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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파일시스템을 위한 선택적 압축을
지원하는 인-메모리 캐시의 설계와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In-Memory File System
Cache with Selective Compression)
최 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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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RAM 기반의 인메모리 캐시는 고비용으로 인해 용량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
해 압축을 이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캐시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압축은 높은 처리부하와
반응 지연을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섀넌 엔트로피를 통해 파일의 압축률을 낮은 오버헤드를 통해 고속
으로 예측하여, 높은 압축률을 가진 파일만 압축하는 선택적 압축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파일시스
템 내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커널 레벨에서 파일 시스템을 위한 인메모리 캐시를 제공하도록 구현
하였다. 실험 결과 선택적 압축 기법은 비 압축에 비해 약 18%의 실행시간 감소를 보이며, 전체 캐시 데
이터 압축 방법에 비해서도 캐시 히트율의 감소에 의한 성능하락을 최소화 시키고, 동시에 압축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여, 7.5%의 실행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압축에 사용되는 CPU사용시간을
모두 압축 했을 때와 비교하여 28%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데이터 압축, 파일시스템 캐시, 인메모리 캐시, 섀넌 엔트로피

Abstract The demand for large-scale storage systems has continued to grow due to the
emergence of multimedia, social-network, and big-data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the response time
and reduce the load of such large-scale storage systems, DRAM-based in-memory cache systems are
becoming popular. However, the high cost of DRAM severely restricts their capacity. While the
method of compressing cache entries has been proposed to deal with the capacity limitation issue,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 which are technically difficult to parallelize, induce significant
processing overhead and in turn retard the response time. A selective compression scheme is proposed
in this paper for in-memory file system caches that rapidly estimates the compression ratio of
incoming cache entries with their Shannon entropies and compresses cache entries with low
compression ratio. In addition, a description is provided of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in-kernel in-memory file system cache with the proposed selective compression scheme. The
evaluation showed that the proposed scheme reduced the execution time of benchmarks by
approximately 18%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non-compressing in-memory cache schem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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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provided a cache hit ratio similar to the all-compressing counterpart and reduced 7.5% of the
execution time by reducing the compression overhead.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selective
compression scheme can reduce the CPU time used for compression by 28% compared to the case of
the all-compressing scheme.
Keywords: data compression, file system cache, in-memory cache, Shannon entropy

1. 서 론
멀티미디어 서비스, SNS 및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 최근 기술 흐름은 데이터 저장 용량 증설에 대해 지
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요청의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2017년 기준 유튜브의 초당 동영상 시청 횟수는
60,000번을 넘었으며, 구글 검색 엔진은 하루 35억 번
가량의 검색요청을 처리하고 있다[1].
이와 같은 데이터 발생과 사용량의 증가는 스토리지
의 용량 확보 뿐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대규모
사용자들의 동시 접근을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세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대규모 DRAM
(Dynamic Random Accessed Memory) 메인 메모리에
캐시하는 인메모리 캐시(in-memory cache)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4].
인메모리 캐시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지만, DRAM
의 가격은 최근 대용량 캐시 시스템으로 주목 받는 플
래시 메모리에 비해서도 약 10배 이상 높아, 이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압축을 사용하는 것이다
[5-7]. 압축을 사용할 경우 같은 용량에 더 많은 데이터
를 넣을 수 있어 캐시 히트율(cache hit ratio)을 증가
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느린 속도를 가진 하드디스크
위주의 백엔드(back-end) 저장시스템의 접근을 더욱 줄
일 수 있다.

