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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개념 및 활용 

㈜엑셈 컨설팅본부/DB컨설팅팀 임 경석 

개요 

서버를 구성하는 여러 장치들 중 CPU, 메모리, 디스크 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서버의 성

능을 좌우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CPU 와 메모리의 성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지만, 하

드디스크의 발전 속도는 비교적 매우 느린 편이다.  그 이유는 CPU 와 메모리는 미세한 전자 칩

을 오가는 전자적 신호로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디스크는 플래터(platter)라는 자기 디스크를 물

리적으로 회전시켜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기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SD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메모리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메모리 디스크 이다.  

SSD는 HDD 와 비교할 때 월등한 I/O 성능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명과 안전성 또한 개

선중 이어서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라클에

서 SSD를 적용한 대표적 기능으로 db flash cache, smart flash cache, smart flash logging 

등이 있다. 이는 SSD의 속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한다.  

필자는 이번 문서를 통해 SSD의 동작원리와 특히 오라클에 적용 할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간

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SSD(Solid State Drive) 란 ? 

(1) SSD 의 종류  

SSD 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olid state drive),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solid state 

disk) 의 약자이며, 또는 전자적 디스크(electronic disk) 라고도 한다. 하드 디스크와 다른 점은 

기계적 장치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해 전자적 신호로 정보를 저장한다. 따라서, 고속으로 데이터

를 탐색할 수 있고 기계적 지연이나 실패가 비교적 적다.  SSD는 램 방식의 디램(DRAM) 과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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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 방식의 낸드플래시(Nand flash) 기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데이터의 휘

발성이다. DRAM방식은 속도가 빠르지만 전원이 없으면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는 휘발성인 반

면 낸드플래시 방식은 DRAM 보다는 느리지만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가 보관되는 비휘발성 이다.  

이러한 이유로 DRAM 기반의 SSD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며 엔터프라이즈 급에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낸드플래시 방식의 SSD 로써, 플래시 디스크 라고도 한다.  

(2) SSD 의 구조 

낸드플래시 기반의 SSD는 다수의 플래시 메모리 칩을 여러 개의 데이터 버스로 연결하고 프로

세서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와 부피가 HDD에 비해 작고, 충격

이나 진동에 민감하지 않다. HDD에 있는 헤더나 플래터 같은 기계적 이동이 아닌 전자적 컨트

롤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하므로 속도가 빠르고 소음과 전력소모가 적다. 하지만, HDD에 

비해 수명이 짧고, 가격이 비싸고, 자기장 이나 전정기에 약한 단점이 있다. 

[그림 1] HHD 와 SSD 의 구조 

SSD의 기본 단위는 셀(Cell) 이라고 하는 실리콘형태의 작은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셀에 

저장되는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 크기에 따라 SLC(Single level Cell) 과 MLC(Multi Level 

Cell) 로 나눌 수 있다.   

SLC는 한 셀(Cell)에 1 비트(bit)를 저장하고, MLC는 한 셀에 2 비트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SLC와 MLC 의 작동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셀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컨트롤러가 셀의 게이트

에 전압을 가해 전기장을 발생시켜 0, 1 의 상을 저장하는 것이다.  SLC의 경우 0 과 1의 두 가

지 종류의 전압만 고려하면 되지만, MLC의 경우 네 개의 상(00,01,10,11)을 고려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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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접근할 때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오류발생률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SLC는 디

스크의 응답이 느려지거나 반응이 없는 프리징(Freezing) 현상이 거의 없다. MLC에 비해 안정

성과 속도를 보장하며 10만회까지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

이 있다. 반면 MLC는 안정성과 속도가 SLC 보다 떨어지고 수명예측이 어렵지만 가격은 SLC 에 

비해 저렴하다. 그 결과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는 안전하고 수명이 긴 SLC 타입의 SSD를 대

부분 사용한다. 

