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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모바일 인터넷 시 를 기 으로  세계 으로 디지털 환

경에서 생성  유통되는 문자, 상 등의 데이터양이 폭발

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 한 규모와 정형화 되지 않은 데이터

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시 가 도래했다. 빅데이터는 량

(High-Volume), 고속(High-Velocity), 그리고( 는) 다양성

(High-Variety)의 속성을 지닌 정보 자산으로 이를 이용한 

통찰 강화, 의사 결정  로세스 자동화를 해서는 비용 

효율 이고 신 인 정보처리가 요구된다[1]. 빅데이터 정보

처리는 일반 으로 수집, 재, 처리, 탐색, 분석  응용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재 단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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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에 구 는 임시로 장하는 단계로 수집 데이터 

형태에 따라 분산 스토리지 유형이 일 시스템, NoSQL, 

In-Memory Cache, Message Oriented Middleware 등과 같

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처리 단계 방법도 달라

지므로 한 분산 스토리지 선택이 요하다.

규모 화학  생물학  문제를 풀기 한 과학 애 리 이

션뿐만 아니라 텍스트, 음성, 상 인식 애 리 이션 등과 같

은 기존 거시 애 리 이션은 일반 으로 POSIX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방식으로 일 시스템을 근한

다. 그래서 분산 스토리지는 일반 으로 NFS (Network File 

System)와 같은 표 화된 I/O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는 

고도 병렬화된 부분의 애 리 이션에서 노드 간 일 공

유를 가능하게 하여 한 노드에서 처리한 일을 다른 노드에

서 근하도록 하는 공유 일 시스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규모 데이터를 장하기 한 공유 일 시스템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축된다. 첫 번째 방법은 규모 데이터를 장하

기에 충분히 큰 자원이 있는 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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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확장 모델이다. 두 번째 방법은 다수의 노드를 사용하여 

각 노드가 데이터의 일부분을 장하는 수평 확장 모델이다. 

수직 확장 모델은 규모 데이터를 장하기에는 물리  한

계에 도달하여 분산 일 시스템과 같은 수평 확장 모델이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 클라우드 

컴퓨 은 빅데이터를 분산 일 시스템에 장하여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데이터에 근  조작(생성, 수정, 삭제, 읽기, 

쓰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분산 일 시스템은 각 데이터 

일이 일정한 크기 단 (즉, 청크)로 여러 노드에 분할 장

될 수 있어 병렬 실행을 요구하는 응용에 합하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재와 이후 애 리 이션을 통한 고

속 처리에 합한 분산 일 시스템의 선택을 해서는 그에 

한 조사와 성능 평가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POSIX 방식

으로 근 가능한 분산 일 시스템  MapRFS, CephFS, 

GlusterFS의 성능을 평가한다. 그리고 기존 GlusterFS에 기

반을 둔 쓰기 성능 향상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 성능과 비교 

평가한다. 본 논문은 분산 일 시스템 성능 평가 면에서 기

존 연구와 달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인 라 환경인 아마존 EC2에서 테

스트베드를 구축 후 성능 평가함

- 최근 장 매체인 일반 SSD와 NVMe에 해 성능 평가함

- 순차  쓰기  읽기에 한 성능뿐만 아니라 랜덤 쓰기 

 읽기에 해당하는 MySQL OLTP에 해 성능 평가함

- GlusterFS의 NFS를 통한 쓰기 성능 향상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함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분산 일 시스

템에 한 련 연구를 살펴본다. 3 에서는 기존 MapRFS, 

CephFS, GlusterFS의 아키텍처와 쓰기 성능 향상 방법을 살

펴본다. 4 에서는 실험 환경과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5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화학  생물학  문제를 풀기 한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

면서 이를 계산하는 고성능 컴퓨  인 라  련 미들웨어 

기술 설계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Roch et al.[2]은 산 화

학 로그램을 한 소 트웨어인 GAMESS(General Atomic 

and Molecular Electronic Structure System)에 합한 고효

율 스토리지 솔루션을 알아보고자 GlusterFS와 CephFS와 같

은 분산 일 시스템 솔루션의 성능을 평가하 다. 이 연구는 

GAMESS의 워크로드의 I/O 패턴을 분석하여 실험에서 사용

할 워크로드 테스트 이스를 만들었고 평가 척도로 읽기/쓰

기 속도  비율, 확장성, 블록 크기에 따른 향 정도를 사용

하 다. 실험 결과는 GlusterFS가 일반 으로 Ceph  로컬 

디스크 일 시스템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어 로컬 

장소에 한 가장 합리 인 안이라고 단하 다. Donivito 

et al.[3]은 고에 지 물리학(High-Energy Physics, HEP) 데

이터 분석을 해 HDFS, Ceph, GlusterFS와 같은 분산 일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다. Gudu et al.[4]은 Ceph가 이론

인 성능과 실제 성능의 차이가 없으며 스토리지 노드와 클

라이언트의 수의 변경에 따라 확장성이 보장됨을 실험을 통

해 증명하 다. 그리고 Ceph의 을 메모리와 같이 좀 더 

빠른 매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쓰기 처리량이 크게 증가함

을 밝 냈다. 

