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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데이터를 보다 적은 소비전력으로 보관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파일 분산배치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개별 

하드디스크 용량을 빠르게 가득 채우도록 분산 스토리지의 쓰기 동작을 처리하고, 가득 찬 하드디스크의 모터를 정지시켜 에너

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Ceph 분산 스토리지를 수정하여 제안하는 파일 분산배치 정책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

안하는 파일 분산배치 정책이 에너지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에너지 효율(energy-efficiency), 파일 분산배치(file distribution), 스토리지(storage)

I. Introduction

최근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의 소비전력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생산되는 데이터

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관하기 위한 스토리지가 많아지고, 스토리지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는 구동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하드디스크의 발열

로 인해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지의 소비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적인 파일 분산배치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개별 하드디스크 

용량을 빠르게 가득 채우도록 분산 스토리지의 쓰기 동작을 처리하고, 

가득 찬 하드디스크의 모터를 정지시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정책을 Ceph 분산스토리지에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파일 분산배치 정책이 에너지 효율적임을 확인하였

다.

II. Proposed Scheme

제안하는 파일 분산배치 정책은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의 기능을 

하드디스크 단위로 동작하게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각 하드디스크

를 논리적으로 구별된 그룹에 배치했다. 이 논리적 그룹에는 여러 

하드디스크가 속할 수 있으며, 하나의 그룹에 속한 하드디스크는 

다른 그룹에 속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제안하는 파일 분산배치 정책을 오픈소스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Ceph에 적용하였다. 그림 1은 변경된 Ceph의 Object Storage 

Daemon(OSD), Placement Group(PG)간 맵핑의 예시이다. Ceph는 

PG라는 논리적 그룹을 단위로 분산 스토리지의 기능을 수행한다[3]. 

기존에는 하나의 OSD가 복수의 PG를 가질 수 있었지만, 변경된 

구조에서는 OSD와 PG를 1:1 맵핑 관계로 유지하여 Ceph의 기능을 

하드디스크 단위로 동작하게 하였다. Ceph는 하나의 OSD가 하나의 

물리적 디스크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 실험 환경에서도 

하나의 OSD는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관장하도록 구성하여 하드디스

크 단위의 동작이 가능하였다.

또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빠르게 가득 채우기 위해 Ceph의 해시 

알고리즘 대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였다. 

일부 PG에 쓰기 요청을 우선 배치하였고, 용량이 가득 찬 하드디스크는 

모터를 정지시켜 저전력 상태를 유지한다.

Fig. 1. Modified Ceph OSD-PG mapping 

III. Simulation and Results

실험을 위해 30개의 하드디스크로 Ceph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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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배치 정책대로 동작하고 하드디스크의 모터가 정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워크로드는 쓰기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이다. 모든 하드디스크가 정지한 

상태로 시작하여 쓰기가 발생하면 모터를 가속하여 쓰기 작업을 

처리한다. 쓰기 작업에 대응중인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가득차면 모터

를 정지시키고 저전력 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하드디스크는 하나의 

PG에만 참여하므로, PG 단위로 수행되는 Ceph의 작업이 동시다발적

으로 하드디스크의 모터를 가속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Fig. 2. Simulation results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파일 분산배치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효용성을 보였다. 그러나 분산 스토리지의 동시성 및 병렬성이 저하되

어 성능 하락이 예상된다. 추후 동시성 및 병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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