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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이 논문에서  마그네틱 디스크 드라이 를 상으로 하여 내부의 세부 인 동작 메커니즘

을 상  벨의 검침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디스크 드라이 를 사용하

는 다양한 응용 로그램  운  체제 시스템의 디스크 입/출력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1. 서론

 컴퓨터 시스템  련 기술의 끊임없는 발 은 다양한 

응용 로그램들이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 다.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를 감당할 만한 장소로

서 마그네틱 하드 디스크는 모든 정보 처리 시스템 분야

에서 극도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 그 크기

에서 하드 디스크는 꾸 히 무어의 법칙 (Moore's law)을 

따라 발 하고 있으며, 데이터 송률이나 펌웨어 기술 

한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

고 컴퓨터에서 로세싱 요소 와 장소 요소와의 증가하

는 성능 차는 실시간 시스템  멀티미디어 시스템, 그리

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같이 용량 장소를 필요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로그램의 성능의 향상을 

해하는 부분이다.

 자연스럽게 많은 연구들이 보다 효율 인 디스크 드라이

의 사용에 을 맞추었으며,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는 

디스크 드라이 에서의 데이터 근 방식의 문제 을 지

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 다 [4,5]. 그  표 인 것

이 디스크 헤드의 이동  원 의 회  지연 시간이다. 이 

기계 인 방식의 근은 그 지연시간에 있어서 기 인 

신호에 의해 동작하는 메모리에 비해 무려 1,000~10,000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디스크 드라이 의 내부 동작 

메커니즘을 상  벨 (운  체제 커   사용자 벨)에

서 실험 으로 정확하게 추출하기 한 기법을 제안한다. 

우리가 심을 갖는 요소로는 디스크의 헤드 이동 시간 

(seek time), 회  시간 (rotational delay), 데이터 송 시

간,  기타 지연 시간을 포함한다. 우리는 실험 인 방

법*을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악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각 요소들이 체 디스크 입출력 지연 시간에 

어떻게 련이 되는지에 해서도 악한다. 우리의 측정 

기법은 디스크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타입 - SCSI, ATA, 

SATA, SAS - 에 무 하게 용가능 하다는 특징을 갖

는다. 이러한 분석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는 디스

크의 내부 동작에 한 모델을 세울 수 있다. 

 하드 디스크에 한 실제 입출력을 통한 실험 결과 우리

의 모델은 디스크의 입출력 지연 시간과 약 1% 내외의 

오차를 보이면서 디스크의 내부 동작을 잘 반 하는 것을 

보 다. 우리의 디스크 모델링 결과는 디스크 블록 할당 

기법  입출력 스 쥴링 기법등에 이용될 수 있다 

[9,10,11]. 우리는 이러한 디스크 모델이 디스크 입출력의 

효율성을 증 하는데 잘 용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에서는  디스크 

드라이 의 동작의 모델링하기 한 디자인을 설명한다. 3

에서는 디스크 동작 모델의 인자 추출 기법  결과를 

설명하고 4 에서는 모델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며, 5 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디스크 드라이 의 동작 모델 디자인 

  디스크 드라이 의 동작을 모델링 하기 해서 우

리는 하나의 입출력 요청을 처리하기 해 디스크 드라이

의 내부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해 조사하 다. 

* 이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력 사업에서 부분 으로 지원 받았

으며, 서울 학교 컴퓨터 연구소는 이 연구의 시설을 제공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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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스크의 동작 모델 가설.

이와 련된 과거의 연구들 [6,7,8]을 조사한 결과, 우리는 

디스크의 동작 모델에 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우리

는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 과거의 디스크 

모델과 의 모델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서 

새로운 디스크 동작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 가설로부터, 

하나의 입출력 요청을 처리하기 해 소요되는 체 수행 

시간은 크게 디스크 컨트롤러 지연 시간, 헤드 이동 시간, 

그리고 데이터 송 시간으로 나뉜다. 좀 더 세부 으로 

체 수행 시간 Treq 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분 된다 (그림 1 참조).

          (1)

 여기서 Tpre 와 Tpost 는 각각 입출력 명령을 해독하고 

논리 인 디스크 주소 (Logical Block Address)를 물리

인 주소로 변경하며 (Tpre), 처리한 요청의 결과  상태를 

송하는데 걸리는 (Tpost) 컨트롤러 지연 시간을 의미한

다. 그리고, Tpos  와 Trot는 해당하는 디스크의 치 (실린

더  트랙) 로 head를 이동시키고 (Tpos), 원하는 sector 

치로 platter를 회 시키는 동안 기하는 시간 (Trot)을 

가리킨다. Ttrans는 디스크의 기록 표면에 데이터를 기록하

거나 읽는 시간이다. 

