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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RFU 블록 교체 정책은 LRU 정책과 LFU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교체 정책들의 스펙트럼이며, LRFU 기

법의 제어 변수 λ는 스펙트럼 상에서 위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작업 부하(workload)마다 최적 λ 값이 존

재하며, 해당 작업 부하를 실행할 때 이 값을 LRFU 기법에 적용하면 LRFU 스펙트럼 상에서 최적의 성

능을 보이는 블록 교체 정책이 선택 된다. 하지만 LRFU 기법은 최적의 λ값 설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기 때문에 작업 부하에 따른 최적의 λ값을 찾기 위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LRFU 정책을 기반으로 작업 부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λ 값을 변화 시키는 적응형 LRFU 블록 교체 정

책을 설명하고 있다. 적응형 LRFU 정책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트레이스 기반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실험 결과를 통해 적응형 LRFU 정책의 성능이 정적으로 선택된 최적의 λ값을 적용한 LRFU 정책

의 성능에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1. 서  론
1
 

 

처리기와 메모리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디스크가 컴퓨터 시스템의 병목(bottle neck) 지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높이기 

위에서는 디스크 접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컴퓨터 시스템은 버퍼 캐쉬를 사용하고 있다. 버퍼 

캐쉬는 한 번 참조되었거나 선반입된 디스크 블록을 

유지하는 메모리 영역으로, 미래에 다시 참조될 것으로 

생각되는 블록을 보관한다. 그리고 블록이 재참조되면, 

버퍼 캐쉬는 해당 블록을 제공하여 디스크 접근 횟수를 

줄이도록 한다. 만약에 해당 블록을 버퍼 캐쉬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디스크 접근이 필요하고 이는 시스템 

성능의 하락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높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쉬에서 블록을 찾지 

못하는 캐쉬 접근 실패 횟수를 줄여야 한다. 

만약 캐쉬 접근 실패가 발생하면 요청된 블록을 

디스크에서 버퍼 캐쉬로 읽어 와야 한다. 이때 이미 

버퍼 캐쉬에 존재하는 블록 중 한 블록을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할 블록을 결정하는 기법을 블록 교체 

정책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블록 교체 정책은 재참조 

가능성이 가장 작은 블록을 교체하여 캐쉬 접근 실패의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처럼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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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블록을 교체함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판단 기준은 

블록의 최근성(recency)과 참조 횟수(frequency)이다. 

블록을 교체할 때 최근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블록 

교체 정책은 LRU(Least Recently Used) 기법이다. 이 

정책은 가장 오래 전에 참조된 블록을 교체한다. 그리고 

참조 횟수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LFU(Least 

Frequently Used) 기법이며 가장 참조 횟수가 적은 

블록을 교체 대상으로 정한다. 하지만 LRU 정책과 LFU 

정책은 모두 블록의 마지막 참조 시간이나 참조 횟수와 

같은 제한된 정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LRFU(Least Recently/Frequently Used) 기법은 참조 

횟수와 참조 시간 모두를 고려하여 블록을 교체하며, 

특히 LRFU 기법이 제안됨으로써 LRU 기법과 LFU 기법 

사이에 블록 교체 정책의 스펙트럼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1][2]. 

  LRFU 정책에는 제어 변수 λ가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여 LRU와 LFU 사이에 존재하는 스펙트럼상에서 

교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 부하에 따라 

최적 λ를 선택하였을 경우 이 스펙트럼 안에서 최적의 

교체 정책이 선정된다. 그러나 최적의 λ는 작업 부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LRFU 정책은 제어 변수 λ를 

정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제어 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LRFU 블록 교체 정책을 

기반으로 작업 부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λ를 변화 

시키는 적응형 LRFU 블록 교체 정책을 제안한다. 

적응형 LRFU 블록 교체 정책은 과거 참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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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고스트 버퍼와 더블 캐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λ의 변화율을 계산한다. 변화율은 일정 

주기마다 계산되는데, 매 주기가 끝날 때 계산된 

변화율을 λ에 반영한다. 적응형 LRFU 정책을 구현하여 

트레이스 기반 모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적응형 LRFU의 성능이 정적으로 선택된 최적의 λ값을 

적용한 LRFU 정책의 성능에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관련 연구에서는 

적응형 LRFU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소개 한다. 그리고 3장에서 적응형 LRFU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또한 4장에서 적응형 LRFU 정책의 성능 

평가를 위해 트레이스 기반 모의 실험 결과를 보인 

후에,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 

 

2. 관련 연구 

 

2.1 오프라인 최적 블록 교체 정책 

 

오프라인 최적 블록 교체 정책은 Belady의 MIN 

정책이다[3]. MIN 정책은 현재 캐쉬에 존재하는 

블록에서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될 블록을 교체한다. 이 

정책을 통해 블록 교체 정책 성능의 상위 한계(upper 

bound)를 구할 수 있다. 