[그림 2] SLC, MLC, TLC 정보 저장 상태 

SSD의 저장 구조는 HDD 와 다르게 구성 되어있다. 기본 단위인 셀이 모인 것을 페이지 라고 

하며 이러한 페이지 들이 모인 것을 블록 이라 한다. HDD 와 비교하여 페이지는 섹터에 해당하

고 블록은 트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페이지와 블록에 관해서는 SSD의 동작원리에서 자세

히 설명할 것이다. 

[그림 3] HDD 와 SSD 저장 구조 

플래시 SSD는 일반적으로 SATA, PCI, Flash storage server 와 같은 세가지 형태의 드라이브

를 통해 장착된다. SATA 기반의 드라이브는 다른 SATA 드라이브와 같은 폼 형태로 묶일 수 있

으며 SATA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느 디바이스든 장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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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기반의 드라이브는 PCI 인터페이스로 장비의 머더보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 Flash 

storage server 는 하나의 랙에 여러 개의 PCI 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 카드로 장비에 탑재된다. SATA 기반의 드라이브는 PCI 또는 랙마운트 서버보다 훨씬 저렴하

지만, SATA 인터페이스는 대기시간이 밀리세컨드 속도가 느린 디바이스를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SSD 서비스 시간에 상당한 오버헤드를 줄 수 있다. PCI 기반의 디바이스는 서버에 직접 

연결되므로 대부분 최적의 성능을 제공한다. 오라클의 엑사데이타의 경우 스마트 플래시 캐시로 

사용되는 SSD는 PCI 기반의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4] SSD 디바이스 종류 

(3) SSD의 동작 원리 

 SSD의 기본 단위는 셀 이라고 불리는 실리콘 형태의 작은 조각이다. 이러한 셀이 여러 개 모인 

것을 페이지라고 한다.  한 페이지의 크기는 보통 4kbytes 이고, 여러 개의 페이지가 모여 하나

의 블록(block)을 구성한다. 한 블록의 크기는 128K 에서 1M 이지만 주로 512K 로 구성된다.   

SSD는 데이터를 읽고, 쓸 때 페이지 단위로 동작하지만, 삭제는 반드시 블록 단위로 동작한다. 

이것은 SSD의 성능과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즉, 읽고, 쓰는 것은 4K 의 페이지 단

위로 이루어 지지만, 삭제는 이보다 큰 512K 의 블록 단위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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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SD 데이터 저장 구조 

HDD 의 경우 데이터를 삭제할 때, 실제 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데이터 위치정보인 

메타정보의 연결을 끊고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쓰기(Overwrite)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 하지만, SSD는 덮어쓰기가 불가능하다. 오직 삭제된 후 비어있는 페이지에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만약 비어있지 않은 페이지에 데이터를 기록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페이지의 

데이터를 비운 후에야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페이지의 재 기록을 위해 반드시 페이지가 

속한 블록단위의 삭제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블록 안의 전혀 상관없는 페이지들도 지

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블록의 데이터 전부를 SSD 내부의 램

캐쉬로 옮겨 블록을 비우고 캐시에서 기존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결합한다. 그런 후 다시 

비워진 블록에 결합된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SSD 에서 삭제는 성능상 가장 부

담이 되는 과정이다. 실제로 4K 크기의 페이지를 읽는데 약 25 us, 쓰기는 250 us 로 빠르지만 

한 블록에 대한 삭제는 2ms 로 읽기와 쓰기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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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데이터 쓰기 와 삭제 

[그림 7] SSD 단계별 속도 

낸드플레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쓰거나 삭제할 때 전기장을 산화물에 통과시키는 작업을 반복적

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산화물에 전기장이 발생할 때마다 내구성이 떨어져 한계에 도달하

여 더 이상 전기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셀은 수명을 다할 수 밖에 없다. MLC의 경우 한 셀에 

1만회 정도 삭제가 이루어지면 수명을 다하게 되고, SLC의 경우 10만회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읽기의 경우 언제든 반복 가능하다.  SSD 의 수명은 셀이 수용할 수 있는 삭제횟수와 관련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셀의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과정을 새로운 쓰기가 요청될 때만 발