사용하였다. 압축률의 실시간 온라인(on-line) 파악을
위해 실제로 압축을 하는 것은 여전히 CPU 부하를 발
생시키므로, 제안하는 기법은 캐시 데이터의 샘플에 대
해 섀넌 데이터 엔트로피를 추출하여 빠른 속도로 압축
률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한다.
이에 더해 기존의 유저 계층에서 구현된 인메모리 캐
시 시스템을 파일시스템의 캐시로 적용 시 컨텍스트 스
위치 오버헤드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기법
을 커널 내부 인메모리 구현인 kmemcached[8]를 기반
으로 커널 NFS(Network File System) 데몬 코드에
이식하여 커널 레벨의 파일시스템에서 인메모리 캐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구현된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해 압축률이 다른 파일셋
을 생성하는 벤치마크 파일셋 생성 도구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도구를 통해 다양한 압축률과 접근 분포를 갖는
파일셋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메모리 캐
시와 압축 기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과 관련연
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선택적 압축 기법에 대
해 소개 한다. 4장에서는 선택적 압축 기법을 적용한 커
널 내부 인메모리 캐시 구현에 대해 소개하고, 5장에서는
커널 레벨에서의 선택적 압축 기법과 기존의 방법들과의
성능을 비교하며,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배경 지식 및 관련연구

하지만 캐시 데이터의 압축은 높은 처리 부하와 병렬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인메모리 캐시인

화가 어려운 압축 알고리즘의 실행으로 인해 상당한

memcached[9]를 소개하고 데이터 압축 기법을 통해 캐

CPU 자원이 소비되어야 하며, 이는 압축으로 인해 캐시

시 성능을 개선한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시스템의 처리 지연을 포함한 성능하락으로 이어진다.

2.1 인메모리 캐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는 압축을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한 서비스 구성에서 클라이언

하지 않거나[6], 압축으로 인한 메모리 단편화 문제를

트는 스토리지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서버

해결하고자 하는[7]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는 요구된 데이터를 인출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게

이와 같은 방법들은 파일의 압축률에 대해 고려를 하지

된다. 하지만 만약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가 서버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텍스트 파일과 같이 압축

의 캐시에 존재하지 않고 느린 하드디스크에서 인출해

률이 높은 파일을 압축한다면 많은 용량을 절약할 수

야 한다면 심각한 반응지연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해결

있지만, 미디어 파일과 같은 압축률이 낮은 파일을 압축

하기 위해 빠른 반응속도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DRAM

하게 된다면 용량에 대한 절약보다는 CPU의 사용에 따

에 저장하여 성능을 올리고자 하는 인메모리 캐시 솔루

른 오버헤드로 인해 성능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션들이 나오게 되었다[2-4].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인

본 논문은 캐시 데이터의 압축률을 고려하여 압축이

메모리 캐시들은 공통적으로 그림 1과 같이 키-밸류 형

잘되는 파일만 선별하여 압축하는 선택적 압축 기법을

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SET, GET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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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는 압축하지 않게 하여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와[6],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용량이 충분하다 여겨지면 압축을 하지 않게 하여
압축해제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여보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11].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하여 압축을 하고 그에 최적화
된 X-Match라는 압축 알고리즘을 만들어 압축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 또한 있었다[12]. 해당
그림 1 인메모리 캐시의 키-밸류 인터페이스

연구는 압축에 대한 오버헤드를 하드웨어로 전가하여

Fig. 1 Interface of an in-memory cache system

CPU의 부하는 거의 없앨 수 있지만, 압축률이 좋지 않
은 데이터 까지 압축하는 경우 압축 해제로 인해 반응

이스를 통해 키 값을 간단하게 저장하고 읽어올 수 있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 압축 가속기는

그 중에 하나인 memcached[9]의 경우 웹서비스의

병렬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확장성

데이터베이스 접근의 부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분산
인메모리 캐시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적 압축의 성능
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memcached를 수정하였다.
memcached는 웹서비스를

위한 오브젝트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위와 같은 압축해제에 의한 반응 지연을 줄이기 위해
X-Match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용하여 압축률이 높은

스토어

데이터만을 선택적으로 압축하는 연구가 있었다[13]. 해

(object store)의 역할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서 파일시

당 연구는 선택적 압축을 적용한 캐시를 통해 SSD

스템을 캐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Solid State Disk)의 성능을 올릴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emcached의 엔트리를 파일 시스

본 논문 역시 선택적 압축을 적용한 캐시를 이용하여

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memcachefs[10]가 소개되었

파일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 그러나 memcachefs는 사용자 계층 파일 시스템인

앞선 연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압축 기법은 대부

Fuse를 이용하여 사용자 계층과 컨텍스트 스위치가 빈

분 상당한 컴퓨팅 오버헤드를 동반하기에 이를 줄이기

번하게 발생하여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위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kmemcached[8]

