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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상용 운영체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AdvFS 파일시스템은 기존의 전통 Unix 파일시스템에 비하여 On-line 

확장성,부하의 균형,성능 등에서 우수함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AdvFS의 메타데이타 관리방법에 대하여 기

술한다, 먼저 디스크 접근 시간에서 UFS의 inode의 구조보다 우수한 새로운 BMT 구조와 빈 디스크 공간관리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그리고 Unix File System(UFS) 보다 우수함을 성능평가를 통하여 AdvFS 구조가 성능을 

향상 시킴을 보이고 있다. 

 

1. 서론 

오늘날의 파일 시스템들은 각각의 메인 시스템별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매우 다양하지만 HP의 상용 

운영체제인 Tru64 Unix는 두종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UFS(Unix File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AdvFS(Advanced file System)이다. 기

본적으로 Unix 의 전통 파일 시스템은 UFS 구조와 

비슷하다. 기업이 거대해지고 사용자가 늘어남으로

써 파일 시스템의 size도 커져 가면서 성능또한 중

요하게 대두되었다. UFS model의 단점들을 보완한 

확장성,성능,안정성면에서 뛰어난 AdvFS 파일 시스

템이 등장했다.  

파일시스템은 데이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운영체제

의 일부기능이다. Business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스

템 설계 당시 예상치못하여 파일시스템을 확장하고

자 했을때 UFS 는 시스템을 down 시키고 파일 시스

템 설계를 다시 하여야 했지만 AdvFS는 On-line 작

업으로 가능해졌다. 

AdvFS는 디스크의 데이타블럭에 대한 동일한 시간으

로 접근 가능 하도록 하며 directory 구조에서 File 

search시 이진 트리를 이용하여 많은 파일이 한 

directory에 존재할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Tru64 Unix의 파일 시스템으로 설계

된 AdvFS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타 구조에 대해서 

기술한다. 먼저 UFS의 inode 구조의 문제를 해결한 

AdvFS 의 metadata 구조를 설명하고 성능을 향상시

킨 빈공간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그리고 성능평가를 

통하여 AdvFS의 우수성을 보인다. 

 

2. Metadata 구조 

2.1 UFS의 inode 구조 

UFS는 전통적인 Unix(BSD 계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inode를 이용하여 디스크의 데이타 블럭에 접근한다. 

Unix에서 한개의 파일은 한개 이상의 블럭에 저장되

며 이블럭은 디스크의 여러장소에 흩어져있다.하나

의 inode는 15개의 entry로 구성되어 있고 inode는 

파일에 대한 각종정보(이름,속성,위치)를 가지고 있

다. 디스크 블럭들의 위치를 관리하기 위해 inode에

는 12개의 직접블럭과 3개의 간접블럭이 존재한다. 

직접블럭은 실제파일의 내용을 담고있는 디스크 블

럭을 가리키는 포인터이고 3개의 간접블럭은 다시 

단일간접블럭,이중간접블럭,삼중간접블럭으로 구분

된다[그림 1]. 

이 구조는 file size가 커서 여러블럭이 필요할 대

부분의 파일이 삼중간접블럭에 존재하므로 디스크 

접근 시간이 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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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lock Pointer 

0 0 0 0 0 0 0 0 0 0 0 0 1 2 3

 

 

 

이론상으로 지원할수 있는 파일의 최대 크기가 제한

이 있으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 

블럭크기:8192 Byte. 1024 pointer per block 

직접블럭     : 12 * 8192 = 98 KB 

단일간접블럭 : 1024 * 8192 = 8 MB 

이중간접블럭 : 1024 * 1024 * 8192 = 8 GB 

삼중간접블럭 : 1024*1024*1024*8192 = 8 TB 

2.2 UFS의 디스크 공간 관리. 

데이타 블럭들이 가능하면 같은 실리더에 존재되고 

블럭단위로 할당과 회수되며 블럭의 크기에 따라 내

부단편화(Fragment)가 발생될수 있어 블럭의 크기를 

잘 결정해야 한다. 블럭의 크기가 너무크면 파일의 

마지막블럭에 매우큰 내부단편화가 생기게 되어 디

스크 공간에 낭비가 발생된다. 빈공간을 bitmap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각 실린더별로 비트맵이 존재하

여 빈공간을 찾기위해 모든 실린더의 비트맵을 때론 

찾을수 있는 단점이 있다.  

3. AdvFS의 Metadata 구조 

AdvFS의 기본 메타데이타 구조는 모든 데이타 블럭

이 같은 레벨에 위치하여 임의의 데이타블럭에 접근 

시간이 같아지도록 했고 매우 큰 파일의 경우는 메

타데이타가 자동으로 확장되어 파일의 크기에 제한

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메타데이타가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블럭이 할당될때항상 몇개의 연

속된 블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시 이 공간을 유지

시켜 주어야 하는 단점도 있다.  

3.1 메타데이타 기본 구조[그림 2] 

메타데이타를 이루는 기본 파일은 가장 핵심이 되는 

BMT(Bitfile Metadata Table: inode table과 비슷)

가 있고 storage Bitmap,Root tag directory, 

Transaction log 가 있다. 