빅데이터 기술의 출 과 함께 빅데이터 시스템의 성능을 평

가하기 해 다양한 벤치마크가 개발되고 있다. FIO (Flexible 

I/O Tester)[5]는 일 I/O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킹 유틸리티

이며 SysBench[6]는 일 I/O 성능뿐만 아니라 DBMS의 성능

을 측정하는 벤치마킹 유틸리티이다. Yahoo! Cloud Serving 

Benchmark (YCSB)[7]는 Cassandra, HBase, MySQL 등과 같

은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기 해 개발되었다. 

YCSB는 DB 테이블에 한 insert, read, update, scan 등으로 

조합된 워크로드를 생성한다. 이 외에도 CloudSuite[8], BigBench 

[9] 등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성능을 측정

하는 다양한 벤치마크가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I/O 워크로

드 특성은 매우 이질 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일 시

스템의 성능을 정확하고 효율 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Ren 

et al.[10]은 이를 극복하기 해 AliCloud 클라우드 일 시스

템인 Pangu의 I/O 워크로드 트 이스를 수집  분석하여 요

청 도달 패턴, 요청 크기, 데이터 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속성

으로 특징화하고 이를 반 한 Porcupine 벤치마킹 제품군을 개

발하 다. 이 제품군은 과거 트 이스를 재생하여 워크로드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구성에 따라 일 I/O 요청 

스트림을 합성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분산 일 시스템은 클라

우드 규모의 데이터 처리 미들웨어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이

에 따라 벤치마크 로그램 는 어 리 이션을 실행하여 분

산 일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Wu et al.[11]은 모델 심 성능 분석 임워크를 제

안하 다. 이 임워크를 통해 아키텍처 설계, 구성, 배치 과

정에서도 성능 결과에 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여 결과 으

로 아키텍처 재설계  재배치 비용을 일 수 있었다. 

최근 클라우드 일 시스템이 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랜덤 쓰기 연산이 시스템 성능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12, 13]. Gong et al.[14]은 고정 크기의 객

체( 는 청크)를 기반으로 기존 분산 일 시스템과 달리 

Ceph를 기반으로 가변 크기의 객체를 지원하는 분산 일 시

스템(VarFS)을 개발하 다. VarFS는 가변 객체 인덱싱을 통

합하고 랜덤 쓰기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POSIX 호환을 유

지한다. 특히, VarFS는 불필요한 읽기  쓰기 데이터의 양

을 여 결과 으로 체 송 데이터양을 이도록 설계되

었다. 그 결과, 랜덤 쓰기 시 지연 시간이 기존 Ceph에 비해 

약 1~2 배 짧았다.

3. 분산 일 시스템 아키텍처  쓰기 성능 향상

3.1 분산 일 시스템 아키텍처

부분의 분산 일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축되었지만 최근에는 클러스터 기반 아키텍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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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산된 형태 한 존재한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표 인 는 Network File 

System (NFS)이다. NFS는 네트워크상의 여러 노드 간 일

이 공유 되어 원격에 있는 일이 마치 로컬에 있는 일처

럼 근되도록 표 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는 NFS

가 로컬의 가상 일 시스템과 호환되는 일 시스템  하

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NFS는 단일 서버 환경에서는 단일 

장애 (single point of failure)이 있어 가용성(availability) 측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 최근의 분산 일 

시스템은 다  서버 환경에서 한 서버가 단되더라도 정상 

동작하는 다른 서버로 제어권이 자동 으로 넘겨지는 장애극

복(failover) 기법을 사용한다. 

