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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스토리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Solid State Disk)는 기존

의 HDD(Hard Disk Drive)를 대체할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HDD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대역폭, 랜덤 접근 성능 및 충격

에 강한 장점들을 갖는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는 HDD와 달리 덮어쓰기(In-Place update)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해당영역을 지운 후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 안에서의 거의 접근하지 

않을 블락과 캐시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캐시의 오염을 막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캐시 안에서 인

기 있는 블락 들을 유지하고 높은 히트율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캐시 교체의 수를 줄임으로써 SSD의 쓰기를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성능 뿐만 아니라 SSD의 수명도 연장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SSD(Solid State Disk), Cache Replacement, Write Operation, LRU(Lease Recently Used) 

I. Introduction

플래시 메모리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스토리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Solid State Disk)는 기존

의 HDD(Hard Disk Drive)를 대체할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HDD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대역폭, 랜덤 접근 성능 및 충격에 강

한 장점들을 갖는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는 HDD와 달리 덮어

쓰기(In-Place update)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해당영역을 지운 후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SSD에서의 랜덤 쓰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유효한(valid) 페이지의 복사와 지우기가 많이 발생하

여 SSD의 성능 저하와 수명단축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최근엔 많은 저장장치가 SSD로 대체되면서 기존에 버

퍼를 교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였던 LRU알고리즘을 

SSD의 특성에 맞게 개선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FLRU(Clean First LRU)[1], LRU-WSR (Write Sequence 
Reordering)[2], FAB(Flash Aware Buffer)[3]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각각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쓰기 지우기의 감소를 목표

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 안에서의 거의 접근하지 않을 

블락과 캐시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캐시의 오염을 막고 더 오랜기간 동안 캐시 안에서 인기 있는 블

락 들을 유지하고 높은 히트율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이 기법은 

캐시 교체의 수를 줄임으로써 SSD의 쓰기를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성능 뿐만 아니라 SSD의 수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I. The Proposed Scheme

2.1 기본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CRS 알고리즘은 블락의 인기

(Popularity)를 활용한다. 최근 접근된 블락 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

는데 한번 접근된 블락 들과 두번 또는 그 이상 접근 블락 들로 

나눈다. 두번째 그룹의 블락 들은 대부분 미래에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SSD에 캐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첫번째 

그룹의 블락들은 캐시의 오염과 SSD 쓰기 감소를 막기 위해 캐시 

밖에서 보관한다. 
또한 각 블락에remainTime 값을 부여하여 블락이 캐시 되었을 

때 remainTime 값을 초기화 한다. 만약 이 블락이 remainTime 
동안 어떠한 접근 없이(히트 없이) 남아 있게된다면(remainTime 
= 0) 캐시에서 내보내게 되고, 반대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히트) 
remainTime 값을 초기화 하고 캐시에 계속 남아 있게 하여 캐시 

히트율을 높인다. 각 블락 들은 인기(Popularity) 뿐만 아니라 

remainTime 을 통해서도 캐시에 남아 있을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SCRS 기법의 아이디어는 거의 접근하지 않는 블락들을 식별 

하고 캐시 밖으로 추방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SCR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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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 Second Disk Cache Replacement Scheme

Initilize : Cb=0.1 * C

if B is in Q then

Move B to the MRU end of Q

Cb=max(0.1 * C, Cb-)

Redirect   the request to the corresponding SSD block

return

end if

Cb=min(0.9 * C, Cb+)

if B is in Qb then

remove B from Cb

insert B to   the MRU end of Q

if Q > C then

    remove the LRU block   Bremove in Q

allocate the SSD block of Bremove to B

else

    allocate a free SSD   block to B

end if

else

insert B to   the MRU end of Cb

if Qb> Cbthen

    remove the LRU block   of Qb

end if

end if

AdjustTime(   ){

for (i=1; i < m;   i++){

  if Q[i].remainTime < 0

    remove B to the Q

if Q[i] is accessed then

  remainTime++;

}

}

Burrow 캐시를 필터로 사용한다. Burrow 캐시는 LRU 큐(로 

표기한다)로서 블락을 저장을 식별하는 식별자 이다. 캐시가 꽉 찼

을 때 그리고 처음 접근 됬던 블락은 Burrow 캐시에 후보자로 저

장된다. 만약 Burrow 캐시에 재 접근이 된다면 이 블락은 미래에 

더 인기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리적인 SSD 캐시로 이동된다. 
물리적 캐시는 LRU 큐( 로 표기한다)로 관리 된다.

