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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니코어 CPU 시스템에서의 병렬 I/O 는 현재의 리눅스 시스템의 LRU 관리 방법의 한계로 확장

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했던 하기 위한 개선된 FinerLRU 를 제안

한다. LRU 락을 최대 코어 개수만큼 증가시키고 세분화된 Lock 관리를 통해 버퍼 캐시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의 병렬 I/O 성능을 향상시킨다. 리눅스 5.18.11 에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64 개의 
물리적 코어와 256 개의 논리적 코어를 가지는 Intel Knights Landing 프로세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두 배 가량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시스템은 전통적인

과학계산 응용에 더하여 빅데이터, AI 등 대규모 데이

터 처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
해 최근 제공되는 서버 용 프로세서들은 수십개의 코
어를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1] 이러한 매
니코어 CPU 는 강력한 병렬 연산 성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메모리나 스토리지 장치에의 병렬 접근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본 연구에서는 매니코어 CPU 에서의 병렬 I/O 성능 
향상을 목표로 기존 리눅스 운영체제의 LRU 병목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파일시스템에서 
쓰기와 읽기를 수행할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 버퍼 
캐시를 이용하며 이때 사용된 메모리 페이지를 관리

하기 위한 LRU 리스트가 존재한다. 본 연구팀은 이전

의 연구를 통해 이 LRU 리스트의 Lock 메커니즘이 
병렬 쓰기의 확장성을 크게 저해함을 발견하고 
FinerLRU 를 제안하여 리눅스 5.2.8 에서 병목을 일부 
해결하였다. [2] 이는 기존의 몇 가지 선행 연구들 보
다 안전성과 성능에서 장점을 보였다. [3][4] 

기존의 FinerLRU 는 특정 상황이나 설정에서 비효

율이 존재하였고, 추가로 이후 버전이 많이 올라간 

리눅스에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버전의 FinerLRU 보다 단순하

지만 효율적인 방식을 개발하여 리눅스 5.18.11 에 구
현하였고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2. 개선된 FinerLRU의 작동방식 

현재의 리눅스(버전 5.18.11, 연구수행당시 최신의 
stable 판)에서 매니코어 CPU 의 I/O 성능 확장성이 좋
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그림 1 에 나타나 있다. 
실험은 64 cores, 256 threads 를 가지는 Intel Xeon Phi 
7210 (Knights Landing, KNL)프로세서[5]를 탑재한 서버

에서 진행하였으며, IOR 벤치마크[6]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MPI 프로세서가 각각 file-per-process 방식으로 동
시에 순차 쓰기를 진행할 때의 총 Throughput 을 측정

하였다. 결과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것처럼 동시에 쓰
기를 수행하는 쓰레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증가하다가 32~64 개의 스레드에서 그 증가폭이 둔화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성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서 소개한 지난 연구[2]에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능 저하의 원인은 버퍼 캐시를 관리하는 LRU 의 
Lock 매커니즘 때문이다. LRU 는 lruvec 구조체 내부에 
LRU_INACTIVE_ANON, LRU_ACTIVE_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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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U_INACTIVE_FILE, LRU_ACTIVE_FILE, 
LRU_UNEVICTABLE 의 리스트와 이를 갱신할 때 사
용하는 하나의 Lock 변수를 가지고 있다. 갱신 요청

은 pagevec 구조체에 저장되었다가 16 개가 쌓이면 
lock 을 잡고 전부 처리된 후 lock 을 풀게 된다. 문제

는 lruvec 구조체가 소켓당 혹은 메모리 cgroup 당 하
나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이번 실험의 경우 최대 
256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쓰기를 수행하기 위해 
단 하나의 lock 을 잡기 위해 경쟁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1) 리눅스 시스템에서 병렬 쓰기를 수행하였을 때 

쓰레드 수 증가에 따른 성능 변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FinerLRU 를 제
안하였다. lruvec 구조체가 관리하는 5 개의 리스트 각
각에 대하여 Lock 을 두고 추가로 FINER_FACTOR 라

는 전역 변수를 설정하여 lruvec 구조체가 관리하는 
리스트의 개수를 각각 그 수만큼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FINER_FACTOR 가 8 인 경우 하나의 lruvec 구
조체에는 각 리스트가 8 개씩 40 개 존재하며 lock 의 
개수도 그에 맞게 40 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LRU 리스트를 갱신하는 함수들도 자신이 접근하는 
LRU 리스트에 해당하는 lock 만을 잡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page 구조체에 어떠한 LRU 리스트에 소속되는

지를 나타내는 finer_index 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 변
수와 이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가 추가되었다. 또한 
lock 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lazy lock release 를 통해 동일한 lock 에 대한 연산이 
연속될 경우 lock 을 다시 잡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기존 FinerLRU 는 FINER_FACTOR 를 8 까지 증가시

켰을 때에는 성능이 좋아졌으나, 그보다 더 큰 경우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리눅스 커널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LRU 와 관련된 부
분에 일부 변화가 생겨서 직접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FinerLRU 를 개발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FINER_FACTOR 개수 만큼 