 

2.2 LRFU 블록 교체 정책 

 

LRFU 블록 교체 정책은 LRU 정책과 LFU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블록 교체 정책 스펙트럼으로, 제어 

변수 λ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상에서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1][2]. LRFU 정책에서 캐쉬에 존재하는 

모든 블록은 CRF(Combined Recency and Frequency) 

값을 가진다. 만약 캐쉬 접근 실패가 발생하면 전체 

캐쉬 블록에서 CRF 값이 가장 작은 블록을 교체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검색의 효율을 위해서 CRF 값에 

따라 모든 블록을 힙(heap) 구조로 유지한다. 시간이 

t일 때 블록 b의 CRF 값인 Ct(b)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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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정의되고 x는 현재 시간과 과거에 참조될 

때의 시간 차이며 λ를 이용하여 최근성과 참조 횟수에 

가중치를 주게 된다. λ가 0일 때에 LRFU 정책은 LFU 

정책과 동일하게 동작하고 1일 때에는 LRU 정책과 

같이 동작하며 0과 1 사이일 때에는 또 다른 교체 

정책으로 동작한다. (1)을 살펴 보면 블록의 CRF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참조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무한한 기억 장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LRFU 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고, 각 블록의 CRF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 

블록의 마지막 참조 시간과 마지막 CRF 값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다음 참조가 발생할 때의 CRF 값을 구할 수 

있음을 증명 하였다. 이처럼 LRFU 정책은 제한된 

메모리에 무한한 참조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체될 블록을 판단한다. 

LRFU 정책은 λ값을 효과적으로 설정할 때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작업 부하에 따라서 LRFU 

정책의 최적 λ값이 변하고 LRFU 정책은 λ값을 

정적으로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 부하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동작하지만, 다른 작업 부하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2.3 고스트 버퍼(Ghost Buffer) 

 

블록 교체 정책에서 고스트 버퍼는 캐쉬로부터 

교체된 블록들의 정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교체될 블록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블록 교체 정책들이 고스트 버퍼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 한가지 예는 2Q 블록 교체 

정책이다[4]. 2Q 정책은 A1in, A1out, 그리고 Am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A1in 리스트는 한번 참조된 

블록들을 캐슁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A1out 

리스트는 A1in에서 교체된 블록들을 기억하는 고스트 

버퍼이며, A1out에 정보가 존재하는 블록이 재 

참조되면 A1in이 아닌 Am 리스트로 삽입된다. 이처럼 

2Q 정책은 고스트 버퍼를 사용하는 블록 교체 정책의 

좋은 예이다. 고스트 버퍼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로 

ARC 블록 교체 정책이 있다[5]. 이 정책은 캐쉬 

크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지하는 더블 캐쉬를 

사용하는데, 더블 캐쉬 영역을 T1, T2, B1 그리고 B2로 

나눈다. T1과 T2 모두 실제 블록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T1에는 한 번 참조된 블록을, T2에는 두 번 이상 

참조된 블록을 저장한다. 그리고 B1과 B2은 고스트 

버퍼로서 B1에는 T1에서 교체된 블록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B2에는 T2에서 교체된 블록의 정보를 유지한다. 

이처럼 예로든 2Q와 ARC는 모두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고스트 버퍼는 캐쉬의 성능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적응형 LRFU 블록 교체 정책 

 

3.1 적응형 LRFU 정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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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LRFU 정책은 캐쉬에서 교체된 블록들의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λ의 변화율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과거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캐쉬 

크기에 해당하는 고스트 버퍼를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캐슁된 디스크 블록 이외에 고스트 버퍼에 

존재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여 실제 캐쉬 크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지하는 더블 캐쉬 기법을 

사용하였다[5]. 

 

 

그림 1. 적응형 LRFU 정책의 더블 캐쉬 구조 

 

그림 1은 적응형 LRFU에서 사용하는 더블 캐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캐쉬의 크기가 L일 때 2L 만큼 

정보를 유지하고 이 영역을 hit 1, hit n, out 1, 그리고 

out n으로 나눈다. hit 1과 hit n은 실제 디스크 블록을 

유지하는 영역으로 두 영역에 존재하는 디스크 블록의 

개수는 L이 된다. hit 1에는 한 번 참조된 블록을, hit 

n에는 두 번 이상 참조된 블록을 저장한다. 그리고 out 

1과 out n은 고스트 버퍼이며, 이 두 영역에 정보가 

유지되는 디스크 블록의 개수는 또한 L이다. out 1은 hit 

1에서 교체된 블록들의 정보를, out n은 hit n에서 

교체된 블록들의 정보를 유지한다. 

 

3.2 λ의 변화율 예측 

 

적응형 LRFU 교체 정책은 고스트 버퍼인 out 1과 

out n을 통해서 λ의 변화율을 예측한다. out 1에서 

참조가 발생하면 한 번 참조 되었던 블록에서 재 

참조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LRFU 정책이 현재 

상태에서 λ를 크게 하여 LRU 정책에 가까워지도록 한 

후 hit n에 있는 블록 중 CRF 값이 가장 작은 블록을 

교체한다. 그리고 out n에서 참조가 발생하면 두 번 

이상 참조 되었던 블록에서 재 참조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λ를 작게 하여 LFU 정책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hit 1에서 가장 작은 CRF 값을 갖는 

블록을 교체한다. 하지만 참조가 발생할 때마다 λ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 또한 

일시적으로 out 1이나 out n에서 참조되는 현상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주기가 

지난 후에 λ값을 보정해야 한다.  

