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383-6318(Print) / ISSN 2383-6326(Online)

KIISE Transactions on Computing Practices, Vol. 21, No. 8, pp. 543-548, 2015. 8

http://dx.doi.org/10.5626/KTCP.2015.21.8.543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IITP-2015-H8501-15-10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고성능컴

퓨  기반 건강한 고령사회 응 빅데이터 기술 개발(K-15-L03-C02)’ 연구사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no. 2013H1B8A2032298)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o. 2013R1A2A2A01015710)

․이 논문은 제41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한 

캐시 리 기법’의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종신회원 : 충북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Chungbuk National Univ.)

yjs@chungbuk.ac.kr

(Corresponding author임)

논문 수 : 2015년 3월 17일

(Received 17 March 2015)

논문수정 : 2015년 6월 1일

(Revised 1 June 2015)

심사완료 : 2015년 6월 8일
†

††

†††

††††

학생회원

비 회 원

정 회 원

정 회 원

:

:

:

:

충북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hissker@nate.com

nugo88@naver.com

충북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yeuls@naver.com

efzotz@gmail.com

동아방송 술 학교 뉴미디어콘텐츠과 교수

seoklee@dima.ac.kr

충북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ksbok@chungbuk.ac.kr

(Accepted 8 June 2015)

CopyrightⒸ2015 한국정보과학회ː개인 목 이나 교육 목 인 경우, 이 작물

의 체 는 일부에 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합니다. 이 때, 

사본은 상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첫 페이지에 본 문구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목 으로 복제, 배포, 출 , 송 등 모든 유형의 사용행

를 하는 경우에 하여는 사 에 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보과학회 컴퓨 의 실제 논문지 제21권 제8호(2015. 8)

상이한 메모리 크기를 가지는 분산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한 캐시 리 기법

(An Efficient Cache Management Scheme for Load Balancing 

in Distributed Environments with Different Memory Sizes)

최 기 태
†
    윤 상 원

†
    박 재 열

††
    임 종 태

††

              (Kitae Choi)      (Sangwon Yoon)     (Jaeyeol Park)       (Jongtae Lim)

이 석 희 †††    복 경 수 ††††    유 재 수 †††††

                     (Seokhee Lee)      (Kyoungsoo Bok)        (Jaesoo Yoo)

요 약 최근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하 수 으로 데이터가 

증하고 있다.  기존 디스크 기반 분산 일 시스템은 I/O 처리 비용  병목 상으로 인해 데이터 처리

나 데이터 근 성능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메모리에 데이터를 리하는 캐

시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처리하기 한 캐시 리 기

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노드의 메모리의 크기가 서로 상이한 환경에서 메모리 크기에 따라 데이

터를 분배하고 노드의 부하가 발생할 경우 핫 데이터를 재분배한다. 한, 캐시 항목의 재사용 가능성, 사

용 빈도수, 근 시간을 고려한 캐시 교체 기법을 제안한다.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분산 캐시 기법이 

기존에 캐시 리 기법에 비해 우수함을 입증한다. 

키워드: 분산 메모리 환경, 캐시 리, 핫 데이터, 부하 분산, 메모리 크기

Abstract Recently, volume of data has been growing dramatically along with the growth of social 

media and digital devices.  However, the existing disk-based distributed file systems have limits to 

their performance of data processing or data access, due to I/O processing costs and bottlenecks. To 

solve this problem, the caching technique is being used to manage data in the memory. In this paper, 

we propose a cache management scheme to handle load balancing in a distributed memory 

environment. The  proposed scheme distributes the data according to the memory size, n distributed 

environments with different memory sizes. If overloaded nodes occur, it redistributes the th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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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the caching data. In order to show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scheme, we compare it with 

an existing distributed cache management scheme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Keywords: distributed memory environment, cache management, hot data, load balancing, memory size

1. 서 론

최근 데이터를 메모리에 상주시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인메모리 기술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러한 인-메모리 기술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하드 디

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

크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즉시 얻을 수 있다. 일반

으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10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메모리 기술은 디스크 

기반 모델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 낸다. 인-메모리 기술은 Facebook이나 Twitter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

고, 그 에서도 key-value 기반의 메모리 캐시 기술인

memcached 표 인 인-메모리 기술이다[1].

