 신뢰도가 낮아 프리페칭되지 않을 수 있다.

DiskSeen [62]은 논리블록번호 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블록들 간의 접

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프리페칭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파일 수준의 접근

패턴 분석은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블록 배치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

에 DiskSeen은 요청의 논리블록번호를 다룰 수 있는 블록 계층에서 프리페

치 관리자를 동작시킨다. DiskSeen에서 접근되는 모든 블록은 기본적으로 

최근의 입출력 번호를 4개까지 저장한다. 입출력 번호는 입출력 발생시 1씩 

증가되는 카운터이다. 디스크 요청이 발생하면 주변의 블록들과의 상관관

계를 입출력 번호의 차이를 통하여 분석한다. 만약 상관관계가 감지되면 관

련 블록들을 논리블록번호 순으로 프리페칭하여 입출력 성능을 높인다. 또, 

최대 4개의 입출력 번호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상관관계 흐름

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판단실패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

하여 공통적으로 접근되는 블록들만 프리페칭한다. DiskSeen은 접근되지 

않는 블록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기 위해서 각 블록의 입출력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2단계 사상을 이용한다. 이는 1GB 블록의 입출력 번호 관

리를 위해서 약 4MB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기동시퀀스 

전체에 대한 논리블록번호 정렬이 아닌 여러 개의 부분 정렬 패턴의 프리페

칭이 수행됨으로 인하여 전체 프리페칭 속도는 낮아진다.

Chang [2] 등은 추측 실행 (speculative execution)을 이용한 프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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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기법을 제안하였다. 추측 실행은 앞으로 실행될 코드를 먼저 실행함으로

써 사용될 블록 요청이 미리 발생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추측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운영체제에서 프리페쳐 및 대상 프로세스의 블

록 요청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프리페쳐 프로세스의 프리페칭 속도를 조절

한다. 또, 프리페쳐와 대상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수준에서 분리함으로써 대

상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동작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확보

되지 않은 데이터에 의해 분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프리페쳐 프로세스가 정

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추측 실행은 프로세스가 발생시키는 순서대로 

입출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입출력 최적화가 어렵다. 이는 하드디스크와 같

은 장치에서 효율성을 떨어짐을 의미한다. 휴대장치에서는 프리페쳐 프로

세스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추측 실행 기법은 적용에 

한계가 있다.

컴파일러 수준에서 정적인 분석을 통하여 프리페치 코드를 삽입함으로

써 가까운 시간 내에 요청될 플록을 프리페칭하는 기법이 연구되었다 

[18][35]. Mowry [18] 등은 처리할 데이터의 크기가 메인 메모리 용량보

다 큰 경우, 프리페치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페이지 폴트로 인한 디스크 처

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 가까운 시간 내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의 정보를 운영체제에 알려 줌으로써 페이지 교체가 효율적으

로 수행되도록 하였다. 이 기법은 프리페치 처리로 인한 오버헤드가 커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가 장착된 메인 메모리 크기보다 작은 워크로드

의 경우,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보다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논문의 실

험에서 접근되는 블록들이 모두 디스크에 캐싱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프리

페칭은 심각한 성능 저하를 보여줬다. 실험에 사용된 워크로드는 매트릭스 

연산 6개, 외부 정렬 1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1개로 컴파일러가 쉽게 페

이지폴트를 예상할 수 있는 것들만 사용되었다. 이 기법이 응용프로그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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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은 어플리케이션 기동 시에 접근되는 블록들의 크

기는 메인 메모리의 크기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작으며, 컴파일러 수준에서 

프로그램 기동에 사용되는 블록들을 분석해 내는 것이 어렵고 많은 계산을 

요구한다. 또, 이 기법은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VanDeBogart [22] 등은 처리해야할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하드디스크

로부터 데이터가 접근되는 패턴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을 경우, 개발자가 앞으로 접근될 영역을 라이브러리 및 운영체제를 

통하여 프리페칭하도록 힌트를 주는 코드를 구현하고 이를 콜백 (callback)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디스크 접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개발자는 디스크 블록의 접근 패턴을 분석하여 앞으로 접근될 블록들을 

디스크캐시에 읽어놓도록 요청하는 콜백 함수를 작성하고, 운영체제는 미

리 읽어 놓은 블록들을 응용프로그램이 모두 읽어 가면 콜백 함수를 호출하

여 다음 접근될 대상을 프리페칭한다. 또, 콜백 함수는 허용된 버퍼 크기가 

찰 때까지 프리페치 요청을 할 수 있고, 모여진 요청은 하드디스크의 디스

크 헤드 움직임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되어 처리된

다. 이 기법이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단축에 사용되기 어려운 점은, 기

동시퀀스는 복잡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기동 중에 다음 접근될 블록들을 

짧은 시간 내에 계산해 내는 콜백 함수의 작성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있다.

2.3.3 그 외의 기법들

가전제품의 빠른 기동을 위하여 제조사의 개발자들은 부팅 과정을 

제품에 맞게 최적화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 부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

지 않는 코드를 부팅 이후에 수행되도록 연기하고, 주변 장치가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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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안 유휴상태에 있는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팅에 필요한 처리를 

수행하여 시스템의 응답속도를 개선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가전기기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10][20]. 

이러한 기법들은 개발자가 해당 시스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하드디스크에서 블록의 배치를 개선함으로써 기동 속도를 향상시키

는데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 프로그램 기동 시의 하드디스크 헤

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 시 접근되는 파일들을 연속된 빈 공간

으로 이동시키거나 인접한 실린더 그룹들로 구성된 작은 파티션에 옮기

는 기법 [1] 등이 제안되었다. 그 외에도 FS2 [42] 와 같이 파일시스템

의 빈 공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블록들을 접근 순서대로 복제함으로써 하

드디스크의 헤드 움직임을 줄여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최근, 플래시 기반의 장치를 하드디스크의 캐시로 사용함으로써 플래

시 메모리의 임의 접근 성능과 하드디스크의 순차 성능을 하드디스크에 

가까운 비용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법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와 같이 하드디스크 내부에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하고 임의 

접근 패턴을 보이는 블록들을 플래시에 저장하는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또, 인텔의 터보메모리 [17] 와 같이 작은 용량의 플래시를 하드디스크

의 캐시로 이용하거나 Smart Response Technology (SRT) 와 같이 비

교적 큰 용량의 SSD를 하드디스크의 캐시로 이용하는 기법들이 실용화

되었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 기법은 플래시에 캐싱될 블록

을 선정하고 캐시로부터 방출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에 따라 저장장치의 

전체 성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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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의 동작 특성 분석

응용프로그램이 기동될 때 프로세서 및 디스크의 사용 시간은 두 하

드웨어의 성능과 응용프로그램의 자원 사용 패턴에 큰 영향을 받는다. 

프리페칭 기법은 프로세서의 시간 보다 디스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시에 발생되

는 디스크 입출력 요청에 대해서 블록 및 파일 수준에서 분석한다.

3.1 기동 시나리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은 기동 시 읽히는 블록들이 디스크캐시에 

적재된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동에 필요한 디스크 블록이 

디스크캐시에 적재되어 있으면 디스크 입출력을 위해 요구되는 프로세서 

및 디스크 사용 시간이 단축된다. 다음은 기동 시 접근되는 모든 블록들

이 디스크캐시에 적재되지 않은 시나리오와 모든 블록이 디스크캐시에 

적재된 시나리오에 대하여 알아본다.

콜드스타트 (cold start): 콜드스타트는 기동 시에 접근되는 모든 블

록이 디스크캐시에 적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응용프로그램 기동을 의미

한다. 운영체제 부팅 후 응용프로그램을 처음 기동하는 경우 발생한다. 

또, 이 전에 기동을 한 적이 있지만 기동에 사용된 블록들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스크캐시로부터 방출된 경우에도 콜드스타트가 발

생한다. 큰 파일을 읽거나 복사하는 경우, 그리고 인터넷으로부터 큰 파

일을 다운받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기동한 경우, 디스크캐시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기동블록들이 디스크캐시로부터 모두 방출되고 콜드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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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가 발생한다. 본 논문의 기법은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기동시간

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웜스타트 (warm start): 웜스타트는 응용프로그램 기동에 필요한 모

든 블록들이 디스크캐시에 적재된 상태에서 응용프로그램이 기동되는 상

황을 의미한다. 응용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같은 프로그램을 곧바로 실행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기동에 필요한 모든 블록들이 디스크캐시에 

있으므로 기동 중 디스크 읽기 요청은 발생하지 않는다. 프리페쳐를 사

용한 콜드스타트 시간은 웜스타트 시간보다 짧을 수 없다.

3.2 기동 시 발생되는 디스크 입출력 분석

디스크의 처리 성능은 입출력 패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동 

블록 과 디스크의 특성 분석은 디스크 프리페치 최적화 기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본 절에서는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에 요청되는 

디스크 입출력 요청 개수, 요청 크기 및 읽기 요청의 발생 비율을 알아

본다.

프리페칭은 가까운 시간 내에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읽기 요청이 예

상되는 블록을 디스크캐시에 미리 읽어 놓음으로써 프로세스의 디스크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

이 기동될 때 읽기 요청이 많을수록 프리페쳐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

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한 14개의 데스크탑 PC 

용 응용프로그램이 각각 기동될 때 발생하는 입출력 요청의 종류, 개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리눅스 응용프로그램이 기동될 때 읽기 

요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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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읽기 I/O 

요청의 수

읽기 I/O 

요청의 크기 

(KB)

쓰기 I/O 

요청의 수

쓰기 I/O 

요청의 크기 

(KB)

Acrobat Reader 906 51,208 4 16

Designer-qt 4 2,157 54,472 23 92

Eclipse 4,764 97,460 32 128

Firefox 834 42,732 0 0

Gimp 1,807 51,480 87 348

Houdini 4,117 165,448 244 976

Kdevelop 3,601 126,012 95 380

Konqueror 1,811 41,532 2 8

Labview 2,123 79,416 253 1,012

Libreoffice 940 55,824 63 268

Matlab 4,457 153,008 316 1,264

Scribus 2,967 98,488 21 96

Thunderbird 749 65,048 33 132

XilinxISE 2,869 163,036 151 612

표 1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 읽기 및 쓰기 I/O 요청의 개수와 총 크기

표 1의 데이터는 Fedora 16 64비트 버전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

는 응용프로그램과 추가적으로 설치한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수집하였

다. 파티션은 ext4로 관리되며 아이노드 미리읽기는 수행하지 않도록 설

정하였다. 테스트에 사용된 응용프로그램에서 읽기요청의 입출력 수는 

Thunderbird의 기동 시 749개로 가장 적었고, Eclipse 기동 시 4764개

로 가장 많았다. 읽기 요청의 총 크기는 Konqueror가 약 42MB로 가장 

작았고, Houdini가 약 165MB로 가장 컸다. 기동 블록의 특성은 운영체

제, 파일시스템, 그리고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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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clipse 기동 시 프로세서와 SSD의 사용 패턴               

(sampling rate: 1 KHz)

그림 5 Eclipse 기동 시 SSD에서 동시에 처리 중인 요청의 개수

3.3 프로세서와 디스크의 활성화 패턴 분석

하나의 물리적인 칩에 여러 개의 논리적인 프로세서 코어를 탑재하

는 멀티코어 기술은 서버 뿐 아니라 모바일 폰 용 프로세서에도 적용된 

지 오래되었고,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 향상 폭이 둔화되면서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주된 기법이 되어 왔다. 또, 플래시 기반의 저장장치

는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플래시 칩을 내장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처리율을 높이고 있다.

그림 4는 인텔 I7-860 프로세서와 인텔 G2 80GB를 사용하는 환경

에서 Eclipse의 콜드스타트 시 프로세서와 SSD의 사용 여부를 1ms 주

기로 샘플링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4738개의 샘플 중 109개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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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시 발생하는 블록 요청의 크기별 비율

에서만 프로세서와 SSD가 동시에 활성화 되었다. 또, 적어도 1개의 프

로세서 코어가 활성화된 3685 샘플 중 1개의 코어만이 사용된 샘플의 

수가 3623개로 멀티코어 활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성능평가에 사

용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Eclipse와 마찬가지로 멀티코어의 활용이나, 프

로세서와 SSD의 병렬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프로그램 기동 

작업을 여러 개의 세부 작업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

운 경우가 많고, 프로세스의 동기적인 디스크 입출력으로 인하여 SSD와 

프로세서가 동시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5는 Eclipse의 콜드

스타트 시 SSD의 명령큐에 저장된 명령어의 수를 나타낸다. Eclipse 기

동 시 SSD에서 동시에 처리되고 있는 명령어의 수는 평균 0.3 정도로 

낮았다.

