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383-630X(Print) / ISSN 2383-6296(Online)

Journal of KIISE, Vol. 45, No. 11, pp. 1193-1202, 2018. 11

https://doi.org/10.5626/JOK.2018.45.11.1193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IITP-2017-0-00477, (SW스타랩) IoT 환경

을 한 고성능 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기반 인메모리 분산 DBMS 연구개발)

․이 논문은 2018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에서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

터 속성을 유지한 인 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논문 수 : 2018년 8월 6일

(Received 6 August 2018)

논문수정 : 2018년 9월 3일

(Revised 3 September 2018)

심사완료 : 2018년 9월 11일

(Accepted 11 September 2018)

†

††

†††

비 회 원

학생회원

종신회원

:

:

:

연세 학교 컴퓨터과학과

kem2182@yonsei.ac.kr

hssung@yonsei.ac.kr

ji_hwan43@yonsei.ac.kr

연세 학교 컴퓨터과학과

cwk1412@yonsei.ac.kr

연세 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Yonsei Univ.)

sanghyun@yonsei.ac.kr

(Corresponding author임)

CopyrightⒸ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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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5권 제11호(2018. 11)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를 한 
비 휘발성 메모리 기반 속  로그 버퍼 기법
(A Persistent Log Buffer Technique using Non-volatile 

Memory for In-Memory Key-Value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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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edis는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장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DRAM의 특징인 휘발성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비정상 으로 종료되면 Redis

에 장된 데이터들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해 Redis는 로그를 디스크에 장하고, 

로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구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을 방지한다. 요청된 명령을 로그 형태로 디스크에 

장하는 방식인 AOF 복구 메커니즘은 1 마다 주기 으로 로그를 기록하는 everysec 정책과 명령이 요청

될 때마다 로그를 기록하는 always 정책으로 동작한다. everysec 정책은 Redis의 성능을 하시키지 않

지만, 시스템이 1 내에 비정상 으로 종료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always 정책은 데이

터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명령이 요청될 때마다, 디스크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능 하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everysec 정책에서 아직 디스크에 동기화되지 않고 AOF 버퍼에 장되어 있는 

AOF 로그들을 비 휘발성 메모리에 장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단 을 극복하고 always 정책

에 비해 약 100배 더 향상된 성능을 가진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키워드: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 복구, 비 휘발성 메모리, 디스

Abstract Redis, an In-Memory Key-Value Database, is widely used in services that require real 

time data processing and storage. Since main memory is volatile, Redis has a problem of data loss if 

the system is terminated abnormally. To prevent this problem, Redis stores logs on disk, preventing 

data loss by restoring logs when the system is terminated. The AOF recovery mechanism, a method 

of appending requested commands in disk as a log format, operates with the “everysec” policy that 

writes logs every second, and the “always” policy that writes a log every time a command is 

requested. The “everysec” policy does not degrade performance of Redis, but data loss can occur if 

the system is terminated abnormally within one second. Conversely, the “always” policy does not 

cause data loss, but it requires disk operation for every command, causing performance degradation. 

We propose a system model that constructs AOF buffer in non-volatile memory and stores logs in 

the buffer, which are not synchronized to disk in the “everysec” policy. The proposed model prevents 

data loss and has approximately 100 time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always” policy.

Keywords: in-memory key-value database, recovery, NVRAM, Re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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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는 키-값 데이터를 포

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모든 메타 데이터들을 

메인 메모리(DRAM)에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1]. 

하지만 DRAM은 휘발성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

이 종료되면 DRAM에 장된 데이터들이 모두 손실된

다.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  하나인 Redis[2]

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하여, 데이터를 DRAM에 

장할 때 별도의 로그 일을 디스크에 장한다. 이후에 

시스템이 비정상 으로 종료되면 Redis는 복구 메커니

즘을 실행하여, 디스크에 장되어 있는 로그 일로 

DRAM의 데이터를 복구함으로써 데이터 지속성을 유지

한다.