 ESM[2]은 memcached가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에 lock을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에 성능 하를 가

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변경 작

업을 요청한 경우에 부분 으로 lock을 사용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데이터를 읽는 상황에서는 lock을 사용하지 

않고 striped lock을 사용하여 기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상을 최소화하 다. memcached와 ESM은 

해시값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배하기 때문에 특정 노드

에 데이터가 편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핫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부하가 특정 노드에 집 되어 병목 상이 발생할 

수 있다. APA[3]는 가상 노드 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노

드에 데이터를 균일하게 분배하고 특정 노드에서 과부하

가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동 으로 해시 공간

을 리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한, 메모리에 재된 

데이터를 하게 리하는 캐시교체 정책이 성능에 많

은 향을 끼친다. 기존의 캐시 교체 정책은 근 빈도나 

근 시간을 가지고 교체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빈도

나 시간 에 하나의 라미터만 사용하여 데이터 교체를 

수행 할 경우 캐시 교체 효율이 감소한다. ARC[4], 

CAR[5], CLOCK-Pro[6]은 근 빈도와 근 시간을 모

두 고려하여 캐시 교체에 사용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클러스터 환경은 성능이나 메모리의 크기가 서로 다

른 노드들로 구성될 수 있다. 노드의 메모리 크기가 서

로 상이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노드에 균등하게 분배할 

경우 메모리의 크기가 작은 노드는 메모리가 큰 노드에 

비하여 짧은 시간에 메모리가 가득 차게 되어 캐시 교

체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 이 있다. 한, 핫 데이터가 

특정 노드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핫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특정 노드에 병목 상이 발생하

여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 메모리에 따라 데이터를 분배하

여 캐시 교체율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캐시 교체 기법을 

제안한다. 한, 핫 데이터 이주를 통해 부하를 분산시킨다.

2. 제안하는 분산 캐시 리 기법

2.1 제안하는 기법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처

리하기 한 캐시 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노

드의 메모리 크기가 서로 상이한 환경에서 메모리 크기

에 따라 데이터를 분배하고 핫 데이터 발생으로 노드의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캐싱 데이터를 부하가 은 노드

로 이동시켜 부하를 하게 분배한다. 한, 캐싱 데

이터의 재사용 가능성, 사용 빈도수, 근 시간을 고려

한 캐싱 데이터 교체 기법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체 인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부하 분산 처리기(load balancer)는 앙 서버 역

할을 수행하는 노드에서 동작하며 데이터 노드들에 데

이터를 분산 장하고 분산 메모리에 한 부하 분산을 

처리한다. 사용자의 데이터 요청이 수신되면 부하 분산 

처리기는 분산 메모리에 요청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별하여 데이터 노드 정보를 달한다. 만약 메모리에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디스크로부터 데

이터를 메모리로 재시키고 데이터 노드를 사용자에게 

달한다. 핫 데이터 선택자(hot data selector)는 데이

터 사용량을 분석하여 핫 데이터를 리한다. 수행 지시

자(performance predictor)는 노드별 태스크 수행시간을 

분석하여 핫 데이터를 분배하기 한 기 을 생성한다. 

데이터 분배자는 수행 지시자를 통해 나타난 정보를 이

용하여 분산된 메모리에 데이터를 재분배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상이한 메모리 크기를 가지는 분산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한 캐시 리 기법  545

2.2 기 데이터 분배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거나 제

거되었을 경우 분산된 노드에 데이터를 재분배해야 한

다. P2P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링 기반의 해시 기법은 

노드의 추가  제거가 발생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 한 다른 노드에서 리해야 

할 해시 값을 조정하여 일부 데이터만을 재분배한다. 이

로 인해 시스템 체 부하를 감소시킨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링 기반의 해시 기법을 변형하

여 사용한다[7]. 그림 2는 4개의 노드로 구성된 링 기반 

해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각 노드에 표기된 수치는 

메모리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2(a)와 같이 기본 인 링 

기반의 해시 기법은 메모리 크기가 작은 N4가 N3보다 

더 많은 해시 공간을 리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N4

는 노드의 메모리가 쉽게 가득차게 되고 캐시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 할 수 있다. 한, N1과 N2는 비슷한 크

기의 해시 공간을 리한다. 비슷한 크기의 해시 공간을 

리하기 때문에 두 노드가 비슷하게 데이터를 장한

다면 N2가 N1보다 빈번하게 캐시 교체가 발생할 것이

다. 그림 2(b)는 제안하는 기법의 기 해시 값의 분배

과정을 나타낸다. N1이 N2보다 메모리의 크기가 더 크

(a) Common hash scheme

(b) Modified hash scheme

그림 2 4개의 노드에 데이터 기 할당

Fig. 2 Initial data allocation of four nodes

기 때문에 N1의 해시 값을 조정하여 N2보다 많은 데이

터를 리하게 한다. 그리고 N2는 N3보다 메모리의 크

기가 작기 때문에 N2의 해시 값을 조정하지 않는다.