생하도록 하였다. 0/S 에서 삭제 명령을 하더라도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를 쓰기 전 까지 메모리

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만 표시가 된다. 그런 후, 블록의 해당 페이

지가 특정비율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표시될 때까지 기다린 후 블록을 삭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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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래시 변환 계층 ( Flash Translation Layer )  

운영체제와 파일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디스크를 섹터(Sector) 기반으로 인식하

지만, SSD는 페이지와 블록을 기반으로 저장단위가 구현되어 있다. 

이것은 섹터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은 SSD에 데이터를 직접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섹터기반의 프로그램이 SSD를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것을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이라고 한다. 

[그림 8] Flash Translation Layer 구조  

FTL은 SSD 의 컨트롤러 내에서 동작하며 가상의 논리적 섹터를 생성하여 섹터기반의 프로그램

들이 이를 통해 실제 SSD 의 물리적 페이지에 데이터를 기록 하도록 도와준다. FTL이 논리적 

섹터를 물리적 페이지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주소를 물리적 주소 값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맵핑테이블(Mapping table)을 참조하여 변환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이해

를 돕기 위해 SSD 물리적 페이지 크기를 논리적 섹터와 같은 512 bytes 로 가정한 것이다. 실

제 SSD의 페이지 크기는 대부분 4K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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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TL 의 맵핑 테이블 

(5)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 과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 

 SSD는 플래시 메모리 이므로 셀마다 쓰기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 만큼 메모리 수명

이 정해져 있고 덮어쓰기 또한 불가능하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동일한 페이지에 쓰기가 집중될 

경우 해당 페이지가 속한 블록은 지속적인 삭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블록에 속한 다른 

페이지들도 함께 수명이 단축되게 된다.  

따라서, 모든 페이지에 골고루 쓰기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만 SSD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SSD 

컨트롤러는 웨어레벨링을 통해 모든 페이지에 골고루 쓰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수 있다. 웨

어레벨링은 플래시 변환 계층에서 동작하는데, 모든 페이지의 재기록 횟수를 저장하여 주소매핑 

테이블에서 논리주소와 물리주소를 연결할 때 매핑 주소를 기록이 덜된 페이지의 물리주소로 변

환한다.  

그 결과 논리주소가 사용빈도가 낮은 페이지의 물리주소로 연결되어 쓰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즉, 웨어레벨링은 주소매핑 테이블을 수정하여 논리주소와 연결된 물리주소를 바꿔버리는 것이

다. 그리고, 기존 물리주소의 페이지는 Invalid 상태로 삭제 없이 그대로 내버려둔다. 이것을 삭

제할 경우 다시 블록 단위의 삭제가 이루어져 웨어레벨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기존 페이지는 언제 삭제될까 ? 이것은 일단 필요 없는 쓰레기 라는 의미로 Garbage 상태

(=Invalid)로 체크해 둔다. 이 상태로 계속 메모리가 사용되다가 가비지 페이지들이 어느 정도 

쌓일 때 적절한 시점에 한꺼번에 삭제하게 된다. 이것을 가비지 컬렉션( Garbage collection )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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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java의 가비지 컬렉션과 비슷하다고 할수있다. 웨어레벨링과 가비지 컬렉션은 SSD 

컨트롤러가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최대한 쓰기 작업이 모든 페이지에 골

고루 분산되도록 하여 SSD 수명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가장 부담이 되는 삭제횟수를 줄여 SSD 

성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0] 웨어 레벨링 

[그림 11] 가비지 컬렉션 

오라클에서 SSD 적용 

지금까지 SSD 구성과 기본적인 동작원리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토

대로 SSD를 오라클에 적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은행의 인터넷 뱅킹 과 증권사의 기관계 시스템의 경우 수천 TPS 의 짧은 트랜젝션이 집중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데이타베이스 측면에서 디스크 I/O 성능은 트랜젝션 처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랜덤 하게 분산되어 발생하는 I/O 보다는 순차적으로 한곳에 몰리는 I/O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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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능이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트랜잭션이 빈번한 환경에서는 온라

