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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데이터 그리드는 용량의 데이터 어 리 이션 처리를 해 지리 으로 분산되어 있는 장 자원을 

제공한다. 용량을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는 기존 웹 캐싱 정책이나 가상 메모리 캐쉬 

교체 정책과는 다른 일 교체 정책이 필요하다. LRU(Least Recently Used)나 LCB-K(Least Cost 

Beneficial based on K), EBR(Economic-based cache replacement), LVCT(Least Value-based on 

Caching Time) 같은 기존의 일 교체 략은 일 교체를 해 추가 인 자원이 필요하거나 미래를 

측해야한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해 일의 크기에 기반하여 일 교체를 수행하는 

SBR-k(Sized-based replacement-k)을 제안한다. 제안된 정책은 불확실한 미래 측의 부담을 이고,  

요청된 일에 응되는 교체 일의 개수가 게 하이 해 일 크기를 고려하 다. 성능평가 결과 캐쉬 

크기가 작은 경우에 률이 비슷하나 캐쉬 크기가 크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이 우수함을 보 다.

 
■ 중심어 :∣데이터 그리드∣자원 저장 관리자∣파일교체 정책∣

Abstract

The data grid computing provides geographically distributed storage resources to solve 

computational problems with large-scale data. Unlike cache replacement policies in virtual 

memory or web-caching replacement, an optimal file replacement policy for data grids is the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by the fact that file size is very large. The traditional file 

replacement policies such as LRU(Least Recently Used), LCB-K(Least Cost Beneficial based on 

K), EBR(Economic-based cache replacement), LVCT(Least Value-based on Caching Time) 

have the problem that they have to predict requests or need additional resources to file 

replacement.  To solve theses problems, this paper propose SBR-k(Sized-based replacement-k) 

that replaces files based on file size. The proposed policy considers file size to reduce the 

number of files corresponding to a requested file rather than forecasting the uncertain future 

for replacement.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how that hit ratio was similar when the cache 

size was small, but the proposed policy was superior to traditional policies when the cache size 

was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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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가의 슈퍼 컴퓨  사용에 해 비용의 고효율

인 안으로 그리드 컴퓨 이 제안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리드 컴퓨 은 분산되어 있는 고성능 컴퓨  자원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동하여 조직과 지역에 계없이 사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그리드 컴

퓨 은 컴퓨  그리드(computational grid), 데이터 그

리드(data grid), 엑세스 그리드(access grid)로 구분된

다. 컴퓨터 그리드는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  

워를 공유하여 마치 한 의 고성능 컴퓨터처럼 사용

할 수 있는 해주는 그리드이며, 엑세스 그리드는 분산

된 지역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업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리드이다. 그리드 컴

퓨 에서 데이터 그리드는 고성능의 이질 인 노드와 

데이터 장 자원이 지리 으로 분산되어 있는 랫품

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데이터 그리드 컴퓨 을 이용

한 응용 분야는 지질학 연구, 고 에 지 물리학, 항공물

리, 기후변화 모델링등 분산되어 있는 용량의 데이터

를 생성, 장, 처리하는 것과 련되어 있는 분야이며

[1-4], 본 논문은 데이터 그리드의 요소기술에 한 논

문이다. 

데이터 그리드에서 요한 문제  하나는 상호 연결

된 네트워크의 높은 지연 시간과 장 장치에 있는 

용량 데이터에 한 근과 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는, 원격 근에 따른 오버

헤드를 피하고 자원에 한 신뢰성을 향상하기 해 원

격 데이터를 근거리(local)로 캐슁하는 기법을 들 수 있

다. 캐슁 기술은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웹 캐슁

등 장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데이터 그리드에서 사용하는 캐슁 기술은 

기존 캐슁 기술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 를 

들어, 데이터 그리드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노드 거

리가 먼 원거리 네트워크(WAN)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 크기도 기가바이트 용량이며, 캐쉬 크기도 수백 

기가 바이트에서 수십 테라바이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웹에서 사용하는 캐슁 기술은 송 지연 시

간도 몇 에서 몇분 정도에 불과하고, 캐슁 기술이 선

택 인 사항임에 반해,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는 데이

터 송 지연시간이 몇분에서 몇 시간까지 매우 길며, 

웹 기술 사용도 필수 이다.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는 

용량 데이타 장 장치에 한 요청 횟수가 동시에 

수십에서 수백, 수천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요청은 버퍼

에 장되며 수많은 일 처리 요청  먼  처리해야 

일을 선택해야하며, 이러한 선택을 일 허가 정책이

라 한다. 선택된 일의 장 공간 확보를 해 재 

장 되어 있는 일  교체될 희생자 일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희생자 선택을 일 교체 정책이라 한다.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 일 교체 략 기법은 처리되