Redis는 로그 기법으로 Redis-Database File(RDB)

와 Append-Only File(AOF)를 제공한다[3]. RDB는 Redis

에 장된 데이터를 스냅샷(Snapshot) 형태로 로그 

일에 기록하는 기법이며, AOF는 Redis에 요청된 명령

어를 메모리에 있는 AOF 버퍼에 임시로 장했다가 디

스크에 로그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RDB와 AOF 

모두 디스크 연산을 필요로 하므로 Redis의 성능이 

하되는 요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해 RDB와 AOF- 

everysec 로그 정책은 백그라운드 쓰 드에서 주기 으

로 디스크 연산을 처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

이 필연 으로 발생한다. AOF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

기 하여 명령어가 들어올 때마다 디스크에 로그를 작

성하는 always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데이

터를 변경하는 모든 명령마다 디스크 연산을 필요로 하

므로 성능이 극도로 하된다.

비 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 

NVRAM)는 DRAM과는 다르게 원이 차단되더라도 

메모리 안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는 메모리이다[4].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NVRAM

의 종류로는 PCM(Phase Change Memory), STT-RAM 

(Spin Transfer Torque RAM), ReRAM(Resistive RAM), 

3D XPoint가 있다. Block 단 로 데이터를 근하는 하

드디스크(HDD)와 Page 단 로 데이터를 근하는 솔리

드 스테이트 드라이 (SSD)와는 다르게 NVRAM은 

DRAM처럼 Byte 단 로 데이터를 근한다. 그리고 

NVRAM은 DRAM에 하는 근 속도를 가지고 있다. 

빠른 근 속도와 비 휘발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NVRAM은 차세  메모리로 각 받고 있다. 인-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는 높은 처리율을 가지고 있지만, 데

이터 보존을 한 로그 기법들이 디스크에 데이터를 

장하기 때문에 일시 으로 성능 하가 발생하게 되거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NVRAM을 사용

하면 빠른 근 성능을 가지고 데이터 지속성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디스크를 신하여 NVRAM을 활용하는 

[5-13]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인텔에서는 NVRAM을 조작하는 Persistent Memory 

Development Kit(PMDK) API[14]를 이용하여 Redis

의 모든 키-값 데이터들을 NVRAM에 장함으로써 데

이터 지속성을 보장하고 Redis의 성능을 하시키지 않

는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 다[15]. 하지만 NVRAM은 

비싼 가격과 가격 비 용량으로 인하여 상용화하기 어

렵다는 단 이 있으므로[16], 인텔이 제안한 모델처럼 

모든 데이터를 NVRAM에 운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NVRAM에 AOF 버퍼를 구 하여 

AOF everysec 정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속성 문

제를 해결하고, Redis의 처리 성능도 크게 하되지 않

는 Persistent-Buffer Redis(PB-Redis)을 제안한다. 

PB-Redis는 키-값 데이터를 DRAM에 장하고 AOF 

버퍼를 NVRAM에 장하기 때문에, 인텔에서 구 한 

PMDK-Redis와 비교하여 상 으로 은 용량의 데

이터들만 NVRAM에 장한다. PB-Redis는 AOF- 

always 정책과 같은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하고 PMDK- 

Redis가 가지고 있는 NVRAM 용량 제한 문제를 개선

하면서, AOF-everysec 정책을 사용하는 Redis에 하

는 처리 성능을 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 섹션들로 구성된다. 섹션 2에서는 논

문의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Redis의 해쉬 테이블 구조와 다양한 로그 기법들을 설

명하고, NVRAM을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라이 러리와 

인텔에서 제안한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섹션 3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한 PB-Redis 모델의 구조를 설명하고, 

섹션 4에서는 다양한 벤치마크 로그램들을 사용하여 

PB-Redis의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섹

션 5에서는 PB-Redis가 제시한 방향의 결론에 해 기

술하고 본 연구의 향후 계획에 하여 서술한다.

2. 배 경

2.1 Redis의 구조

Redis는 장된 데이터들을 그림 1과 같이 해쉬 테이

블 구조로 DRAM에서 리한다. Redis에서 키-값 데이

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클라이언트 

로그램에서 Redis에 키-값 데이터를 달하여 장을 

요청한다. 클라이언트와 Redis 간에 데이터 송이 성공

으로 완료되면 Redis는 해쉬 함수에 달받은 키 데

이터를 라메터로 입력하여 키 데이터에 해당하는 해

쉬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해쉬 값은 해쉬 테이블의 색

인 값으로 사용되고 Redis는 해쉬 테이블의 색인 치

에 키-값 데이터를 엔트리(Entry)로 만들어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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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dis의 해쉬 테이블 구조

Fig. 1 Hash table structure of Redis

만약 색인 치에 이미 다른 키-값 데이터가 장된 상태

라면 체이닝 기법을 통해 장되어 있는 데이터 엔트리와 

새로운 데이터 엔트리를 리스트로 연결하여 장한다.