AdvFS는 파일의 태그(inode number와 비슷)를 알기

위해 파일이름을 읽어 알아낸다. Tag는 파일의 메타

데이타를 찾는데 이용된다. Fileset tag file 내에 

tag를 찾음으로써 메타데이타의 Disk id, BMT안에 

메타데이타의 위치를 찾아낸다.BMT내의 파일의 메타

데이타 entry는 mcell이라 불리고 이 mcell은 파일

의 위치와 파일의정보를 관리한다. 

/MNT_PNT directory                   

Myfile 6    

 

FilesetTag Directory M1 

1 2 3 4 5 6    N 

                                

BMT M-6 

        M1 1 2 n….   

 Page 0      page 1                       

     96K   24K      

                         Extents block            

     [그림 2] 메타데이타 기본 구조       

     

AdvFS는 file metadata(owner,permission,디스크위

치등)를 고정된 크기의 mcell이라고 불리는곳에 저

장을하며 이 Mcell들은 28개의 fixed-size(292 

byte)로 되어 있고 8K page(1page:8192 byte)로 되

어 있으며 BMT[그림 3]라고 불리는 하나의 파일에 

저장된다. 

Indirection 

   Block 

Indirection 

   Block 

Indirection 

   Block 

Data  

Block

Indirection 

   Block 

Data  

Block

Indirection 

   Block 

Data  

Block

Data 

Block 

[그림 1] ufs disk inod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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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Fre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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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 

 
 

 

 

Mcell Free list 

[그림 3] BMT 구조 

BMT는 mcell들로 이루어 졌는데 각 mcell은  3개의 

전형적인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파일정보에 대한 

BSR_ATTR record, extent정보를 가지고 있는 

BSR_XTNTS record, fragment 정보를 가지는 

BMTR_FS_STAT record 이다. 

3.2 AdvFS의 디스크 공간 관리  

AdvFS가 어떻게 디스크 블럭이 사용 가능한지를 어

떻게 아는가? AdvFS는 디스크 사용공간을 추적하기

위해 UFS 처럼 비트맵을 가지고 있으나 실리더별이 

아닌  볼륨당 하나의 storage bitmap[그림 4]을 가

지고 있다. 파일 시스템의 규모가 크면 bitmap의 

size도 커져 이용공간을 찾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

림을 보안하여 메모리에 free space cache[그림 5] 

정보를 가지고 있어 빨리 빈공간을 할당 받을수 있

다. 

AdvFS terminology에서 한block은 512byte 섹터이고 

cluster는 하나 이상의 연속된 block이다.또한 1 

page는 16block(8192 Byte)이다.Storage bitmap에서 

한 bit는 page를 나타낸다. 만일 bit가 set되어 있

으면 page가 bitfile에 allocation되어있고 bit가 

clear하면 page가 free됨을 의미한다. Storage 

bitmap은 각 page가 32bit integer이고 8KB page로 

이루어져 있다.File이 allocation될때 8k byte로 

allocation되며 8k보다 file size가 작으면 disk 

space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8K  이하의 size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각 size별

1K,2K,3K,4K,5K,6K,7K 로 관리를 위한 fragment 

bitfile 를 가지고 있다. File의 크기가 8K 이상일

경우에 연속된 블럭인 extent 단위로 파일을 할당하

여 디스크 접근횟수를 단축시켜 성능의 향상을 가져

왔다. 

   

One SBM page(1 page(8192 bytes) = 65536 bits) 

Header  1  1  1  1  0   0 

 

             

In Use In Use In Use In Use Free Free 

 

    [그림 4] SBM(storage bitmap) 구조 

 

 

  vdT                stgDescT                                   

 

               0      3                     14                

          in In use  l      Free cluster 

 

        [그림 5] free space cache 자료 구조 

 

4.성능 분석 

본절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타의 구조의 성

능을 평가한다.  

     매개변수         값 

평균 탐색 시간 10ms 

평균 회전 지연 시간 7200rpm 

데이타 전송률 30-50M/sec 

디스크 블럭 크기 512 byte 

 

4.1 inode 및 메타데이타 구조 

Start_clust:14

Num_clust: 6

freeStglist Start_clust:3 

Num_clu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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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S와 AdvFs의 inode 구조에서 파일의 크기에 따른 

임의의 데이타 블럭에 대한 평균접근 시간(access 

time)을 비교한다. [그림 6]에서 AdvFS가 성능이 좋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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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임의의 블럭접근시간 

AdvFS는 파일의 분포가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접근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UFS는 16M와 16G에서 

레벨이 다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접근시간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다. 

파일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AdvFS가 천천히 완

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2 디스크 블럭 할당 기법 

AdvFS의 extent의 단위가 64K 와 UFS의 8K 블

럭으로 할당하는 것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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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파일크기에 따른 블럭할당 기법 비교 

 

제안한 할당방법은 한번의 데이타 블럭의 접근으로 

64K의 데이타를 읽을수 있으므로 8K를 8번 접근하는

것과 비교해 볼때 AdvFS는 데이타 블럭 접근 횟수를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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