어야 할 일의 크기등이 다르기 기존의 가상 메모리 

페이징 교체 정책이나 웹 캐슁 정책과는 다른 일 교

체 정책을 사용해야한다[5][6]. 즉, 기존 가상 메모리 페

이징 교체 정책에서 사용되는 LRU나 LFU 같은 알고

리즘은 무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교체될 일을 선택

한다. 데이터 그리드를 한 일 교체 정책인 LCB-K

이나[5], EBR 정책[7]은 일 교체를 해 미래를 측

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한 LVCT 정책[8]은 일 

교체를 해 반드시 스택을 유지/ 리해야 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일 교체 정책은 스택과 같은 

추가 인 자원이 필요 없고, 미래를 측하지 않고 

일을 교체하는 SRB-k(Size-based replacement-k)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데이터 그

리드에서의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 후 기존의 일 교체 

정책과 이들의 문제 을 설명한다. 3장에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정책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기존 정책과의 

성능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데이터 그리드의 시스템 모델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 장 자원 리자(SRM : 

Storage Resource Manager)는 데이터 공유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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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 저장 자원 관리자

장 리의 기능을 제공하는 필수 인 미들웨어 컴포

트이다. 장 자원 리자의 주요 기능은 용량의 정

보에 한 캐슁이다. 장 자원 리자는 디스크 자원 

리자(DSM : Disk Resource Manager)나 계층  자

원 리자(HRM : Hierarchical Resource Manager)로 

특성화 될 수 있다[6].  

[그림 1]은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 장 자원 리

자의 치를 보이고 있다. 각 사이트에는 하나 이상의 

장 자원 리자가 있을 수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원

거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한, 각 사이트 내에

서 자원들은 근거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사이트에는 다양한 크기를 지닌 일들 존재하고 있으

며, 임의의 일은 동시에 데이터 그리드에서 여러 사

이트에서 복사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

디스크 자원 리자는 일에 한 메타 데이터 정보 

테이블( 를 들어 일이름, 크기, 치 정보등)를 유지

하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자원의 한 요청을 받아 

해당의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 , 사용자

가 원하는 자원이 근거리에 있는지 메타 데이터 정보 

테이블을 통해 확인한 후 근거리에 있으면 자원을 바로 

제공해 주며, 근거리에 없으면 원격지로 이를 요청하여 

서비스 해 다. 

각 사이트에 있는 자원 장 리자는 만약 근거리에 

새로운 일이 생성되었다면, 이에 한 일의 메타 

정보를( 일이름, 크기등) 다른 모든 사이트에 송시

켜서 후에 일을 원하는 사이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다른 사이트에서 원본 일을 복사

하 으면 이에 한 정보(메타 정보)도 다른 사이트에 

송 시키며, 메타 정보를 받은 사이트에는 식 (1)을 통

해 일 송 비용(cost)을 산출할 수 있다. (식 1)에서 

v1, v2는 사이트를 나타내며 일 f에 한 사이트 v1

에서 v2까지의 송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cost(f, v1, v2) = 지연시간 + 일의 크기(fi) / 역폭

(v1, v2)   ----->  식 (1)

 식 (1)을 기반으로 각 사이트의 자원 장 리자

는 자신의 일 메타 정보 테이블에서 해당 일 정보

를 변경한다. 

계층  자원 리자는 고성능 장 장지(HPSS : 

High Performance Storage System)에 한 리에 

한 역할을 수행한다. 웹 락시 캐쉬 서버와는 다르게 

장 자원 리자에 도착된 각각의 요청은 동시에 수백

에서 수천 건이 될 수 있다. 데이터 그리드에서는 많은 

사용자의 동시 속 자원 요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를 해 장 자원 리자는 요청 자원을 요청 버퍼에 

큐잉(queuing)시킨다. 큐잉된 자원에 해 어느 일이 

먼  처리되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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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 선출), 이를 “ 일 허가 정책(file admission 

policy)"이라고 한다. 일 허가 정책은 [그림 1]에서 자

장 자원 리자 내에 일 허가 모듈(FAM : File 

Admission Module)이 수행한다. 허가된 일 요청을 

처리하기 해 먼  근거리에서 찾아보고 없을 경우에

는 원거리에서 요청 일을 가져와야한다. 이때 지역 

디스크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요청 일을 한 공간

을 확보하기 해 장되어 있는 일  희생자

(victim)를 선정해서 교체해야하는데 이를 ” 일 교체 

정책(file replacement policy)이라한다. 장 자원 리

자 내에 일 교체 모듈(FRM : File Replacement 

Module)이 이 같은 일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

터 그리드 환경의 장 자원 리자 내에서 바로 이 

일 교체 정책에 한 것이다.  