이제 각 주기가 끝났을 때 λ를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 

가를 결정해야 한다. 효율적인 λ의 변화를 위해서 

기본값, 변동값, 증감값, 그리고 변화율을 정의하였다. 

기본값은 변동값의 초기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동값은 

out 1과 out n에서 참조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구해진 

증감값을 변동값에 더하거나 뺀 결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증감값이 너무 클 경우 λ값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어 잘못된 예측을 했을 때의 위험이 

높아지고 너무 작을 경우에는 λ가 지나치게 조금씩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적당한 λ의 변화를 위해 증감값을 

(기본값/1000)으로 정의했다. [1]과 [2]의 실험 결과를 

보면 참조 횟수가 최근성 보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λ를 LFU에 가깝게 변화 시킬 때 증감값에 

3을 곱하여 변동값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변화율은 

(변동값/기본값)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각 주기가 끝났을 

때 λ의 변화율을 의미하므로 λ에 변화율을 곱해서 새 

λ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λ를 변화 시킬 수 있다. 그림 2에 λ 변화율 예측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그림 2. λ 변화율 예측 알고리즘 

 

3.3 λ값 보정 

 

적응형 LRFU 블록 교체 정책에서 λ를 보정 시킬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는 λ가 바뀌면 

이제까지 누적 갱신해온 블록의 CRF 값들이 모두 

무효한 값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λ가 바뀜에 따라 

블록을 CRF 값 순으로 정렬하는 우선순위 큐인 힙의 

성질을 만족 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 하였다. 

λ를 변화 시킬 때 힙에서 모든 블록을 뺀 후 두 번 

이상 참조된 모든 블록을 두 번의 참조로 바꾸었다[7]. 

그리고 각 블록의 CRF 값을 마지막 참조 시의 CRF 

값인 1과 마지막 참조 전에 발생한 참조의 CRF 값을 

더해서 새로운 CRF로 설정 하였다. 두 번의 참조로 

바꾼 이유는 LRU-K 정책[6]에서 LRU-2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에서 모티브를 얻어 마지막 두 번의 

참조가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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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의 CRF 값을 재 계산한 후 모든 블록을 힙으로 재 

삽입 함으로써 λ값 보정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λ를 변화 시킬 때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지만 매 참조 마다 λ를 조정하지 않고 매 주기가 

끝날 때에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λ의 

보정이 가능하다. 그림 3에 λ값 보정 순서를 

기술하였다. 

 

 

그림 3. λ값 보정 순서 

4. 실험 환경 및 실험 결과 

 

적응형 LRFU 블록 교체 정책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트레이스 기반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 

실험에서 사용한 트레이스는 DB2와 OLTP이다. DB2 

트레이스는 [4]에서 사용되었고, 75,514블록에 대하여 

500,000번의 참조를 기록한 것이다. OLTP 트레이스는 

[4]와 [6]에서 사용 되었고 100개의 인덱스 블록과 

10,000개의 데이터 블록에 대하여 480,966번의 참조를 

기록한 것이다. 실험에서 적응형 LRFU 정책의 주기와 

기본값을 각각 1000으로 설정하였고, 증감값은 

(기본값/1000)인 1로 설정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LRFU 정책은 캐쉬 크기에 따라 λ를 변화 시키면서 

적중률이 가장 높을 때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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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응형 LRFU 정책의 성능 (DB2 트레이스) 

 

  그림 4와 표 1은 DB2 트레이스를 사용하였을 때 

LRU, LRFU, 그리고 적응형 LRFU 정책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4의 x축은 블록 개수를 나타내고 

y축은 적중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시 블록 개수에 

따른 각 정책의 적중률을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4와 

표 1을 보면 적응형 LRFU 정책의 적중률이 LRU 

정책보다 높고 LRFU 정책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캐쉬의 크기가 작을 때 LRFU 정책의 적중률과 

거의 근접한 결과를 보인다. 

 

 
표 1. 적응형 LRFU 정책의 성능 (DB2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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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적응형 LRFU 정책의 성능 (OLTP 트레이스) 

 

그림 5는 OLTP 트레이스를 사용하였을 때 LRU, 

LRFU, 그리고 적응형 LRFU 정책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5의 x축과 y축은 그림 4와 동일하다. 그림 

5를 보면 적응형 LRFU 정책의 적중률이 LRU 정책보다 

높고 LRFU 정책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적응형 LRFU가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LRFU 블록 교체 정책을 기반으로 

작업 부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λ값을 조정하는 적응형 

LRFU 블록 교체 정책을 제안하였다. LRFU 교체 정책은 

제어 변수 λ를 정적으로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 이를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정책을 통해 LRFU 정책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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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적응형 

LRFU 블록 교체 정책의 λ값 보정 알고리즘은 다소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향후에 이 알고리즘을 

최적화 하여 처리기 실행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응형 LRFU 정책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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