체이닝 기법은 구 이 쉽다는 장 이 있지만 연결된 

데이터가 많아지면 처리 성능이 하되는 단 이 있다. 

Redis에서는 해쉬 테이블 크기와 장된 엔트리 수를 

비교하여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해쉬 테이블을 확장하

고 리해쉬(Rehash)하여 엔트리를 재배치한다. 리해쉬를 

통해 엔트리를 재배치함으로서, Redis의 처리 성능이 체

이닝으로 인하여 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2.2 RDB 일 (Redis-Database File)

RDB 일은 Redis의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을 스냅샷(Snapshot) 형태로 로그 일에 기록하는 방

법이다. RDB 일에 스냅샷 형태로 장되는 모든 데

이터들은 그림 2와 같이 모두 바이 리 포맷으로 장

된다. Redis에서 RDB 일을 이용한 로깅은 다음과 같

은 순서로 진행된다. 특정 시 에 존재하는 Redis 데이

터를 장하기 해 RDB 일을 새로 생성하고, 생성

된 일에 그림 2와 같이 RDB 일의 고유 번호(Magic 

Number)와 데이터베이스 번호(Database Number)를 

일에 작성한다. 그 다음 고유 번호와 데이터베이스 번

호를 모두 작성한 후, 데이터베이스 번호에 해당하는 모

든 키-값 데이터들을 RDB 일에 순차 으로 작성한

다. 마지막으로 이 에 작성했던 RDB 일들을 모두 

제거하면 RDB의 로그 기록이 완료된다.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RDB 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경우, RDB 일에 장 되어있는 키-

값 데이터를 읽으며 데이터 복구를 진행한다. 한 개의 

키에 해서 오직 한 개의 데이터만이 RDB 일에 

장되므로 로그 일의 크기가 작고 복구 시간이 단축되

는 장 이 있다. 하지만 RDB 일은 특정 시  간격으

로 로그를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RDB 일이 작성되

그림 2 RDB 일 로그 기법

Fig. 2 RDB file log method

기 에 시스템이 비정상 으로 종료된다면 그 사이에 

생성된 데이터들은 복구할 수 없다.

2.3 AOF 일 (Append Only File)

AOF 일은 Redis에 요청된 명령 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명령(SET, UPDATE, DELETE)을 로그 일

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Redis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명령

들은 그림 3과 같이 요청된 명령 순서 로 AOF 일에 

기록된다. Redis에서 AOF 일을 이용한 로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  Redis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명령이 요청되는 경우, Redis의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 

AOF 버퍼에 요청된 명령을 추가한다. 그리고 fsync 함

수가 호출되면 AOF 버퍼에 장되어 있는 명령들을 

AOF 일에 작성하면 AOF의 로그 기록이 완료된다.

그림 3 AOF 일 로그 기법

Fig. 3 AOF file lo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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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F 일 로그 기법은 fsync 함수를 호출하는 정책

에 따라서 Redis의 데이터 지속성이 결정된다. “always” 

정책은 Redis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명령이 요청될 때마

다 fsync 함수를 호출하는 정책이고 “everysec” 정책은 

1 마다 백그라운드 쓰 드에서 fsync 함수를 호출하는 

정책이다. “always” 정책은 명령이 요청될 때마다 디스

크에 로그를 작성하므로 데이터 지속성이 보장되지만, 

매번 디스크 연산이 수행되므로 Redis의 처리 성능이 

극도로 하된다. 그에 반해 “everysec” 정책은 1 마다 

백그라운드 쓰 드에서 디스크에 로그를 작성하기 때문

에 Redis의 처리 성능이 하되지 않지만, 시스템이 비

정상 으로 종료되면 AOF 버퍼에 기록된 로그들이 손

실되기 때문에 데이터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AOF 일은 Redis에 요청되는 명령을 로그에 지속