그림 6은 테스트에 사용된 응용프로그램이 기동될 때 발생하는 블록 

요청을 크기에 따른 비율로 도시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4KB 이하의 작은 요청이 기동시퀀스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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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eoffice 기동 시 4KB 요청의 비율이 24.5%로 가장 작고 

Designer-qt4 기동 시 69%로 가장 컸다. 또 128KB를 초과하는 큰 요

청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과 같이 많은 수의 작

은 입출력 요청들이 동기적으로 발생하는 하는 경우, SSD 내부병렬성의 

제한적인 이용 때문에 SSD의 처리율이 낮다.

하드디스크의 경우, 메인라인 제품의 분당회전속도 (revolution per 

minute, RPM)는 5400~7200 RPM으로 과거에 비해 향상이 거의 없다 

[11]. 서버용 제품군에는 10000~15000 RPM의 빠른 회전 속도를 갖는 

제품이 있지만 가격이 높고, SSD에 비해 성능이 낮아 제품 경쟁력이 떨

어진다. 또, 기동 시 디스크 요청은 임의 접근 패턴에 가깝기 때문에 큰 

디스크 헤드의 움직임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탐색 시간의 단축을 통하

여 개선될 수 있지만, 탐색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개선되어 왔다 [11]. 

반면, 하드디스크는 집적 능력 향상을 통하여 순차 처리 속도는 점점 개

선되고 있고, NCQ 지원 하드에서는 명령큐 내의 요청 순서 변경을 통하

여 전체 헤드의 움직임은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콜드스타트 시에 명

령큐 내의 요청 개수는 낮기 때문에 NCQ 기능을 잘 활용하고 못한다. 

프리페쳐를 통하여 비동기적으로 많은 수의 명령을 동시에 요청함으로써 

NCQ에서 제공하는 장점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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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한 실행시간 프리페쳐의 프레임워크

제 4 장 커널 수준 실행시간 프리페쳐의 설계, 

구현 및 평가

4.1 실행시간 프리페쳐의 소개 및 목표

응용프로그램은 실행파일 로더를 통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기동 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범용 워크로드 프리페칭 기법들에서 중요한 과

제로 여겨지는 블록 간 상관관계 분석 대한 오버헤드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실행파일 로더는 기동 블록들의 수집, 프리페치 수행 등의 동작 단계를 파

악하고 관련 처리를 하는데 적절한 지점이다. 기동 블록의 정확한 수집과, 

수집된 기동시퀀스를 빠르게 프리페칭하기 위해 요청 순서를 최적화하는 

작업은 프리페쳐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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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프리페치 단계 전이도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커널 수준 프리페쳐 (Paralfetch)의 구조

를 나타낸다. Paralfetch에서는 기동 단계를 기록하기 위하여 실행파일의 

빈 공간을 사용하였다. 리눅스의 ELF 바이너리에서 ELF 헤더의 첫 16 바

이트 중 8 바이트는 패딩 (padding)을 위하여 사용된다 [71]. Paralfetch에

서는 패딩 바이트 중 첫 1 바이트를 사용하여 프리페치 단계를 표시하였다. 

실행파일에 프리페치 단계를 표시함으로써 응용프로그램 이름과 프리페치 

단계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 없고, 기동 단계 저장을 위한 별도의 저장공

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윈도우즈 프리페쳐의 경우 프리페치 단계 관리의 오

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프리페치 대상 응용프로그램의 수를 128개로 제한

하고 있고, 구글-프리페치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시 해시와 리스트를 이용

하여 응용프로그램의 프리페치 단계를 검사한다.  프리페치의 단계는 프리

페치시퀀스 생성, 프리페치 유효성 검사, 프리페치 활성 및 비활성, 프리페

치 순서 최적화 단계가 있다. 상태의 전이는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에 따라 

다르며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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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 바이너리의 패딩 영역은 기본적으로 0으로 채워져 있다. 수동 모드

에서 0은 프리페치 비활성화를 의미하고 자동 모드에서 0은 프리페치 정보

파일 생성 단계를 의미한다. 자동 모드에서는 프리페치 정보 파일 생성 이

후 한 번 더 프리페치 정보를 생성하여 두 프리페치 시퀀스 정보의 유사도

를 비교한다. 이 때 공통적으로 수집된 요청의 개수나 총 입출력 크기가 임

계값 보다 작은 경우 프리페치 비활성화 단계로 전이된다.

시스템 파티션으로 하드디스크와 같이 느린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동 모드가 기본 모드로 설정된다. 하지만 시스템 파티션에 SSD가 사용되

는 경우에는 수동 모드가 기본 모드로 설정된다. SSD를 사용하면 기동시간

을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크게 단축시킬 수 있고 운영체제에 따라서 프리페

치로 인한 기동시간 단축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동시간이 

비교적 긴 응용프로그램만 프리페치를 적용시키기 위하여 수동 모드를 기

본 모드로 한다. 수동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Parafetch를 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nautilus-actions 패키지를 이용하여 X-Windows와 연동시켰다. 

nautilus-actions는 응용프로그램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

를 통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툴이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에 “Prefetch Enable”과 “Prefetch 

Disable” 두 가지 메뉴가 나타나고 각 항목을 선택하였을 때 아이콘 클릭 

시 수행되는 바이너리 파일의 패딩 첫 바이트의 값이 프리페치를 활성화 또

는 비활성화하는 값으로 변경된다. 프리페치 활성화 선택 시에 프리페치 정

보 파일 (프리페치시퀀스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프리페치시퀀스 생성 단계

로 설정된다.

프리페치시퀀스 생성 단계에서는 응용프로그램 기동 중 디스크캐시 미

스 (miss)로 인하여 생성되는 디스크 읽기 요청 정보가 로그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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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페치 단계 설명

기동시퀀스 생성 

(Launch Sequence 

Generation)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 생성 단계로 

기동 시 접근된 블록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최적화하고 프리페치시퀀스 정보 파일로 

저장하는 단계

기동시퀀스 유효화 

검사 (Launch 

Sequence Validation)

기동시퀀스의 유효성 검사를 위해 

기동시퀀스를 수집하여 기존의 

프리페치시퀀스와의 유사도 비교를 하는 

단계. 유사도가 임계치 보다 낮은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프리페치가 비활성화 될 수 

있음

프리페치 활성화 

(Prefetch-Enabled)

프리페치시퀀스 파일이 생성되어 기동 시 

프리페치가 수행되는 단계. 디스크의 특성에 

따라 동기, 비동기 또는 두 가지가 섞인 

방식으로 프리페치가 수행됨
프리페치 비활성화 

(Prefetch-Disabled)
프리페치를 수행하지 않는 단계

프리페치시퀀스 

최적화 (Prefetch 

Sequence 

Optimization)

동기적, 비동기적 프리페치가 조합된 경우에 

동기적으로 프리페치되는 블록을 가능하면 

비동기적으로 프리페치 되도록 이동시켜 

프로세서와 디스크의 병렬적 수행 구간을 

늘림. 회전하는 매체를 포함한 디스크에 적용 

가능

표 2 프리페치 단계

프로그램 실행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나거나 읽기 요청의 빈도가 정해진 임계

치보다 낮으면 기동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까지의 로그는 기동시

퀀스 스케쥴러를 통하여 최적화가 수행된다. 이 후 최적화된 프리페치시퀀

스 정보는 파일로 저장되어 이 후에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 프리페치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 프리페치는 동기 및 비동기로 수행되는데 디스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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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fetch에서는 실용성 (practicality)를 높이기 위해서 프리페치를 

통한 성능 향상 뿐 아니라 오버헤드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64][65].  다음으로 프리페쳐의 각 부분에 대한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알

아보고 기존의 기법들과도 비교하도록 하겠다.

4.2 기동시퀀스 수집

프리페칭 기법은 가까운 미래에 요청될 블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글-프리페치나 윈도우즈 프리페쳐에서는 정규파일의 접근 정

보를 수집한다. Paralfetch에서는 기동 블록의 정확한 수집을 위하여 정규

파일 뿐 아니라 inode 블록, indirect 블록, 디렉토리 엔트리 (dentry) 블록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요청도 수집 및 프리페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콜드스타트 시나리오를 재현하기 위하여 응용프로그램 기동 전 디스크

캐시를 무효화시킨 후에 기동 관련 블록 정보를 수집한다.

버퍼캐시와 페이지캐시로 구성된 디스크캐시 계층에서 읽기 요청 블록

의 탐색에 실패한 후, 블록 레이어로 디스크 입출력 처리를 요청할 때 로그

를 남기도록 구현하였다. Inode나 디렉토리 엔트리 블록의 경우 slab 할당

자를 통하여 오브젝트 단위로 중복 캐싱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노드 및 

디렉토리 엔트리와 같이 디스크 블록의 캐싱을 위해 사용되는 슬랩 할당자

를 slab 캐시라는 용어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slab 할당자의 무효화는 불완

전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동시퀀스 수집 방식은 완벽한 기동시

퀀스를 수집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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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동시퀀스 로깅이 수행되는 함수와 디스크 입출력 계층

자료형 변수명 설명

u64 ts 입출력 발생 시간 (나노초 단위)

dev_t dev 장치 번호

ino_t ino
페이지캐시 처리의 경우 해당 아이노드 

번호, 버퍼캐시의 경우 0

u64 blk_num 블록 시작 번호

u32 blk_len 요청 블록의 크기

표 3 기동시퀀스 로그 정보

그림 9는 디스크 입출력 계층과, 디스크캐시에서 탐색에 실패하여 블록

레이어로 입출력 요청을 수행하는 함수를 나타낸다. 제안한 프리페쳐에서 

버퍼캐시 탐색 실패로 인해 디스크 입출력을 요청할 때 호출하는 sub-

mit_bh 함수와 페이지캐시에서 탐색 실패로 인해 호출되는 mpage_read-

page (또는 mpage_readpages)에서 요청 블록의 로그를 저장하도록 하였

다. 저장되는 정보의 구조체와 그 멤버 변수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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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블록의 정보는 Ttimeout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수집되며, 이후에는 

더 이상 로그가 기록되지 않도록 로그 처리를 비활성화한다. 응용프로그

램의 실제 기동시간은 Ttimeout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실제 기동시간

이 Ttimeout보다 짧은 경우 기동 중에 발생한 요청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요청 간 시간 (inter-arrival time)과 초당 요청 개수를 분석하여 기동의 

마지막 블록을 예측한다. 따라서 기동 블록이 충분히 수집될 수 있는 

Ttimeout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테스트 프로그램 중 가장 긴 요청 간 시

간은 697ms였기 때문에 제안한 프리페쳐에서는 1초로 설정하였다. 또, 

초당 요청 개수가 5개 미만일 경우 기동 완료로 판단하도록 설정하였다.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초당 요청 개수가 최소인 경우는 8개였다. Ttimeout

의 경우 디스크의 성능과 프로세스의 성능에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타임아웃 값 뿐 아니라 읽기 입출력 요청의 패턴을 분석을 

통하여 기동 기간을 예측하기 때문에 Ttimeout은 충분히 큰 값으로 초기

화된다.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시스템의 경우 30초, SSD가 장착된 시스

템의 경우 10초,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20초로 Ttimeout값을 초기화하였

고 이 값은 proc 파일을 통하여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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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익스텐트-의존성 분석

4.3 프리페치시퀀스 스케쥴러

4.3.1 익스텐트-의존성 (Extent-Dependency) 분석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디스크캐시 무효화 처리는 완벽한 콜드스타트

를 재현시켜 주지 못한다. 이유는 디스크캐시는 거의 완벽하게 무효화가 되

지만, inode 및 디렉토리 엔트리 오브젝트의 slab은 완벽하게 무효화가 되

었을 경우에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

게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Paralfetch에서는 slab을 통해 할당된 오브젝트에

서 히트가 발생함으로 인해 디스크 엑세스가 발생하지 않은 블록들 (디스크

캐시에는 없지만 slab 캐시에 존재하는 블록)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일시스

템 수준의 의존성 검사를 수행한다.

익스텐트 (extent)는 파일 및 논리블록번호 상에서 연속적인 가장 큰 

블록 집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파일시스템은 블록 단위 또는 익스텐

트 단위로 블록 의존성을 갖을 수 있다. 익스텐트-의존성 분석기에서 의

미하는 익스텐트는 기존의 익스텐트 분해 조건 만족하는 동시에 같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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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의존성을 갖는 가장 큰 블록 집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일 및 

논리블록 번호 상으로는 연속적이어도 서로 다른 블록에 의존성을 갖는 

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익스텐트로 분리한다.

