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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SAN 기반의 클러스터 일 시스템 SANiqueTM의 설계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규모의 호스트들

이 연결된 상황에서 역 버퍼 리기의 데이터 공유 문제 을 기술하고 클러스터 환경에서 확장성과 가용성을 제

공하기 한 역 버퍼 리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역 버퍼 리 기법은 SANique
TM

 시스템의 로크 리기에

서 리되는 로크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 인 통신  시간소요 없이 효율 인 데이터 공유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

하 다. 한 규모 클러스터 환경에 용 가능한 역버퍼 리기법의 의사코드  데이터 공유 제를 통하여 

본 방법의 효율성을 보 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overview of cluster file system SANique
TM

 based on SAN(Storage Area Network) environment. The 

design issues and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global buffer manager are also illustrated under a large set of clustered computing hosts. We 

propose the efficient global buffer management method that provides the more scalability and availability. In our proposed global buffer 

management method, we reuse the maintained list of lock information from our cluster lock manager. The global buffer manger can easily find 

and determine the location of requested data block cache based on that lock information. We present the pseudo code of the global buffer 

manager and illustration of global cache operation in clus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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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러스터 일 시스템이란 독립  장장치들을 

채  기반 장장치 용 네트워크(SAN)에 직  연결하

여 특정 지역 서버의 간섭  제어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직 인 근이 가능한 데이터 심 인 새로운 장

장치 환경이다[1]. 기존의 분산 구조에 근간을 두고 있는 

서버 지향  일 시스템은 일 서버 자체 인 용량의 

한계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잦은 데이터 송에 따

른 메모리 복사가 요구되며, 서버의 오류 발생시 모든 클

라이언트들이 서비스 받지 못하는 치명 인 오류를 유

발한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사용자의 용량 데이터 요

구가 증하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시 에 합하지 

못한 일 시스템 구조이다[2, 3]. 표 인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컴퓨  호스트들이 

채 과 같은 장장치 용 네트워크인 SAN상에 연

결된 장공간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일 시스

템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클러스터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각 호스트들은 공유 일 시스템의 자원을 항상 

근 가능하며, 앙 제어 역할을 하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

으므로 근 병목 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림 1. SAN 기반 클러스터 일 시스템 구조
Fig. 1 SAN-based Cluster File System

이러한 클러스터 일 시스템은 용량 일을 장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네

트워크 장 장치 상에 생성한 일 시스템을 여러 호스

트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컴퓨  호스트는 각 독립된 자신의 메모리를 사용하

여 클러스터 일 데이터를 장하기 때문에 여러 호스

트가 동시에 공유 디스크 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

서는 일반  메타 데이타에 한 일 성을 보장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 즉, 일에 한 읽기 혹은 쓰기 동작을 

수행하더라도 여러 컴퓨  노드에서 일 된 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호스트들간 데이타 일 성을 

보장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된 데이타를 즉시 

클러스터 일 시스템에 반 하고(write-through) 읽기 

요구는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디스크 I/O를 통해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호스트가 데이타의 읽기 혹은 쓰기 

동작을 수행할 때마다 디스크 I/O가 수행된다면 클러스

터 일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한 여러 호스트가 동시에 디스크 I/O를 수행하게 되면 

디스크 근에 한 경쟁이 발생하여 추가 이 성능

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클러스터 공유 일 시스템을 

한 버퍼 리 기법의 설계가 필요하다. 기존 분산 시스

템과의 버퍼 리 측면의 차이 은 버퍼 리를 한 주 

서버 역할을 하는 호스트가 없는 것이다. 제어를 담당하

는 마스터 서버가 있는 경우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체 인 성능에 병목 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버퍼 

리를 한 마스트 서버의 역할 없이 클러스터에 참여하

는 호스트들이 데이터 버퍼를 공유할 수 있는 클러스터 

역 버퍼 리기법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역 데이터 블록에 

한 효율  탐지  달방법을 사용하는 역 버퍼 리

기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표  상용 시스템인 클러스터 

일 시스템 SANique
TM
의 구조  특징을 설명한다. 제3

장에서 클러스터 시스템의 역 버퍼 리기의 문제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고 제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연구 배경  련 연구

