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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까지 진행된 프리페칭 연구는 프리페칭 시점을 정하기 위해 특정 프로세스의 함수 호출이나 파일 접근 패턴을 모니터링 한

다. 하지만 프로세스의 실행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모니터링은 CPU, 메모리 오버헤드를 발생시켜 다른 프로세스의 성

능저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CPU, 메모리 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법을 도입해야한다. 본 논문은 inotify를 이

용한 파일 트리거 방법을 사용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프리페칭 시점을 특정하고 의도한 시점에 프리페칭을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인다. 실험을 통해 프리페칭시 콜드 스타트보다 높은 처리량을 보였고 프리페칭 이후 스토리지 접근이 줄어들어 응답

시간이 개선됨을 보였다.

키워드: 프리페칭(prefetching), inotify

I. Introduction

프리페칭은 앞으로 요청될 것이라 예상되는 요청을 미리 수행해 

나중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미리 받아둔 결과를 넘겨주어 스토리지 

접근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리페칭을 위해 

적당한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예측한 시간에 데이터를 프리페칭 하더라도 그 데이터

가 반드시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프리페칭 연구들은 가장 접근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찾는 방법과 적당한 프리페칭 시점을 정하는 방법을 연구하

였다.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접근 패턴이나 함수 호출 패턴을 모니터

링 해  프리페칭 시점을 특정 하는 방법이 있지만 모니터링 오버헤드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선 inotify[1]를 이용한 모니터링 기법을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때문에 발생하던 오버헤드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inotify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대신 블록상태로 대기하다가 

파일에 대한 접근이 발생했을 때 깨어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깨어나 모니터링 해야 하는 기존의 프리페쳐보다 오버헤드

가 적다. 실험 결과 의도한 시간에 프리페칭이 수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I. Background

페이지 캐시는 응용 프로그램이 블록 디바이스와 I/O 하는데 사용된

다.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요청하면 운영체제는 해당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읽어 페이지 캐시에 올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그 페이지 

캐시를 가상 메모리 영역에 매핑하거나 자신에게 할당된 메모리 

영역에 복사하여 데이터를 얻는다. 프리페칭은 응용프로그램이 요청

할 데이터를 미리 페이지 캐시에 올려두는 작업이다.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요청할 때 이미 페이지 캐시 적재된 데이터를 보고 스토리지

에 요청을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리지 접근 때문에 블록 되던 

프로세스가 블록 되지 않아 프로세스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다.

III. Methods

프리페칭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프리페칭 세 단계로 

나뉜다. 데이터 수집단계는 프리페칭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본 논문에서는 read(), fread() 시스템 콜에 사용되는 인자를 라이브러

리 프리로딩(preloading)을 사용해 수집하였다. 

데이터 가공 시점에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리페칭을 위한 

자료구조를 만든다. 프리페칭을 위해 여러 개의 링크드 리스트와 

하나의 배열을 만든다. 링크드 리스트는 프리페칭할 데이터를 저장하

고 배열은 프리페칭의 트리거로 사용할 파일의 이름을 저장한다. 

트리거로 사용할 파일은 프리페칭 해야 할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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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된 파일로 한다. 

트리거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파일들은 프리페칭 대상 파일로 

선정되고 링크드 리스트에 저장된다. 링크드 리스트에 저장된 파일은 

posix_fadvise() 함수를 통해 프리페칭된다. 이 함수는 커널에게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 패턴을 전달한다. 정보를 전달받은 커널은 

정보에 알맞은 최적화된 동작을 수행한다. 프리페칭을 위해 

POSIX_FADV_WILLNEED 값을 사용하여 커널에게 가까운 미래

에 이 파일이 사용될 것임을 알려준다. 이 정보를 받은 커널은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파일을 미리 페이지 캐시에 올리는 작업을 통해 프리페

칭을 수행한다.

Fig. 1. inotify를 이용한 프리페칭

inotify는 리눅스에 포함된 하위 시스템으로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 또는 수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1개의 inotify instance를 생성하고 여러 개의 트리거 파일을 

모니터링 한다. 프리페쳐는 복수의 트리거 파일을 모니터링 하는 

동안 블록 상태에서 트리거 파일이 접근될 때까지 대기한다. 어떤 

프로세스가 트리거 파일에 접근하면 프리페쳐가 깨어나 어떤 파일이 

접근되었는지 확인한 뒤 프리페칭을 위한 쓰레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쓰레드는 접근된 트리거 파일 정보,  링크드 리스트, posix_fadvise() 

함수 호출을 통해 프리페칭을 수행하고 종료된다. 프리페쳐는 쓰레드

를 생성한 뒤 접근된 트리거 파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거하고 

다른 트리거 파일이 접근될 때 까지 블록 상태로 대기한다. 이후 

모든 트리거 파일에 대해 프리페칭이 완료되면 블록 상태로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 될 때까지 기다고 그 후 종료된다.

IV. Results

실험은 Intel G4560 CPU, 16GB 메모리, Intel 535 Series 240GB 

SSD, Ubuntu 16.04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는 blktrace를 

이용해 수집하였다.

Fig. 2. 콜드 스타트와 프리페칭간 처리량 비교

Fig. 2.는 FlightGear 프로그램을 콜드 스타트와 프리페칭간 처리량

을 비교한 그림이다. 프리페칭은 1초에 수행되었다. 콜드 스타트에서 

균등하게 처리되던 읽기 요청이 프리페칭으로 인해 프리페칭 시점 

때 한 번에 처리되고 후에 처리되던 요청들이 없어져 처리량이 0에 

수렴하는 것을 보인다. 이 실험을 통해 의도한 시간에 프리페칭을 

통해 데이터가 캐싱되고 디스크 접근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V. Conclusions

이 논문에 소개된 프리페칭 방식은 다른 프리페쳐와 비교해 오버헤

드는 작지만 프리페칭 성능은 크게 뛰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수집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응용 프로그램은 mmap() 시스템 

콜을 통해 파일을 메모리에 복사한 뒤 메모리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어가기도 하였다. mmap() 함수 또한 라이브러리 프리로딩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였지만  mmap() 함수는 직접 호출되어 사용되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로썬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mmap() 함수 호출로 인해 발생한 읽기 

요청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 분석방법

을 고안할 예정이다.

REFERENCES

[1] R. Love, "Kernel korner: Intro to inotify." Linux Journal 

2005, Issue 139, Nov.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