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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해 비정형 데이터들을 관리

하기 위한 No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No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저장되는 방식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1].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용도에 따라 원하는 형

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선택하지만, 원하는 성능을 

만족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발

생되는 워크로드의 특성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마다 시

스템 설정 값이 다양하고,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스

토리지의 특성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설정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

는 데이터베이스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지

를 확인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NoSQL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의 다양한 워크로드에 따른 성능 지표를 측정하는 벤

치마킹 툴을 활용한다[2]. YCSB는 야후에서 개발한 데이

터베이스 벤치마킹 시스템으로써 NoSQL 뿐만 아니라 

RDBMS 까지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벤치마킹 툴이다. 추

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가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연하게 추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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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YCSB는 사용자 친

화적인 웹 UI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토리지에 관

련된 벤치마킹 결과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이용한 스

토리지 벤치마킹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YCSB를 활용하여 벤치마킹 대상의 스토리지에 설치된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측정하고, 실제 스토리지

에는 I/O 연산의 추적 및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웹 UI를 

통해 사용자 정의 워크로드 생성, 벤치마킹 실행, 워크로

드 별 스토리지 성능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

스템을 이용하여 NoSQL 데이터베이스 및 워크로드 유형

에 따라 스토리지의 적합성을 확인 할 수 있다. 

Ⅱ. 스토리지 벤치마킹 시스템 설계

1. 전체 시스템 구조도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웹 UI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가 존재해야하고, 실제 응용 환경에서의 벤치마킹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대상의 스토리지 시스템과 

가상의 클라이언트를 물리적으로 구분해야한다. 그림 1

은 물리적으로 구분된 전체 벤치마킹 시스템 구조도이

다. 사용자 웹 클라이언트, 벤치마킹 서버, 벤치마킹 노

드들로 구성되어있다. 사용자 웹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요청(워크로드 생성, 벤치마킹 수행, 벤치마킹 결과 확

인)을 웹 UI를 통해 요청하며, 벤치마킹 서버는 웹 요청 

결과 및 웹 페이지 서비스를 위해 웹 서버를 구축한다. 

스토리지의 벤치마킹을 위해 YCSB를 활용하고, 각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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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No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활용되고 있다. NoSQL 데이터베이스 엔진 기반의 다양한 응용들이 

수행될 때 스토리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스토리지 벤치마킹 툴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스토리지 벤치마킹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하는 스토리지 벤치마킹 시스템은 IO 추적기를 통해 스토리지의 성능을 측정하고, 

웹 UI를 통해 사용자 정의 워크로드 생성, 벤치마킹 실행, 결과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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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노드는 벤치마킹 대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스

토리지의 성능을 측정하는 IO Tracker 모듈을 구축한다.

▶▶ 그림 1. 제안하는 벤치마킹 시스템 구조도 

2. 전체 처리 과정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는 

I/O에 대한 비율 (Read, Write, Update, Delete 등)을 정

의하여 사용자 정의 워크로드를 생성 할 수 있다. 그림 2

는 사용자 정의 워크로드를 생성하는 수행 순서를 나타

낸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 저장 요청이 발생

하면, 웹 서버는 설정 정보를 기반으로 YCSB에 입력될 

워크로드 파일을 워크로드 생성기를 통해 생성하고, 워

크로드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한다. 완료 정보를 요청 응

답에 보내어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 그림 2. 워크로드 생성 수행 순서 

 

  벤치마킹 실행은 사전에 입력하였거나, 기존 YCSB에

서 제공하는 워크로드 설정 정보를 통해 수행한다. 그림 

3은 벤치마킹 실행 순서를 나타낸다. 실행 요청이 발생

하면, 웹 서버는 NoSQL 관리자를 통해 벤치마킹 대상의 

NoSQL 시스템 상태를 확인 한 후, 실행 정보를 저장한

다. 그 후 YCSB 관리자는 설정 정보를 기반으로 벤치마

킹을 시작하고,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벤치마킹 

대상의 스토리지에 가상의 I/O 연산이 입력된다. IO 

Tracker는 스토리지의 성능을 추적하여 벤치마킹 도중 

발생되는 스토리지의 성능을 추적한다. 벤치마킹이 완료

되면 YCSB 관리자가 이를 감지하고, 벤치마킹 실행 결과

를 저장하여 웹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 그림 3. 벤치마킹 실행 순서

  

  사용자 정의 워크로드는 YCSB에서의 워크로드 생성기

를 통해 각 벤치마킹 노드에 연산 비율에 따라 I/O를 가

상으로 발생시켜 연산에 따른 응답 시간을 성능 지표로 

생성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스토리지의 성능 지표를 생

성하는 I/O Tracker를 통해 스토리지에서 지연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결과로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스토리지에 맞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선정

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스토리

지 벤치마킹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YCSB를 활용하여 벤

치마킹 대상의 스토리지에 설치된 NoSQL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스토리지 I/O 연산의 추적 및 지연시간을 측정

한다. 웹 UI를 통해 사용자 정의 워크로드 생성, 벤치마

킹 실행, 벤치마킹 성능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NoSQL 데이터베이스 및 워크로드 유형에 

따라 스토리지의 적합성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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