가.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개요  배경

최근 클러스터 일 시스템은 구  일 시스템 

GFS(Google File System)[4, 5, 6], 한국 자통신연구원의 

OASIS[7]와 같이, 규모 사용자와 용량 데이터 서비

스 요구를 맞추기 해 각 호스트들을 클러스터링 하여 

하나의 용량 일 시스템으로 형성하는 클러스터 

일 시스템으로 확장 개발되고 있다.  구  클러스터 일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구 의 동 상 검색  장 서

비스, 이미지 서비스, 구  어스 등과 같은 구 의 모든 

데이터 집 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구  랫

폼으로 사용되는 표 인 분산 클러스터 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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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구  일 시스템은  GFS 서버 그룹들로 클러스터

링 되어 있으며 하나의 응용을 서비스 하기 하여 담 

서버 역할을 하는 마스터 서버로 구성된다[4,5]. 마스터 

서버에 의해 일 이름, 근 오 셋 등이 결정되어 지

면, 공유 일 시스템내의 디스크 풀에 존재하는 공유 데

이터들은 직  응용으로 달된다[6].

그림 2. 구  일 시스템 GFS의 아키텍쳐
Fig. 2 The Architecture of Google File System

나. 역 버퍼 리기 기존연구  문제

버퍼 캐시는 주기억장치내의 특정 역으로서 물리

인 장치로의 근 시간을 약하기 해 사용된다. 버

퍼 캐시에는 디스크와 같은 블록 장치로부터 읽고 쓰는 

모든 블록 데이타가 장된다. 그러나 기존 독립시스템

의 버퍼 캐시는 단일 호스트에서 사용되도록 고안되었

기 때문에 공유 디스크 일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는 여

러 호스트 간에 데이터 일 성을 보장할 수 없다[7, 8, 11, 

12]. 한 기존의 분산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버퍼 캐슁 

기법은 그림 3과 같이 공유 디스크를 효율 으로 지원하

기 하여 디스크를 제어하는 마스터 서버에서 역 버

퍼 리를 담당하고 각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데이터

를 달해 주는 방식의 3단계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SAN 기반 클러스터 일 시스템에서는 범용 네트워크

를 통한 데이터 버퍼를 송하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 클라이언트들 간의 데이터 버퍼 교환을 통해 캐시를 

업데이트하는 새로운 4단계 방식의 상호 동 캐슁 구조

로 발 하게 되었다. 

상호 동 캐시를 이용한 방법 에서 가장 간단하면

서 구 하기 쉬운 방법은 직  클라이언트 조(direct 

client cooperation) 방법으로 외부 호스트 서버들 에서 

작업이 거의 없는 호스트의 메모리를 보조 캐시 메모리

로 사용하는 방법이다[11]. 

그림 3 기존 분산 시스템의 역 버퍼 리 기법
Fig. 3 Traditional Distributed Global Buffer 

Management

즉, 디스크 작업 요청이 많은 호스트에서 캐시 오버

로우가 생기면 유휴상태의 외부 호스트 메모리에 장

하여 논리 으로 캐시의 크기를 증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 3단계 캐슁구조의 기법을 거의 수정하지 않

고 쉽게 구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서버의 

앙제어 하에 버퍼 캐시가 되지 않으므로, 각 호스트들

간에 공유되지 못하며 복 데이터가 장될수 도 있다.

그리디 포워딩(greedy forwarding) 방법[7,8]은 서버의 

제어를 통하여 외부 클라이언트의 캐시에 존재하는 데

이터 블록을 송 받는 방법이다. 즉 먼  자신의 메모리 

역을 찾게 되고, 그 후 서버 공유 캐시에 존재하는지 

찾은 후 원하는 데이터 블록이 존재하지 않으면 서버에 

의해 리되는 다른 호스트들의 캐시 목록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각 호스트들의 캐시 내용은 지역

으로 운 되므로 복된 데이터 블록을 갖게 될 수 있어 

역 인 버퍼 리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앙 상호 조 캐시(centrally coordinated caching) 방