압축률을 고려한 선택적 캐싱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라는 커널 레벨로 구현된 인메모리 캐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캐시 대상인 파일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

kmemcached는 일반 memcached와 같은 GET과 SET

터들의 압축률은 그림 2와 같이 그 종류별로 상이하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나 유저 레벨의 메모리 관리

[14].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압축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커널 레벨의 메모리 관리함수로 이용하

것은 압축과 해제로 인한 지연시간의 증가와 캐시 서버

는 등의 수정을 통해, 커널에서 인메모리 캐시를 컨텍스

의 CPU 사용을 크게 높여 성능을 떨어트리게 된다. 본

트 스위치오버헤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연구는 압축을 통한 메모리의 효과적 사용과 캐시 히트

2.2 메모리 압축 기법

율 증가를 꾀하면서 압축으로 인한 입출력 처리 지연과

인메모리 캐쉬는 DRAM을 사용하여 스토리지에 있

캐시 서버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법을 목표로 한다.

는 데이터를 캐싱하여 서비스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한
다. 그러나 DRAM의 용량 당 가격은 하드디스크와 같
은 보조 스토리지에 비해 월등히 높아 공간을 효율적이
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축을 이용해서 메모리의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5]. 압축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면, 동 용량의 메모리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 캐시 히트율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압축을 할 경우 압축된 데이터를 위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용량이 모두 달
라 메모리 단편화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압축에 이용되는 메모리들을 재활용하여 성
능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7].

그림 파일의 종류별 압축률
Fig. 2 Compressibility by fil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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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 압축 기법
3.1 선택적 압축 기법을 통한 CPU 부하의 감소
데이터를 압축 하여 DRAM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는 상당수 있었다[5-7].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압축
되는 데이터의 압축률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압
축률이 높은 데이터를 압축할 경우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압축률이 낮은 데이터를 압축할 경우는 공간
절약이 거의 없이 CPU 자원만 소모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압축이 잘되는 파일만
압축하는 선택적 압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
은 그림 3과 같이 캐시될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캐시
에 저장하지 않고 먼저 압축률을 파악한다. 만약 파악된
압축률이 특정 값 보다 작을 경우 압축을 하지 않고 캐
시에 넣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데이터를 압축 후 캐시
에 넣게 된다. 선택적 압축 기법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
한 압축 횟수를 줄여 CPU에 걸리는 부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압축으로 인한 공간상의 이득 또한 얻을 수 있
다. 이 때 압축률의 판단은 기존과 같이 실제 압축을 하
는 것이 아닌 뒤에 설명할 낮은 오버헤드의 압축률 추
정법을 사용한다.
선택적 압축을 위한 압축률의 임계값은 오버헤드와
히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 임계값은 워크
로드의 특성과 캐시 시스템의 메모리 양 등에 따라 최
적값이 결정되지만, 선택적 압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론과 구조를 목표로 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압축률이 50%이상인 데이터만 압축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압축률이 50%인 캐시 엔트리 두 개를 압축하였을 때
동 용량의 엔트리 한 개의 공간을 만들 수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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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엔트로피를 이용한 낮은 오버헤드의 압축률 추정
선택적 압축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압축률을 정
확하고 빠르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축률을 측정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압축을 직접
해보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가장 정확하지
만 압축을 할 때 생기는 오버헤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다른 방법은 데이터의 섀넌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15]. 섀넌 엔트로피는 데이터가 이루어진 종류
의 양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높은 엔트로피를 가진 데이
터는 낮은 압축률을 보이게 된다. 그림 4는 압축률이 높
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Zlib[16] 알고리즘을 이용한 표
본압축, 압축률은 비교적 낮지만 압축속도가 빠른 LZO[17]
알고리즘을 이용한 표본압축, 마지막으로 섀넌 엔트로피
를 이용한 압축률 유추 방법의 CPU 사용량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과 같이 비교적 빠른 LZO 알고리즘의 표본압
축을 이용한 압축률 유추방법일지라도, 섀넌엔트로피를
이용한 압축률 유추방법의 오버헤드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섀넌 엔트로피를 이용할 시 압축알고
리즘의 종류에 상관없이 압축률을 적은오버헤드로 측정
할 수 있어,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압축 알고리즘
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범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섀넌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파일이 가
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만약 파일이 많은 종류의 문자로 이루어 져있다면 값이
1에 가까워질 것이고, 적은 종류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
다면 값이 0에 가까워 질 것이다. 한 문자를 1바이트라
고 가정할 때 문자의 종류는 총 256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른 섀넌 엔트로피 식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압축률을 가지더라도 동 용량의 엔트리 한 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 엔트리의 압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4 표본압축을 이용한 압축률 유추 기법과 섀넌 엔트
로피를 이용한 압축률 유추 기법의 처리 시간 비교
그림 3 선택적 압축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캐시관리
Fig. 3 Cache management using selective compression

