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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제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은 높은 신뢰성과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파일 복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복제 기법은 전체-파일 복제 기법으로 높은 파일 가용성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복제 기법으로는 LDPC  코드를 이용한 것으로 비교적 적은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가지면서 동시에 비슷한 수준의 

파일 가용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위한 LDPC 코드 복제 기법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Cluster file system), 복제 기법(Replication scheme), LDPC  코드

I. 서론

최근 인터넷과 통신 기기의 발달로 사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

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

팅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제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필요로 한

다. 또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신뢰성과 가용성

을 보장하기 위해 파일 복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파일 복제 기법(Whole-file replication)과 최근에 연구

되고 있는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코드를 이용한 복

제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위한 

LDPC 코드 복제 기법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2.1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은 LAN 기반의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Google의 GFS[1], Hadoop의 HDFS, Ceph 등이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된

다. 또한 노드 실패와 같은 장애에 대비하여 복제 기법을 사용한

다. 그 중에서 전체-파일 복제 기법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복제 기법으로, 원본 파일에 대해서 정해진 수만

큼의 복제본을 추가로 저장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2∼3개의 복제

본을 저장하므로 고가용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스토리지 오버헤

드가 비교적 크다는 단점이 있다.

2.2 LDPC 코드

LDPC 코드[2]는 오류정정코드로 사용되는 erasure 코드의 하나이

다. 그림 1과 같이 (n, m) LDPC  코드는 n개의 왼쪽 노드와 m개의 

오른쪽 노드를 가지는 Tanner 그래프로 정의한다. 이때 각 m개의 

오른쪽 노드는 연결된 왼쪽 노드들의 XOR 연산으로 생성한다.

그림 1. (4, 3) LDPC  코드의 Tanner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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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DPC 코드 복제 기법

LDPC 코드 복제 기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P2P 파일 시스템

에서 연구되었으며[3]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서는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다[4]. LDPC 코드 복제 기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표

1과 같다.

표 1. 용어 정리

용어 심볼

데이터 블록 수(number of data blocks) n

코딩 블록 수(number of coding blocks) m

부호화율(Code rate) R = n/(n+m)

스토리지 오버헤드(Storage overhead) S = (n+m)/n

노드 간선 수에 대한 확률분포

(Edge degree distribution)

Λ

Ρ

평균 다운로드 블록 수(Overhead) o

오버헤드 요인(Overhead factor) ƒ = o/n

노드 가용성(Peer availability) μ

파일 가용성(File availability) A

LDPC 코드 복제 기법은 입력 파일을 총 (n+m)개 블록으로 분

산 저장하고, 이 중에서 원본 파일 복구를 위해 평균 (ƒ * n)개 

블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버헤드 요인 ƒ가 1에 가까울수록 

LDPC 코드 복제 기법의 성능은 좋으며, 이러한 성능은 n과 m, 
사용할 코드의 종류 그리고 그래프 정규성 등에 의해 달라진다.

먼저 n과 m을 결정하기 위해 파일 가용성(A)와 스토리지 오버

헤드(S)에 대해서 분석한다. 전체-파일 복제 기법에서는 ƒ = 1.1, 
μ = 0.95일 때 S = 3, A ≈ 0.9999875이다[3]. LDPC  코드에서

는 n과 m에 따라 A와 S가 변한다. 따라서 다양한 n과 m에 대해

서 A와 S를 분석한 결과. 전체-파일 복제 기법보다 더 높은 파일 

가용성(S ≦ 1.8)을 가지면서 동시에 적은 스토리지 오버헤드(A 
≧ 0.99994)를 가지는 (n, m)쌍들을 발견하였다.

대표적인 LDPC  코드 종류에는 Systematic  코드, Gallager  
코드, IRA  코드 등이 있다[5]. 이 중에서 Systematic  코드는 n 
< 100일 때 가장 낮은 ƒ를 가지며, 반대로 n ≧ 100일 때는 가장 

높은 ƒ를 가진다[5]. 따라서 LDPC  코드의 n에 따라  코드 종류

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프 정규성에는 좌-정규(left-regular)와 우-정규(right-regular)

가 있다. 좌-정규란 그래프의 왼쪽 노드들의 간선 수가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우-정규란 그래프의 오른쪽 노드들의 간선 수

가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래프의 정규성은 Λ, Ρ에 

의해 결정되며, LDPC  코드 복제 기법의 성능을 나타내는 ƒ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위한 LDPC  코드 복제 기법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였

다. 기존의 전체-파일 복제 기법보다 높은 파일 가용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낮은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가지는 LDPC  코드의 n과 m 
값을 찾고, 이러한 n과 m 값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LDPC  코드

가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다양

한 그래프를 생성하고, 최적의 오버헤드 요인 ƒ를 가지는 LDPC  
코드를 찾는다. 또한 그래프 정규성이 LDPC 코드 복제 기법의 성

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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