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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edis는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로써 실시간 데이터 저장 및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이 종료

되면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메인 메모리의 특성 때문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손실된다. Redis는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하여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복구 메커니즘들을 제공한다. 

Redis에 요청된 명령을 로그로 저장하여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인 AOF 복구 메커니즘은 명

령어가 요청될 때 마다 로그를 기록하는 always 정책과 매 초마다 로그를 기록하는 everysec 방식으로 

구분된다. always 정책은 데이터 영속성을 유지하지만 매번 디스크 연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Redis의 성

능이 극도로 저하된다. 그에 반해 everysec 정책은 Redis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지만, 데이터가 디스크

에 동기화가 되지 않고 시스템이 종료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everysec 정책

에서 생성된 AOF 로그들을 비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데이터 

영속성을 유지한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1. 서  론 

비 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는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메모리 안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는 메모리로서 현재 많이 

사용되는 블록 디바이스 스토리지인 하드디스크(HDD) 

혹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각광받고 있다[1]. NVM은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는 DRAM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블록 디바이스처럼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는 

높은 처리율을 가지지만, 데이터 보존을 위한 복구 

메커니즘이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거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NVM은 DRAM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임과 동시에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므로 디스크를 대신하여 NVM을 활용하는 [2]와 

[3] 같은 연구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Redis는 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값 

데이터베이스이다[4]. Redis는 복구 메커니즘으로 

append-only file(AOF)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3]. 

AOF는 요청된 명령어를 메모리에 있는 AOF 버퍼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디스크에 로그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는 디스크 연산을 필요로 하므로 Redis의 성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dis는 

백그라운드 쓰레드에서 디스크 I/O를 처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인텔에서는 NVM을 조작하는 Persistent Memory 

Development Kit(PMDK) API를 이용하여 Redis의 모든 

데이터를 NVM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영속성을 

유지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Redis 구현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NVM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제한이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OF 버퍼를 NVM에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AOF everysec 정책의 성능을 유지하고 데이터 

영속성도 보장하는 Persistent-Buffer Redis (PB-

Redis)를 제안한다. 그리고 PB-Redis는 Redis에 

저장된 모든 키-값 데이터를 NVM에 유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AOF 버퍼만 유지함으로써 

NVM이 가지는 용량 제한의 문제점을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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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경 

2.1 AOF 파일 (Append Only File) 

Redis가 받은 명령 중에서 Redis의 데이터를 변경하

는 명령들을 AOF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명령들은 

메모리에서 유지하고 있는 AOF 버퍼에 임시로 저장되

었다가 fsync 함수가 호출되면 디스크에 작성된다. 

fsync 함수 호출 정책에 따라서 Redis의 데이터 영속성

이 결정된다. 첫번째로 “always” 정책은 명령이 요청될 

때마다 fsync 함수를 호출하는 정책이다. “always” 정책

은 데이터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디스크 

연산이 발생하므로 Redis의 성능이 극도로 저하되게 된

다. 그에 반해 “everysec” 정책은 매 초마다 백그라운

드 쓰레드에서 fsync 함수를 호출하는 정책이다. 

“everysec” 정책은 백그라운드 쓰레드에서 디스크 연산

이 처리되므로 Redis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지만, 

fsync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시스템 종료가 발생하면 

호출되었던 명령들이 손실되므로 데이터 영속성을 유지

할 수 없다. 

 

2.2 PMDK Re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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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MDK 구현 Redis 

 

인텔에서는 NVM을 조작하는 다양한 트랜잭션 함수들

을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PMDK API[4]를 이용하여 

Redis의 키-값 데이터를 NVM에 저장하고 유지하는 시

스템을 제안했다[5]. 제안한 시스템은 PMDK API를 이

용하여 Redis에 저장된 키-값 데이터들을 NVM에 리스

트 형태로 유지하고 해쉬 테이블을 DRAM에 구축하여 

NVM에 유지된 키-값 데이터에 접근한다. DRAM에 구축

되는 해쉬 테이블은 NVM에서 유지하고 있는 리스트에 

저장된 키-값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구된다. 

