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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냅샷은 파일 시스템의 손상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크게 

볼륨 단위로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과 파일 단위로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나뉜

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

고 디스크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과 생성된 이미지의 개수와 파일 시스템의 I/O 성능이 반비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수의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도 파일 시스템의 I/O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장점과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파일의 개수와 비례한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 단위의 스냅샷 기능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Open ROW 

Snapshot에 대해서 언급한다.  

1. 서  론

  다양한 스토리지와 일 시스템들은 데이터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 스냅샷을 이

용한 데이터 버 닝을 사용하고 있다. 

  리 스에서의 스냅샷은 스냅샷 이미지의 생성 

단 를 기 으로 분류한 볼륨단 의 스냅샷 기법, 

일 단 의 스냅샷 기법과 블록을 리하는 기

법을 기 으로 분류한 COW(Copy On Write)와 

ROW(Redirect On Write)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 단 로 스냅샷을 생성하는 Open 

ROW Snapshot 일 시스템에 해서 언 한다. 

Open ROW Snapshot은 XFS를 기반으로 설계된 

일 시스템으로 ROW 방식의 스냅샷 기능 제공, 

스냅샷 이미지의 생성 시간 단축 그리고 기반 

일 시스템으로 사용된 XFS의 I/O 성능을 최 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 구 된 일 시스템

이다.

  

2. 알고리즘

  Open ROW Snapshot은 크게 세 가지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첫 번째와 두 번 째 알고리즘은 스

냅샷을 생성하고 원본 일을 유지하기 한 알

고리즘으로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하고 사용자에 

의해 일이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도 원본 

일을 유지하기 해 사용되고 세 번째 알고리

즘은 생성된 스냅샷 일을 특별한 차 없이 안

하게 삭제하기 한 알고리즘이다.

그림 1 Open ROW Snapshot의 Redirect 알고리즘

2.1 스냅샷 알고리즘

  Open ROW Snapshot은 일 시스템 단에서 수

행되는 스냅샷 기법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스냅샷 

일의 개수와 스냅샷을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비례하는 단 을 극복하기 해서 생성될 스

냅샷 이미지를 한 아이노드 구조체를 미리 할

당해 놓는 방법을 사용하 다. 다시 말해서 일

이 생성되는 시기에 일의 정보를 담은 두 개의 

아이노드가 생성되고 이  하나의 아이노드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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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샷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사용하여 스냅샷 이미

지를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이

고자 했다. 

2.2 Redirect 알고리즘

[그림 1]는 Open ROW Snapshot 일 시스템에

서 동작하는 스냅샷을 단계별로 묘사한 것이다. 

[그림 1]의 (a)는 일을 생성했을 때의 모습을 

표 한 것으로 일은 B0~B4까지의 블록들로 이

루어져 있으며 비트맵 값으로 “1”을 가지고 있다. 

비트맵 값 “1”은 블록이 새로 생성되었음을 나타

내는 것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1]의 (b)는 (a)에서 생성했던 일의 스냅

샷을 생성한 후의 모습을 표 한 것이다. 스냅샷

을 생성한 직후의 스냅샷 일과 원본 일은 동

일한 메타데이터를 유지하여 데이터의 복사 없이 

동일한 데이터에 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활성

(active) 일의 비트맵 값이 “0”으로 바  것은 

snapshot1 일의 생성으로 인해 블록이 공유되

고 있음을 나타내기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엔 

기존의 데이터를 보존하기 해 사용자가 수정한 

활성 일의 데이터를 새로운 블록을 할당하여 

기록해야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일과 활성화 

일에 한 스냅샷 일들은 더블 링크드 리스

트로 연결되어 리되며 이에 한 자세한 언

은 스냅샷 일의 삭제 알고리즘에서 언 할 것

이다. [그림 1]의 (c)는 활성화 일의 스냅샷 이

미지를 생성한 후에 활성화 일을 수정한 결과

를 표 한 것으로 B3과 B4의 비트맵 값이 “0” 이

므로 새로운 블록인 B5와 B6을 할당하고 수정된 

내용을 기록하여 스냅샷 이미지의 데이터를 보존

한 것을 볼 수 있다. 활성화 일의 B5와 B6은 

새로 할당된 블록으로 수정 되어도 스냅샷 이미

지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트맵 값으로 “1”

을 가진다.

2.3 삭제 알고리즘

삭제 알고리즘도 extent의 비트맵 값을 이용하여 

삭제 가능 여부를 단한다. Extent의 비트맵은 

“0” 는 “1”값을 가진다. 삭제 알고리즘은 비트맵 

값에 따라 다르게 동작한다. 비트맵 값이 “0”인 

경우는 prev_core_snap으로 연결된 일과 블록

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블록을 삭제할 

수 없다. 반면에 비트맵 값이 “1”인 경우는 

next_core_snap에 의해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next_core_snap의 비트맵 값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next_core_snap의 비트맵 값이 “0”인 경우

는 블록이 공유됨을 의미하므로 삭제할 수 없고 

“1”인 경우엔 공유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삭제하

는 것이 가능하다.

4. 성능 측정

  Open　 ROW Snapshot의 읽기/쓰기 성능은 

IOzone[12]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스냅샷 이

미지 생성의 성능증가를 해 할당한 두 개의 

inode로 인한 성능 하가 측정되었다. 하지만 스

냅샷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스냅샷 

이미지 생성 시에 inode를 할당하는 기법과 비교

했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 다. 

5.결론

OpenROWSnapshot 일 시스템은 스냅샷 생성 

시간을 단축하기 해 개선된 스냅샷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일 단  스

냅샷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 지만 여 히 일의 

개수와 스냅샷 생성 시간이 비례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냅샷 알고리즘은 앞으로 

일 단 의 스냅샷을 제공하지만 일 시스템에 

종속 이지 않은 모습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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