Fig. 4 Comparison of estimation time between sampled
compression and Shanon entrop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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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헤드를 동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기법
은 파일의 표본 엔트로피만 측정하여 압축률을 계산한다.
이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3.2에서 했던 실험과 동일한 환경으로 엔트로피를 측정
할 표본의 사이즈를 변경해가며 압축률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그림 6을 보면 캐시 되는 파일을 표본 사이
즈별로 측정한 엔트로피 값과 그에 따른 파일 전체의
실제 압축률을 보여주고 있다. 512B부터 1MB까지의 표
본을 조사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그림 4의 그래프와 유
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엔트로피 값 또한 압축률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다만 이를 확대해볼시 표본사이즈 512B의
그림 5 압축률과 엔트로피와의 상관관계

압축률 측정 정확도가 다른 사이즈들에 비해 약간 저조

Fig. 5 Relationship between compressibility and entropy

함을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은 엔트로피측정으로 인한 지연시간 증가로



(1)

이어질 수 있으나, 실험결과 엔트로피 측정에 드는 시간

(1)의 식에서  의 경우 1바이트로 이루어진 번째 종

타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KB의 표본사이즈로 엔트







 log  

류의 문자가 파일에서 나올 확률을 의미한다. 해당 값은

번째 종류의 문자가 나온 횟수를 파일의 용량(바이트)
으로 나누어준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은 전체 처리시간에서 0.002%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로피 값을 계산하여 압축률을 예측하였다.

4. 커널 레벨 인메모리 캐시 파일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파일의 엔트로피와 파일의 압축률과의

본 장에서는 선택적 압축을 적용한 인메모리 캐시 구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엔트로피별로 파일들을 생성

조를 높은 성능을 위해 커널 내부에 설계하고 구현한

후 Zlib 압축을 이용하여 압축률을 측정해보았다. 그림 5를

과정을 소개한다.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률 또한 동일하게 증가

4.1 인메모리 캐시를 이용한 파일시스템 캐시 기법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의 식을 이

기존 인메모리 캐시 솔루션들의 경우 키-밸류 페어의

용하여 섀넌 엔트로피 값을 측정해 압축률을 추정 하였다.

저장 목적으로 사용되어왔기에 파일시스템 캐시 용도로

3.3 데이터 표본조사를 이용한 압축률 유추기법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본

3.2에서는 파일의 섀넌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여 압축

연구에서는 인메모리 캐시 솔루션을 파일시스템 캐시로

률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큰 사이즈를

사용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파일을 32KB 단위로 잘라

가진 파일의 엔트로피 값을 측정하게 되면 역시 상당한

memcached의 캐시 오브젝트로 저장한다.

그림 6 데이터 표본사이즈에 따른 엔트로피 값과 압축률의 상관관계
Fig. 6 Relationship between entropy value and compressibility according to data samp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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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가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
Table 1 Configurations of servers used for evaluation
Operating system
Client
Cache server

Ubuntu 16.04 LTS

Storage server

Processor

Memory size

Intel Xeon E5-2407

64GB(DDR3 1600MHZ)

Intel Xeon E5-2665

256GB(DDR3 1600MHZ)

Intel Xeon E5620

16GB(DDR3 1333MHZ)

그림 7 인메모리 캐시를 이용한 파일시스템 캐시관리
Fig. 7 File system cache support for memcached
implementation