메모리 크기에 따라 노드의 해시 공간을 조정하기 

해 식 (1)을 사용한다. 
 은 노드 의 변

경된 해시 값을 나타내며 와 링 기반의 해시 구조에 

이웃한 노드   의 해시 값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이

때, 
는 의 기존 해시 값,   

는 노

드   의 기존 해시 값을 나타낸다.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 하게 데이터를 분배하여 메모리의 크기가 작

은 노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캐시 교체에 한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

      

    
 (1)

2.3 캐시 교체 정책

메모리에 데이터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데이터를 

재 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를 제거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재하기 한 캐시 교체

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캐시 교체 기법

은 근 빈도수를 기반으로 하는 LFU와 근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LRU이 있다. 빈도수를 기반으로 한 

LFU는 재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빈번히 사용

한 데이터가 메모리에 남게 된다. 한, 근 시간을 기

반으로 한 LRU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사용

한 데이터가 메모리에 남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ILU(Intergrated Least Used)라는 캐

시 교환 정책을 제안한다. ILU는 앞서 언 한 LFU와 

LRU가 가지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데이터의 재사

용 가능성, 사용 빈도수, 근 시간을 모두 고려한다. 식 

(2)는 ILU 캐시 교체 략을 나타낸 식이다. 

는 데이터 의 ILU 값을 나타낸 것으로 ILU 값이 작

은 값이 교체 상으로 선택된다. 이때, 는 

캐싱 데이터의 재사용 가능성, 는 사용 

빈도수,  는 근 시간을 나타낸다.

        ×




 ×  ×

 (2)

데이터의 재사용 가능성 을 단하기 

해 시간 범 에 따라 빈도수의 편차를 이용한다. 그림 3(a)

처럼 특정 시간(T2)에만 요청이 많이 발생한 단발성이 

높은 데이터일 확률이 높지만, 그림 3(b)처럼 데이터의 

요청이 고르게 분포할 경우 지속 으로 재사용할 확률

이 높다. 캐싱 데이터는 미래에 더 사용할 가능성이 높

은 데이터를 장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지속 으

로 사용될 수 있는 캐시항목2를 메모리에 남기고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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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che item 1

(b) Cache item 2

그림 3 시간에 따른 캐시 사용 빈도

Fig. 3 Cache usage frequency according to time

항목1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캐시 항목의 재

사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용 빈도수와 근 시간을 고

려한다.

재사용 가능성은 시간 범 에 따른 빈도수에 한 표

편차를 이용하여 식 (3), 식 (4)와 같이 연산한다. 식 

(3)은 표  편차를 구하기 한 평균 빈도수를 계산한

다. 이때, 는 평균 빈도수, 
  





는 체 빈도수의 합, 는 체 시간을 의미한다. 식 

(4)은 빈도수에 한 표 편차를 계산한다. 이때, 

은 데이터의 재사용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근 빈도를 표 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4)

2.4 부하 분산 처리

분산 환경에서 특정 노드에 데이터 요청이 집 되는 

경우 노드의 부하가 증가되어 성능이 감기 때문에, 부하

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요하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는 핫 데이터를 동 으로 재배치하여 부하를 고르게 분

산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부하를 분산시키기 해 먼

 핫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데이터를 다른 노드로 이

동시켜 부하를 분산한다. 핫 데이터를 추출하기 해서 

앞서 2.3 에서 캐시 교체를 해 제시한 식 (2)을 이용

한다. 식 (4)은 핫 데이터를 추출하기 한 식이다. 이

때, 식 (2)에서 계산한  의 값이 임계치 이

상의 값일 경우 핫 데이터로 추출한다.

            (4)

핫 데이터를 재분배하기 해 핫 데이터를 재할 노

드와 노드에 재할 핫 데이터의 수를 별해야 한다. 