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무한정 커지게 된

다. Redis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하여 AOF 재작성

(AOF-rewrite) 작업을 주기 으로 수행한다. AOF 재

작성은 AOF 일의 크기가 일정 이상 커지면, Redis에 

들어오는 요청을 잠시 지연하고, 재 Redis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AOF 일에 작성한다. 새로운 

AOF 일 작성이 완료되면 기존의 AOF 일을 체

한다. AOF 재작성이 수행되는 동안 Redis에 들어오는 

명령들이 지연되므로, Redis의 처리 성능을 일시 으로 

굉장히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2.4 PMDK와 Redis

인텔에서는 NVRAM을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라이

러리 Persistent Memory Development Kit(PMDK) 

API를 제작하여 오 소스로 제공하고 있다. 직  근 

방식(Direct Access, DAX)을 사용하는 일 시스템으

로 NVRAM을 마운트하면, PMDK API를 사용하는 응

용 로그램(application)은 NVRAM에 있는 일을 특

정 가상 메모리 주소에 사상화(memory-mapping)하여 

DRAM에 있는 데이터에 근하는 것처럼 근할 수 

있다. PMDK API는 이러한 기능을 인터페이스 함수들

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텔에서는 PMDK API를 사용하여 Redis의 모든 키

-값 데이터들을 모두 NVRAM에 장하는 시스템 모

델, PMDK-Redis를 제안했다. PMDK-Redis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키-값 데이터들은 NVRAM에 리스트 

형태로 유지하고 해쉬 테이블은 기존의 Redis와 동일하

게 DRAM에 구축한다. 해쉬 테이블에서 리하고 있는 

데이터 엔트리들은 NVRAM에 장되어 있는 키-값 데

이터의 주소를 장한다. 이후 시스템이 비정상 으로 

종료되면 PMDK-Redis는 NVRAM에서 유지하고 있는 

리스트를 통해 DRAM에 해쉬 테이블을 다시 복구한다.

PMDK-Redis는 모든 데이터를 NVRAM에 장하므

그림 4 PMDK Redis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PMDK Redis

로 RDB 혹은 AOF 같은 별도의 로그 기법이 필요없다. 

그 때문에 PMDK-Redis는 디스크 연산에 의한 성능 

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NVRAM은 아직 

DRAM보다 가격 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제한이 

있다는 단 이 있다. PMDK-Redis는 가지고 있는 모든 

키-값 데이터를 NVRAM에 장하기 때문에, 키-값 데

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NVRAM의 사용 용량이 매

우 커진다. NVRAM은 용량 비 가격이 비싸므로, 

PMDK-Redis와 같이 모든 키-값 데이터를 NVRAM에 

장하는 모델은 가격 비 효율성을 가진다.

3. 시스템 설계

3.1 Persistent-Buffer Redis

AOF-everysec 정책은 Redis의 처리 성능을 하시

키지 않지만, 데이터 지속성이 손실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AOF-always 정책은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하지

만 Redis의 처리 성능을 하시키는 문제 이 있다. 마

지막으로 PMDK-Redis는 데이터 지속성이 보장되고 

Redis의 처리 성능이 수하지만, 장할 수 있는 키-

값 데이터양에 제한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OF-everysec 정책을 사용하는 Redis

에서 AOF 버퍼를 PMDK를 통해 NVRAM에 구축함으

로서, Redis의 처리 성능을 하하지 않고 데이터 지속

성도 보장하는 Persistent-Buffer Redis(PB-Redis)를 

제안한다. PB-Redis는 그림 5와 같은 구조로 구 되어 

있다. 먼  데이터를 변경하는 명령이 Redis에 요청되면 

DRAM에 장되어 있는 해쉬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한

다. 데이터 변경이 완료된 후, 요청된 명령을 NVRAM에 

리스트 형태로 추가한다. 1  뒤에 fsync 함수가 호출되

어 AOF 일에 로그가 작성되면 NVRAM에 새로운 

AOF 버퍼를 생성하고 기존의 AOF 버퍼는 백그라운드 

쓰 드에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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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ersistent-Buffer Redis의 구조

Fig. 5 Structure of Persistent-Buffer Redis

수행된 명령들을 기록한 로그들은 fsync로 디스크에 

완 히 작성되기 까지 NVRAM에 구축되어 있는 

AOF 버퍼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비정상

으로 종료되어도 Redis의 데이터는 유실되지 않는다. 