2.2 기존 연구

운 체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페이지 교체 정책에는 

LRU(Least Recently Used)와 LFU(Least Frequently 

Used)가 있으며[9], 이들 외에도 LRU와 LFU를 서로 

혼용한 과거 k 참조에 기반하여 LRU을 용하는 

LRU-k[10]가 있다. 이들 정책은 최근 참조된 시 이

나 참조되어진 빈도수를 가지고 캐쉬될 일을 선정하

는 알고리즘이다.

LCB-K(Least Cost Beneficial based on K backward 

reference) 정책은 [5]에서 제안한 데이터 그리드의 

일 교체 정책이다. 이 알고리즘은 교체될 일 선택을 

해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한다. LCB-K정책에 기반한 

유틸리티 함수는 일들이 향후 참조될 가능성을 측

하여 계산한다. 즉, 미래 도착률을 측하기 해 (최  

K 까지의 최근 참조회수*검색 값(cost)/ 일의 크기)의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한다. 캐쉬되어야 할 각 일들의 

유틸리티 함수 값으로 상 인 순 를 매겨 가장 낮은 

유틸리티 함수 값을 가진 일을 교체 상으로 선택한

다. 요청 일을 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

EBR(Economic-Based cache Replacement) 정책은 

[7]에서 제안하 다. 이 정책은 데이타 그리드 환경에서 

일의 복을 최 화하기 한 알고리즘이다. 최 의 

복 결정을 하기 해 복된 일에 한 최소 값

(cost)을 교체하는 경제 인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일을 장하기 해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새롭게 도착

된 일을 디스크상에 자동으로 장한다. 만약 디스크

가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EBR은 디스크 상에서 최소 

값을 가진 일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해 

각 사이트에 구 된 복 최 기(Replica Optimizer)를 

이용한다. 복 최 기는 이익(profit)을 최 화시키기 

해 장되어 있는 각각의 일의 값을 로그에 유지하

면서, 이 값이 미래 소득 측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

된다. 이 측 함수는 시간  연 성, 지리  연 성, 순

서  연 성을 고려한 과거의 도우 W 시간에 요청을 

기반하여 앞으로 W 시간에 요청을 미리 측하여 값을 

산출한다. 

LVCT(Least Value-based on Caching Time) 정책

은 [8]에서 제안하 다. 이 정책은 얼마나 일이 재

근되어지는가를 고려하여 일을 교체한다. 유틸리티 

함수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지닌 일(들)이 선택되며, 

유틸리티 함수는 ((1/캐슁 시간)* cost/ 일의 크기)이

다. 이 정책은 각 일의 캐슁 시간을 유지하기 해 캐

슁 시간과 일의 크기를 지닌 캐슁 시간 스택(caching 

time stack)을 사용한다. 즉, 각 일 마다 근 되는 시

간을 고려한 캐슁 시간과 일의 크기를 캐슁 시간 스

택에 장하는 것이다. 를 들어, 일 f가 교체되기 

해 근되면 일 f을 스택의 꼭 기(top)로 옮긴 후

에 일 f의 캐슁 시간을 0으로 한다. 계속해서 재 근

된 일을 스택의 꼭 기에 옮김으로써 스택의 바닥

(bottom)에 있는 일은 가장 재 근이 안 된 일이고, 

이 일(들)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즉, 가장 큰 캐슁 시

간을 지닌 일이 가장 근이 되지 않은 일이고 이 

일(들)을 교체한다.

에서 기술한 기존 정책들의 문제 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LRU와 LFU, LRU-k 정책은 리 알려진 

정책이긴 하지만 무 은(혹은 단순한) 정보를 기반

으로 교체 일을 한다. 한, LCB-K 정책은 유틸리티 

함수가 각 일에 한 미래 도착률을 측해야 한다는 

부담과 교체 후보 일들에 해 과거 일정 시간(k) 동

안의 참조 여부를 추 해야 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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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new_requested_file_size == unpinned_file_size)

          then {

               replace file;

               exit;

          }

   /* K 값을 교려 */

    k=0;

    while( 1 ){

       /* k의 초기값은 0.1(즉, 10%)이며 10%씩 증가 */

       k += 0.1; 

  k_size = new_requested_file_size * k;     

  i) new_requested_file_size 보다 크고 (new_requested_file_size + k_size) 보다 작은 file들을  

      search;  