인 리두로그의 I/O 성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랜젝션이 짧을 경우 commit 횟수가 많아져 리두로그에 대한 I/O 횟수가 급증하므로 그 결과 

"log file sync" 대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리드로그의 I/O 속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SSD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데이터 파일과 달리 리두로그에 SSD를 적용할 경우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리두로그는 일반 데이터 파일과 달리 읽기 보다는 쓰기가 빈번히 발생하

고, 제한된 파일 크기에서 랜덤 쓰기(Random write) 보다 순차 쓰기(sequential write) 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라클에서 인식하는 블록 크기이다. 

대부분의 오라클 I/O 는 2k, 4k, 8k(default), 16k, 32k 중 하나로 구성된 블록단위로 실행된다. 

이중 컨트롤 파일과 리두로그 파일은 다른 블록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 컨트롤 파일의 블록 크기 

   SQL> select distinct cfbsz from x$kcccf; 

     

    CFBSZ 

    ------- 

    16384  

 

-- 리두로그 파일의 블록 크기  

    

   SQL> select distinct lebsz from x$kccle; 

    

    LEBSZ 

    ------- 

    512 

컨트롤 파일은 블록 크기가 16k 인 반면 리두로그의 블록 크기 O/S가 인식하는 디스크 섹터 크

기로 512 bytes 이다. SSD 의 물리적 섹터 크기는 페이지 크기인 4K 로 정해진다. 그러나, 모

든 운영체제나 프로그램들이 4K 섹터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리눅스의 경우 커널 2.6.32 버

젼부터 4k 섹터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전버젼은 기본적으로 512bytes 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리눅스 커널 2.6.32 이전에는 디스크의 LUN 구성시 4k 섹터로 포맷 할 수 없다. 여기서, 

포맷(format)은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논리적 섹터 크기를 생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O/S 나 파일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디스크 섹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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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는 논리적 섹터 크기를 512 bytes 나 4K 로 하더라도 물리적 섹터 크기는 읽기, 쓰기 단위

인 페이지 4K 로 미리 정해져 있다. 오라클 데이터 파일의 블록은 대부분 4K 의 배수 이지만, 리

두로그만 이보다 작은 512 bytes 이다. 이럴 경우 데이터파일 과 컨트롤 파일은 4K 의 배수로 

물리적 섹터 크기와 정확한 I/O가 발생하지만, 리두로그의 경우 물리적 4K 섹터에 맞추기 위해 

512 bytes 섹터 8개를 결합하여 기록하게 된다. 이것을 Emulation 모드라고 한다. 4K 섹터를 

인식하지 못하는 O/S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할때 논리적으로 4K를 구성

하여 물리적 섹터 크기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2] SSD Emulation 모드 

emulation 모드에서 512 Bytes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은 백그라운드로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SSD 스토리지는 읽기, 쓰기 단위인 페이지 4k를 전부 캐시로 읽어 

들인다. 그런 후 해당 512 bytes만 변경하고 디스크에 저장할 때는 4k 섹터 전체를 기록하게 

된다. 이것을 부분쓰기(Partial Write) 라고 하는데, 단순히 512 bytes만 기록하더라도 여러 절

차를 거치게 되어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리두로그 파일을 SSD로 구성 시 

512 bytes 섹터로 포맷된 LUN을 사용하게 되면 i/o 속도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각각

의 블록 기록이 물리적 섹터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아 마지막 블록이 새로운 섹터로 겹쳐져 

추가적인 쓰기가 발생하는 정렬불량 상태가 된다. 정렬불량 상태는 스토리지를 낭비히게 되고, 

불필요한 I/O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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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mulation 모드의 정렬 불량 