클러스터 기반 아키텍처는 일 스트라이핑(file-striping) 기

술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병렬 처리를 요구하는 응용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일 스트라

이핑은 일을 여러 청크로 분리하고 이를 여러 서버에 분할하

여 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일의 다른 부분을 병

렬 으로 근 가능하도록 하여 병렬성을 높인다. 하지만 많은 

수의 하드웨어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 같은 청크가 여러 서버에 장되도록 하는 데이터 

복제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근에 한 단일 장애  문제를 

해결한다. 클러스터 기반 아키텍처를 이용한 표 인 분산 

일 시스템 로 Google File System (GFS) [15], Hadoop File 

System (HDFS)[16], MapR File System (MapRFS)[17], Ceph 

File System(CephFS)[18], Gluster File System(GlusterFS) 

[19]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이  성능 집약  응용을 해 설계된 

MapRFS, CephFS, GlusterFS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GlusterFS

의 쓰기 성능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1) MapRFS

MapRFS는 가용성, 확장성, 성능, 안정성 측면에서 최 화

된 분산 일 시스템이다. MapRFS는 HDFS와 달리 데이터 

치와 복제본(replica)에 한 정보인 클러스터 메타데이터

를 네임노드 없이 리하는 분산 메타데이터 아키텍처를 이

용한다. 이 아키텍처를 통해 메타데이터 근에 한 고가용

성(High Availability, HA)을 제공하고 클러스터에 장할 수 

있는 일의 수를 거의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일 개수  

용량에 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MapRFS는 클러스

터 기반 아키텍처 기반의 다른 분산 일 시스템처럼 데이터

를 자동 분할하고 복제한다. 특히 MapRFS는 청크 사이즈 단

로 데이터 근을 하는 HDFS와 달리 청크 사이즈와 더불

어 조  더 작은 단 인 블록 사이즈 단 로 데이터 근을 

하게 함으로써 랜덤 근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 MapRFS

는 데이터 장소 기능 측면에서 HDFS API와 호환될 뿐만 

아니라 NFS 인터페이스를 통해 Network Attached Storage 

(NAS) 방식의 근이 가능하다.

2) CephFS

CephFS는 성능과 신뢰성 측면에서 최 화된 분산 일 

시스템이다. Ceph는 단일 분산 컴퓨터 클러스터에 오 젝트 

스토리지를 구 한 스토리지 랫폼이다. 이 오 젝트 스토리

지를 통해 오 젝트 벨(즉, Reliable Autonomic Distributed 

Object Storage, RADOS), 블록 벨(즉, RADOS Block 

Device), 일 벨(즉, CephFS)의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Ceph 메타데이터 서버 클러스터는 일 시스템의 

일명과 디 토리를 RADOS 클러스터 내 장된 오 젝트로 

매핑하는 서비스이다. 이 메타데이터 서버 클러스터는 확장 

는 축소가 가능하며 일 시스템을 동 으로 리밸런스하여 

데이터가 클러스터 노드들 간에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을 보장하고 특정 노드에 과 한 로드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Ceph도 다른 분산 일 시스템과 같이 

더 높은 처리량을 달성하기 해 여러 노드에 개별 일을 

스트라이핑한다.

3) GlusterFS

GlusterFS는 클라우드 컴퓨 , 스트리  미디어 서비스, 

CDN(Content Delivery Networks) 등과 같은 응용에서 NAS 

방식의 근이 가능한 분산 일 시스템이다. GlusterFS는 

스토리지의 기본 단 로서 릭(brick)과 볼륨(volume)을 사

용한다. 릭은 각각의 서버에서 분산 일 시스템 용도로 익

스포트하려는 디 토리를 의미하며 볼륨은 이 릭들의 집합

이다. GlusterFS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스토리지 크기 확장성, 

신뢰성, 성능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볼륨 타입을 지원한다. 

Distributed Volume의 경우 한 일이 같은 릭에 장되지 

않아 볼륨 크기를 쉽게 확장할 수 있지만 릭에 장애가 발

생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 Replicated Volume의 경우 

한 일은 복수 개의 릭에 장되어 한쪽 릭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복제된 릭을 통해 데이터 근이 가능

하여 Distributed Volume에 비해 좀 더 향상된 신뢰성과 데

이터 복성(redundancy)을 제공한다. Distributed Replicated 

Volume의 경우 한 일이 서로 다른 서버의 릭에 복제되

어 Distributed Volume과 Replicated Volume의 장 을 모두 

갖는다. 그런데 한 릭에 장된 매우 큰 일이 많은 클라

이언트로부터 동시에 근된다면 성능이 감소될 소지가 있

다. 그래서 Striped Volume의 경우 데이터를 일정한 단 (즉, 

청크)로 분할하여 여러 릭에 장시켜 데이터 근에 한 

로드를 분산시킨다. 하지만 이 볼륨 타입은 데이터 복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Distributed Striped Volume의 경우 여러 

개의 Striped Volume을 사용하여 각각의 일을 분산되게 

장함으로써 볼륨 크기를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3.2 eGlusterFS: GlusterFS 기반 쓰기 성능 향상 방법 용