그림 10은 익스텐트-의존성 분석의 과정을 나타낸다. 첫 단계로 수

집된 기동시퀀스 블록들의 의존성 관계를 분석하여 익스텐트를 구분하

고, 각각에 대한 익스텐트 노드 정보를 만든다. 또, slab 캐시의 불완전

한 무효화로 인하여 수집에 실패한 아이노드 블록이 존재하면 이 정보를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각 노드는 타임스탬프와 논

리블록번호로 정렬되는 두 개의 레드-블랙 트리에 연결된다.

대부분의 파일시스템은 블록이나 의존성 개념이 없는 익스텐트에 대

한 논리블록번호 사상 정보를 유저영역에 제공하기 위하여 fiemap 또는 

fibmap 기능을 제공한다. 이 함수들은 파일 상의 블록 사상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의존된 블록들을 분석하고 접근한다. 이 때문에, 파일시스

템 코드에 구현되어 있는 fiemap 또는 fibmap 함수를 이용하면 익스텐

트-의존성 분석 기능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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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블록 간 의존성 해결을 위한 메타데이터 쉬프트

플래시 기반의 저장장치는 접근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하드디

스크와 같이 헤드의 움직임을 최적화시킬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데스

크탑이나 노트북에 사용되는 SSD는 8~20개의 플래시 칩으로 구성되고, 

SATA2 호환 인터페이스를 통한 명령 큐잉을 지원한다. 단일 칩으로 구

성된 경우에도 칩 내부의 다이, 플레인 수준에서 병렬적인 처리를 지원

한다. 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많이 사용되는 eMMC 인터페이스

의 차세대 방식인 UFS에서는 공식적으로 명령 큐잉을 지원한다.

SSD의 처리율은 SSD를 구성하고 있는 플래시 칩의 병렬적 사용 정

도에 의해 결정된다. 플래시 칩의 내부병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 큰 

요청을 통하여 플래시 칩의 병렬적 사용을 유도하거나 2) 명령 큐잉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작은 요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여러 플래시 칩 

그리고 칩 내부의 병렬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과정

은 많은 수의 작은 디스크 요청을 포함하고 있고 인접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합을 통해 요청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명

령 큐잉을 활용하여 SSD의 내부병렬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블록 간 의존성 해결을 통하여 SSD의 내부병렬성을 유도하기 위하

여, 의존성 관계에 있는 블록 사이에 이 블록들과 의존성이 없는 블록을 

채우는 메타데이터 쉬프트 기법을 고안하였다. 메타데이터 쉬프트는 범

용 메타데이터 쉬프트 또는 파일시스템 전용 메타데이터 쉬프트를 이용

할 수 있다. 범용 메타데이터 쉬프트는 파일시스템에서 익스텐트-의존성 

분석을 통하여 Shift-Value가 계산된 상태에서 Shift-Value 만큼 해당 

블록을 왼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의존성을 원하는 만큼 완화시킨다. 또, 

파일시스템이 전용의 메타데이터 쉬프트 함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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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파일시스템 수준의 의존성

함수를 이용한다.

그림 11은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xt 계열의 파일시스템에

서 파일시스템 수준의 블록 의존성을 나타낸다. 화살표는 의존성을 나타

내는데, 보통 의존된 블록이 해당 블록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발생한다. 화살표 왼쪽 (화살표 시작 부분)의 블록이 준비된 이후에 

화살표 오른쪽의 블록 위치를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화살표 이후의 블

록이 요청될 수 있다. 

프리페칭은 디스크 블록을 메인 메모리 상의 디스크캐시에 미리읽는 

기법으로서, 이때의 의존성은 파일시스템 수준의 의존성과는 다르고 운

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디스크캐시의 방식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림 12는 

리눅스에서 ext 계열 파일시스템의 프리페치 수준 의존성을 나타낸다. 

ext 계열 파일시스템의 메타데이터는 버퍼캐시로 관리가 되는데, 장치 

번호와 장치 내 블록 번호를 알면 버퍼캐시로 캐싱이 될 수 있다.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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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프리페치 수준의 의존성

시퀀스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동시퀀

스 프리페칭에서 버퍼캐시로 관리되는 블록들 간에는 의존성이 없다. 하

지만 페이지캐시로 관리가 되는 정규 파일의 데이터 블록은 관련된 메타

데이터가 모두 준비되어야만 프리페칭이 가능하다. 프리페칭을 비동기적

으로 요청함으로써 명령 큐잉을 이용할 수 있지만 프리페치 수준의 의존

성으로 인해 큐잉되는 명령의 수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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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메타데이터 쉬프트를 이용한 프리페치 의존성 해결            

       (ext4 파일시스템의 예)

그림 13-(a)는 수집된 기동시퀀스를 순서대로 프리페칭할 때 발생되

는 프리페치 스톨 (prefetch stall)을 보여준다. 기동시퀀스를 비동기적

으로 요청하더라도 프리페치 의존성으로 인하여 의존된 블록이 모두 읽

혀질 때 까지 추가적인 프리페치가 정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

타데이터 쉬프트 기법을 고안하였다. 그림 13-(b)는 의존성이 있는 두 

요청 사이에 이들과 의존성이 없는 블록 요청을 뒤쪽에서 가져옴으로써, 

의존성이 존재하는 두 요청 사이에 존재하는 의존성 없는 요청의 개수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SSD의 내부병렬성은 요청의 개수보다 명령

큐에 들어있는 요청들의 총 요청 크기와 연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림 

13-(c)와 같이 의존성 있는 블록들 사이에 의존성 없는 블록들의 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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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거리기반 병합

청 크기를 보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4.3.3 거리기반 병합

그림 14는 기동 블록의 거리기반 병합을 보여준다. 기동에 사용되는 

블록의 병합이 가능한 경우, 병합을 통하여 하나의 큰 요청으로 처리하

는 것이 두 명령을 명령 큐잉을 이용하여 내부병렬화를 유도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여준다. 하지만 플래시 기반의 장치에서는 

프리페쳐 쓰레드와 응용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동 

시 요청되는 블록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거리기반 병

합에서는 병합 대상 블록들이 요청 순서 상 거리가 가까우면서 논리블록

번호 상 인접한 경우에 병합을 시도한다. NCQ 미지원 SSD에서는 비동

기적으로 입출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SSD의 내부병렬성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병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프리페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기반 병합에서 블록 간 인접성은 논리블록번호로 정

렬된 레드-블랙 트리를 통하여 알 수 있고, 두 블록이 인접한 경우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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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거리기반 빈공간 채움 병합

스탬프로 정렬된 레드-블랙 트리에서 두 인접한 요청 간의 입출력 순서 

거리를 알 수 있다.

4.3.4 거리기반 빈공간채움 병합

그림 15와 같이 빈공간 채움 병합은 병합 대상 블록 사이에 작은 비

요청 공간이 있어도 빈 공간 (hole)을 포함시켜 병합하는 기법이다. 불

필요한 영역을 부가적으로 프리페칭하는 대신 NCQ미지원 SSD에서 요

청 크기를 늘려 처리율을 높일 수 있다. 또, 빈공간 채움 병합을 통하여 

기동블록 수집에 실패한 디렉토리 블록들을 프리페칭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파일시스템에서 디렉토리 파일의 데이터블록은 해싱

된인덱스 (hashed-index)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디렉토리의 일부를 탐

색하는 경우 작은 hole을 포함시켜 병합함으로써 입출력 수를 줄일 수 

있다. 거리기반 빈공간 채움 병합에서 논리블록번호상 가장 가까운 노드

를 찾아내기 위하여 익스텐트-의존성 검사 과정에서 생성한 논리블록번

호 정렬 레드-블랙 트리를 이용하고 두 노드 사이의 기동시퀀스 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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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순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타임스탬프로 정렬된 레드-블랙 트

리를 이용한다.

4.3.5 논리블록번호 정렬

하드디스크의 경우,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된 순서로 기동시퀀스를 프

리페칭하는 것이 디스크 헤드의 움직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기동시

퀀스는 순차 접근 패턴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디스크 헤

드의 움직임이 발생한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프리페쳐는 파일 수준의 

정렬을 수행하지만 이를 더 최적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논리블록번

호 정렬 방식을 이용하였다. 익스텐트-의존성 분석 과정에서 각 요청들

은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된 레드-블랙 트리에 연결되기 때문에 레드-블

랙트리를 오름차순으로 순회하면서 프리페치시퀀스를 생성하면 논리블록

번호로 정렬된 시퀀스가 생성된다. 이 후, 논리블록번호 상 연속된 같은 

종류의 블록 요청들은 병합하여 프리페치 시 입출력 처리율을 높인다.

4.3.6 플러그/언플러그

리눅스에서 파일시스템은 bio 구조체를 이용하여 블록 계층으로 처리

를 요청한다 [57][61]. bio는 논리블록번호 상 연속된 디스크 요청을 

표현하는 구조체이다. bio 구조체는 디스크 장치 드라이버의 처리 단위

인 request 구조체 내의 bio 연결 리스트 멤버 변수에 연결되어 I/O 스

케쥴러에 입력된다.

리눅스는 논리블록번호 상 인접한 bio 요청들을 하나의 request로 

만들어 장치에서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플러그/언플러

그 기능을 지원한다. 리눅스 커널 2.6.39 이전 버전에서는 bio 요청을 

포함하는 request 구조체를 만들기 전에 플러그 안에 인접한 요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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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request 구조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경우 request 안에 bio 

구조체를 포함시킨다. 또, request 큐가 비어 있는 경우에 입출력 요청

은 플러그 리스트에 연결된다. 플러그에 연결된 요청들은 언플러그 처리

되기 전까지는 디바이스에 요청될 수 없으며 플러그에 연결된 요청들은 

기본적으로 3ms가 지나거나 4개 이상의 요청 만들어지면 언플러그 처

리가 된다.

플러그 처리는 비작업 보장성 (non-work-conserving)을 갖기 때문

에 리눅스 커널 버전 2.6.39부터 플러그 처리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기

존에 장치 별로 관리되던 플러그 방식이 쓰레드 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플러그 처리를 하려면 프로그래머가 플러그 처리를 위한 코

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하도록 바뀌었다. blk_start_plug와 blk_fin-

ish_plug는 각각 플러그와 언플러그 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래머가 호출해

야 하는 커널 함수이다.

리눅스는 버퍼캐시로 관리되는 블록의 입출력 요청을 위하여 파일시

스템 상의 블록 크기 당 하나의 bio 구조체가 사용된다. 따라서 프리페

쳐가 버퍼캐시로 관리되는 인접한 블록들을 하나의 request로 처리하려

면 플러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버퍼캐시로 처리되는 블

록들이 병합된 경우에 하나의 request로 처리하기 위해서 플러그 처리

를 이용하고 있다. 병합된 버퍼캐시 읽기 요청은 비동기적으로 장치에 

요청될 수 있지만,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청되는 블록의 개수만큼 

request가 생성되기 때문에 명령 큐잉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출

력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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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하드디스크를 위한 동기 프리페칭

4.4 응용프로그램과 프리페쳐 동작의 병렬화

응용프로그램이 최초로 실행될 때 기동시퀀스를 수집하고, 저장 장치

의 특성에 맞게 프리페칭될 순서 (프리페치시퀀스)를 최적화하여 디스크

에 저장한다. 이 후,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수행되면 프리페쳐는 스

케쥴된 기동시퀀스를 디스크캐시에 적재하는데, 이 때 프리페칭이 끝난 

후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동기 프리페칭 방식과, 프리페칭을 수행하

는 쓰레드와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비동기 프리페칭 방

식이 있다.

4.4.1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시스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기동시간의 

80~90%를 하드디스크 처리에 소비한다. 하드디스크의 처리 시간을 최

적화하기 위해서는 헤드의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동시퀀스를 논리블록번호로 정렬하여 저장하였다. 디스크 프리페칭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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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하드디스크를 위한 동기, 비동기 하이브리드 프리페칭

업이 응용프로그램 기동과 비동기적으로 수행되면 프로세서와 디스크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논리블록번호로 정렬된 프리페치 요

청 사이에 응용프로그램이 발생시킨 디스크 요청이 끼어서 큰 디스크 헤

드의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기반 시스

템에서는 기동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스크 처리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프리페칭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멈추어 

놓는 동기프리페칭을 수행한다.