PB-Redis에서는 Redis의 AOF-everysec 로그 정책처

럼 1 마다 fsync 함수를 백그라운드 쓰 드에서 호출

하므로 Redis의 처리 속도를 하시키지 않는다. 한 

AOF 버퍼만을 NVRAM에 장하고 로그가 디스크에 

작성되면 버퍼를 삭제하기 때문에 NVRAM 사용량이 

매우 다. NVRAM의 용량 비 가격을 고려했을 때, 

PB-Redis를 사용하는 경우, 은 비용으로도 운용이 가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복구

PB-Redis에서 시스템이 비정상 으로 종료되어 해쉬 

테이블에서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삭제되는 경우, 

디스크에 장된 AOF 일과 NVRAM에서 유지하고 

있는 AOF 버퍼를 사용하여 해쉬 테이블을 복구한다. 

알고리즘 1에서는 PB-Redis의 복구 과정을 수도코드

(Pseudo-Code)로 설명한다. 먼  알고리즘 1.1에서 디

스크에 장된 AOF 일을 읽은 후, 로그램이 이해

할 수 있는 명령으로 싱(parsing)한다. 싱 단계를 

거쳐 재구성된 명령은 PB-Redis로 다시 수행 요청이 

되며, 이를 통해 유실된 데이터를 해쉬 테이블에 복구하

게 된다. 디스크에 장된 AOF 일 내용을 복구하고 

나면, 알고리즘 1.2에서 NVRAM에 있는 AOF 버퍼를 

복구한다. NVRAM에서 유지되고 있는 AOF 버퍼는 리

스트 형태로 로그를 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조

회하며 명령들을 싱한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PB-Redis

에서 재실행하여 해쉬 테이블에 데이터들을 복구하면, 

PB-Redis의 복구 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알고리즘 1 Persistent-Buffer Redis의 복구 로세스

Alg. 1 Recovery process of PB-Redis

AOF 버퍼에는 장되어 있지만, AOF 일로 장되

지 않은 로그 데이터들은 NVRAM에서 유지된다. 만약 

시스템 비정상 종료로 인하여 PB-Redis가 재실행 되는 

경우, 앞서 서술한 복구 메커니즘을 통해 NVRAM에 존

재하는 AOF 버퍼의 데이터도 함께 복구한다. 따라서 

AOF-everysec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AOF 로그 데

이터 유실 문제가 PB-Redis에서는 발생하지 않게 되며,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4. 실 험

Redis에서 사용하고 있는 AOF-always 정책, AOF- 

everysec 정책, 그리고 인텔에서 제안한 PMDK-Redis

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PB-Redis의 성능을 두가지 벤치

마크 로그램으로 측정하 다. 첫번째 벤치마크 로그

램은 Redis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벤치마크 로

그램인 Redis-benchmark[17]를 사용하여 비교하려는 

모델들의 성능을 측정하 다. 두번째 벤치마크 로그램은 

RedisLabs에서 구 한 벤치마크 로그램인 Memtier- 

benchmark[18]을 사용하여 모델들의 성능을 측정하

다. 데이터 크기는 32, 128, 512, 2048, 8192Byte로 차 

증가시키며 성능 변화를 측정했다.

4.1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표 1과 같다. CPU는 Intel i7 6700K를 

사용하 고 DRAM은 64GB로 구성하 다. 그리고 AOF 

로그 일은 Seagate 3TB Barracuda ST3000DM001 

하드디스크에 장하 다. NVRAM의 크기는 인텔에서 

개발한 NVRAM 에뮬 이터[19]를 사용하여 DRAM에 

8GB로 설정했다.