각 LRU 리스트 개수를 늘리고 리스트마다 lock 을 두
었던 것과 달리, lock 의 개수는 FINER_FACTOR 만큼

만 두고 각 lock 이 4 개 리스트(LRU_UNEVICTABLE

은 논리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쓰이지 않음)에 
대한 접근을 한번에 보호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Page
구조체의 소속 LRU 가 변경될 때, 항상 같은 
finer_index 를 가지는 리스트들 사이에서 이동/추가/제
거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하나의 lock 으로 모든 리
스트 변경 함수들에 대해 참여하는 모든 리스트들의 
보호가 가능하다. 이 방식이 효율적인 이유는 리눅스 
최신 버전에서 LRU 변경이 코어당 한 스레드에서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finer_index 간의 간
섭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추가로 page 구조체와 새롭게 도입된 page 구조체의 

wrapper 인 folio 구조체에 finer_index 를 저장하는 변수

를 추가하지 않고 finer_index 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
계하였다. finer_index 는 다음과 같이 folio 의 주소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unsigned long)folio>>10 % FINER_FACTOR   (식 1) 
10 자리 shift 를 하는 이유는 6 자리는 folio 구조체

가 64byte 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값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고, 4 자리는 16 개씩 모아서 LRU
갱신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연속된 16 개의 folio 
가 동일한 finer_index 를 가지게 하여 연속쓰기 연산

에서 lazy lock release 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3. 실험 결과 

실험은 KNL 7210 프로세서를 탑재한 서버에서 IOR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총 8GB 의 데이터를 쓸 때의 성
능을 측정하였다. KNL 프로세서는 최대 72 개의 코어

와 288 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매니코어 CPU 로 여전

히 세계 상위 50 위권의 슈퍼컴퓨터 중 여러 시스템

에서 활용되고 있는 CPU 이다. [7] 

 
(그림 2) 개선된 FinerLRU 적용 후 FINER_FACTOR를 256까

지 증가할 때 동시 접속 쓰레드에 따른 쓰기 대역폭 변화 

첫 번째로 그림 1 에서 측정한 것처럼 IOR 벤치마

크를 이용하여 여러 MPI 프로세스가 병렬 쓰기를 
file-per-process 방식으로 수행할 때의 총 쓰기 대역폭

을 참여하는 스레드의 개수와 FINER_FACTOR 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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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가며 측정해 보았다. 그림 2 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FinerLRU 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성능향상이 발
생하지만 특히 FINER_FACTOR 의 값을 최대 논리 코
어개수인 256 으로 설정했을 경우 성능 향상이 최대

화된다. 그 비율은 동시 접속 스레드의 수가 증가할

수록 더 커져서 64~256 스레드의 경우 70%에서 140%
까지 성능향상을 보인다. 

 
(그림 3) folio_lru_add 중 lruvec lock을 얻기 위해 기다

리는 시간의 비율 

그림 2 에 따르면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스레드 
수가 128 개 이상이 되면 그보다 적은 스레드를 사용

할 때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여전히 LRU lock 을 기다리는 것 때문인지 확
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커널에

서 쓰기 연산이 수행될 때 실제로 LRU 리스트의 갱
신은 folio_add_lru 함수에서 진행된다. 프로파일링을 
통해 전체 folio_add_lru 함수 수행시간 중 lruvec lock
을 기다리는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가 그
림 3 에 나타나 있다. 기존의 리눅스에서는 스레드 수
가 많아 짐에 따라 lock 대기 시간이 전체 수행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개선된 FinerLRU 를 적용

한 경우 256 스레드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20%미만만 
차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RU lock 경합

이 병목이었던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하드웨어적 혹
은 다른 소프트웨어 부분이 병목이 되어 확장성을 가
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기존 FinerLRU와 개선된 FinerLRU의 성능 비교 

마지막으로 새롭게 구현된 FinerLRU 가 기존의 
FinerLRU 보다 어느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는지를 비교

한 결과를 그림 4 에서 정리하였다. 기존의 방식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은 FINER_FACTOR 를 8 로 두
었을 때이고, 이때 실사용 되지 않는 
LRU_UNEVICTABLE 리스트를 제외하면 lruvec 구조체

에는 32 개의 lock 과 리스트를 가지게 된다. 이와 비
교하기 위하여 새로운 FinerLRU 의 FINER_FACTOR
를 32 와 256 로 각각 설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
과에 따르면 개선된 버전이 모든 동시 접속 스레드 
개수의 경우에서 기존보다 성능이 추가로 향상되었음

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매니코어 CPU 시스템에서 수십 개
이상의 스레드가 병렬 I/O 를 수행할 때 기존의 리눅

스의 LRU Lock 방식이 충분한 성능 확장성을 제공하

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된 FinerLRU 를 
제안하였다. 이를 리눅스 5.18.11 에 구현하였으며, 
KNL CPU 기반 시스템에 IOR 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병렬쓰기의 성능이 2 배 가량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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