하드디스크 기반의 장치에서 프로세서와 디스크의 병렬적 사용을 통

하여 제한적으로 기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림 17은 동기 및 비동

기 프리페치 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프리페치 방식을 나타낸다. 하이

브리드 모드로 수행 시에, 동기적으로 프리페칭되는 블록 중 페이지캐시

로 관리되는 블록을 정해진 개수 만큼 비동기 프리페치에 추가하고 기동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설정을 유지한다.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최적화는 하드디스크 및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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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SD를 위한 비동기 프리페칭

4.4.2 SSD를 사용하는 시스템

플래시 기반의 저장장치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청 패턴에 상관없이 접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논리블록번호로 정렬하는 것이 효과가 거의 없다. SSD 기반의 시스템에

서는 그림 18-(c)와 같이 프리페칭을 수행하는 쓰레드와 대상 응용프로

그램을 동시에 수행시켜서 프로세서와 디스크 자원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기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페치시퀀스는 기동 시 수집

된 블록의 접근 순서와 같게 유지시킬수록 좋다. 플래시 기반 시스템에

서 사용되는 병합 기법은 병합 대상 블록 간의 요청 순서 상 거리를 제

한하는 파라미터를 두어 최초에 수집된 순서를 가급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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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다중 디스크를 사용하는 시스템

리눅스 커널에서는 컴퓨터에 장착된 디스크가 회전하는 매체를 포함

하고 있는지 사용자에 알려주기 위하여 장치 별로 제공하는 rotational 

프록 파일 (proc file)을 제공한다. 또, 디스크 장치들이 디바이스 사상자 

(device mapper)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내부 구성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디스크의 모델까지도 알 수 있다. 시스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디스

크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 파티션 (예를 들어 루트 파티션) 

용 디스크의 특성에 맞는 프리페치 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프리페치 

최적화 방식, 그리고 프로세서와 디스크의 병렬적 사용 방법이 포함된

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빠른 디스크를 시스템 파티션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에는 유저 데이터가 저장

되어 있는 파티션에서는 적은 수의 블록을 읽기 때문이다. 또, 여러 개

의 물리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프리페치 처리는 디스크 별 쓰레

드로 수행된다.

4.5 기동시퀀스의 유효성 관리

수집된 기동시퀀스의 정확도는 프리페치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수집된 기동시퀀스에 다른 응용프로그램이 요청한 블록이 포함될 수 있

고 블록이 업데이트 되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라이브러리 또는 응

용프로그램 업데이트,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치는 기동 블록 변화

의 주된 원인이다. 그 외에도 Matlab이나 Libreoffice는 프로그램 기동 

시 사용자의 홈디렉토리를 검색하여 파일들을 조사하는데,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에 따라 자주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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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기본 값

Tinterval 기동시퀀스 유효성 검사 주기 3일

Thrregeneration

기동시퀀스 재생성을 위한 부정확한 

블록의 비율 임계치
10%

표 4 기동시퀀스 유효성 관리를 위한 파라미터

본 논문에서는 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에 다른 응용프로그램

이 발생시킨 블록을 포함되어 있거나, 기동시퀀스 수집 이후 변경되는 

블록들을 파악하고 프리페치시퀀스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변경

사항을 조사한다. 응용프로그램 프리페쳐가 수행될 때 프리페치 대상 파

일이 제거된 경우에 이를 로그로 남기고 유휴시간에 프리페치시퀀스 파

일에서 삭제된 파일 항목을 제거한다. 또, 기동시퀀스 매니저를 정해진 

주기 (Tinterval) 마다 수행하여 프리페치 대상 파일의 수정시간이 프리페

치 정보 파일의 생성 시간보다 늦은 경우에 이를 프리페쳐 정보 파일 

(프리페치시퀀스 파일) 내의 헤더 영역 (uncertain_io_count와 un-

certain_io_size)에 부정확한 입출력 요청의 수와 크기를 누적하고 두 값 

중 하나라도 임계치 (Thrregeneration)를 넘기면 프리페치 파일을 새로 생성

하도록 하였다.

4.6 운영체제 부트 프리페쳐

운영체제 부팅시에 프리페칭이 수행되도록 커널 인자에 두 가지를 

추가하였다. 첫째로 bootdev 인자는 운영체제 부팅에 사용되는 루트 디

바이스 (최종적으로 ‘/’ 디렉토리에 마운트되는 디바이스 파일 이름)의 

이름을 전달하는 용도로 쓰인다. 둘째로 bootfetch 인자는 부트 페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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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알려 주는데 사용된다. 이 값이 3이면 부트 프리페치 정보 생성

을 의미하고 1이면 비동기 프리페치, 1이면 동기 프리페치를 의미한다.

4.7 유휴시간 프리페쳐 인터페이스

유휴시간 프리페쳐는 가까운 미래에 수행될 응용프로그램을 과거의 

사용 패턴을 통하여 예측하고,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를 프리페칭하는 기법이다. 응용프

로그램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에 연구된 것들이 많고 

공개된 것도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본 논문에서 작성한 유휴시간 

프리페치 인터페이스와 연동할 수도 있다. Paralfetch에서는 

/proc/flashfetch/fetch_app 프록 파일을 통해서 유휴시간에 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를 프리페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refox의 기동시퀀스를 

프리페치 하려면 터미널 상에서 "echo firefox > /proc/flash-

fetch/fetch_app"을 타이핑하면 된다. 또는 프로그램 상에서 해당 프록 

파일에 프리페칭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기록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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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프리페쳐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데스크탑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데스크탑 워크로드의 실험 환경

인텔 I7-2620m 2.8GHz 프로세서 (터보부스트 시 최대 3.4GHz)와 

8GB의 주 메모리가 장착된 기기에 Fedora 16 64비트 버전을 설치하였

다. 사용된 디스크의 종류는 시게이트 2.5인치 500GB 7200RPM 하드

디스크와 인텔 320시리즈 80GB SSD이다.

파일시스템은 ext4를 사용하였고, SSD에서는 아이노드 미리읽기를 

비활성화로 설정하였다. 하드디스크 기반의 저장장치에서 cfq 입출력 스

케쥴러를 사용하였고, SSD 저장장치에서는 fiops를 사용하였다. 응용프

로그램의 기동시퀀스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값 (timeout)은 하드디스크 

기반에서 30초, SSD에서 10초로 충분한 값을 주었다.

성능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benchmark) 프로그램은 리눅스에서 많

이 사용되는 14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Acrobat reader, 

Designer-qt 4, Eclipse, Firefox, Gimp, Houdini, Kdevelop, 

Konqueror, Labview, Libreoffice, Matlab, Scribus, Thunderbird, 

XilinxISE이다.

모바일 장치 워크로드의 실험 환경

Meego와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서 모바일 워크로드의 성능을 평가

하였다. 먼저 Meego 환경에서의 실험은 인텔 Atom N470 1.86GHz 프

로세서, 2GB의 주 메모리, 64GB의 샌디스크 SSD (모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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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A3ED)가 장착된 태블릿 장치에 태블릿 용 Meego 1.2를 설치하여 

제안한 프리페쳐의 성능을 실험하였다. 운영체제는 ext3로 포맷된 파티

션에 설치하였고 아이노드 미리읽기를 비활성화로 설정하였다. 입출력 

스케쥴러는 fiops를 사용하였고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감지하기 위

한 시간은 20초로 설정하였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측정을 위한 벤

치마크 프로그램으로 Meego에서 많이 사용되는 6개의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Acrobat reader, Evolution, Firefox, Frozen-bubble, 

Ooffice-writer, Qt-creator.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실험은 삼성 갤럭시 넥서스 폰에서 수행하

였다. 갤럭시넥서스는 구글의 레퍼런스 폰 중 하나로 듀얼 코어 1.2GHz 

Cortex-A9 프로세서와 1GB의 메인메모리, 그리고 16GB의 내장 플래

시가 장착된 스마트폰이다. 안드로이드 4.2.1 젤리빈 버전을 사용하였고 

입출력 스케쥴러는 noop로 설정하였다. 또, 이 버전의 안드로이드는 기

본적으로 ext4 파일시스템이 사용된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감지를 

위한 시간은 20초로 설정하였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9개의 

앱을 사용하였다: Camcard, Twitter, Office suite, Facebook, 

Kakaotalk, Naver, Aftermath, Anypang, Angrybird.

기동시간 측정 방법

응용프로그램은 윈도우 상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터미널에서 명

령어를 입력함으로써 기동이 시작된다. 기동 시작은 실행파일 로더가 수

행되는 시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이 끝나

는 순간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동시간 

측정을 위하여 성능평가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 기반 시스템에

서 3회 수행하였고 blktrace를 이용하여 접근되는 블록 정보를 수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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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록 정보 수집은 기동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해제하였다. 

이 후, 세 개의 수집된 블록시퀀스에서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접근된 정

규파일의 이름과 블록 번호를 분석하였고 이 블록의 처리 완료 시점을 

기동의 끝으로 판단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 접근 방법을 적

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한 기동시간은 실행파일 로더의 수행 시작 

시간과 기동 시 마지막으로 접근하는 정규파일의 블록이 디스크로부터 

읽기 완료된 시점의 기간을 나타낸다.

기동시간 테스트를 위한 상황 설정 (scenario)

● 콜드스타트 (cold start): 디스크캐시 및 slab 캐시를 무효화한 후, 

곧바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동시간을 측정하였다. 캐시 무효화를 

위하여 “sync; echo 3 > /proc/sys/vm/drop_caches“ 명령어를 터미널

에서 수행하였다.

● 웜스타트 (warm start): 응용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기동 시 마지막

으로 접근하는 정규파일 블록만 디스크캐시에서 무효화 시켰다. 이 후, 

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실행하여 기동 시 마지막으로 접근하는 정규

파일 블록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 구글-프리페치 (Google-Prefetch): 구글-프리페치의 동작을 재현한 

프리페치 방식으로 프리페치시퀀스를 장치 번호, 아이노드 번호, 시작 

블록 번호, 블록 길이를 이용하여 파일 수준에서 정렬한 방식이다. 구글 

프리페치는 명시적으로 정규 파일만 프리페칭한다. 프리페치시퀀스에서 

마지막으로 접근되는 정규 파일의 블록은 제거한 후 프로그램 기동 시 

구글 프리페치 방식으로 기동시퀀스를 프리페칭하였다. 응용프로그램 실

행 전에 디스크캐시와 slab 캐시는 무효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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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fetch: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리페치 방식으로 4장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따라 프리페칭하는 방식이다. 적용된 기법의 종류와 인자값

은 결과 그래프에 설명하였다. 구글-프리페치 측정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으로 접근되는 정규 파일의 블록은 프리페치시퀀스에서 제거하였고 프로

그램 기동 전 디스크캐시와 slab 캐시는 무효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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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I/O 요청의 수
요청되는 블록의 

총 크기 (KB)

접근하는 정규  

파일의 수

Acrobat Reader 906 51,208 206

Designer-qt 4 2,157 54,472 327

Eclipse 4,764 97,460 522

Firefox 834 42,732 247

Gimp 1,807 51,480 843

Houdini 4,117 165,448 691

Kdevelop 3,601 126,012 2,042

Konqueror 1,811 41,532 336

Labview 2,123 79,416 468

Libreoffice 940 55,824 832

Matlab 4,457 153,008 710

Scribus 2,967 98,488 896

Thunderbird 749 65,048 269

XilinxISE 2,869 163,036 591

표 5 수집된 기동시퀀스의 입출력 정보 (SSD)

4.9 응용프로그램 기동시간

● 기동시퀀스 수집

응용프로그램의 최초 기동을 통하여 수집된 기동시퀀스의 입출력 요

청 개수와 전체 용량은 아이노드 미리읽기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표 5

와 6은 아이노드 미리읽기를 수행하지 않는 SSD와 미리읽기 값이 32로 

설정된 하드디스크 환경에서 수집된 기동시퀀스의 읽기 요청 정보를 나

타낸다.



65

응용프로그램
I/O 요청의 

수

논리블록번호 상 

인접한 블록 병합 

후 I/O 요청의 수

요청되는 

블록의 총 

크기 (KB)

Acrobat Reader 3,211 430 61,244

Designer-qt 4 6,089 957 68,468

Eclipse 7,598 1,654 114,136

Firefox 3842 505 53,168

Gimp 4,709 1,067 46,436

Houdini 6,565 2,024 174,740

Kdevelop 9,628 2,244 148,536

Konqueror 5,930 1,343 60,460

Labview 5,468 1,101 93,956

Libreoffice 3,347 513 63,736

Matlab 8,318 1,737 165,604

Scribus 6,727 1,358 99,168

Thunderbird 3,800 540 70,704

XilinxISE 5,356 952 171,052

표 6 수집된 기동시퀀스의 입출력 정보 (HDD)

하드디스크에서는 아이노드 미리읽기가 32블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노드 블록 요청 시 실제로 32개의 블록이 동시에 요청된다. 

