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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들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

템은 다양한 형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학교,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는 스토리지 성능은 기업 내부

전체 정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성능시험을 위한 이형의

환경과 시험을 위한 성능 파라매터가 상이함으로 인해 스토리지 벤더에서는 제공하는 결과에 대한 평

가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스토리지 성능시험 기법과 벤치마킹을 위한 성능시험환경을 제안한

다. 성능시험 환경은 NGS 시스템 아키텍처 내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입출력 대역폭을 늘려 성능을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대용량 스토리지의 올바른 성능평가는 다양

한 저장매체, 복잡한 스토리지 운영환경, 응용 I/O

접근 패턴(access pattern)의 변화로 인해 어려워지

고 있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은 스토리지 성능

평가를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스토

리지의 성능평가는 쉽지 않다[1,2,3].

특히 기업의 스토리지 서버 선정 및 도입을 위해

서는 스토리지 장치의 성능평가가 필수적이다. 전

체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은 분산 스토리지인

SAN에서 실제적인 I/O 요청이 전달되어 처리되는

외부인터페이스 구성, 파일시스템 및 저장장치의 매

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11].

이 논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 DRAM 기반 스토

리지 장치인 NGS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위한 환경

을 기술한다. 스토리지 시험환경은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내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입출력 대역폭

을 늘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주요요소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성능

평가 표준 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스토

리지 성능평가 환경을 기술한다. 4장에서 결론을 기

술한다.

2. 관련연구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는 전체 시스템

에서 스토리지의 성능 결정 부분이 증가됨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Transaction

Performance Council(TPC)[4], 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 (SPEC)[7],

Storage Performance Council(SPC)[5,6]는 스토리지

성능평가를 위한 기관으로 자체적인 성능평가 기준

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TPC는 성능 평가는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의 입

출력 연산의 수행 시간의 측정 및 한다[4]. TPC-B

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트랜잭션 처

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은행 데이터베

이스 상에서의 일반 은행의 계정 변경을 시뮬레이

션한다. 성능 측면에서 초당 트랜잭션 수를 측정하

여 최대 산출율을 측정하고 2초 내에 모든 트랜잭션

의 90%를 처리할 때 응답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도록

한다. 또한 시스템과 요구되어지는 저장장치에 대한

가격을 리포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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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DBMS 의 평가를 위한 표준 성능측정 도구

인 TPC-C는 산업계의 실질적 표준으로 신뢰도 높

은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OLTP) 작업의 성능과

확장성 측정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다.

SPEC은 차세대 고성능 컴퓨터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 벤치마크를 구성하기 위한 비영리 기관으로

CPU, 전력, 메일서버, 웹서버 가상화 등 다수의 성

능시험 및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를 제공한다[7].

스토리지 관련하여 네트워크 파일시스템의 성능측

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인 SPECsfs2008을 정의하였

다. SPECsfs2008은 NAS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NFS 프로토콜인 SFS97 의 최근 버젼으로 NFS 또

는 CIFS 서버에 대한 성능 시험을 위한 명세를 제

공한다 SFS97 은 NFS 버전 3의 처리량과 지연 시

간을 비교하여 파일 서비스 작업부하의 성능평가에

사용한다.

Storage Performance Council(SPC)는 스토리지

벤더 중립적인 표준 성능측정 기관으로 스토리지 업

계의 요구와 관심에 초점을 맞춘 업계 최초의 표준

성능 벤치마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SPC-1 은 스토리지 서브시스템을 위한 성능 측정

을 위한 작업부하 정의로서 전형적인 서버 클래스

컴퓨터의 온라인, 비휘발성 저장장치를 시뮬레이션

한다. SPC-1 는 구성된 스토리지 환경의 전체 I/O

산출율, 응답시간, 사용자 이용환경 등을 구성하며,

이를 위한 시험환경을 정의한다[7]. SPC-2 는 순차

접근(sequential access)의 큰 블록의 I/O를 처리하

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8].

3. 제안된 성능시험 환경

3.1 개요

그림 1은 스토리지 성능평가를 위한 절차를 정의

한 것으로 성능평가 요구사항정의에서는 성능시험의

목적에 따른 측정지표를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평가

도구 및 방법을 선정한다. 평가도구의 선정 시에는

성능평가지점에 따라 2개이상의 마이크로 벤치마크

(micro-benchmark)도구와 1개의 매크로 벤치마크

(macro-benchma가) 도구를 사용한다[8,9,10].

NGS 시스템의 성능평가는 트래이스(trace)를 재

플레이하여 성능을 평가하는 경우 현행 스토리지 시

스템의 I/O 패턴을 반영하는 트래이스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벤치마크도구를 사용하여 성능시험을

한다.

