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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클라우드 및 웹 서비스 제공회사와 클라우드 및 웹 서비스 제공자는 수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무수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하드 디스크보다는 램에 저장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좋은 도구로서 분산메모리 객체 

캐싱 소프트웨어인 멤캐시드가 있다. 멤캐시드의 성능은 저장공간의 크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하드웨어의 비용, 전력

소비와 온도조절 등 공간의 제약을 감안했을 때, 무작정 개별 서버에 많은 RAM을 장착하거나, 서버 배열을 확장하는 것은 효

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이 가능하도록 RAM과 SSD를 같이 확장한 SSD 기반 하이브

리드 메모리를 제안한다. 하이브리드 메모리는 객체 캐시로 동작하고 페이지 단위로 할당하는 것보다 객체 단위로 자원할당을 

함으로서 SSD에서 빠른 무작위 읽기를 할 수 있게 해 객체의 접근속도를 향상시켰다.

키워드: 멤캐시드(Memcached), SSD(Solid State Disk)

I. Introduction

오늘날의 인터넷 서비스업은 실시간으로 요청되는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서비스 업자로서 대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실시간 주식거래, 온라인게임 등이 있다. 수많은 실시간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분산 메

모리 객체 캐시 시스템인 맴캐시드이다. 멤캐시드는 접근속도가 

느린 보조 기억장치의 접근 없이 해당 서버의 메모리에서 객체를 

읽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키 값 쌍 등을 저장한

다.[1] 멤캐시드의 성능은 형성된 메모리 풀 크기에 비례한다. 실
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있어, 서버의 실시간 데이터는 높

은 휘발성을 갖기 때문에 최근에 요청한 데이터를 캐시하는데 아

주 많은 메모리 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RAM
만을 설치한 맴캐시드 서버로는 비용과 공간 면에서 비효율적이

다. 효율적인 맴캐시드 서버 구성을 위하여, SSD를 맴캐시드 서버

에 추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된 

SSD (Solid State Drive)는 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다.[3] 기계적인 구성 요소를 갖는 디스크에 비해, 
SSD는 전자기적으로 동작하는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무게, 충격에 대한 내구성, 성능, 전력소비 등의 장점을 갖

는다. 또한 전자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월등히 빠른 읽기/쓰기 속도를 보여준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SD의 특성을 이용해 RAM과 SSD를 

가상 메모리가 아닌 동일한 데이터 저장소로 설계해 파일의 특성

에 따라 저장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성능향상을 동시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멤캐시드에 대해 기

술하며, 3 장에서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멤캐시드 시스템을 제안한

다. 4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Related works

1. 멤캐시드

멤캐시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클라우드 및 웹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사용하는 키 값 메모리 캐시로, 웹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데 있어 지연 시간을 줄이고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에 대한 과도한 증설을 줄일 수 있다. 지연을 감소시키는 

것 외에 멤캐시드의 확장성 있는 구조는 멤캐시드 서버를 간단하

게 추가만 하여 처리량을 높일 수 있다.
멤캐시드의 용도는 데이터 요청을 가로채어 가능한 경우 이를 

캐시해서 직접 서비스 하게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디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334

크의 접근을 줄임으로서 미리 계산된 값을 캐시에서 저장하게 하

고 조회하게 하여, 요청 때 마다 많은 양의 계산을 피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결과를 계산하는 시간이 감소

할 수 있다. 멤캐시드의 논리적 캐시에는 서버들로 구성이 되어, 
각 서버는 전체 논리적 캐시의 일부분으로 시스템 메모리를 제공

한다. 예를 들어, 각 노드에 64GB의 메모리 공간이 있는 20개 노

드로 구성된 멤캐시드 클러스터는 전체적으로 1.28TB의 논리적 

캐시를 제공한다. 논리적 캐시는 웹 서비스를 위한 영구 데이터 저

장소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버의 계산 결과 데이터로 채

워진다. 캐시 항목은 LRU (Least Recently Used) 정책[2]과 

TTL (Time To Live)을 사용하여 유지 관리된다. 항목이 제거되

면 해당 슬롯은 최신 항목으로 채워진다.[4]

2. SSD(Solid State Disk)

플레시 기반 메모리는 낮은 소비전력과 내고장성으로 인해 전

자제품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NAND 기반 플레시 메모리는 고

속의 무작위 접근을 제공하고 낮은 전력 소비와 높은 밀도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대칭의 읽기/쓰기 성능과 쓰기 횟수 제한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플레시 메모

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위한 효율적인 플레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를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NAND-플레시 기반의 Solid State Disk(SSD)와 각자의 제조사

에 의해 구성된 FTL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고성능의 컴퓨터 도메

인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사용하고 있다.

3. SSD 기반 하이브리드 멤캐시드

멤캐시드 서버는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를 RAM에 캐싱하여 높

은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성한 메모리 풀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만일 데이터가 메모리 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읽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용량의 메모리 풀을 구성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저

장소에 접근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고성능의 서버를 구축할 수 

있지만, 한정된 하드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과 전력/온도를 고

려한 서버유지비용 그리고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렵다. 그러므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최대한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멤캐시드 서버

에 SSD를 장착하여 RAM과 같이 멤캐시드 서버를 운영하는 기

법이다.