NVRAM 에뮬 이터는 DRAM에 NVRAM을 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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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환경

Table 1 Evaluation environment

CPU Intel i7 6700K (Quadcore, 4.0 GHz)

DRAM 64GB (2400MHz)

NVRAM 8GB (emulated in DRAM)

HDD 3TB (7200 RPM)

로 구축하는 방법이므로, 구축된 가상 NVRAM의 지연

기(latency)는 DRAM와 동일하다. 따라서 NVRAM

의 정확한 지연 기 정보를 가지고 성능 측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험 4.6에서는 PMDK 인터페이스에 지

연 기를 만들어내는 시뮬 이션 함수를 사용하여, 실제 

NVRAM의 지연 기를 모사하고, 모사한 NVRAM의 

지연 기에 따른 PB-Redis의 성능 변화를 측정한다.

4.2 Redis-benchmark 실험

Redis-benchmark 로그램은 Redis에서 기본 으로 

제공해주는 벤치마크 로그램이다. Redis-benchmark

에서는 Redis의 여러가지 명령들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본 실험에서는 AOF 로그 기법의 “always” 

정책, “everysec” 정책, 인텔에서 제안한 PMDK-Redis,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PB-Redis의 100,000건의 

SET 명령에 하여 당 SET 명령 처리 횟수를 측정

하 다.

그림 6을 통하여 PB-Redis의 SET 명령 성능을 AOF- 

everysec, PMDK-Redis와 비교한 결과, PB-Redis의 

성능이 AOF-everysec에 상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PB-Redis의 SET 명령 성능은 AOF-everysec보

다 평균 으로 약 1.31배만큼 느리고, PMDK-Redis보

다 약 1.4배정도 느린 성능을 보 다. 반면에 AOF- 

always에 비해서는 약 10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지

는 것을 보 다. AOF-everysec과 AOF-always와의 

비교 실험 결과, PB-Redis는 AOF-always의 장 인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AOF-everysec에 상응하

는 SET 명령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PMDK- 

Redis와의 실험 비교 결과는 PB-Redis가 PMDK- 

Redis와 동일하게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하고, 크게 뒤쳐

그림 6 Redis-benchmark 실험 결과

Fig. 6 Evaluation result of Redis-benchmark

지지 않는 SET 명령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PB-Redis는 AOF-everysec, PMDK-Redis에 비해 약 

1.25배정도 느린 성능을 보 지만, AOF-always에 비해 

약 175.49배 더 빠른 성능을 보 다.

4.3 데이터 지속성 실험

본 실험에서는 Redis가 비정상 으로 종료되고 다시 

복구되었을 때, Redis의 로그 종류와 구  종류에 따라

서 데이터 지속성이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먼 , 60,000

개의 독립 인 키-값 데이터를 장하고 Redis를 강제 

종료한다. 그 다음 Redis를 다시 복구하고, 복구된 키-

값 데이터와 손실된 키-값 데이터의 비율을 산출한다.

그림 7 데이터 지속성 실험 결과

Fig. 7 Evaluation result of data consistency

그림 7을 통하여 AOF-everysec의 데이터 지속성이 

다른 Redis 타입에 비해서 불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시스템이 비정상 으로 종료되고 복구되었을 때, 

AOF-everysec에 장된 데이터 , 최  20%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OF- 

everysec의 fsync 호출 방법에 기인한다. AOF-everysec

은 1 마다 백그라운드 쓰 드에서 fsync 함수를 호출

하여 로그를 작성한다. 그 때문에 fsync가 호출되기 

에 Redis가 강제종료되어, 그 사이에 요청된 데이터들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 다. 반면에 AOF-always는 

명령이 요청될 때마다 fsync 함수를 호출하여 데이터 

지속성을 유지하 고, PMDK-Redis와 PB-Redis는 

NVRAM으로 데이터 지속성을 유지하 다.

4.4 DRAM-NVRAM 사용용량 실험

본 실험에서는 AOF-always, AOF-everysec, PMDK- 

Redis, PB-Redis가 사용하는 DRAM과 NVRAM의 사

용 용량을 측정하 다. 벤치마크 로그램으로 Redis- 

benchmark를 사용하 고, 복되지 않는 키-값 데이터

를 장하 다. 장하는 값 데이터 사이즈는 32Byte로 

동일하게 설정하 고, 키-값 데이터의 개수는 100,000

개, 500,000개, 1,000,000개, 2,000,000개로 확장하여 사

용 용량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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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emtier-benchmark 실험 결과