32개의 요청은 각각 1개의 버퍼헤드를 사용하여 요청되는데, 리눅스 커

널 2.6.39 부터는 기본적으로 플러깅 (plugging) 처리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된 32개의 블록이 32개의 독립된 request 구조체를 통하여 

비동기적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논리블록번호 상 연속적이기 때문에 하

드디스크의 순차접근에 대한 처리 성능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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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HDD, 콜드스타트 시간에 정규화)

●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기동시간

그림 19는 하드디스크에서 콜드스타트, 웜스타트, 구글-프리페치, 그

리고 제안한 프리페치 (Paralfetch)에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기동에 소

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하드디스크 환경에서는 디스크 시간이 기동시

간의 대부분을 소비함을 알 수 있다. 또, 하드디스크의 경우 디스크 처

리에 소비되는 시간의 편차가 발생한다. 블록 요청은 넌블록 모드 

(nonblock mode)로 요청이 되는데, 이 때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에서 명

령 큐에 입력된 디스크 요청의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처리 시간의 편차

가 발생한다.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3번의 실행을 통하여 나온 평균 시

간 값을 사용하였다. 

구글-프리페치의 경우 버퍼캐시로 관리되는 아이노드, 디렉토리 블록 

등을 명시적으로 프리페치하지 않고 파일 수준의 정렬을 사용하기 때문

에 디스크 헤드의 움직임이 많아져서 기동시간이 제안한 방식에 비하여 

22% 느리다. Paralfetch를 이용한 경우, 테스트 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이 



67

그림 20 응용프로그램 기동에 소비되는 에너지 분석             

(HDD, 콜드스타트 에너지에 정규화)

콜드스타트 시간에 비하여 52% 단축되었다.

● 하드디스크에서의 기동에 소비되는 에너지 분석

리눅스 커널은 ACPI (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

face)를 통하여 배터리의 잔량을 알려주는 기능 및 관련 함수를 제공한

다. 이를 이용하여 기동 과정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기동시

간 측정과 마찬가지로 3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20

은 14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기동 시 소비된 에너지를 콜드스타트, 

구글-프리페치, Paralfetch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평균적으

로 소비된 에너지는 소비 시간과 비율 상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하드디스크에서 빈공간 병합을 통한 기동시간 단축

빈공간 병합은 두 요청 사이의 빈 공간이 작을 경우, 이 공간을 포함

하여 읽음으로써 입출력 요청의 수를 줄여서 프리페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공간을 디스크캐시에 읽어 메모리를 낭비하게 된

다. 또, NCQ의 순서변경의 대상이 줄어들게 되어 성능이 낮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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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빈공간 병합을 통한 기동시간 최적화                   

(HDD, 빈공간 병합을 하지 않는 Paralfetch 시간에 정규화)

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21은 인접한 블록만을 병합하는 Paralfetch의 

기본 모드와 4K, 16K, 128K 이내의 빈공간 병합을 허용한 경우의 기동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큰 빈 공간을 허용할수록 기동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28KB 이하의 빈공간 병합을 허용한 경우, 

기본 모드보다 기동시간이 6.4% 단축되었다.  

표 7과 8은 각각 빈 공간 허용치를 늘렸을 때, 디스크 요청의 수와 

프리페치 블록의 총 크기를 나타낸 표이다. 빈 공간 허용치를 늘리면 입

출력 개수는 줄어들지만 기동시간은 약간만 개선된다. 또, 허용치를 

128KB로 하였을 경우, 프리페치되는 블록의 전체 크기가 크게 증가함

을 볼 수 있다. 빈공간 병합의 경우 입출력의 수도 중요하지만 요청이 

병합되어 처리될 때의 처리될 섹터들의 물리적인 배치, 하드디스크 컨트

롤러의 명령 순서 변경 능력 등에 따라 좌우된다. 또, 부가적인 블록의 

프리페치로 인해 메모리가 낭비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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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빈공간 허용치에 따른 I/O 요청의 수

기본 모드 4KB 허용
16KB 

허용

128KB 

허용

Acrobat Reader 430 417 397 341

Designer-qt 4 957 929 887 751

Eclipse 1,654 1,506 1,338 940

Firefox 505 492 466 377

Gimp 1,067 1,055 1,042 962

Houdini 2,024 1,839 1,468 967

Kdevelop 2,244 1,524 1,407 1,183

Konqueror 1,343 730 654 503

Labview 1,101 1,066 1,027 929

Libreoffice 513 497 478 406

Matlab 1,737 1,665 1,555 1,199

Scribus 1,358 1,328 1,267 1,106

Thunderbird 540 509 491 395

XilinxISE 952 925 888 780

표 7 빈 공간 병합에서 빈공간 허용치 증가에 따른 입출력 수

하지만 4KB의 빈 공간 허용치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낭비되는 메모

리가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에서 1MB 이하로 비교적 작았고, 기동시간

이 평균 2.3%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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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빈공간 허용치에 따른 I/O 요청의 총 크기 (KB)

기본 모드 4KB 허용
16KB 

허용

128KB 

허용

Acrobat Reader 61,244 61,296 61,528 65,060

Designer-qt 4 68,468 68,580 69,048 78,012

Eclipse 114,136 114,720 116,652 137,812

Firefox 53,168 53,220 53,508 58,988

Gimp 46,436 46,484 46,628 51,828

Houdini 174,740 175,480 179,668 205,176

Kdevelop 148,536 151,416 152,692 167,428

Konqueror 60,460 62,912 63,768 73,220

Labview 93,956 94,096 94,532 100,604

Libreoffice 63,736 63,800 64,024 68,332

Matlab 165,604 165,892 167,128 189,020

Scribus 99,168 99,288 100,004 110,856

Thunderbird 70,704 70,828 71,032 76,776

XilinxISE 171,052 171,160 171,556 178,508

표 8 빈공간 병합에서 빈 공간 허용치 증가에 따른 입출력 총 크기

동기, 비동기 프리페칭 기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프리페칭 방식을 

이용하면 하드디스크 장치에서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추가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동기적으로 프리페칭되는 블록 중 일부를 비동기적으로 

프리페칭 함으로써 동기 프리페치에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서 전체 기동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14개의 테스트 프로그램 중 프로세서 시간이 가

장 큰 5개에 대해서, 비동기적으로 프리페치 되는 블록의 수를 10~40%

로 늘리면서 기동시간을 실험하였다. 또, 정규 파일 블록 중 늦게 요청

되는 블록들을 비동기 처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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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기, 비동기 하이브리드 프리페칭을 이용한 기동시간 단축     

(Paralfetch 기본 모드의 기동시간에 정규화)

그림 22는 하이브리드 프리페칭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NCQ가 지

원되는 하드디스크는 입출력 처리의 기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32], 

이로 인해 응용프로그램과 프리페쳐의 동시 수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록을 동기적으로 프리페칭하면 동시성 문제가 어

느 정도 해결되고, 비동기적으로 프리페칭되는 블록 처리 부분에서 디스

크 헤드의 움직임이 NCQ의 명령 스케쥴링을 통하여 개선되어 기동시간

이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비동기적으로 프리페칭되는 블록이 많으면 

응용프로그램과 프리페칭의 동시 처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 SSD를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기동시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사용되는 SSD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

롤러를 장착하여 플래시 칩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여러 플래시 칩을 병렬적으로 사용하도록 분산하여 저장하고, 이를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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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SSD, 콜드스타트 시간에 정규화)

적으로 읽는다. 하지만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 작은 요청들이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내부병렬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동기적인 디스

크 처리로 인하여 프로세서의 스케쥴링 오버헤드가 매 입출력 요청 시 

발생한다. 성공적인 프리페칭은 디스크 처리 시간과 스케쥴 오버헤드 뿐 

아니라 실제 디스크 입출력을 위해 입출력 요청을 생성하고 완료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서 사용시간을 줄여준다. 그림 22는 콜드스타트, 웜스

타트, Paralfetch 기본 모드, 그리고 Paralfetch의 메타데이터 쉬프트 크

기를 64KB와 128KB로 설정한 경우의 기동시간을 보여준다.

SSD를 위한 Paralfetch의 기본 모드에서는 수집된 기동시퀀스의 익

스텐트-의존성 분석을 수행하여, 놓친 아이노드 블록을 프리페치 목록에 

추가한 후 프리페치 스케쥴을 종료한다. Paralfetch-64K-Shift는 

Paralfetch 기본 모드에 메타데이터 쉬프트를 64KB 만큼 수행한 프리

페치시퀀스를 이용하여 프리페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의존성이 

있는 블록들 사이에 이들 블록과 의존성이 없는 블록을 64KB 추가 배

치하여 프리페칭 시 내부병렬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73

그림 24 Meego 용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콜드스타트 시간에 정규화)

Paralfetch-128K-Shift도 쉬프트의 크기가 다르고 동작은 같다.

Paralfetch 기본 모드를 사용한 경우, 콜드스타트 시간 대비 34.1%

의 기동시간이 단축되었고, 메타데이터 쉬프트를 64KB, 128KB를 수행

한 경우, 콜드스타트 시간 대비 각각 36.7%, 37.8%의 기동시간이 단축

되었다.

● SSD를 사용하는 Meego 플랫폼에서의 기동시간

Meego는 휴대폰, 태블릿 등을 위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 플랫폼

으로 최근 Tizen 프로젝트로 흡수되었다. 모바일 장치는 일반적으로 낮

은 소모 전력, 그리고 전력 대비 효율적인 성능을 추구하기 때문에 프로

세서 및 저장장치의 성능에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 플랫폼에서

는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이 길고 디스크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행시간 프리페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경이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에 사용되는 SSD는 현재 명령 큐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

에, 병합을 통하여 요청 크기를 크게하는 방법을 통하여 SSD의 내부병

렬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비동기 프리페칭 방식에서는 수집된 기동시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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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eego 용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화면 전환 적용, 콜드스타트 시간에 정규화)

스의 순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록의 기동시퀀스 

내의 거리와 빈공간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병합해야 한다.

그림 24와 25는 Meego 환경에서 6개의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 콜드

스타트, 웜스타트, Paralfetch 기본 모드, 그리고 기본 모드에 거리기반 

빈공간 병합을 적용한 경우의 기동시간을 보여준다. Meego 용 응용프로

그램은 여러 개의 바탕화면을 가질 수 있어서 응용프로그램을 새로운 바

탕화면에 기동시킬 수 있다. 새로운 바탕화면에 응용프로그램을 기동 시

킬 때에는 추가적으로 화면 전환에 약 0.7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화면전

환이 필요 없는 경우의 결과는 그림 24와 같고, 새로운 화면에 프로그램

을 기동 시켜서 화면전환이 필요한 경우의 결과는 그림 25와 같다. 

Frozen-bubble의 경우에는 기동 중간에 화면 전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동시간이 두 실험에서 같다.

Paralfetch 기본 모드를 이용한 실험에서 화면전환 여부에 따라 콜드

스타트 시간 대비 28.1~31.4%의 기동시간을 단축하였다. 입출력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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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거리와 빈공간 허용치에 따른 I/O 요청의 개수

기본 모드

거리 4, 

빈공간 4KB 

허용

거리 8, 

빈공간 8KB 

허용

거리 16, 

빈공간 

16KB 허용
Acrobat 

reader
801 753 733 695

Evolution 1,728 1,661 1,620 1,580

Firefox 789 751 731 699

Frozen-bubble 3,959 3,920 3,897 3,858

Ooffice-writer 1,692 1,539 1,500 1,456

Qt-creater 2,115 1,886 1,791 1,687

표 10 거리와 빈 공간 허용치에 따른 프리페치 요청의 수

응용프로그램

거리와 빈공간 허용치에 따른 I/O 요청의 크기 (KB)

기본 모드

거리 4, 

빈공간 4KB 

허용

거리 8, 

빈공간 8KB 

허용

거리 16, 

빈공간 

16KB 허용
Acrobat 

reader
40,656 40,668 40,692 40,732

Evolution 36,328 36,364 36,432 36,568

Firefox 44,412 44,428 44,508 44,748

Frozen-bubble 32,224 32,232 32,244 32,336

Ooffice-writer 88,132 88,164 88,200 88,264

Qt-creater 94,280 94,344 94,500 95,184

표 9 거리와 빈 공간 허용치에 따른 프리페치 요청의 크기

16이내의 16KB 이하의 빈공간을 병합하면 추가적으로 약 2% 정도의 

기동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표 9와 10은 거리와 빈공간 허용치에 따

른 입출력 요청의 개수와 총 크기를 나타낸다. Firefox를 제외하면 거리

기반 빈공간 병합으로 인한 메모리 낭비는 미미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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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플래시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기동시간

구글 안드로이드는 휴대폰 및 태블릿 환경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

일 운영체제이다. 리눅스 커널과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

고, 아파치 라이선스를 따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소스를 이용하여 상업

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 안드로이

드 런타임, 라이브러리, 응용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응용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고, 개발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자바이지만 C나 C++ 로도 개

발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는 전화, 메일, 문자, 캘린더, 위젯으로 관리되는 응용프로

그램 (안드로이드 앱) 등은 가볍고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부

팅 이후 초기화 프로세스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안드로이드는 새

로운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커널의 실행파일 로더를 수행

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에서는 zygote를 fork 하고, 생성된 자식 zy-

gote 프로세스에서 새로 실행될 안드로이드 앱의 메인 클래스를 메모리

에 로드함으로써 새로운 앱을 기동한다.