 일반 으로 최근의 디스크 드라이 는 내부 으로 버퍼

링과 캐싱을 해 사용되는 비교  은 양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빠른 상  벨과의 속도 차를 경감

시키기 한 속도 정합 버퍼 (speed matching buffer)로 

사용한다 [6]. 디스크 입출력 요청의 경우, 이러한 버퍼의 

향으로 별도의 버퍼링 지연 시간을 포함하게 되는데, 쓰

기 요청의 경우, 쓰려는 데이터를 실제 기록하기 에 버

퍼링 하므로 선행 버퍼링 지연 (pre-buffering delay) 이라 

정의하고, 읽기의 경우 미디어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송

하기 한 후행 버퍼링 지연 (post-buffering delay) 이라

고 정의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버퍼링 지연을 컨트롤

러 지연 시간에 포함시킨다.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Tpos 와 Trot과 같은 디스크의 기계

인 지연 시간이 여러 가지 외부 인 요인에 의해서 ( 

물리 인 온도, 외부 인 진동, 디스크 결함 는 트랙  

실린더 휨 (track/cylinder skew)) 은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작은 오차가 모델의 정확도

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를 들어, Tpos  

의 작은 오차는 디스크의 한 바퀴를 회  시키는 만큼 - 

7200 rpm disk에 하여 약 8ms - 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계 인 지연 시간의 허용 

가능한 오차 범 를 반복 인 실험  다양한 외부 조건 

하에서 측정하고 이를 모델에 반 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해야 한다. 

3. 디스크 동작 모델의 인자 추출 기법

 3.1 컨트롤러 지연 시간 (Controller Overhead)

 우리는 디스크 내부 컨트롤러의 세부 인 동작을 정확하

게 알아내기는 힘들지만,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입출력 요

청에 해 컨트롤러가 어떤 향을 끼치는 지에 해서는 

악할 수 있다. 컨트롤러의 지연시간을 측정하기 해서 

우리는 연속된 입출력 요청간의 최소 시간 (Mean Time 

Between Request Completions : MTBRC)을 이용한다[]. 

MTBRC 로부터 우리는 요청간 지연 시간 (Inter Request 

Delay) Tinte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R1과 

R2는 각각 하나의 입출력 요청을 의미한다. 

Tinter   
  

  
  

 (2)

식 2로부터 우리는 디스크의 기계 인 지연 시간을 제거

한다면, 하나의 입출력 요청에 소요되는 컨트롤러 지연 시

간 Tpre + Tpost를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해서 우리는 같

은 트랙 상에 존재하는 인 한 섹터를 근하는 두 개의 

요청을 생성하여 수행함으로서 디스크 헤드의 이동과 회

 지연 시간을 제거할 수 있었다. 한 쓰기와 읽기의 요

청을 조합한 연속된 요청을 수행함으로서 요청의 타입에 

따른 컨트롤러 지연 시간의 변화도 알아 낼 수 있었다. 

 우리는 표1에 나타난 디스크들에 해서 와 같은 과정

을 수행했고, 그 에서 T7K250 모델에 한 컨트롤러 

지연 시간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실험 결과로서 우리는 요청 타입  요청 데이터 사이즈

에 따라 컨트롤러의 지연 시간이 가변 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앞서 언 한 버퍼링 지연의 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쓰기 요청의 경우 선행 버퍼링의 향으로 

요청 데이터의 사이즈에 비례하여 컨트롤러 지연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읽기 요청의 경

우 후행 버퍼링의 향으로 컨트롤러의 지연시간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어떠한 버퍼링 지연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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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디스크 명세 

<그림 2.> 거리에 따른 디스크 헤드 이동 시간 

분포

표 2. 디스크 헤드 이동 시간 모델링 결과 

(ST3250820A)

나지 않는 경우에 해서 컨트롤러 지연시간은 요청 사이

즈와 상 없이 상수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 

3.2 디스크 헤드 이동 시간 (Disk Head Switch Time)

 디스크의 요청 지연 시간 에서 가장 큰 지연시간을 차

지하면서 가장 큰 오차를 가지는 요소가 바로 디스크 헤

드 이동 시간이다. 일반 으로 탐색 시간 (seek time) 이

라고 불리는 헤드 이동시간은 디스크 암의 끝에 붙어 있

는 읽기/쓰기 헤드가 근하려는 트랙 로 이동할 때까

지 모터를 회 시켜 암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활성

화된 헤드를 환시켜 읽거나 쓰려는 디스크 원 을 변경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헤드 이동 시간을 

측정하기 해서 우리는 앞서 언 한 식 1을 이용한다. 이 

경우에는 Tpos에 해당하는 요소만을 추출하기 해서 동일

한 트랙에 요청되는 2개의 연속된 입출력 요청과 서로 다

른 트랙에 요청되는 2개의 연속된 요청의 응답 시간을 비

교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험 으로 헤드 이동 시간

만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 으로 다양한 

조건하에서 - 주로 디스크의 물리 인 온도를 변화시키면

서 -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표 1의 ST3250820A 모델에 

해서 그림 2와 같은 실린더 거리에 따른 헤드 이동 시

간을 구할 수 있었다. 