스토리지 복제 방식은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뉜다. 동

기식 복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쓰기 I/O 요청을 받을 경우 

데이터가 복제되어, 참여하는 모든 서버에서 복제 데이터가 

쓰기 완료될 때까지 I/O 요청을 완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네트워크 지연이 증가할수록 응답 시간이 증가하

여 성능 감소의 원인이 되지만 특정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

더라도 손실 없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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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동기식 복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쓰기 I/O 요청을 받을 

경우 일단 마스터 서버에 쓰기 완료를 한 후 클라이언트에 바

로 응답하고, 복제 데이터는 일정 시간 후 는 일정 간격으로 

슬 이  서버에 쓰게 하여 실제 완료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응답 시간은 클라이언트와 마스터 서버 간 네트워

크 지연  마스터 서버의 쓰기 I/O 성능에 부분 향을 받

아 동기식 복제에 비해 짧다. 하지만 복제  마스터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다. GlusterFS는 동기

식을 Automatic File Replication (AFR)이라는 명명으로 지

원하며 비동기식을 Geo-replication이라는 명명으로 지원한

다. 본 논문은 GlusterFS 기반 AFR 사용 시 쓰기 성능 향상 

방법이 용된 eGlusterFS를 제안한다. 일 수정 작업 시 

AFR은 잠  설정, xattr 설정, 쓰기, xattr 해제, 잠  해제의 

단계를 거치는데 본 논문은 Fig. 1과 같이 쓰기 시 동기화 정

도를 기존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변경한다. 즉, Fig. 1에서 

File2가 3개의 서버의 디스크에 쓰기 완료된 후 응답하는 것

이 아니라 File1이 메모리에 쓰기 완료된 후 응답하는 것처럼 

변경한다. 본 논문의 메모리에 쓰는 방식은 기존 동기식에서 

사용한 디스크에 쓰는 방식 보다 훨씬 빠른 로세스이기 때

문에 성능 향상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모든 복제 참여 서버

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 손실 가능성

은 없다. 하지만 본 논문의 방법이 특정 조건에서 데이터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요도에 따라  세 가지 

방법  선택  사용이 필요하다. eGlusterFS에 한 구  결

과는 [20]에 공개되어 있다. 

Fig. 1. File Synchronization in eGlusterFS 

4. 실  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은 네 가지 분산 일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기 

하여 Table 1과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인 아마존 

EC2를 이용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다. 장 매체(일반 

SSD와 NVMe SSD)의 차이로 인한 각 분산 일 시스템의 

성능 차이를 살펴보기 해 장 매체에 합한 인스턴스 타

입을 다르게 선택하 으나 CPU 개수, 메모리 크기, 네트워

크 역폭은 모두 동일하게 하 다. 각 분산 일 시스템 설

정은 기본 설정을 사용하되 복제 개수는 3개로 모두 동일하

게 하 고 클라이언트 인스턴스 타입 한 모두 동일하게 사

용하 다.

General SSD NVMe SSD

Server 

instance and 

storage types

r3.8xlarge (32 vCPU, 

244GiB Memory, 2 x 320 

SSD, 10Gbit Network),

io1 (Provisioned IOPS 

SSD, 100GiB, 10,000 

IOPS) x 3 

i3.8xlarge (32 vCPU, 

244GiB Memory, 4 x 

1,900 NVMe SSD, 

10Gbit Network)

No. of servers 3

Configuration

Use default settings 

(Replica: 3)

Use three identical type 

EBS volumes as data 

volumes

Use default settings 

(Replica: 3)

Use three local NVMe 

SSDs as data volumes

Client 

instance type

m4.10xlarge (40 vCPUs, 160GiB Memory, 10Gbit 

Network), gp2 (General Purpose SSD, 100GiB) x 1 

Operating 

system
CentOS 7.4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s

4.2 벤치마크

본 논문은 일 I/O와 DBMS 에서 네 가지 분산 일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FIO와 SysBench를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분산 일 시스템 내 일 순차 쓰기  

순차 읽기 시 사용한 FIO 설정은 다음과 같다. 

--size=6144M --numjobs=32 --rw={write|read} 

--bs=1024k --direct=1 --sync=1 --filesize=1M

이 설정은 6,144개의 1MB 크기의 일(총용량 6GB)을 

상으로 32개의 클라이언트가 1,024KB 크기의 블록과 Direct 

I/O, Sync 옵션을 사용하여 병렬 으로 읽거나 쓰는 것을 의

미한다.

본 논문에서 분산 일 시스템 내 DB 련 일을 장 

후 쿼리 시 사용한 SysBench 설정은 다음과 같다. 