그림 8 선택적 압축 기법을 적용한 인커널 memcached 구조

표 2 실험에 사용된 워크로드 구성
Table 2 Workload descriptions

Fig. 8 In-kernel memcached implementation with selective
compression

Number of files

2,000,000

Total file size

557GB

File size distribution

Lognormal distribution

캐싱 방식을 보여준다. 기존의 NFS 서버의 경우 클라

Number of reads

15,076,432

이언트 측에서 파일의 특정 부분을 요청할 경우 파일을

Read pattern

Parreto distribution

블록별로 나눈 후 이를 자체적으로 페이지 캐시에 의해

Entropy pattern

Mixed normal distribution

DRAM에 저장을 해놓게 된다. 우리는 이 페이지 캐시

그림 8은 수정된 NFS 서버에 선택적 압축을 적용한

대신 kmemcached를 통해 데이터를 캐싱하게 하였다.
또한 memcached를 포함한 인메모리 캐시 솔루션들

또한 캐싱을 할 때 엔트로피를 체크하여 압축률을 고려

은 캐싱된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키 값이 필요하다. 이

후 높은 압축률을 가진 블록만 압축을 하도록 선택적

는 키-밸류 스토어(key-value store)의 공통적인 사항

압축 기법을 적용하였다. 압축은 리눅스 커널에 내장되

으로, 파일시스템을 위한 캐시에서 키는 파일의 블록들

어있는 LZO[17] 압축 루틴을 사용 하였다.

에 1대1 매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3 메타데이터 구조 및 메모리 할당 방식

파일의 절대 경로와 32KB 블록 인덱스에 해당하는 번

캐시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는 키, 데

호의 조합을 키로 두어 캐시에 저장한다.

이터, 압축유무 등을 나타내는 구조체로 이루어져있다.

4.2 인메모리 캐시의 인커널 구현

키의 경우 앞선 4.1에서 언급했듯이, 파일의 절대경로

제안하는 기법의 실제 구현을 위해 커널 레벨에서 사

뒤에 언더바(_)와 32 KB 블록 번호를 붙여서 관리된다.

용 가능한 인메모리 캐시 솔루션인 kmemcached를 기존

실제 데이터의 경우 구조체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의 리눅스 커널 내부에 있는 NFS(network file system)

아닌 공간을 따로 할당한 후 그것에 대한 포인터 주소

서버 코드에 이식하였다.

가 들어가게 된다. 압축유무는 해당 데이터가 압축되었

2.1절에서 소개하였듯이 kmemcached는 memcached
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나 커널 레벨에서 사

는지를 나타내며, 압축 되어있을 경우 1, 아닌 경우 0으
로 저장된다.

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메모리 캐시이다. 본 논문의 캐

커널 레벨에서의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들의 메모

시 서버는 이 수정된 NFS 서버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리 관리는 실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저레벨의 메모

에게 NFS 파일시스템 마운트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

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된다. 대표적인 커널의 메모리

공하므로 전용 클라이언트가 필요 없다.

할당 함수로는 kmalloc[18]과 vmalloc[19]이라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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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소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
5.1 평가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클라이언트, 캐시 서버,
스토리지 서버의 총 세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캐시
서버의 CPU는 Intel Xeon E5-2665를 사용하며, 리눅
스 커널 3.19버전의 NFS 서버 코드를 수정하여 선택적
압축 기법을 구현하였다. 메모리는 DRAM

256 GB를

탑재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192GB. 96GB, 48GB로 제
한을 두어 실험을 하였다. 클라이언트의 경우 Intel Xeon
E5-2407의 CPU를 사용하며 64GB의 DRAM을 사용하
그림 9 메타데이터 구조 및 메모리 할당방식
Fig. 9 Metadata structure and memory allocation scheme