   

Fig.1 . SCRC Data flow chart(Read & Write)

 

Fig.1은 SCRS의 데이터 흐름도를 보여준다. 읽기/쓰기 블락이 

  가 들어오면 SCRS는 먼저  에 B가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요청은 SSD로 보내지고   는 MRU  의 가장 끝으

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SCRS는  로 보낼지를 결정 하게

된다. 만약   가  에 있다면 SCRS는  의 LRU블락 과 B를 

교체하고 B는 MRU  의 가장 끝으로 이동한다. 만약   가  
와 Qb 에 모두 없다면 SCRS는 HDD로부터 요청하고  의 제

일 앞에 위치시킨다. 또  의 용량이 꽉 찼다면  의 마지막 

블락을 추방 시킨다.

Table 1. Example of SCRS

Access SCRS LRU

1 Q:{0,1,2,3}  Qb:{} {0,1,2,3}

5 Q:{1,0,2,3}  Qb:{} {1,0,2,3}

3 Q:{1,0,2,3}  Qb:{5} {5,1,0,2}

4 Q:{3,1,0,2}  Qb:{5} {3,5,1,0}

3 Q:{3,1,0,2}  Qb:{4,5} {4,3,5,1}

1 Q:{3,1,0,2}  Qb:{4,5} {3,4,5,1}

0 Q:{1,3,0,2}  Qb:{4,5} {1,3,4,5}

4 Q:{0,1,3,2}  Qb:{4,5} {0,1,3,4}

0 Q:{4,0,1,3}  Qb:{5} {4,0,1,3}

3 Q:{4,0,1,3}  Qb:{5} {0,4,1,3}

6 Q:{3,0,4,1}  Qb:{5} {3,0,4,1}

1 Q:{3,0,4,1}  Qb:{6,5} {6,3,0,4}

Hits 8 6

replacement 1 6

Table 1. 은 SCRS 기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주는 예제이

다. 이 예제는 12개의 블락이 접근하고 있으며 캐쉬와 Burrow캐

쉬의 사이즈는 각각 4,2 이다. 위에 결과 SCRS기법이 더 높은 히

트율과 더 낮은 교체 수를 보여준다.
기본적인 예제에서는 Burrow 캐시의 용량  이 아직 정해지

지 않았다. SCRS에서의 교체률은 Burrow 캐시의 히트율과 같고 

그것은 Burrow 캐시의 용량에 달려있으며  는 후보 블락이 얼

마동안 남아있을지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으로 히트율에 

따라 값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캐시의 히트율이 높

다는 것은 캐시 안에 블락 들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여

기고  값을 에 의해 줄이고, 캐시가 미스 되었을 때  값을 

에 의해 늘린다. 본 논문에선 캐시 사이즈와 Burrow 캐시 사이즈

의 초기값을 90% 와 10%로 설정한다. SCRS의 pseudo code는 

Algorithm1 에서 보여준다.

III. Performance Evaluation.

본 논문은 I/O traces 인 ads와 homes벤치 마킹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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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 traces는 온라인 광고 시스템의 front-end 서버들과 payload 
서버에서 캐시 역할을 하는 Windows 서버이며[4], Homes 는 개

인의 일상활동, 시험, 실험, 기술작문을 포함한 과학 연구원들의 

개인적 파일을 저장하는 NFS 서버이다. 각각 다른 trace에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read/write dominant trace로 비교 분석 해본다.

Fig.2 . Hit rate of different algorithms under 

read-dominate traces

Fig.3 . Hit rate of different algorithms under 

write-dominate traces

Fig.4 . SSD write traffics under write dominant traces

Fig.5 . SSD write traffics under read dominant traces

Fig.2 와 Fig.4에서 각각 다른 traces의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실험해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SCRS 기법이 LRU알고리

즘과 비교했을 때 높은 히트율을 보였고 FIF알고리즘을 제외한 

LFU, MQ 알고리즘 보다 도 약간 높은 히트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Fig.3 과 Fig.5 의 SSD쓰기 트래픽 에서의 효율이 다른 

LRU, ARC, MQ알고리즘보다 눈에띄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SCRS 기법이Burrow 캐시의 용량을 캐시 히트율에 따라 

조절하여 쓰기 트래픽을 줄여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캐시 안에서의 거의 접근하지 않을 블락과 캐시

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SCRS(Second Level Cache 
Replacement Scheme)기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은 두번째 캐시인 

Burrow를 통해 메인 캐시의 오염을 막고 더 오랜기간 동안 메인 

캐시 안에서 인기 있는 블락들을 유지하여 높은 히트율 뿐만 아니

라 캐시 교체의 수를 줄임으로써 SSD의 쓰기 트래픽을 감소함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고 성능 뿐만 아니라 SSD의 수명에도 도움

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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