--db-driver=mysql --oltp-table-size=10000000 

--oltp-tables-count=32 --threads=250 

이 설정은 MySQL DBMS에 코드 개수가 천만 개인 32

개의 테스트 테이블을 상으로 250개의 클라이언트가 다양

한 쿼리를 병렬 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3 실험 결과

Fig. 2는 FIO 벤치마크 로그램으로 측정한 일반 SSD 테

스트 환경에서의 순차 쓰기 성능 결과 그래 이다. 네 가지 

분산 일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NFS 쓰기 성능 향

상 방법이 용된 eGlusterFS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며 

GlusterFS 비 약 11%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Fig. 3은 FIO 벤치마크 로그램으로 측정한 NVMe SSD 

테스트 환경에서의 순차 쓰기 성능 결과 그래 이다. 마찬가

지로 eGlusterFS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며 GlusterFS 비 

약 7%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GlusterFS 비 eGlusterFS의 

순차  쓰기 성능 정도는 일반 SSD가 NVMe SSD 테스트 

환경보다 약 4% 정도 높은데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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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quential Write Throughput (MB/s) in a 

General SSD Test Environment 

Fig. 3. Sequential Write Throughput (MB/s) in a 

NVMe SSD Test Environment

쓰기 성능 향상 방법이 쓰기 성능이 좋지 않은 장 매체에서 

좀 더 효과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는 FIO 벤치마크 로그램으로 측정한 일반 SSD 테

스트 환경에서의 순차 읽기 성능 결과 그래 이다. 네 가지 

분산 일 시스템  CephFS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Fig. 5는 FIO 벤치마크 로그램으로 측정한 NVMe SSD 

테스트 환경에서의 순차 읽기 성능 결과 그래 이다. 마찬가

지로 CephFS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별도의 실

험에서 CephFS의 순차 읽기 성능이 로컬 디스크의 순차 읽

기 성능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클라이언트 CephFS에서 

캐시 히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Direct I/O 옵션 지정

에 따라 일 읽기 시 클라이언트 운 체제의 읽기 캐시를 

우회하여 서버의 CephFS 내 데이터를 읽어야 하지만 클라이

언트 CephFS의 캐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Direct I/O 

옵션이 정상 으로 동작했다면 GlusterFS와 MapRFS와 같이 

유사한 성능을 보 을 것이다.

Fig. 4. Sequential Read Throughput (MB/s) in a 

General SSD Test Environment

Fig. 5. Sequential Read Throughput (MB/s) in a 

NVMe SSD Test Environment

 

Fig. 6은 SysBench 벤치마크 로그램으로 측정한 일반 

SSD 테스트 환경에서의 OLTP 성능 결과 그래 이다. 네 가지 

분산 일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쓰기 성능 향상 방법

이 용된 eGlusterFS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며 GlusterFS 

비 약 6%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Fig. 7은 SysBench 벤치마크 로그램으로 측정한 NVMe 

SSD 테스트 환경에서의 OLTP 성능 결과 그래 이다. 마찬가

지로 eGlusterFS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며 GlusterFS 비 

약 20%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SysBench 

OLTP 테스트는 5개의 SELECT 쿼리, 2개의 UPDATE 쿼리, 

1개의 DELETE 쿼리, 1개의 INSERT 쿼리가 랜덤으로 실행

되어 결과 으로 읽기와 쓰기 비율이 약 75 : 25 이다. 이 실

험의 결과로 보아 랜덤 읽기와 랜덤 쓰기가 섞여 있는 I/O 요

청에 해서 eGlusterFS의 성능이 다른 분산 일 시스템보

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Fig. 6. OLTP Throughput (Transactions/Sec) in a 

General SSD Test Environment

Fig. 7. OLTP Throughput (Transactions/Sec) in a 

NVMe SSD Tes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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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lusterFS 기반 쓰기 성능 향상 방법을 제

안하고 기존 분산 일 시스템  MapRFS, CephFS, 

GlusterFS와 성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교 평가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쓰기 성능 향상 방법은 기존 동기식에서 사

용한 디스크에 쓰는 방식을 메모리에 쓰는 방식으로 변경함

으로써 응답 시간을 향상 시켰다. 실험 결과를 보면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이 용된 eGlusterFS는 순차 쓰기의 경우 

일반 SSD 사용 환경에서는 GlusterFS 비 약 11%, NVMe 

SSD 사용 환경에서는 약 7%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리고 

OLTP를 통한 랜덤 쓰기  랜덤 읽기의 경우 일반 SSD 사

용 환경에서는 GlusterFS 비 약 6%, NVMe SSD 사용 환

경에서는 약 20%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클

라우드 환경에서 애 리 이션 특성에 따라 어떤 분산 일 

시스템이 합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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