       선택된 파일들에 대해서 

                LRU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적합한 파일을 선택;

                replace file;

                exit;

  ii)  new_requested_file_size 보다 작고 (new_requested_file_size - k_size) 보다 작은 

        unpinned file들을 search;

        선택된 파일들에 대해서 

                LRU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적합한 파일을 선택;

                 replace files;

                 exit;

    }    

그림 2. SRB-k 교체 정책의 동작 과정

게다가 일정한 시간 밖에 있는 일들은 유틸리티 함수

에 용되지 않으며 교체 후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에서 선택된 일은 교체하기 한 최 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EBR 정책 단 도 역시 경제 인 

모델을 해 과거의 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요청을 

미리 측해야한다는 이다. LVCT 정책의 단 은 캐

슁 시간을 유지하기 해 캐슁 시간과 일 크기를 지

닌 스택을 유지해야한다는 이다. 근되는 일을 스

택의 꼭 기로 옮기는 추가 인 작업도 필요하다. 체

은 보면 공간 확보를 해 앞으로 상황을 측해야하

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해 요청된 일 보다 상

으로 작은 일들이 모든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교체를 해 스택과 같은 불필요한 자원도 유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안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SRB-k(Size-based 

replacement-k)이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들과 

달리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측하는 부담을 피하면

서도 요청된 일에 응되는 교체 일의 개수가 되도

록 게 하기 해 일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

라 하겠다.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 근거리 장 자원 리자에 

한 일 요청은 동시에 수백내지 수천 건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장 자원 리자는 이들을 먼  큐잉 시킨

다. 큐잉된 요청 메세지들은 장 자원 리자 내의 

일 허가 모듈(FAM)에 의해 그 처리 순서가 결정되고 

처리 정에서 일 교체가 필요할 경우 일 교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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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FRM)에 요청 메시지를 달한다. 

일 교체 모듈은 요청한 일이 근거리 디스크에 있

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만약, 근거리 디스크에 있으면 

요청한 사용자에게 요청한 일을 달해 다. 만약 

근거리 디스크에 요청 일이 없으면 원거리 디스크에 

사용자 요청 일을 요구하여 근거리 디스크에 캐슁을 

하는데, 이때 근거리 디스크에 공간이 없으면 일 교

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교체될 일이 선택된다. 재 

근거리에 장되어 있는 일들이 선택 후보가 되는데 

이를 "unpinned"이라고 하며, 선택 후보 일  교체하

기 해 선택된 일은 "pinned"이라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일 교체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

은 [그림 2]와 같다. 사용자가 요청한 일의 크기를 r

이라고 할때, SRB-k 알고리즘은 먼  지역 으로 재 

장되어 있는 일  크기가 r인 일을 찾는다. 만약 

r과 같은 크기의 일이 있으면 가장 먼  교체 일로 

선택되며 이는 SRB-k 알고리즘에서 최  교체이다. 

만약, 크기가 같은 일이 없을 경우는 SRB-k 알고

리즘에서는 k값을 고려하여 일 교체 알고리즘을 수

행하는데, 여기서 k는 사용자가 요청한 일 크기와 비

례되는 값이다. 를 들어, 사용자가 요청한 일의 크

기가 1,000MB 이고, k값이 0.1(즉, 10%)이면, k값은 요

청한 일 크기의 10% 비율인 100MB를 의미한다. 지

역 디스크에서 같은 크기의 일이 없고, k값이 0.1일 

경우 SRB-k 알고리즘은 요청 일 크기에 k값을 더한 

크기(1,100MB) 이내에서 다른 일을 찾는다. 이 크기

를 q라고 한다면, SRB-k 알고리즘은 지역 디스크에서 

r보다 크고 q보다 작은 일(들)을 찾는 것이다. 이 게 

찾은 일들 집합을 p라고 하면 SRB-k 알고리즘은 p

내의 일(들)  LRU을 고려하여 최종 교체 일을 

선정하여 교체한다.

만약 지역 디스크에서 p 일이 없을 경우, SRB-k 알

고리즘은 요청 일 크기에서 k값을 뺀 크기를 갖는 

일(900MB)을 찾는다. 이 크기를 q'라고 한다면, SRB-k 

알고리즘은 지역 디스크에서 r보다 작고 q'보다 큰 

일(들)을 찾는다. 이 게 찾은 일들의 집합을 p'라 하

면, SRB-k 알고리즘에서는 p' 일(들)  LRU을 고려

하여 최종 교체 일을 선정하여 교체한다. 만약 지역 

디스크에서 p' 일이 없을 경우에는 교체될 일이 있

을 때까지 k값을 증가하여 SRB-k 알고리즘을 계속 수

행한다.