Fig. 9 Evaluation result of Memtier-benchmark

그림 8 DRAM-NVRAM 사용 용량 실험 결과

Fig. 8 Evaluation result of DRAM-NVRAM usage

그림 8을 통하여 각 Redis 타입에서 사용하는 DRAM, 

NVRAM 사용 용량을 측정한 결과, PB-Redis가 사용

하는 NVRAM 사용 용량이 PMDK-Redis에 비하여 월

등히 고 일정한 것을 확인하 다. PB-Redis에 장되

는 데이터는 DRAM에 장되므로 DRAM의 사용 용량

은 AOF-everysec과 동일하게 증가하 지만, NVRAM

에는 AOF 버퍼에 임시로 장되는 로그들만 장되므

로 PMDK-Redis에 비하여 NVRAM 사용 용량이 굉장

히 고 일정하다. PB-Redis는 100,000개의 데이터를 

장할 때 PMDK-Redis과 동일한 NVRAM 사용 용량

을 보 지만, 2,000,000개의 데이터를 장할 때에는 

PMDK-Redis의 NVRAM 사용 용량에 비하여 0.06배 

가량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5 Memtier-benchmark 실험

Memtier-benchmark 로그램은 RedisLabs에서 구

한 벤치마크 로그램이다. Memtier-benchmark에서

는 Redis-benchmark보다 더 다양한 측정 기능을 제공

한다. 첫번째로 SET과 GET이 번갈아 발생하는 상황에

서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두번째로 여러 개의 Redis

를 다  클러스터로 운용하는 상황에서의 성능을 측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사이즈가 아닌, 특정 범

의 사이즈를 가진 데이터가 장되는 상황에서의 성

능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Redis-benchmark 

실험과 같이 기존에 제시한 방법들과 PB-Redis와의 

당 명령 처리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했다. 이에 더하여 

Memtier-benchmark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SET과 GET

의 비율을 변경하며 실험을 진행하고 성능을 측정했다.

그림 9를 통하여 Redis-benchmark 결과와 비슷하게 

SET과 GET이 번갈아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PB-Redis

는 AOF-everysec, PMDK-Redis에 필 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으로 PB-Redis는 

AOF-everysec, PMDK-Redis에 비해 약 1.54배정도 

느린 성능을 가진 반면, AOF-always에 비해 약 34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지는 것을 보 다. Redis-bench-

mark 실험과 Memtier-benchmark 실험 모두 데이터 

사이즈가 8192B일 때 PB-Redis의 성능이 격하게 감

소하 다. 이때 PB-Redis는 AOF-everysec보다 약 

3.77배, PMDK-Redis보다 약 12.86배 가량 성능이 

하되었다.

데이터 사이즈가 8192B일 때, PB-Redis의 성능이 

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AOF 재작성(AOF rewrite)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을 확인하 다. 데이터 사

이즈가 커질수록 AOF 로그의 사이즈도 커지기 때문에, 

AOF 재작성의 수행 횟수가 많아진다. AOF 재작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Redis의 체 인 처리 성능이 하

되므로, AOF 재작성 문제에 한 해결이 필요하다.

4.6 NVRAM 지연 기 실험

NVRAM은 그 종류마다 각기 다른 지연 기를 가지

고 있다[4], [16]. DRAM과 NVRAM 종류들의 략

인 지연 기는 표 2와 같다. 먼  PCM은 DRAM과 읽

기 지연 기는 같지만, 쓰기 지연 기는 500ns로 

NVRAM 에서 가장 느린 지연 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PCM에 데이터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지우는 

RESET 작업은 굉장히 빠르지만 데이터를 작성하는 

SET 작업에서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3D 

XPoint(Memory Mapped)는 읽기, 쓰기 지연 기가 모

두 100ns로 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3D 

XPoint에서 Memory Mapped 방식은 메모리의 비 휘

발성을 완 히 보장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3D 

XPoint(Storage Mapped)는 Memory Mapped 방식의 

3D XPoint보다 읽기, 쓰기 지연 기가 2배 높지만 메모

리의 비 휘발성을 완 히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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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VRAM 지연 기

Table 2 Latency of NVRAM

Read (ns) Write (ns)