Paralfetch는 기본적으로 ELF 실행파일의 로더에서 프리페치 단계를 

검사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zygote를 통하여 새로운 앱이 실행되기 

때문에 zygote와 커널의 통신을 통하여 어떤 앱이 기동되는지 알려주고 

커널에서 프리페치 단계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proc/flash-

fetch/run_app” 프록 파일을 통하여 zygote는 새로 실행될 앱의 메인 

클래스 이름을 알려준다. 커널은 클래스 이름과 pf 확장자가 합쳐진 이

름의 프리페치 정보 파일이 존재하는 지 검사한 후, 파일이 존재하면 프

리페치 단계, 파일이 없으면 프리페치시퀀스 생성 단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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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안드로이드 용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콜드스타트 시간에 정규화)

그림 26은 벤치마크에 사용된 9개의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기동시간

을 보여준다.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 폰에 Paralfetch가 적용된 안드로이

드 4.2.1 젤리빈 버전을 설치하여 기동시간을 측정하였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용 응용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디스크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Paralfetch를 이용하였을 경우 12.8%의 기

동시간이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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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운영 및 저장 공간 오버헤드

프리페쳐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헤드는 기법의 실질적 

(practical) 사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기법의 운영 및 저장 공간 오버헤드를 프리페쳐 사용 응용프로그램과 

프리페쳐 미사용 응용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Paralfetch가 활성화된 경우, 프리페쳐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부과되는 오버헤드는 프로그램 기동 시 실행파일 로더에서 프리페치 단

계를 검사하는 것과 디스크캐시 미스 (miss)로 인하여 블록 레이어에 입

출력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로그로 남겨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로깅 

여부를 확인하는 변수 검사 오버헤드가 있다. 이는 측정이 어려울 정도

로 낮은 오버헤드이다. 구글-프리페치의 경우 프리페치 단계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행파일의 이름과 몇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해시 값을 계산하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있는지 검색하는 오버헤드를 갖는다. 또, 

기동시퀀스 수집을 위하여 페이지캐시로부터 방출되는 페이지 마다 로그

를 남겨야할지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Paralfetch보다 오버헤드가 크다.

Paralfetch는 작은 디스크 공간을 이용하여 프리페치 정보를 관리한

다. 24바이트의 헤더와 프리페치 블록 요청 당 64비트 환경에서는 24바

이트, 32비트 환경에서는 20바이트의 정보 저장 공간을 요구한다. 윈도

우즈 프리페쳐의 경우 프리페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응용프로그램 

마다 수 백 킬로바이트에서 수 메가바이트 수준의 디스크 공간을 요구한

다. 구글-프리페치는 페이지캐시로 접근되는 요청들에 대해서 

Paralfetch와 같은 수준의 공간을 사용한다. 표 11은 응용프로그램의 프

리페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Paralfeth가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을 나

타낸다. 응용프로그램에 따라 수집되는 요청 블록의 개수가 다르고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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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SSD에서 프리페치 

정보 파일의 크기 

(Byte)

HDD에서 프리페치 

정보 파일의 크기 

(Byte)

Acrobat Reader 21,768 10,344

Designer-qt 4 51,792 22,992

Eclipse 114,360 39,720

Firefox 20,040 12,144

Gimp 43,392 25,632

Houdini 98,832 48,600

Kdevelop 86,448 53,880

Konqueror 43,488 32,256

Labview 50,976 26,448

Libreoffice 22,584 12,336

Matlab 106,992 41,712

Scribus 71,232 32,616

Thunderbird 18,000 12,984

XilinxISE 68,880 22,872

표 11 64비트 데스크탑 워크로드의 프리페치 정보 파일의 크기

크 종류에 따라 병합의 정도가 다르다. SSD에서 14개 응용프로그램의 

프리페치 정보 파일의 크기를 모두 합하여도 819KB로 매우 작다. 하드

디스크의 경우 인접한 블록의 병합 횟수가 많아 프리페치 정보파일의 크

기가 작다.

하드디스크와 같이 동기적인 방식으로 프리페칭을 수행하는 경우, 웜

스타트에서는 동기적인 프리페칭 부분이 오버헤드가 된다. 이 부분에 대

한 오버헤드는 위의 14개의 응용프로그램 중 Libreoffice에서 3ms로 가

장 작았고 Matlab에서 6ms로 가장 컸다. 또, SSD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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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 프리페칭 방식을 사용한 경우 프리페치를 사용한 경우와 프리페

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웜스타트 시간은 차이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

도로 작았다. 프리페치시퀀스는 수집된 접근 블록 정보를 최적화하여 생

성하는데 여기에 소비되는 시간은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실험에서 500ms 

이하였다.

4.11 커널 수준 프리페쳐의 안전성

커널 수준의 프리페쳐는 버퍼캐시 및 페이지캐시에 기동 블록을 읽

어놓기 위하여 __breadahead와 force_page_cache_readahead 함수를 

호출한다. 두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 중 다른 쓰레드와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참조카운터를 증가시켜 메모리로부터 해제되지 않도록 하였

다. 두 함수의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기화 문제는 커널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프리페쳐를 사용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페이지캐시에 디스크 블록을 캐싱할 때, 파일 수준의 정보

가 아닌 아이노드 구조체의 i_mapping 멤버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효율

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A라는 파일의 첫 블

록을 기동 시에 항상 읽는 경우, 이 파일이 재생성되어 새로운 아이노드 

번호를 할당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황에서 파일 이름과 블록 번호

로 프리페칭을 하면 아이노드 번호가 변경되어도 A 파일의 첫 번째 블

록이 프리페칭 될 것이다. 하지만, 커널 수준의 프리페쳐처럼 정규 파일

의 프리페칭을 위하여 아이노드 수준의 정보를 사용하여 프리페칭하는 

경우에는 A 파일의 아이노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프리페칭되는 아이

노드가 유효한 경우, 다른 파일의 내용을 프리페칭 하는 결과가 되어 비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고, 아이노드가 삭제된 경우에는 프리페칭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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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A가 아닌 다른 파일을 프리페칭한 결과가 되고 

A 파일의 내용을 잘못 프리페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효율성과 안전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효율성: 프리페쳐가 미리읽어 놓은 내용을 응용프로그램이 읽어가

는 지 여부

- 안전성: 응용프로그램이 프리페쳐의 동작으로 인하여 다른 데이터 

값을 읽어가는 지 여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커널 수준의 프리페치 방법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하겠다. 기존의 커널 코드는 안전

하여 아이노드 하부 처리는 안전하다고 가정한다. 또, 기동에 사용되는 

파일 (기동 파일)은 1개이며 아이노드 번호는 100번으로 가정하고 설명

하겠다.

● 프리페쳐 동작 중 기동 파일이 제거되지 않으며, 기동 정보 수집 때

와 아이노드 번호가 같은 경우: 기동 시와 아이노드 번호가 같고 프리페

치 중에 아이노드가 변경되지도 않는 경우이다. 아이노드 하위 처리는 

커널 수준에서 동기화를 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 프리페쳐 동작 중 기동 파일이 제거되지 않으며, 기동 정보 수집 때

와 아이노드 번호가 다른 경우: 기동 시 수집된 아이노드 번호에 해당하

는 정보가 파일 삭제로 인하여 디스크에서 제거된 경우이거나, 파일이 

삭제된 후 다른 파일이 해당 아이노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

우, 프리페치에 실패하기 때문에 시스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후자

의 경우, 프리페쳐가 다른 파일의 내용을 프리페칭한 결과가 된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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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뿐 아니라 아이노드도 이미 다른 파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안전하다. 하지만 응용프로그램이 해당 블록을 읽어가지 않으면 일시

적인 메모리 낭비가 될 수 있다.

● 프리페쳐의 동작 중 파일이 제거된 경우: 프리페쳐가 100번 아이노

드와 파일의 내용을 프리페칭하는 중에 다른 쓰레드에 의하여 100번 아

이노드에 해당하는 경로명 (path name)이 제거된 경우이다. 이 상황에

서 100번 아이노드에 해당하는 파일의 경로와 관련 디스크 블록들은 디

스크 상에서 모두 해제가 된다. 또, 경로명과 아이노드의 연결은 끊어지

게 되어 응용프로그램이 경로 탐색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는 아이노드가 

된다. 또, 100번 아이노드는 메모리 상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파

일에 해당 아이노드 번호가 할당되지 않는다. 결국, 100번 아이노드는 

메모리 상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응용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

에 안전하다. 하지만 메모리에서 100번 아이노드가 회수될 때 까지 해

당 메모리 공간이 낭비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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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AST의 프레임워크

제 5 장 유저 수준 실행시간 프리페쳐의 설계, 

구현 및 평가

5.1 유저 수준 프리페쳐의 소개 및 구조

디스크 블록을 디스크캐시에 적재하는 것은 커널 영역 뿐 아니라 유

저 영역에서도 가능하다. 응용프로그램이 기동될 때, 요청되는 대부분의 

블록들은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되고 이는 디스크캐시에 적재된다. 

따라서 접근되는 블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시스템 콜을 호출하

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블록들을 디스크캐시에 적재하도록 유도

함으로써 프리페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리눅스에서는 blk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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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를 이용하여 블록 수준의 입출력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저 수준의 프리페쳐인 FAST (Fast 

Application STarter)의 구조는 그림 26과 같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시 발생되는 블록 수준의 접근 정보를 blktrace를 이용하여 수집한다. 

수집된 블록들을 페이지캐시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블록을 캐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콜을 호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 콜은 블록 

수준의 정보가 아닌 파일 수준의 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블록 수준의 

정보를 파일 수준의 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역사상 (reverse mapp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결국, 블록 수준의 접근 정보는 블록-파일 역사상을 

통하여 이를 디스크캐시에 적재할 수 있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코드로 

변환되고, 컴파일러를 통하여 프리페칭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다. 만들어진 프리페쳐 프로그램을 대상 프로그램과 동기적 또는 비동기

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대상 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블록

-파일 역사상을 위해서는 파일시스템의 분석 과정이 요구되는데, 본 논

문에서는 ext3 파일시스템을 대상으로 구현하였다.

유저 수준의 프리페쳐는 커널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널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운영체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프리페칭을 수행하려고 하는 운영체제 환경에서 디스크의 접근 정

보를 추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한다 [38][39]40]. 예를 들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IOS 운영체제의 경우, 디스크 블록 접

근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시퀀스를 수집해야한다. 또, 운영체제마다 디스크캐시를 관리하는 기법

이 다르기 때문에 파일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기동에 사용되는 블록을 디

스크캐시에 적재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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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응용프로그램의 프리페치시퀀스 생성

5.2.1 디스크 입출력 정보 수집

리눅스는 블록 계층에서 디스크 접근 정보를 감시하고 이를 유저 영

역에 전달하기 위한 blktrace 도구를 제공한다. 블록 계층에서 입출력 

요청, 병합, 플러그/언플러그, 다른 디바이스로 사상, 입출력 스케쥴러로 

전달,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전달, 입출력 처리 완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수행할 때 해당 블록 접근 정보가 생성되며 접근 정보는 시간, 프로세스 

ID, 이벤트 종류, 장치 번호, 섹터 번호, 요청 크기 등을 포함한다. 디스

크캐시 무효화 상태에서 기동시퀀스를 수집하기 위해서 먼저 slab과 페

이지캐시를 무효화 시키는 “sync; echo 3 > /proc/sys/vm/drop_ca-

ches” 명령을 수행한다. 그리고 blktrace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장착된 

디스크 장치에서 발생하는 <장치 번호, 장치 내 섹터 번호, 입출력할 섹

터의 수>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 중에 읽기 요청이면서 디바이스에 드

라이버에 요청되는 정보만 추출한다.