식 (7)은 각각의 노드에 할당할 핫 데이터의 수를 계산

한다. 이 때, 는 각각의 노드가 할당 받을 핫 데이터

의 수,   는 체 시스템에서 

가지는 핫 데이터의 수, 은 각각의 노드가 핫 데

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   (5)

핫 데이터 재분배를 통해 부하 분산을 하기 해, 먼

 식 (5)와 같이 노드의 평균 태스크 수행 시간을 계

산한다. 노드의 태스크 평균 수행 시간은 태스크의 체 

수행 시간과 노드의 태스크 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는 노드의 평균 태스크 수행시간, 


  




 은 노드의 체 테스크 수행 시

간,  은 노드가 가지는 체 태스

크 수의 합을 의미한다. 식 (7)은 식 (6)에서 계산한 태

스크 평균 수행 시간을 이용하여 각 노드의 을 연

산한다. 이때, 는 각각의 노드가 핫 데이터를 보유

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고, 과 은 

노드가 가지는 체 태스크의 수와 평균 수행 시간을 

의미한다. 는 식 (6)와 테스크 평균 수행 시간과 

노드가 가지는 태스크의 수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6)

            


 (7)

그림 4는 핫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알고리즘이다. 핫 

데이터를 재배치 할 때,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해 이

동이 필요한 핫 데이터만 부분 으로 이동하게 된다.

재 노드에 재된 핫 데이터 수와 합한 핫 데이

터 수가 같으면 핫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는다. 그 지 

않을 경우, 재된 핫 데이터의 수가 부족한 노드에 핫 

데이터를 이동시킨다.

그림 4 핫 데이터 재배치 알고리즘

Fig. 4 Hot data reloc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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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평가

본 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해 

기존 분산 캐시 리 기법인 ESM[3], APA[4], 제안하

는 기법과 시뮬 이션을 통한 성능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은 memcached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

능을 자바 시뮬 이션을 통해 구 하여 분산 환경인 

memcached와 유사한 환경으로 실험평가를 수행하 고, 

표 1과 같은 성능 평가 환경을 구성하여 수행하 다.

그림 5는 질의 요청 수에 따른 캐시 교체율을 비교하

여 평가한 결과이다. ESM[3]의 경우 해시값에 따라 노

드에 데이터를 분배함으로써 특정 노드에 캐시 교체가 

집 되는 상이 발생한다. APA[4]의 경우 노드의 메모

리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배함으

로써 메모리 크기가 작은 노드에서 캐시 교체가 많이 

발생하 다. APA[4]의 경우 ESM[3]와 같이 LRU 교체 

정책을 사용하지만 모든 노드의 메모리 가용성이 같은 

환경에서 데이터를 균일하게 분배하여 특정 노드의 과

부하를 해결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메모리가 상이한 환

경에서 상  메모리가 크기가 작은 노드에 캐시 데이

터 교체가 빈번하기 발생하여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메모리의 크기를 고려하

여 해시값을 조정하기 때문에 작은 메모리를 가진 노드

에서 캐시 데이터 교체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를 통해, 메모리 가용성에 따른 데이터 분배가 캐시 교

체율에 많은 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 다. ESM[3]+ 

MB는 기존 기법인 ESM[3]과 제안 기법  메모리를 

고려한 데이터 분배를 용하 다. 하지만 ESM[3]+MB

의 경우 LRU 교체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재사용 

가능성과 데이터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아 교체율이 증

가하 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메모리 크기를 고려한 

데이터 분배와 새로운 캐시 정책인 ILU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기법에 비해 캐시 교체율이 최  98% 감소하 다.

그림 6은 질의 수에 따른 처리 속도를 비교하여 평가

한 결과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기법은 제안 하

는 기법보다 캐시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핫 데이터의 

편 으로 수행 시간이 증가하 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

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질의 처리 시간이 최

표 1 성능평가 환경

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 environment

Parameters Value

The number of nodes (EA) 8

Cache size (MB) 128～512

Total memory size (GB) 2

α, β, γ 0.34, 0.33, 0.33

The number of queries (EA) 1000～3000

그림 5 질의 수에 따른 캐시 교체율

Fig. 5 Cache replacement ratio according to the number 

of queries

그림 6 질의 수에 따른 수행 시간

Fig. 6 Execution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queries

평균 약 92% 감소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 메모리 환경에서 부하 분산을 처

리하기 한 캐시 리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기

법에서는 메모리의 크기가 상이한 분산 환경에서 메모

리의 크기에 따라 데이터를 분배하고, 노드의 부하가 발

생할 경우 핫 데이터를 재분배한다. 한, 캐싱 데이터

의 재사용 가능성, 사용 빈도수, 근 시간을 고려한 캐

시 교체 기법을 제공한다. 성능평가 결과 기존 기법에 

비해 캐시 교환율은 최  평균 약 98% 감소하 고, 질

의처리 시간이 최  평균 약 92% 감소하 다. 향후 연

구로는 동 으로 앙 서버가 없는 환경에서 노드의 추

가  제거로 인한 부하 분산을 처리하는 기법을 연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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