법[7,8,9]은 에서 언 한 그리디 방법의 다른 호스트에  

존재하는 데이터 블록을 활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그

러나 각 호스트 서버의 캐시 역은 지역 으로만 리

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의해 역 으로 일부 리된

다. 역  캐시 역은 서버에 의해 역  버퍼 블록 

치 방법에 따라 데이터 블록이 할당된다. 따라서 그리

디 방법 보다 역  버퍼 기능을 효율 으로 제공하게 

되어 체 으로 복된 데이터 블록을 게 가질 수 있

지만 활동이 많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독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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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캐시가 어들게 되므로 캐

시 미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단 을 갖는다. 

N-chance 포워딩 캐시 방법[10]은 각 자신의 호스트 

캐시 리 방법에 따라 캐시에서 제거되는 희생 데이터 

블록(victim)을 다른 호스트의 캐시로 보내어 역  캐

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기본 으로 외부 호스트

의 캐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서 언 한 그리디 포워딩 

방법과 동일하지만, 캐시 데이터 블록을 리하는 방법

에 있어서 무조건 제거하기 보다는 활동이 은 클라이

언트로 보내어 캐시 성공율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다. 유

일한 데이터 블록이라 할지라도 시스템 내에 설정된 N

번의 희생 블록으로 결정되는 동안 데이터 근이 없는 

경우에는 체 캐시에서 제거되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

은 데이터 블록이 시스템 내에 유일한 블록인지를 단

하기 한 방법과 각 데이터 블록 마다 순환 횟수

(recirculation count)를 유지해야 한다. 한 모든 데이터 

블록이 시스템 캐시에서 제거되기 에 주어진 횟수만

큼 순환된 후 제거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편 OSF의 GMS[9]에서 제안하는 캐시 방법은 앙 

상호 조 캐시 방법처럼 각 클라이언트의 캐시를 지역

인 데이터 블록과 역 인 데이터 블록을 장하여 사용

하게 하지만, 그 역의 비율이 고정되지 않고 그 클라이

언트의 활동성에 따라 지역  역이 증가하게 되는 방법

을 사용한다. 활동이 낮은 클라이언트의 캐시 역은 다

른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송 받은 데이터 블록을 장하

게 되어 역  캐시 역이 증가하게 된다. 캐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클러스터 공유 일 시스

템 상에서 구 하기 어려운 단 을 갖고 있다. 

Ⅲ.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역 

버퍼 리기

가. SANiqueTM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구조

SANique
TM

 시스템은 재 국내 외의 많은 곳에서 활

용되고 있는 (주)매크로임팩트사의 SAN 기반의 지능형 

범용 클러스터 공유 일 시스템이다.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클러스터 일 시스템은 특정 목 을 제로 서비

스되는 반면 SANiqueTM은 범용 클러스터 공유 일 시

스템이다.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각 호스트들에게 진

정한 공유를 제공하기 하여 그림 4와 같은 시스템 구

조를 갖는다. 각 호스트 서버들은 기존 일 시스템 에 

주요 구성 모듈인 CFS(Cluster File System)와 CVM 

(Cluster Volume Manager)을 설치하여, 공유 논리  볼륨

을 생성하고 그 공유 디스크 역에 해 읽기/쓰기에 

한 모든 제어를 담당하게 된다. 각 호스트 마다 존재하는  

CFS 모듈은 링 공유 일 시스템이다. CFS의 일 

시스템 메타 정보는 특정 노드에 할당되지 않고 클러스

터를 구성하는 모든 호스트들에 분할 장되므로 공유 

디스크를 근할 때 마다 각 서버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디스크 근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4. SANiqueTM의 시스템 구성도
Fig. 4 System Architecture of SANiqueTM

 CVM은 클러스터 볼륨 리기로서 SAN에 부착된 모

든 디스크들을 논리  공유 볼륨으로 구성하는 볼륨 

리기이며 볼륨은 물리  디스크의 구성 방식에 따라 스

트라이핑, 미러링, 패러티 스트라이핑 등 다양한 형식으

로 지원될 수 있다.