5.2.2 기동시퀀스 추출

대상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프로세스로부터 발생된 요청정보가 기

동시퀀스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blktrace를 이용하여 수집한 2개의 기동시퀀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블록들을 프리페치시퀀스로 추출한다. drop_caches 프록 파일을 이용한 

디스크캐시 무효화 방법은 slab 할당자로 관리되는 아이노드나 디렉토리 

엔트리를 완벽하게 무효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기동시퀀스에서 공

통 블록을 추출할 경우에는 아이노드나 디렉토리 엔트리 정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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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b 할당자를 통하여 이중 캐싱되는 블록들의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

다.

5.2.3 프리페치시퀀스 스케쥴

기동시퀀스를 빠르게 프리페칭하기 위해서 디스크의 특성에 따른 블

록 요청 순서 변경과 병합 기법을 이용하여 프리페치시퀀스를 최적화하

여야 한다. 디스크의 기본적인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플래시 기반의 

장치에서는 수집된 기동 순서를 변경하지 않지만 하드디스크와 같이 접

근 시간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동 중 수집된 블록 시퀀스를 논리

블록번호 순으로 정렬한다. 또, 여러 개의 디스크로 구성된 경우 디스크 

별로 프리페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장치 번호에 따라 기동시퀀스를 분리

한다.

5.3 블록-파일 사상 (Map)

5.3.1 블록-파일 사상의 소개

유저 수준의 구현에서 디스크캐시에 기동시퀀스를 적재하기 위해서

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야 한다. 리눅스에서 제

공되는 디스크 입출력 관련 시스템 콜은 파일 수준의 정보를 인자로 요

구한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 기동 중 수집된 블록 수준의 정보를 디스

크캐시에 적재하기 위한 시스템 콜의 파일 수준의 인자로 변환하여야 한

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일시스템에서 블록 정보를 파일 수준의 정보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일 수준의 정보를 블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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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변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규 파일에 대한 블록 정보 변환은 

ioctl 시스템 콜에 FIEMAP (또는 FIBMAP)을 명령 인자로 주어 추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아이노드 블록이나 디렉토리 파일에 대한 

블록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규 파일의 데이터 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블록의 사상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파일시스템 수준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파일 역사상을 위하여 역사상을 수행할 파일들

의 이름 목록을 인자로 받고, 해당 파일들에 대한 블록-파일 사상 정보

를 생성하였다. 블록-파일 사상은 검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빨강검

정 트리 (red-black tree)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트리의 각 노드는 탐색

을 위한 키로 논리블록번호가 사용되고, 노드의 데이터에는 해당 블록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부가 정보가 포함된다. 데이터의 종류에는 슈퍼 블

록, 그룹 디스크립터, 아이노드 블록 비트맵, 데이터 블록 비트맵, 아이

노드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블록이 있으나 유저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디스크 캐싱이 가능한 아이노드 블록, 디렉토리 엔트리 블록, 데이터 블

록을 프리페칭의 대상으로 하였다. 노드 데이터의 종류가 아이노드 블록

인 경우 해당 블록이 저장하고 있는 아이노드 번호의 범위를 기록한다. 

또, 노드의 데이터 종류가 데이터 블록인 경우에는 정규 파일, 디렉토리 

파일, 심볼릭 링크 파일로 구분하고 정규 파일인 경우에는 장치 번호, 

아이노드 번호, 파일 내 블록 번호 등을 기록한다. 하지만 디렉토리 파

일이나 심볼릭 링크 파일의 데이터 블록인 경우에는 장치 번호와 아이노

드 번호만 노드의 데이터로 기록한다. 심볼릭 링크 파일의 이름이 60자 

이하인 경우에는 아이노드에 파일 이름이 저장되기 때문에 블록-파일 

사상 정보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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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기동시퀀스 관련 파일 목록의 수집

리눅스 시스템에는 보통 수만 개 이상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

에 모든 파일에 대해서 블록-파일 사상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가장 큰 이유는 사상에 요구되는 계산 및 디스크 처리 

오버헤드가 비현실적으로 크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파일이 

생성, 삭제, 변경되면 사상 정보가 바뀌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은 기동 시, 수백 개의 파일만을 접근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페쳐 프로그램을 생성 할 때, 파일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기동과 관련된 파일들에 대해서 블록-파일 사상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프리페쳐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 유저의 권한을 갖는 유저 수준 코드에서 디스크에 엑세스를 하

기 위해서는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야 한다. 프로세서 아키텍쳐에서 지원

하는 다른 방법들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막혀 있다.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 호출되는 시스템 콜을 수집하기 위하여 strace 툴을 이용하였고, 기

동 시 사용되는 파일의 경로 (pathname)를 수집하기 위하여 파일의 경

로를 시스템 콜의 인자로 요구하는 모든 시스템 콜에서 파일의 경로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기동 시 접근되는 모든 파

일이 해당 프로그램의 기동 프로세스에 의하여 열리거나 접근되는 것은 

아니다. X-Windows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은 X-Windows 관련 

프로세스를 통하여 파일이 열리거나 디스크 엑세스를 발생시키기도 한

다. 기동 시 발생되는 약 10~20%의 블록 접근은 X-Windows 관련 프

로세스가 열어놓은 파일에서 발생하였다. X-Windows가 열어놓은 파일

들을 블록-파일 사상에 이용하기 위해서 lsof 명령을 수행하여 얻은 파

일 목록을 블록-파일 사상을 위한 파일 목록에 추가하였다. lsof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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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종류 시스템 콜

아이노드 테이블 블록 open() 또는 lstat()

데이터 블록: 디렉토리 opendir()와 readdir()

데이터 블록: 정규 파일 posix_fadvise()

데이터 블록: 심볼릭 링크 파일 readlink()

표 12 블록 종류에 따른 블록 캐싱 시스템 콜

proc 파일시스템을 통하여 현재 수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가 열어 놓은 

파일들의 정보를 알려준다.

5.4 유저 수준의 프리페쳐 프로그램 생성

유저 수준의 프리페쳐 프로그램은 대상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퀀스

를 디스크캐시에 적재하는 프로그램이다. blktrace를 이용하여 수집된 

기동시퀀스는 기동시퀀스 스케쥴러를 통하여 디스크의 특성에 맞게 블록 

요청 순서를 변경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프리페치시퀀스에

서 블록 수준의 접근 정보와 프로그램 관련 파일의 블록-파일 사상 정

보를 이용하여 프리페쳐 코드가 생성되고 컴파일러를 통하여 프리페쳐 

실행파일로 만들어진다.

표 12는 블록 종류에 따라 디스크캐시에 적재하기 위한 시스템 콜을 

나타낸다. 블록의 종류가 아이노드 테이블 블록인 경우 해당 블록이 저

장하고 있는 아이노드의 범위를 블록-파일 사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해당 아이노드 범위 안의 파일을 프로그램 기동 시 접근할 경우 관련 파

일들을 open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 모두 연다. 만약에 파일의 데이터를 

추후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lstat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 관련 블록을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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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할 수 있다. 데이터 블록의 경우, 세부 용도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 콜

을 호출한다. 예를 들어, 디렉토리 파일의 데이터 블록을 디스크에 캐싱

해야하는 경우에는 opendir과 readdir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 디스크캐

시에 적재한다. opendir 및 readdir은 동기적으로 관련 블록들을 처리하

기 때문에 비동기적 처리에 비해 명령 큐잉의 이점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 분석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원하는 디렉토리 데이터 블록만 읽는 

대신 디렉토리 파일의 모든 블록을 읽는다. 정규 파일의 데이터 블록은 

posix_fadvise 시스템 콜에 POSIX_FADV_WILLNEED 인자를 이용하여 

비동기적으로 프리페칭을 수행하고, 심볼릭 링크 파일의 데이터 블록은 

readlink를 호출하여 디스크캐시에 해당 블록을 적재한다.

Ext3 파일시스템의 경우, 정규 파일의 최초 12개 블록의 위치는 아

이노드에 저장된다. 파일이 그보다 클 경우, 그 크기에 따라 아이노드의 

단일 간접 블록 포인터, 이중 간접 블록 포인터, 삼중 간접 블록 포인터

와 데이터 블록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기록한다. 간

접 블록 포인터를 통하여 저장되는 블록 위치 저장 블록들은 유저 수준

에서 명시적으로 프리페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규 파일의 데이터 

블록을 접근할 때 관련된 위치를 기록한 간접 포인터 블록들은 자동적으

로 접근되어 디스크캐시에 적재된다.

5.5 응용프로그램 기동 관리자

응용프로그램 기동 관리자는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을 감지하고 적절

한 동작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execve 라이브러리 래

핑 (wrapping)을 통하여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을 감지하였다. 응용프로그

램 기동 관리자는 1) 기동시퀀스 수집, 2) 응용프로그램 프리페쳐 생성, 

3) 프리페쳐 수행의 세 단계로 동작한다. 응용프로그램 기동 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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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설정 값과 상태 값에 따라 수행 단계가 결정된다. 각 단계의 

세부 동작은 다음과 같다.

기동시퀀스 수집 단계: 응용프로그램 프리페쳐가 없고 해당 응용프로

그램 이름이 프리페치 블랙리스트에 없을 경우 기동시퀀스 수집 단계로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 응용프로그램의 ninit 값을 1 증가시키고, 

ninit 값이 1인 경우, 기동 시 접근되는 파일의 수집을 위해 strace를 실

행한다. 콜드-스타트 상황에서의 블록 접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slab과 디스크캐시의 내용을 drop_caches 프록 파일에 3을 써서 디스크

캐스를 무효화시키고 blktrace를 수행시킨다. 사용된 blktrace는 블록 

접근이 Tidle 동안 발생하지 않거나, Ttimeout 동안 수집한 후에는 종료되

도록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ninit 값이 2가 되면 프리페쳐 생성 단계를 

수행한다.

프리페쳐 생성 단계: 응용프로그램 기동시퀀스가 두 번 수집되고 대

상 프로그램 기동 시 접근되는 파일의 목록이 수집되었으면 유휴 시간에 

프리페쳐 생성을 위한 작업이 수행된다. 대상 프로그램 기동과 관계없는 

프로세스로부터 발생된 디스크 입출력 요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집된 

두 개의 기동시퀀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는 블록을 추출한다. 또, 하드디

스크가 시스템 디스크로 사용되는 경우 장치 번호와 블록 번호를 이용하

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기동에 사용되는 파일은 X-Windows 관련 

프로세스에서 열리거나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동 시 

strace로부터 수집된 파일의 이름과 lsof 명령의 수행으로 얻은 현재 열

려 있는 모든 파일의 이름을 대상으로 블록-파일 사상을 수행한다. 추출

된 기동시퀀스에 존재하는 각 블록은 블록-파일 사상을 통하여 블록의 

종류와 관련 정보를 얻은 후, 해당 블록을 디스크캐시에 적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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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관리 단위

ninit 기동시퀀스 수집 횟수
응용프로그램 

변수

npref 응용프로그램 기동 횟수
응용프로그램 

변수
Nchk 기동시퀀스 유효성 검사 주기 시스템 설정값

Nmiss

유효성 검사 시, 놓친 기동시퀀스의 

비율이 Nmiss보다 크면 기동시퀀스를 

재생성

시스템 설정값

Tidle

응용프로그램 기동의 완료를 감지하기 

위한 디스크 읽기 요청의 유휴시간 임계치
시스템 설정값

Ttimeout

응용프로그램 기동시퀀스를 감지하는 최대 

시간
시스템 설정값

표 13 응용프로그램 기동 관리자가 사용하는 설정 값 및 변수

적절한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코드로 변환하여 프리페쳐 코드를 생성하

고 이를 컴파일하여 실행파일로 만든다. 끝으로 ninit과 npref 값을 0으로 

초기화한다.

프리페쳐 수행 단계: 기동하는 응용프로그램의 프리페쳐가 이미 생성

되어 있는 경우, npref를 1 증가 시킨다. 증가된 값이 Nchk와 같은 경우 

유효성 체크를 위해 blktrace를 수행시킨다. 시스템 디스크의 종류에 따

라 하드디스크인 경우 동기적 방식, 그리고 플래시 기반 디스크인 경우 

비동기적 방식으로 프리페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곧바로 대상 응용프로

그램을 수행한다. 유효성 체크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시퀀스와 새

로 수집된 기동시퀀스의 유사도를 비교한다. 유사도는 중복되지 않는 블

록의 전체 크기가 기동시퀀스 전체 크기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

내며 이 값이 Nmiss보다 큰 경우, 대상 프로그램의 프리페쳐를 삭제한다. 