4. 평가

통 으로 캐쉬 교체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률(hit ratio)과 바이트 

률(byte hit ratio)이다[5][6]. 률은 체 요청의 

회수에서 캐쉬 안에 일이 있을 비율을 나타내고, 바

이트 률은 요청한 체 데이터 양에 한 캐슁된 

데이터(byte) 양의 비율을 의미한다. 률과 바이트 

률은 캐쉬에서 각각 응답 시간과  역폭에 한 

효율성 측정 척도로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뮬 이션 도구는 OptorSim인

데 OptorSim[11][12]은 유럽 데이터 그리드 로젝트

(European DataGrid)에서 자바로 구 된 데이터 그리

드 시뮬 이션 도구이다(OptorSim을 설치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자바 1.5.0_04 버 과 ant 1.6.5을 설치하

다.). 시뮬 이션의 환경 설정은 논문 [5][6]에 기반을 

한다. 일의 크기는 1.0에서 2.1GB 범 로 한다. 요청

에 해서는 평균 10 의 포아송 도착시간을 이용한다. 

일 크기는 5,000,000 바이트와 2,147,000,000 바이트 

사이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다. 임의의 간격으로 

일을 요청하며, 참조는 80-20 규칙의 참조 지역성

(locality of reference) 규칙을 용하 다. 80-20 규칙

은 80%의 요청이 일의 20%을 재 참조하는 것을 의

미한다. 체 20개 사이트에서 1.1TB 장할 수 있으며, 

18개 사이트에서는 50GB를 2개의 사이트에서는 

100GB를 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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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데이터 그리드에서 바이트 적중률

[그림 3]과 [그림 4]는 제안한 정책과 LCB-K, EBR, 

LVCT, LRU, RND(Random)에 한 각 사이트의 평균 

버퍼의 률과 바이트 률을 나타내고 있다. 체

으로 버퍼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제안한 정책과 기존 

정책을 비교하며 률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버퍼의 크기가 커지면서 률도 커지고 있다. 

그림 3에서 체 버퍼의 크기가 1%인 11GB까지 비슷

한 률(제안한 정책 0.16, LCB-k 0.12, EBR 0.12 

LVCT 0.14, LRU 0.12, RND 0.09)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에 버퍼의 크기를 2%인 22GB에서는 제안한 정책

의 률(0.25)이 LCB-K(0.16), EBR(0.16), 

LVCT(0.22), LRU(0.18) RND(0.11)비해 성능이 좋음을 

알 수 가 있다. 바이트 률을 나타내는 [그림 4]에서

도 버퍼 크기가 작으면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나, 버퍼

의 크기를 2%일 경우 제안한 정책의 률(0.22)이 

LCB-K(0.18), EBR(0.17), LVCT(0.2), LRU(0.18) 

RND(0.14)비해 성능이 좋음을 알 수 가 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정책은 교체될 일의 크기를 되도록 새로

운 일의 크기와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일을 선정하

기 때문이다. [그림 3]과 [그림 4]의 성능 평가에서 임의

로 교체 일을 선택하는 RND 정책의 률이 가장 

낮았으며 LCB-K나 EBR 정책은 버퍼 크기가 작으면 

다른 정책과 비슷한 률을 나타내었으나, 버퍼 크기

가 증가함에 따라 교체될 일의 측 확률 낮아 

률이 낮게 나타내고 있다.

5. 결론

지리 으로 분산되어 있는 용량의 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데이터 그리드 컴퓨 에 한 연

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웹 캐슁, 가상 메모리

에서 일 교체 정책과는 다르게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

서의 일 교체 략은 일 크기가 용량이며, 이에 

한 캐쉬 용량도 용량이어서 복잡하다.

기존  논문에서 제안되고 있는 LRU나, LCB-K, 

ERB, LVCT같은 정책은 무 단순한 정보로 일을 

교체하거나, 추가 인 자원, 불확실한 미래에 한 측

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은 일 

크기에 기반하여 교체하는 SRB-k을 제안하 다. 성

능평가 결과 캐쉬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률이 비슷

하나, 캐쉬 크기가 크면 LCB-K, ERB, LVCT, LRU, 

RND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이 우수함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을 일에 

한 우선순 도 고려하여 일 교체 정책을 수행하는 일

이다. 한 만약에 일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구성되

어 있을 경우 제한된 장 공간을 고려한 미디어 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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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정책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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