가 있다. kmalloc의 경우 반환되는 메모리의 주소가 실
제 메모리의 물리적 주소와 일치하며 연속적인 공간을
할당해준다. 이로 인해 메모리 주소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으며 굉장히 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연속적인 메모리주소를 할당하여야 하므로
할당할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kmalloc은 고속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구조체와 같은 자주 접근되지만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나 읽기 명령 수행 시 Direct IO를 사용하게 하여 자
체적인 페이지 캐싱을 최소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지 서버의 경우 Intel Xeon E5620의 CPU를 사용하며
2TB(SATA3, 64MB ULTRA)의 하드디스크, 16GB의
DRAM을 사용하게 하였다.
5.2 워크로드
기존의 파일시스템 벤치마크들은 데이터 생성 시 내
용을 무작위로 생성하거나 일정 문자로만 넣는 등 특정
압축률을 가진 파일을 생성할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
에서는 지정한 압축률을 갖는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워
크로드 생성기를 만들어 평가하였다.

위한 공간을 할당하는데 이용된다. 이와 달리 vmalloc

평가를 위해 읽기 명령은 리눅스의 cat 명령어를 이용

의 경우 가상으로만 연속적인 공간을 할당해주고 실제

하였다. 읽기의 패턴은 그림 10과 같은 웹 서버의 트래

물리적으로는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픽과 유사한 파레토(pareto) 분포( =1.05, max <5000)를

때문에 vmalloc으로 할당한 메모리 공간은 kmalloc으로

따르게 하였다[20,21]. 총 읽기 횟수는 15,076,432번이며,

할당한 메모리 공간보다 느린 접근 속도를 가지게 되지

워크로드의 엔트로피 분포는 압축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만, 가상주소가 허용하는 만큼의 공간을 할당할 수 있

집단을 분리시키기 위해 두 정규분포를 합한 혼합정규분

어, 메모리 할당 용량에 큰 제한을 갖지 않는다. 또한,

포(  =0.1,  =0.9,  =0.03)를 따르게 하였다. 파일의 개수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유연하게 할당 받을 수 있어 압
축으로 인해 얻어진 공간 이득에 대해 단편화(fragmentation)으로 인한 손실을 한 개 페이지 이내로 유지

는 총 2,000,000개이며 총 용량은 557GB, 파일의 용량은
32KB를 평균으로 하는 로그정규분포(  =15,  =3)를 이루
도록 하였다. 또한 파일시스템의 페이지 캐시의 효과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kmemcached에 저장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구조체는 kmalloc을 이용하여
공간을 할당해주었다. 그림 9를 보면 캐시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구조체 자체의 공간은 kmalloc
을 이용하여 할당해주고 있다. 또한 key를 위한 공간
또한 고속으로 접근되어야 함과 동시에 용량을 크게 차
지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kmalloc을 이용하여 할당하게
하였다. 반대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간의 경우
굉장히 큰 용량을 차지하므로, vmalloc함수를 이용하여
할당해 주었다. 이는 압축 유무와 상관없이 공통사항이다.

5.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커널 레벨에서 구현된 선택적 압축기법
과 기존의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의 환경

그림 10 파레토 분포의 읽기 패턴
Fig. 10 Read pattern of Pareto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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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선택적 압축 기법의 히트율 비교 그래프

그림 12 선택적 압축 기법의 실행시간 비교 그래프

Fig. 11 Hit rates with varying size of DRAM

Fig. 12 Execution times with varying size of DRAM

그림 13 postmark 벤치마크의 실행시간 비교 그래프

그림 14 postmark 벤치마크의 히트율 비교 그래프

Fig. 13 Execution times of postmark benchmark

Fig. 14 Hit rates of postmark benchmark

줄이고자 직접 입출력(DIRECT IO)을 사용하기 위해

한 히트율 감소를 제외시켰다. 대치알고리즘으로는 가장

512 Byte이하의 파일들은 생성하지 않게 하였다.

최근까지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대치시키는 알고리즘

또한 파일시스템 벤치마크 툴 중 하나인 postmark[22]
를 데이터들이 압축률 분포를 갖도록 수정하여 성능을

인 LRU(Least Recently Used)를 사용하였다.
캐시 히트율 비교

측정해보았다. 워크로드의 파일의 개수는 300,000개 이

그림 11을 보면 히트율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압축했

며 총 용량은 574GB, 파일의 용량은 4KB부터 4MB사

을 때가 가장 높은걸 볼 수 있으나, 선택적 압축과 비교

이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600,000번의 읽기 명령을

해보았을 때 2%이상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지도록 설정 후 192GB의 캐시용량 제한을 두어 실험

선택적 압축과 비교하여 압축률이 낮은 데이터를 추가

하였다.