유사도가 임계치보다 연속 3번 낮으면 해당 프로그램은 블랙리스트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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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유저 수준 프리페쳐의 장점 및 단점

커널 수준 프리페쳐에 비해 유저 수준의 구현이 갖는 장점은 1) 커널

의 컴파일이 필요 없고, 2) 구현이 쉽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저 수준에

서는 시스템 콜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캐싱할 수 없는 블록들이 존재하

고, 캐싱은 가능하지만 동기적으로 프리페칭되는 블록들이 있다. 이는 

기동시퀀스 블록들의 프리페치 순서 변경과 비동기성을 이용하여 프리페

치 성능을 높이는데 큰 제약이 된다. 또, 프리페칭이 프리페쳐 프로그램

의 실행을 통하여 수행되므로 무겁고 프리페쳐 관리의 오버헤드가 크다.

5.7 실험 환경

인텔 I7-2620m 2.8GHz 프로세서 (터보부스트 시 최대 3.4GHz)와 

8GB의 주 메모리가 장착된 장치에 Fedora 16 64비트 버전을 설치하였

다. 실험에는 삼성 SLC 64GB (모델 번호 MCCOE64G8MPP)와  OCZ 

Nocti 60GB SSD가 사용되었다.

운영체제는 ext3 타입으로 포맷된 파티션에 설치하였고 아이노드 미

리읽기를 비활성화 시켰다. 입출력 스케쥴러는 fiops를 사용하였다. 

FAST는 현재 ext3 파일시스템만 지원된다.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은 Paralfetch 성능 분석에 사용한 14개의 응용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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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삼성 SLC SSD, 콜드스타트 시간에 정규화)

그림 29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                               

(OCZ Nocti SSD, 콜드스타트 시간에 정규화)

5.8 응용프로그램 기동시간

기동시간의 측정 방식은 Paralfetch의 기동시간 측정과 마찬가지로 콜

드스타트, 웜스타트, FAST, 그리고 Paralfetch 기본 설정에서 기동시간을 

측정하였고, 실행파일 로더의 시작 시간부터 기동의 마지막 정규파일 블록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동시간으로 정의한다. 측정 

방법은 이전 실험들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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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과 28은 OCZ Nocti와 삼성 SSD에서 14개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동시간을 나타낸다. 삼성과 OCZ SSD에서 FAST를 이용한 경우 콜

드스타트 대비 각 20.7와 28.5%의 기동시간이 단축되었다. FAST는 응용

프로그램 프리페쳐를 이용하여 기동에 필요한 블록을 프리페칭 하는데 버

퍼캐시로 관리되는 블록들은 원하는 블록만 캐싱할 수 없기고 커널 구현에 

비하여 비동기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블록이 많기 때문에  Paralfetch에 비

하여 성능이 다소 낮다.

5.9 운영 및 저장 공간 오버헤드

테스트에 사용된 14개의 FAST 프리페쳐 프로그램의 총 합은 6.8MB이

다. 이는 Paralfetch에서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보다 약 8배 정도 큰 용량이

다. 또, 프리페쳐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과정에 소비되는 오버헤드는 

Firefox에서 7.02초로 가장 작았고 Matlab에서 32.8초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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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6.1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의 기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실행시간 

프리페쳐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성능과 오버헤드를 분석하였

다. 프로세서와 디스크의 병렬적 사용, 그리고 디스크 장치의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프리페치시퀀스의 스케쥴링 기법을 소개하였다.

디스크의 특성에 따라 프리페칭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SSD를 위한 메타데이터 쉬프트, 거리기반 병합, 빈공간 채움 병합 기법을 

고안하였고 하드디스크에서 프리페칭을 동기적, 비동기적, 그리고 두 가지

가 결합된 형태로 수행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본 모드의 기법이 하드디스크 기반 시스템에서 콜드스타

트 시간 대비 52% 단축하였고 이는 기존의 구글-프리페치의 성능보다 콜

드스타트 시간 대비 22%를 더 단축한 수치이다. 또, SSD를 사용하는 데스

크탑 워크로드에서 콜드스타트 기동시간 대비 34.1% 단축하였고 모바일 

워크로드에서 평균 28.1 ~ 31.4%의 기동시간을 단축하였다. 또, 최근 모바

일 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콜드스타트 기동시

간 대비 12.8%의 시간을 단축하였다. 추가적인 최적화 적용을 하였을 경우 

위의 수치들 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여줬다. 경미한 오버헤드를 요구하기 때

문에 위의 성능 향상 수치가 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시 프로세서와 디스크의 사용 패턴과 성

공적인 프리페치를 통하여 절감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디스크시간을 분석

하였다.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과 응용프로그램 기동 시 나타나는 동기적 읽



97

기 요청의 크기 분포를 분석하여 플래시 기반의 SSD를 시스템 디스크로 사

용하는 경우에도 프리페치를 통하여 기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유의미함

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기동시퀀스의 정확한 수집을 위하여 정규 파일 뿐 아니라 메타

데이터 블록도 기동시퀀스 수집 및 프리페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디스

크 데이터의 다중 캐싱과 디스크캐시 무효화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파일시스템 수준의 블록 간 의존성 분석을 통하여 기동시

퀀스에 수집되지 않은 블록들을 프리페치시퀀스에 포함시켰다. 명령 큐잉

이 지원되는 SSD의 경우, 의존성 있는 블록이 프리페칭되지 않은 경우 다

음 요청이 입력될 수 없어서 플래시 칩들의 병렬적 사용이 제한이 될 수 있

다. 기동시퀀스의 정확한 분석은 프리페치의 성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세 번째, 플래시 기반 디스크의 내부병렬성을 높여 프리페치 성능을 높

일 수 있는 프리페치시퀀스 스케쥴 기법을 고안하였다. 명령 큐잉을 지원하

는 장치에서 블록 간 의존성 완화를 통하여 비동기적으로 요청되는 블록의 

전체 크기나 개수를 보장하는 메타데이터 쉬프트 기법을 소개하였다. 플래

시 기반의 저장장치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의 기동과 프리페칭이 동시에 수행

되기 때문에 프리페칭 되는 블록의 순서가 프로그램 기동 시 접근되는 순서

를 유지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기동 시 접근되는 블록의 순서와 

프리페치 되는 순서의 차이를 제한하는 거리기반 병합과 거리기반 빈공간 

병합 기법을 소개하였다. 하드디스크에서는 기존의 파일 수준의 정렬이 아

닌 논리블록번호 정렬을 수행하여 프리페치 성능을 높였다.

네 번째,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 및 디스크 공간 오버헤드를 경미

한 수준으로 낮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프리페치 단계를 빠르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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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실행 파일의 사용되지 않는 1바이트를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

여 응용프로그램의 프리페치 단계를 저장하였다. 이는 프리페치 관리 대상 

프로그램의 수와 관계없이 경미한 수준의 오버헤드가 발생됨을 의미한다. 

또, 프리페치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의 오버헤드는 디스크캐시 미스 시

에 디스크 요청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변수를 검사하는 오버헤드

를 갖는데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크기가 경미하다.

다섯 번째, 운영체제의 커널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저 수준의 프리페쳐 프레임워크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커널이나 디

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서 구현 난이도가 비교

적 낮고, 커널 컴파일이 불필요하여 프레임워크 배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기법을 실제 환경에 구현하였고, 다양한 프로세서, 

디스크, 운영체제 등에서 많은 수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법의 효

율성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에너지 소비 측정을 통하여 프리페칭이 

기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본 논문의 가장 큰 의의는 플래시 기반의 저장 장치를 위한 최초의 프리

페치 프레임워크라는 점이다. 또, 경미한 오버헤드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만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 기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실용성이 높다. 



99

6.2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결과물은 실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경미한 오

버헤드를 발생시키는 정보만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프리페쳐의 성능을 최대

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오버헤드의 제한을 완

화하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성능의 프리페쳐 개발이 

가능하고 응용프로그램 기동 뿐 아니라 범용 워크로드를 위한 프리페쳐 프

레임워크로 확장이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프리페쳐의 성능과 

적용 범위 확장을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필요한 연구들을 아래에 나열

해 보았다.

프리페치 순서의 지역 최적화

논문에서 소개된 프리페치 방식은 전체 기동시퀀스에 대해서 일괄적인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최적화하였다. 오버헤드 허용범위를 늘려서 응용프로

그램의 웜타임 (warm time) 기동 시 블록들이 접근되는 시간을 수집하면, 

이를 프리페치 최적화에 이용할 수 있다. 전체 기동시퀀스를 여러 개의 작

은 부시퀀스 (sub sequence)로 분리하고, 부시퀀스 별로 메타데이터 쉬프

트나 거리기반 병합 등을 적용하여 기동시간을 추가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

다. 또, 여기에는 디스크에 입력되는 요청에 따라 처리에 지연되는 시간을 

예측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사용되는 하드디스크는 NCQ 

내의 명령 순서를 변경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SSD의 경우 컨트롤러가 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입

출력 요청에 대한 성능 예측 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동시퀀스는 수 백 ~ 수 천 개의 블록이 요청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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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예상 모델의 평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프리페치 지역 

최적화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범용 워크로드를 위한 프리페쳐로 확장

사용자가 느끼는 긴 지연시간은 부팅이나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뿐 아니

라 게임이나 응용프로그램 사용 중에 발생하는 프로그램 로딩 중에도 발생

한다. 응용프로그램의 기동 뿐 아니라 사용 중에 요청되는 디스크 블록을 

프리페칭하기 위해서는 블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모듈이 시스템이 켜

져 있는 동안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범용 워크로드 

프리페칭의 가장 중요한 연구인 블록 간 상관관계 분석에 요구되는 프로세

서와 메모리 사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낮았다. 응용프로그램의 기

동이 실행파일 실행이라는 이벤트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사용 중

에 발생하는 로딩도 운영체제의 특정 이벤트나 파일 접근 이벤트와 연관시

켜서 분석의 오버헤드를 낮추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리페치 최적화 기법

들을 적용하여 실용적인 범용 워크로드 프리페쳐로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다양한 프리페치 방법론의 융합

범용 워크로드의 프리페칭 기법은 컴파일러,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

의 수준에서 가능하다. 방법 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블록 접근 순서를 바탕

으로 분석하거나 컴파일러 분석을 통하여 프리페치 코드를 삽입하는 방법

이 있다. 또, 응용프로그램에서 이 후에 사용될 블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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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프리페치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프리페치를 수행하는 계층이나 방

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법들을 함께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

는 방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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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mobile devices are widely used, an application responsive-

ness is of great importance to user experience. Among many metrics, appli-

cation launch performance is one of important indices to evaluate user-per-

ceived system performance. However, users suffer from long application 

launch delay even if they use flash-based disk as their system disks. It is 

mainly because system resources are used in serialized manner during appli-

cation launch process while processors and disk drives improve their per-

formance by exploiting parallelism.

To optimize launch performance, this dissertation presents a new ex-

ecution-time prefetching technique, which monitors accessed blocks accurately 

during the first launch of each application and prefetches them into disk ca-

ches in the optimized order at their subsequent launches. The key idea is to 

overlap processor computation with disk I/O while exploiting internal paral-

lelism on disk drives effectively. In order to optimize prefetch performance, 

we employ various merge, logical-block-number sort, and prefetch-level de-

pendency resolution schemes.

We implemented the proposed prefetcher on Linux kernel 3.5.0 and eval-

uated it by launching a set of widely-used applications. Experiments demon-

strate an average of 52% reduction of application launch time on an 

HDD-based system and 34.1% reduction on an SSD-based system as com-

pared to cold start performance. We also achieve an average of 28.1 ~ 

31.4% reduction on mobile Meego platform using an SSD as a system disk. 

And We port the proposed prefetcher to Android platform and achiev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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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of 12.8% reduction of widely-used android applications on Galaxy 

Nexus phone. In addition, We implemented the proposed prefetcher at 

user-level which does not require kernel modification. It demonstrated an 

average of 21.7 ~ 28.5% reduction of application launch time on SSDs.

The proposed scheme incurs little overhead from its implementation and 

operations in the existing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performance enhancement of desktop PCs and smartphones 

by improving both system and user-perceived performance.

Key words: application launch, launch time reduction, disk I/O optimization, ex-

ecution-time prefetcher, application prefe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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