성능평가요구사항정의

성능파라매터작성

성능시험수행

측정및 분석

그림 1. 스토리지 시스템 성능평가 절차

벤치마크 도구를 사용한 벤치마킹은 스토리지 성

능평가를 위한 주요한 작업이다. 올바른 성능 시험

을 위해 단일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벤치마크의 작업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 I/O 중심 작업과 CPU 중심작업으로 작업을 구

분

• 벤치마크의 수행 결과를 기록함

• 벤치마크를 확장가능하게 수행함

• 다중 쓰레드 작업부하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시

나리오를 적용함

• 작업부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함

이 논문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성능평가 절차 중

성능파라매터정의와 결과측정 및 분석만을 기술한

다.

3.2 성능 파라매터

스토리지 장치가 단일 디스크, 디스크 배열, 외부

스토리지 서버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스

토리지 성능평가에서는 추상화되어진 논리적인 저

장장치를 사용한다. 다음은 성능을 위한 주요 파라

매터이다.

• 읽기 및 쓰기 비율을 고려

• 순차 및 임의 I/O의 비율을 고려

• 데이터 블록 크기

작업부하 구성의 구성을 위해서는 I/O커맨드 생

성 시 위의 접근 고려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동시

접근에 대해 설정을 위해 스트림의 수를 결정한다.

기본적인 I/O 성능 시험은 SPC-1에 정의를 참고한

다.

I/O 블록 크기는 SPC-1 에서 정의한

2Kbyte-8Kbyte의 블록 크기, 벤더에서의 벤치마크

에서 고려하고 있는 4Kbyte-8Kbyte 블록크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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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SPC-2 응용을 위해서 블록 크기는

256KMbyte, 1,024 Kbyte 를 고려한다. I/O 요청은

임의 읽기를 대상으로 하며 IOPS의 성능지표를 위

한 대표 값으로는 4Kbyte를 고려한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는

산출율 수준 평가를 위한 IOPS와 MBPS 를 사용

한다. 스토리지 성능지표로 OLTP, 임의 R/W 데이

터 스토리지용도의 경우 IOPS를 VOD, 백업

(backup), 순차입출력의 데이터스토리지용의 경우

MBPS를 제안한다. 부수적으로 특정 스토리지에 대

한 응용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경우

응답시간을 사용한다.

3.3 성능측정 및 분석

벤치마크의 결과는 예측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

해 성능시험 결과 값은 95% 신뢰구간을 결과가 갖

도록 함으로서 결과의 안정성을 얻도록 한다.

[표 1] 클라이언트 응답시간

 NGS Eva4400

AVG 3400.35 4412.1875

STD VAR 25.1443726 301.7308334

MEDIUM 3406.5 4437

MIM 3321 4047

MAX 3420 4859

AVGDEV 15.41 253.9375

표 1은 매크로 벤치마크 도구인 postmark를 사용

한 응답시간의 통계값을 보인 것으로 작업부하를 위

한 파라매터에서 데이터블록의 크기는 1Kbyte로 지

정하였으며, 트랜잭션의 수를 100,000만으로 지정하

여 높은 I/O 요청을 발생시켰다. 읽기와 쓰기의 비

율은 약 3.5:6.5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DRAM 기반

스토리지 장치인 NGS 시스템과 디스크 매체기반

스토리지인 HP의 Eva4400의 수행 결과에서 평균

응답시간은 NGS 시스템이 Eva4400의 77.06 % 정

도로 짧다. 또한 응답시간의 절대 편차의 평균인

AVGDEV 을 통해 응답치 집합의 분산 정도가

Eva4400이 NGS 시스템에 비해 16배 이상이다. 이

는 디스크 매체가 같은 특징인 탐색시간(seek time)

과 회전지연(rotational delay)에 의한 영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Eva4400스토리지 시스템의 벤치마크 수

행에 따른 트랜잭션 수행시간 특성을 보인 것으로

평균 데이터 전송률은 캐쉬가 채워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인 가열시간(warming time) 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되며 이는 올바른 성능평가의 잡음요소로서 작용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수행의 결과값

중 가열시간의 값을 제외하여야 하며, 올바른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 산술평균 값(mean value)을

사용하는 것 보다 중간값(median value)을 사용한

다.

그림 2 디스크 기반 스토리지 응답시간 특성

4. 결론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 및 평가는 스

토리지 설계 시에 참조되어지는 응용을 위한 디스크

공간의 형상, 디스크 어레이의 RAID 수준 결정 및

응용할당 등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오류의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응용작업부하와 스토리지 시

스템간의 많은 상호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성능 예측

이 어렵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평가는 다양한

측정조건 때문에 결과 값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있

다.

이 논문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올바른 성능시

험 및 평가를 위한 시험환경을 정의하였다. 정의된

시험환경은 NGS 성능분석 및 개선 항목 도출에 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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