Fig. 1. SSD를 장착한 멤캐시드 서버

그림 1의 왼쪽은 SSD를 가상메모리로서 사용하는 기존의 SSD 
멤캐시드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SSD를 캐시 메모리로 사용하고 

RAM을 SSD에 저장하기위한 버퍼메모리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

브리드 멤캐시드 시스템이다.
두 기법 전부 멤캐시드 서버의 가용용량을 대폭 늘려 효율성을 

꾀하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왼쪽의 가상메모리 기반 멤캐시드 

서버는 가상주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였

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오른쪽의 가상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SSD를 유일한 캐시메모리로 사용하는 방법이 Xiangyong 
Ouyang[7]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는 가상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보다 오버헤드를 대폭 줄일 수 있었으며, 한 멤캐시드 서버가 저장

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림으로서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하이브리드 메모리 구조

기존에 제안된 하이브리드 멤캐시드는 중복쓰기 연산이 불가능

한 SSD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자주 수정되는 데이터가 SSD에 

캐싱되면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발생해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한

다. 그리고 실제 저장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장용량이 필요

하여 공간적 효율 또한 떨어지며 기존의 RAM만 사용하는 멤캐시

드 시스템보다 SSD를 캐시메모리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SSD의 

특성상 RAM보다 데이터를 찾는 속도 또한 느리다. 공간의 효율

을 늘리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 또한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은 

캐시구조를 설계 및 제안하고자 한다. 캐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

하면, 주소 테이블을 참조하여 요청하는 데이터가 있는 저장매체

에 접근 한다. 주소 테이블은 데이터 객체 당 한 개의 인덱스를 

포함하고, RAM의 일부로서 항상 상주한다. SSD에 데이터를 저

장할 때, 이 특정 객체를 지정하기 위해 플래그 비트를 같이 저장

한다. 플래그 비트에는 객체의 배출 프로세스로서 LFU(Least 
Frequently Used) 리스트에 모든 객체를 구성하기 위해 LFU 포
인터를 포함한다.

Fig. 2. 하이브리드 멤캐시드 구조

새롭게 추가한 객체는 RAM에 캐시되고, RAM 위치를 지정하

기 위해 새로운 인덱스가 테이블에 할당되어진다. 객체를 읽을 때, 
검색작업은 테이블에 주어진 키를 해싱하여, 해당 인덱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RAM의 LFU 큐가 꽉 차면, LFU의 끝에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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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체는 SSD로 쫓겨난다. 반대로 SSD에 캐시된 데이터가 높은 

빈도로 읽고 수정되어지면, 그 빈도수를 측정해 임계점을 초과하

면 다시 RAM으로 특정 데이터를 옮겨 SSD의 오버헤드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아래는 SSD와 RAM간의 데이터 교환 구조이다.

Fig. 3. SSD-RAM 간 데이터 교환 구조

2. 데이터 분리 알고리즘

SSD에 캐시된 데이터가 얼마나 자주 수정되고 읽는지 수학적

으로 계산하여 특정 임계치보다 높으면 RAM으로 이동하도록 설

계하였다. 아래의 식은 특정시간에 얼마나 읽고 쓰였는지 측정하

는 수식이다.

             (1)

       ∧max  ≤  ≤    (2)

MD는 데이터가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수치로 표현하는 변수이

다. f는 특정 파일을 지칭하는 변수이고 Q는 특정 데이터가 쓰여

진 시간길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T는 특정 데이터의 빈도수를 측

정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데이터를 각자 

RAM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다수의 빈도수 높은 데이터를 묶어 

RAM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수의 데이터를 연산하는 

변수 R을 통해 계산하였다. 또한 위의 두 수식에 의해 구해진 수

치를 기반으로 자주 쓰이는 데이터로 구분해 옮길지 결정할 필요

가 있다. 아래의 수식을 통해 그 임계점을 계산할 수 있다.
 

    · 

·  · 
   (3)

S는 특정 데이터가 입출력 할 때의 속도를 표현하는 변수이다. 

와 은 연속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를 의미한다. FS는 

특정 파일의 크기, E는 누적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였는지 의미

하는 계수이다. 이 임계점을 기반으로 만일 파일의 MD값이 보

다 크면, 이 파일을 자주 쓰이는 데이터로 구분하고 RAM으로 이

동시킨다.

IV. Conclusions

멤캐시드는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

로 관리해 사용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Facebook 등의 세계적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

용량의 멤캐시드 서버를 운영할 때 전원 차단과 초 대용량의 데이

터 처리의 효율성에 있어선 아직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 멤캐시드의 구조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 제안된 SSD를 

캐시 메모리로 구성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RAM과 SSD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SD의 과도한 오버헤드와 데

이터 처리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주 쓰이는 데이터를 수집해

서 기준을 마련하고 구별해서 RAM으로 옮김으로서 효과적인 

SSD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멤캐시드 서버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

에선 통합된 멤캐시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메

모리 할당 알고리즘을 적용한 멤캐시드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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