이와는 반대로 LUN이 4K 섹터로 포맷된 경우를 Native 모드라고 한다. Native는 논리적 섹터

와 물리적 섹터가 모두 4K 로 구성된 경우이다. 그 결과 데이터 기록 과정이 4K 또는 그 배수로 

물리적 섹터 크기와 동일하게 I/O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섹터가 덮어써지기 전에는 섹터로 부

터 데이터를 읽어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emulation 모드에 비해 i/o 속도가 빠르다. 4K 섹터 크

기로 디스크를 포맷 하는 경우를 어드밴스드 포맷(Advanced format) 이라고 한다. 4K 섹터 포

맷은 기존 레거시(legacy) 디스크의 512 bytes 포맷 보다 성능 및 용량 효율성이 높다.  그림에

서 보듯이 512 bytes 섹터마다 존재하는 ECC ( Error Correction code ) 부분을 4K 섹터에서

는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되므로 보다 강력한 에러수정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용량이 줄어든다. 

LUN( Logical Unit Number ) : 논리적 저장단위 로써, SCSI 버스에서 사용되는 고유 식별자로 최

대 8대 까지의 독립적인 장치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LUN은 특정한 논리적 단위장치

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서 스토리지를 LUN 단위로 쪼개어 구성 한다. 따라서, LUN을 논리

적 단위 장치로 구성하고 볼륨매니져를 통해 파일시스템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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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dvanced format 4K섹터 

4K 섹터를 인식 못하는 장비에 LUN을 생성할 경우 디스크는 512 Bytes 섹터 크기로만 포맷 

되어 emulation 모드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쓰기 나 정렬불량 i/o 과 같은 잠재적인 성

능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o/s 의 커널이 인식하지 못하는 4K 섹터를 오라클이 인식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것은 대부분의 I/O 가 오라클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라클이 4K 청크로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다면 emulation 모드의 단점을 극복 할수 있다.  

오라클은 11gr2 부터 4k 섹터를 인식할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4k와 같거나 큰 블록에 대해 

정확한 크기의 i/o 를 발생시킬 수 있다. ASM 디스크 그룹과 온라인 리두로그의 경우 각각의 

SECTOR_SIZE, BLOCKSIZE 키워드를 통해 해당 영역의 섹터크기를 4K 로 바꿀 수 있다. 따라

서, SSD 와 같이 물리적 섹터 크기가 4K 기반인 스토리지의 경우 중요한 성능개선 효과를 볼수

있다. 따라서, 4k 섹터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오라클이 고려할 사항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논리적 섹터와 물리적 섹터가 서로다른 섹터사이즈로 구성될 경우이다. 

LUN은 512 byte 섹터 크기로 포맷된 상태인데 리두로그를 4K 섹터로 생성할 경우 o/s커널과 

오라클 커널간의 섹터 크기가 틀리므로 에러가 발생한다. 

SQL> alter database add logfile thread 1 group 1 

('/u01/app/oracle/oradata/DB11G/redo01.log') size 209715200 blocksize 4k; 

alter database add logfile thread 1 group 1 

('/u01/app/oracle/oradata/DB11G/redo01.log') size 209715200 blocksize 4k 

   * 

 ERROR at l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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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01378: The logical block size (4096) of file 

/u01/app/oracle/oradata/DB11G/redo01.log is not compatible with the disk sector size 

(media sector size is 512 and host sector size is 512) 

오라클은 파일 생성시 기본적으로 o/s 의 커널의 섹터 크기를 체크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히

든 파라미터 "_disk_sector_size_override" 를 TRUE 로 변경하면 오라클이 o/s 커널의 체크 

과정을 무시하도록 할 수 있다 (Default : false). 