 

3.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PMDK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AOF 

버퍼를 NVM 에 유지하는 Redis 데이터베이스, PB-

Redis 를 제안한다. PB-Redis 의 구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명령이 요청되면 

DRAM 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변경한다. 그 다음, 해당 명령을 NVM 에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는 AOF 버퍼에 임시로 저장한다. AOF 

버퍼가 임시로 저장되면 백그라운드 쓰레드에서 

1 초마다 AOF 버퍼에 저장된 로그들을 디스크에 

저장한다. 디스크에 성공적으로 저장되면, 새로운 AOF 

버퍼를 생성하고 기존의 AOF 버퍼를 새로 생성한 

버퍼로 변경한다. 그리고 기존의 AOF 버퍼를 지우는 

작업을 백그라운드 쓰레드에서 수행한다. 

명령을 AOF 파일에 쓰기 전까지는 NVM 에 저장된 

AOF 버퍼에서 해당 명령 로그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종료되어도 데이터 영속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리고 명령 로그 데이터가 디스크의 AOF 

파일에 쓰여지고나서 NVM AOF 버퍼의 내용을 지우기 

때문에 NVM 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용량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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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B-Redis의 구조 

 

4. 실  험 

표 1 실험 환경 

CPU Intel i7 6700K (Quadcore, 4.0 GHz) 

DRAM 64GB (2400MHz) 

NVM 8GB (emulated in DRAM) 

HDD 3TB (7200RPM) 

 

Redis 에 구현되어 있는 AOF 로그 정책인 

“always”와 “everysec”의 성능과 인텔에서 제시한 

PMDK 버전 Redis,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Redis 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redis-

benchmark)[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두번째 

실험에서는 RedisLabs 에서 구현한 벤치마크 



프로그램(memtier-benchmark)[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실험 모두 데이터 크기가 32Byte, 128B, 

512B, 2048B, 8192B 일때의 시스템 성능을 각각 

측정하였다. 실험 환경은 표 1 과 같이 설정하였다. 

Redis 의 데이터베이스는 DRAM 에 구축되고, AOF 

버퍼는 NVM 에 저장된다. 그리고 AOF file 은 HDD 에 

저장된다. NVM 은 PMDK 에서 제공하는 NVM 

에뮬레이터[8]를 이용하여 DRAM 에 구축하였다. 

 

4.1 Redis-benchmark 실험 

Redis-benchmark 프로그램은 Redis 의 간단한 GET, 

SET 성능을 측정해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다. 이 

실험에서는 AOF-always, AOF-everysec, PMDK-

Redis 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인 PB-Redis 의 

SET 성능을 측정하였다. 데이터 크기에 따른 실험 

케이스에서 요청횟수를 모두 100,000 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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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dis-benchmark 실험 결과 

 

실험 결과에서 PB-Redis의 성능이 AOF-everysec과 

PMDK-Redis의 성능에 근사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8192B일 때 성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PB-Redis는 평균적으로 AOF-

everysec보다 1.31배만큼 느리지만 AOF-always보다는 

100배 빠른 성능을 보였다. PMDK-Redis와 비교하면, 

성능은 PB-Redis가 1.4배 느리지만 NVM의 단점인 제

한적인 용량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NVM 용량에 제약

이 존재한다. 반면에, PB-Redis는 상대적으로 더 사용

량이 작은 AOF 버퍼만을 NVM에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비워지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NVM 용량이 더 크다. 

 

4.2 Memtier-benchmark 실험 

Memtier-benchmark 프로그램은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의 벤치마크로 자주 활용되는 오픈소스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다. Memtier-benchmark 는 GET, 

SET 이 번갈아 발생하는 상황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4.1 실험과 동일하게 기존의 방법들과 

제시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SET 과 

GET 의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SET 과 GET 이 번갈아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PB-

Redis 의 성능이 AOF-everysec 과 PMDK-Redis 의 

성능에 근사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4.1 에서 측정된 특징과 동일하게 데이터의 

사이즈가 8192B 일 때 성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5. 결  론 및 향후 연구 

Redis 의 AOF 로그 정책에서 빠른 성능을 가지지만 

데이터 영속성을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everysec”과 데이터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느린 

성능을 가지는 “always”의 문제점을 NVM 을 이용하여 

데이터 영속성과 빠른 성능을 가지는 AOF 로그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상황에서 

“everysec”에 근접하는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경우에 AOF 파일을 다시 

작성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서 AOF 파일을 

다시 작성하는 상황에서도 NVM 에 로그를 유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디스크 파일 접근을 줄여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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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emtier-benchmark 실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