적으로 압축하지만, 그에 따른 용량의 감소를 크게 얻지

5.3 실험 결과

못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선택적 압축은 높은 압축률

본 논문에서는 압축을 하지 않았을 때, 모든 데이터에

을 가진 데이터만 압축하면서도 비 압축보다 캐시 히트

대해 압축을 하였을 때, 선택적 압축을 하였을 때로 나

율을 6%가량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누어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선택적 압축의 경우 압축률

실행시간 비교

이 50%를 넘을 경우 압축하도록 하였다. 히트율의 측정

그림 12를 보면 선택적 압축기법이 가장 실행시간이

시점은 캐시를 위한 메모리용량이 가득차서 대치 알고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선택적 압축 기법으로 CPU

리즘이 작동한 직후로 하여 콜드 미스(cold miss)에 의

의 오버헤드를 낮춰 얻은 성능상의 이득이, 모두 압축을

666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4권 제7호(2017. 7)

하여 캐시 히트율을 높인 이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택적 압축 기법은 비 압축 기법에 비해 최대 실행시

향후 연구로는 선택적 압축과 데이터의 접근 빈도를

간을 18%가량 감소시켰으며, 전체 압축 기법에 비교해

고려한 새로운 캐시대치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하여

서는 최대 7.5%의 실행시간 감소를 보여주었다.

히트율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쓰기에

CPU 사용시간 비교

대한 일관성 보장을 한 라이트 백을 구현하여 쓰기명령

압축에 이용되는 CPU 사용시간을 비교하였다. 캐시

의 성능에 대해 보완하고, 다양한 실제 워크로드 환경에

메모리는 192GB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선택적 압축을 사용하는 경우 압축으로 소모되는 CPU
처리 시간이 전체 압축을 하였을 때보다 28% 가량 더
적게 사용되었다. 이는 필요 없는 압축으로 인한 CPU
사용을 줄여 그에 대한 오버헤드를 제거하였기 때문이
다. 다만 그만큼의 실행시간 감소율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압축이외의 메타데이터, 메모리 관리 등의
오버헤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 선택적
압축기법을 위한 대치 알고리즘 개발, 메타데이터 관리
등을 최적화 할 경우 더욱더 성능이 올라갈 것으로 기
대된다.
postmark 벤치마크
그림 13과 14는 postmark 벤치마크를 이용했을 때의
실행시간과 캐시 히트율을 나타낸다. 결과는 앞선 실험
과 비슷한 양상으로 압축을 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모
두 압축했을 때와 비교하여 35%더 낮은 캐시히트율과
약 2배 더 느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택적 압축
의 경우 모두 압축을 하였을 때와 캐시히트율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약 10%의 실행시간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제작한 워크로드의 실험결과와는 다
르게, postmark 벤치마크에서는 압축을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폭의 캐시 히트율의 감소와 성능저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체 제작한 워크로드의 읽기 패턴의 경우
굉장히 집약성이 높은 파레토 분포를 사용하는 반면,
postmark의 경우 이보다는 집약성이 떨어지도록 설계
되어 캐시용량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섀넌 엔트로피의 측정을 통해 빠르게
압축률을 측정하여 불필요한 압축을 줄여 성능을 올리
는 선택적 압축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파일시스
템으로서 사용가능한 성능을 얻기 위해 커널 레벨의 인
메모리 캐쉬 구현인 kmemcached를 NFS 데몬에 이식
하였다. 이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선택적 압축을 적용
하였을 때, 압축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총 실행시간을
최대 18%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으며, 데이터를 모두
압축 했을 때와 비교해서도 캐시 히트율이 최대 2%이
하로 떨어지지 않았고, 실행시간의 경우 최대 7.5%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또한 압축에 사용되는 CPU사용시
간을 모두 압축 했을 때와 비교하여 28%감소시킬 수

서 성능을 비교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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