나. 역 버퍼 리기의 시스템 구조  개요

역 버퍼 리기는 필요한 데이터 블록이 자신의 호

스트 버퍼 캐시에 없는 경우, 직 인 공유 디스크의 

I/O를 통하지 않고 다른 호스트의 버퍼 캐시로부터 데이

터 블록을 송받아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림 5는 역 

버퍼 리기(CBM)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인 것이며, 

한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다른 주요 모듈들과 상호 동

작되는 통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 버퍼 리기의 데이터 검색 리기(lookup 

manager)는 자신의 호스트 버퍼 캐시 내에 요청하는 데

이터가 없는 경우 다른 호스트 캐시 내에 요청 데이터가 

있는지 검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역 버퍼 리기의 

기본 인 기능은 련 연구에서 소개하 던 그리디 메

소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원하는 

데이터가 치하는 호스트를 탐색하기 해 모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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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호스트를 검색하는 비용을 이기 해 로크 

리기의 정보를 활용하여 어느 호스트가 원하는 데이

터 블록을 캐시하고 있는지 효율 으로 탐색하게 된다. 

그림 5.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모듈 구성
Fig. 5 Component of Cluster File System

기존 역 버퍼 리 방법의 핵심 인 문제 은 호스

트들간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블록의 공유 문제이다. 

성능이 낮은 방법일수록 공유의 정도가 낮다. 한 지역

 메모리에서 방출해야하는 희생 데이터 블록을 사용

율이 낮는 타 호스트의 메모리를 활용하여 디스크로 스

왑되지 않도록 하여 데이터 블록의 률을 높이면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

하면서 동시에 앙 제어 역할을 하는 마스터 호스트가 

없어야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역 버퍼 리 기법은 로크 

리기(CLM)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 

블록이 어느 호스트에 존재하는지 실시간으로 검색하

여 상수시간에 역 데이터 버퍼를 찾을 수 있다. 한 

로크 리기  역 버퍼 리기는 그림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호스트에서 수행되는 모듈이 아니라 모

든 호스트에서 수행되는 모듈이다. 즉, 특정 마스터 서버

의 역할을 하는 호스트 없이 체 일 서비스를 수행하

고 있으므로 성능상의 병목 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역 버퍼 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로크 리기는 로크 개체를 일 단 로 

사용하며, 로크 리 서버가 각 일 들에 한 로크를 

어느 호스트가 사용 인지 리한다. 한 데이터의 빈

번한 근시 로크 서버 리기의 복 인 통신을 피하

기 해 다른 노드의 로크 요청시 로크 릴리즈를 수행한

다. 그림 6의 와 같이 호스트 2가 일 A에 한 로크

를 요청(1)하면 로크 서버로부터 재 호스트 1이 로크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로크 반환을 요청한다. 

그림 6. 클러스터 로크 리기의 수행 
Fig. 6 Example of Lock Acquisition Process

호스트 2는 재 일 A가 사용 이지 않는 경우 로

크를 반환(2)한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로크가 배타  로

크인 경우에는 디스크에 강제 내려쓰기를 수행한 후 로

크를 반환(2)한다. 반환된 로크는 로크 리 서버로부터 

로크를 달받아 최종 획득(3)하게 된다. 로크 서버 리

기는 해당 로크 정보와 함께 그 일에서 사용되었던 데

이터 블록의 리스트를 유지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역 

버퍼 리기는 이 로크 서버의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

인 상호 동 캐시를 제공한다.

다. 로크 정보를 활용한 역 버퍼 리 기법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역 버퍼 리기의 개략

인 의사코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8은 제안된 역 버

퍼 리 기법을 용하여 4개의 서로 다른 호스트에서 

일 A의 데이터 블록 d1에 한 근할 때 발생하는 상

호 조 캐시 달의 를 보인 것이다. 가장 먼  호스

트 A에서 데이터 블록 d1의 근을 요청하면 일 A에 

한 로크를 획득하고 근한다(그림 8의 (1)과(2)). 그 

후 호스트 B에서 같은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 그림 6에 

기술한 로크 요청 방식에 따라  로크를 요청  획득하게 

되고(그림 8의 (4)), 동시에 호스트 A에서 사용하던 일 

A의 모든 데이터 블록을 호스트 B에 달하게 된다(그

림 8의(5)). 즉, 호스트 B는 데이터 블록 d1이 자신의 캐시

에 없으므로 상호 조 캐시기법에 따라 다른 호스트가 

그 블록을 소유하고 있는지 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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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로크 정보를 이용한 역 버퍼 리 기법의 
Fig. 8 Example of Global Buffer Management with Lock Information

