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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의 스토리지에  많은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HDD가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용

량 저장 장치로 발전을 해왔다. HDD는 단위 비트 당 가격이 저렴한 이점이 있으나 HDD를 이용한 저장장치는 낮은 수행 속도 

때문에 빠르게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I/O속도를 갖는 

SSD를 이용한 저장 장치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으 나 비트 당 가격이 비싼 SSD의 단점으로 인해 HDD를 전부 SSD로 대체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DD를 SSD로 완전히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SSD를 캐시로 사용한 SSD의 기반

으로 혼합 스토리지 구조를 이용하여 검색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SSD(Solid State Drive), HDD(Hard Disk Drive), 혼합스토리지(Hybrid Storage)

I. 서 론

오늘날 우리가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베이스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장용량은 대용량화가 되어가

고 사용자는 더 빠른 속도의 검색을 원하고 있다.[1]  HDD(Hard 
Disk Drive)는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기 위해 주로 사용 된다.  일
반적으로 HDD는 단위 비트 당 가격이 저렴하고,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장용량이 빠르게 향상

되고 있는 반면에 탐색시간은 향상되지 않고 있어 속도가 느리다

는 단점이 있다.[2] HD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속도를 갖

는 SSD(Solid State Drive)를 이용한 저장 장치 연구가 많이 되

고 있다. 자기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HDD에 반해 SSD는 플

래시 메모리 기반의 대용량 저장장치로서 빠른 읽기/쓰기속도, 낮
은 전력소모, 구조 소형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스마트폰, MP3과 

같은 저장매체로 쓰이고 있다. [3][4][5] 그러나 여전히 비트 당 

가격이  비싸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여 기업에서는 HDD를 완전히 

SSD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데이터

는 HDD에 저장을 하되, 사용 중 혹은 사용예정인 데이터만을 선

별해 SSD에 캐시을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빠른 I/O 성능을 위해 

SSD를 캐시로 사용하는 혼합 스토리지 구조를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의 검색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SSD 기반의 혼합 스토리지 구조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성능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다. 3장에서는 논문에 대한 결론 및 향후연구에 대해 제시 한다.

II.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SSD 기반 저장 

시스템 구성은 그림1에서 간단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스템 구성

에서 첫 번째 레벨의 캐시는 메모리이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데이

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두번째 레벨의 캐시가 SSD인데 이것은 메

모리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거나 메모리 내 캐시가 가득 찼을 때 

주로 메모리에서 SSD로 폐기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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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ssd 기반 혼합 스토리지 구조 

Fig 1. The SSD-based cache 

architecture 

그림 1에서 사용자로부터 온 질의는 첫 번째로 질의 전처리기

에서 처리가 될 것이다. 질의가 도착하면 캐시 매니저는 먼저 필요

한 데이터가 메모리 또는 SSD 내에 캐시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확인한다. 만약 둘 다 아닐 경우, 캐시 매니저는 연산을 회수

를 위해 HDD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필요한 경우 메모리 내 사용

된 데이터를 캐시 한다. 질의 전처리기에 의해 질의는 미리 처리될 

것이며 그 후 캐시 매니저로 전달된다. 캐시 매니저는 이 시스템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선택 관리(SM), 교환 관리(RM) 
기능을 한다. “SM”, “RM”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

할 수 있다.
선택 관리 (SM) : 제한된 용량과 SSD의 특별한 I/O 특성을 고

려하면 메모리에서 폐기되는 모든 데이터가 SSD로 가는 것은 아

니다. 메모리 또는 SSD내에 캐시될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캐시매니저는 메모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를 보존한다

고 가정한다. 만약 검색 리스트의 효율성 가치가 지정된 한계점보

다 적을 경우, SSD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바로 버

리게 된다. 검색 리스트 캐시 교환 정책에서 리스트의 효율 값 

(EV) 을 사용함으로써 희생양 엔트리를 선별해야 한다.
교환 관리 (RM) : 메모리 또는 SSD 내 사용 가능한 캐시 공간

이 거의 없을 경우, 데이터 교환이 불가피해진다. 두 가지 캐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 첫 번째 메모리 캐시를 “L1”, 두 번째 SSD 
캐시를 “L2”라고 한다. “L1”가 가득 찼을 경우, 캐시 관리자는 희

생양 결과 엔트리를 LRU 알고리즘에 따라 선별한다. 만약 SSD
의 자유 공간이 없을 경우, 캐시 관리자는 SSD에서 새로운 결과 

엔트리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삭제되어야 하는 몇 개의 결과 엔트

리를 골라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폐기된(희

생된) 데이터를 대신하여 교환된다. 두 번째, SSD 내 사용 가능한 

자유 공간이 거의 다 찼을 경우에는 캐시 관리자가 SSD에서 교체

될 희생 데이터를 선별해야 한다.

III.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SSD기반의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에서  SSD의 

I/o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레벨의 구조로 데이터베이

스 검색 관리 원칙을 제시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할 때에  I/o패턴을 다양하게 더 분석해 본다면, 다양한 I/o
패턴에 따른 검색 성능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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