한 반복 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거리에 따른 헤드 

이동 시간의 에러의 분포를 알아낼 수 있었으며 이를 이

용하여 표 2와 같은 디스크 헤드 이동 시간에 한 모델

을 세울 수 있었다. 

 3.3 디스크 회  지연 시간 (Disk Rotational Latency)

  일반 으로 많은 연구에서 하나의 디스크 요청에 한 

회  지연 시간을 평균 회  지연 시간으로 단순화하여 

모델링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는 모델의 오차를 허

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모델링의 

목 은 디스크의 내부 동작을 이용하여 디스크 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함이므로 좀 더 세부 인 모델을 구하는 것은 

요한 선행 과정이 된다. 디스크가 한 바퀴를 도는 데 걸

리는 시간은 7,200 RPM의 디스크에 해서 8 ms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하나의 요청이 처리될 때, 좀 더 세부 으

로 디스크 헤드가 원하는 치에 올라온 순간에 읽기나 

쓰기를 시작하려는 시작 섹터의 치까지 회 하는데 걸

리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체 회  지연 시간 TR. 

트랙 는 실린더 간의 휨 요소 (skew factor)

컨트롤러 지연 시간 

이 에 처리된 요청의 치와 재 치와의 실린더 

거리  이  요청이 종료된 시 과의 시간차. 

 이러한 요소들 역시 실험 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 방법  결과는 생략한다. 

4. 디스크 모델의 정확도 검증 ( Model Verification )

 우리는 우리의 디스크 동작 모델의 정확도를 실제 디스

크 드라이 의 요청 응답 시간과 우리의 모델을 통한 

상 응답 시간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증한다. 검증을 해서 

우리는 가상의 작업 부하(synthetic workload)을 생성하고 

표 1에 나온 디스크들에 해서 읽기/쓰기 요청을 모방하

다. 작업 부하의 각 요청들은 인자 λ의 도달율 (arrival 

rate)을 갖는 poisson 분포를 보인다. 

 우리의 모델의 정확도를 정량화 하기 해서 우리는 

demerit figure of model [6]을 사용하 다. 우리는 우리의 

동작 모델을 다음과 같은 부분 이고 평균 인 모델과 비

교한다. 

헤드 이동 모델 : 가장 단순한 모델이며 오직 디스크의 

평균 헤드 이동 시간과 컨트롤러 지연시간의 고정된 1)

부분만을 고려한다. 

헤드 이동  회  모델 : 헤드 이동 모델에 평균 회  

지연 시간 - 체 회  지연 시간의 반 - 을 추가하

여 고려한다. 

헤드 이동  회  그리고 버퍼링 모델 : 헤드 이동  

회  모델에 선행/후행 버퍼링 지연 시간을 추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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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스크 동작 모델 검증 결과

 

그림 6. 개선된 디스크 동작 모델 검증 결과

로 고려한다. 

그림 3은 표 1의 디스크 드라이 들에 해 demerit 

figure of model로서 모델의 정확도를 묘사한 그래 이다. 

체 으로 우리의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정확도

를 나타내며, 실제 디스크 드라이 와 약 7~9% 정도의 차

이를 보인다. 한 그래 를 통해서 각 지연 시간 요소에 

해서 보면 버퍼링 지연 시간의 고려가 모델의 정확도에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의 정확도는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 거라는 우리의 기 와는 달리 생

각보다 많은 오차를 보 다. 우리는 오차의 분포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몇 개의 입출력 요청에서 거의 체 회  

지연 시간 만큼의 오차가 체 모델링의 정확도를 떨어뜨

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세부 인 분석을 통해서 이

러한 오차는 앞서 언 한 디스크 헤드 이동 시간의 오차 

범 보다 측한 회   거리가 더 짧은 경우 발생한 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디스크 헤드의 탐색 시간의 오차 때

문에 한 바퀴 만큼의 회  지연 시간의 오차가 발생한다

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오차를 고려하여 오차의 범 보다 측한 

회  거리가 짧은 경우 오차에 의해 여분의 체 회  지

연 시간만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모델에 반

하여 이러한 경우 상 지연 시간이 하나의 값이 아닌 

두 가지 값으로 나오도록 모델을 수정하 다. 이를 토 로 

모델을 재검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더 정확한 모델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개선된 모델은 

약 1~3%의 모델링 오차를 포함하며, 이는 평균 으로 약 

500 usec 내외의 지연 시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

험 결과는 우리의 모델이 정확하게 실제 디스크 드라이

의 내부 동작을 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우리는 실험 인 기법을 사용하여 상  벨에서 숨겨진 

디스크의 내부 동작을 추출하고 이를 토 로 정확한 디스

크 동작 모델을 정의하고 검증하 다. 검증 결과 우리의 

모델은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실제 디스크의 내부 

동작을 모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확한 모델을 

토 로 우리의 연구는 디스크 입출력의 효율성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를 한 기본 인 토 가 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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