그림 7. 역 버퍼 리 방법의 의사 코드
Fig. 7 Pseudo Code of Global Buffer Management

본 방법에서 제안하는 역 버퍼 기법은 로크 리기

의 정보를 이용하여 호스트 A가 그 블록을 소유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어, 부가 인 통신  탐색 없이 효율 으

로 데이터 블록을 송받아 상호 조 캐시 기법을 구

할 수 있게 된다. 

호스트 C에서 데이터 블록 d1에 한 쓰기 연산을 수

행하는 경우에도 그림 6과 그림 7에 기술한 방법에 따라 

로크를 요청  획득하고, 호스트 B로부터 데이터 블록

을 달받아 쓰기 연산을 수행한다. 쓰기 연산은 다른 모

든 호스트들의 캐시 데이터를 무효화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모든 호스트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일 A의 데이

터 블록들에 해 무효화를 알리고, 쓰기연산을 수행한 

후 클러스터 일 시스템의 디스크에 동기화 연산을 수

행하여 물리  장치에 구 으로 연산내용을 반 한

다(그림 8의 (5)～(9)). 이 후 데이터 블록 d1을 요청하는 

호스트 D는 로크 서버 리 기법에 따라 호스트 C로부

터 로크를 얻게 되지만  쓰기 연산 직후 일 A의 모든 데

이트 블록이 무효화 된 후 이므로 해당 데이터 블록은 디

스크로부터 읽어오게 된다. 

클러스터 일 시스템에서 호스트 간의 데이터의 동

기화 작업은 공유 데이터의 일 성을 해 반드시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역 버퍼 리기법은 동기화 

작업으로 인해 역 버퍼를 한 데이터 블록 목록의 무

제한  증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한 클러스터 로크 

리기에 의해 리되는 정보를 부가 으로 활용하여 

역 버퍼 리기에 용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캐시 기

법들과 같이 역 버퍼 리를 한 추가 정보의 장  

운 을 한 불필요한 메시지 송을 피할 수 있으므로 

효율 이다. 특히 규모 클러스터 환경에서 수십만  

이상의 서버들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서버

에 요청 데이터 블록이 존재하는지 탐색해야 하는 오버

헤드가 없으므로 규모 클러스터 환경일수록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효율 이다. 한 각 호스트 서버

들이 독립 인 역 버퍼 기능을 운 하므로 클러스터 

내의 호스트 서버의 오류로 인해 체 인 역 버퍼 

리 기능이 향을 받지 않아 확장성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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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클러스터 일 시스템은 SAN에 연결된 량의 물리

 디스크 상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유 일 시스템이

다. 서로 다른 호스트가 동시에 같은 일에 한 읽기/

쓰기를 수행할 때 상호 일 성을 제공하기 한 기

인 방법은 데이터가 수정되면 바로 디스크에 반 하고 

다른 호스트들은 변경된 데이터를 디스크로부터 읽도

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빈번한 디스크 I/O를 발

생시켜 시스템의 성능을 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역 버퍼 리기법은 다수의 호스트

가 버퍼 캐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스크 

I/O 횟수를 감소시키고 데이터 블록의 근 속도를 향상

시킨다. 특히 로크 리기에서 리되는 정보를 활용하

여 역 버퍼 리기에 용함으로써, 기존 분산 시스템

의 상호 조 체계로 운 되던 모든 기본기능을 제공하

면서 동시에 역 버퍼 리를 한 부가 인 통신  

리 정보를 인 효율  방법이다. 향후 로크의 단 가 세

분화 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 인 역 버퍼 리가 될 

수 있도록 성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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