DRAM 50 50

PCM 50 500

3D XPoint

(Memory Mapped)
100 100

3D XPoint

(Storage Mapped)
200 200

본 실험에서는 NVRAM의 종류 변화에 따른 PB-Redis

의 성능 변화를 비교했다. PMDK에서 제공하는 NVRAM 

에뮬 이터는 지연 기 옵션을  수 없으므로 알고리

즘 2와 같이 PMDK 인터페이스에 별도의 래퍼 함수를 

구 하여 가상으로 지연 기를 설정했다. 먼  알고리즘 

2.1에서는 사 에 설정한 지연 기 시간만큼 빈 루 문

(While Loop Statement)을 실행한다. 그리고 알고리즘 

2.2에서는 PMDK의 인터페이스 함수를 실행한다. 가상

으로 구 한 지연 기 옵션이므로 실제 NVRAM 디바

이스의 지연 기와 완 히 동일하지 않지만, 지연 기 

옵션에 따른 PB-Redis의 성능을 근사 으로 비교할 수 

있다. 지연 기 실험은 각 NVRAM 지연 기 설정에서 

4.2 Redis-benchmark 실험과 동일하게 데이터 사이즈

를 32B, 128B, 512B, 2048B, 8192B로 변경하며 당 

SET 명령 요청 횟수를 측정하 다.

PB-Redis에서 다양한 NVRAM 환경을 가정하여 성

능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10을 통하여 확인하 다. 

PCM은 기존의 DRAM에 비해 약 1.52배, 3D XPoint 

(Memory Mapped)는 약 1.14배, 3D XPoint(Storage 

Mapped)는 약 1.31배 느린 처리 속도를 보 다. PCM

은 나열된 NVRAM 에서 가장 높은 쓰기 지연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서 느린 성능을 보

다. 3D XPoint(Memory Mapped)는 DRAM에 가장 근

한 지연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VRAM 에서

알고리즘 2. NVRAM 지연 기 시뮬 이션

Alg. 2 Latency simulation of NVRAM

그림 10 PB-Redis의 NVRAM 지연 기 실험 결과

Fig. 10 Evaluation result of NVRAM latency for PB-Redis

가장 우수한 처리 성능을 보 다. 마지막으로 3D XPoint 

(Storage Mapped)는 Memory Mapped 방식의 3D 

XPoint보다는 느리지만 PCM보다 더 우수한 처리 성능

을 보 다. 실험에 사용된 NVRAM 에서 3D XPoint 

(Memory Mapped)가 가장 우수한 처리 성능을 보 지

만 비 휘발성이 불완 한 특성 때문에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5. 결론  향후 연구

Redis 로그 방식  하나인 AOF 로그 방식은 정책에 

따라 장단 이 존재한다. AOF-everysec 정책은 Redis

의 처리 성능을 하시키지 않지만 데이터 지속성을 보

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AOF-always 정책은 데이

터 지속성을 보장하지만 Redis의 처리 성능을 굉장히 

하시켰다. 그리고 인텔에서 제안한 PMDK-Redis는 

성능을 하하지 않고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하지만, 

NVRAM의 비싼 가격을 고려했을 때, 가격 비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AOF-everysec, AOF-always, PMDK- 

Redis의 장 만을 취하고, 작은 양의 NVRAM을 사용

하면서도 빠른 처리 속도와 데이터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로그 기법인 PB-Redis를 제안하 다. 그리고 실험

을 통하여 여러 상황에서 AOF-everysec에 하는 성

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데이터 삽입이 지속되어 AOF 일의 크기가 

매우 증가될 경우, 성능이 굉장히 하되는 상을 발견

하 다. 이는 AOF 일의 크기가 커지면 AOF 재작성 

작업이 수행되는데, 이 작업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수

록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이 하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로서 AOF 일을 다시 작성하는 

상황에서도 NVRAM을 활용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Redis는 새로운 자식 로세스를 

생성하여 AOF 재작성을 수행하는데, 그 동안 Redis에 

새로운 명령들이 요청되면 로그 간의 동기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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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명령들의 처리를 지연시킨다. AOF 재작성 에 

요청된 명령들의 로그를 NVRAM에 장하고 AOF 재

작성 작업이 끝난 후에 NVRAM과 새로운 AOF 일

간의 동기화를 진행한다면, AOF 재작성에 의한 Redis

의 처리 속도 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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