NAME                          VALUE               DESCRIPTION 

--------------------------- ---------- ------------------------------------------ 

_disk_sector_size_override    FALSE    if TRUE, OSD sector size could be overridden 

 

SQL> alter system set "_disk_sector_size_override" = true ; 

 

SQL> alter database add logfile thread 1 group 1 

('/u01/app/oracle/oradata/DB11G/redo01.log') size 209715200 blocksize 4k; 

 

SQL> select * from v$log; 

GROUP#    THREAD#  SEQUENCE#      BYTES  BLOCKSIZE    MEMBERS ARC STATUS           

FIRST_CHANGE# FIRST_TIM NEXT_CHANGE# NEXT_TIME 

------ ------- ------- ---------- ---------- ------ ---------- -------  -------  

1          1       0    209715200      4096       1 YES UNUSED      0        0 

2          1       0    209715200       512       1 YES UNUSED      0        0 

3          1     178    209715200       512       1 NO  CURRENT 3899649 14-JUN-13   

2.8147E+14 

리눅스 커널 버젼이 2.6.32 이상이면 LUN 생성시 논리적 섹터 크기를 물리적 섹터 크기와 같게 

4K 로 구성할수 있다. 즉, 4K 크기의 어드밴스드 포맷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럴 경우 

"_disk_sector_size_override" 히든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고 4K 섹터 크기의 리두로그를 생

성하더라도 ORA-01378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커널 2.6.32 이전 버젼 에서는 물리적 

섹터는 여전히 4k 이지만 O/S 가 인식할 수 있도록 512 bytes 섹터의 LUN을 생성해야만 한다. 

이때, 4K 블록의 리두로그를 생성할 경우 ORA-01378 에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_disk_sector_size_override" 히든 파라미터를 true로 변경하여야 한다.  리눅스 커널 

2.6.32 에서는 디스크의 논리적 섹터와 물리적 섹터 크기 그리고 디스크 종류 등의 정보를 특정 

파일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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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섹터 크기 

   

  [root@ora11 queue]# cat /sys/block/sdb/queue/physical_block_size 

   4096 

    

  - 논리적 섹터 크기 

   

  [root@ora11 queue]# cat /sys/block/sdb/queue/logical_block_size 

   512 

 

- 플래시 메모리 여부조회 ( 헤더가 회전하는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 타입의 디스크일 경우 결과값이 0 

으로 보임. ) 

   

[oracle@ora11 ~]$ cat /sys/block/sdb/queue/rotational 

0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리눅스 커널 

버전 

Oracle 

버전 

SSD 포맷 

섹터 

리두로그 

섹터 

_disk_sector_size_override 

2.6.32이전 11gr2 
4K 불가 / 512 

bytes 만 가능 
512 bytes False 

2.6.32 이전 11gr2 512 bytes 4K  True 

2.6.32 이후 11gr2 512 bytes 4K  True 

2.6.32 이후 11gr2 4K 4K False 

결론 

SSD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섹터 크기가 4K로 정해진다. 이것은 SSD의 읽기, 쓰기 단위인 페

이지의 크기로써 논리적 섹터 크기가 이와 같을 때 I/O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다. 논리적 섹터 

크기는 디스크의 논리적 단위인 LUN(Logical Unut Number)을 생성할 때 정해진다. 4K 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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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은 디스크의 성능과 용량 활용을 향상 시킬 수 있어 앞으론 물리적 섹터 4K 인 디스크가 대

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SSD를 적용하여 I/O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4K 섹터 포맷이 중요

하다. 즉, 논리적 섹터 크기와 물리적 섹터 크기가 일치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O/S 커널 버젼

과 파일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4K 포맷은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512 bytes 논리

적 섹터로 LUN을 생성할 수 밖에 없어 물리적 섹터크기와 일치하지 못할수 있다.   

오라클은 11gr2부터 파일의 섹터 크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512 bytes 의 섹터 크기만 인

식할수 있는 o/s 커널에서도 오라클은 4K 섹터 크기의 리두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리

두로그에 SSD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버젼이 11gr2 이후 이던가, o/s 커널(리눅

스의 경우 2.6.32 )이 4K 섹터 크기를 인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SSD 가 기존의 레

거시 디스크에 비해 I/O 성능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동작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적용한다면 기대한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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