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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리 사용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들의 일 동기화 기능에 있어 게 변경된 일 

는 이름만 변경된 일에 있어 동기화 시 체를 송하는 문제가 있다. 한 사용자들 간 동일한 

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를 송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이  벨 메타데이터를 사용한 복 제거 동기화 시스템을 구 하 다. 주요 아이디어는 

VLC(Variable-length Chunking)를 사용하여 복되지 않은 데이터만 송하며 서버는 로벌 메타데

이터를 유지하여 사용자 간 복된 데이터를 검출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로 부분 추가/삭제된 일 

송 시 제안한 시스템이 네트워크 역폭과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 다.

1. 서론1)

   클라우드 환경이 고속화 되면서 개인  기업들은 클

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데이터를 장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표 으로 리 사용하고 있는 서비

스는 구  드라이 , 스카이 드라이 , N 드라이 , 드롭

박스가 표 이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버 의 

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정된 일에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구 버 의 일을 유지하므로 일에 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 동기화 기능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이 존재한다. 재 드롭박스를 제외한 클라

우드 서비스는 일 동기화 시 데이터 복에 한 처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를 들어, 클라이언트에 있

는 일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일 이름이 상이한 경우에 

일 동기화 과정에서 일 체가 서버로 송되는 문제

가 있다. 일의 일부 부분만 변경이 되더라도 체 일

이 송되므로 네트워크 역폭을 낭비하고 스토리지 자

원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다. 

   재 가장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드롭박스의 

경우에 VLC에 기반을 둔 복 제거 기술을 사용하기 때

문에 복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변경된 데이터만 서버로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o.2012R1A1A204469

4), 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SW 창의연구과정의 연구

결과로 지식경제부와 NHN 의해 지원된 과제로 수행되었음.

송함으로 매우 효율 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

만, 사용자들 간의 동일한 일이나 일부분 변경된 일에 

해 복 제거를 처리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여 복 데이터

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설계  구

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용량 일의 경우 사용자들 

간의 복 데이터를 이용하는 로벌 메타데이터를 유지

고, 작은 일들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으로 유지하는 로

컬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일 동기화 시간을 감소시켰

다.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 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들과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 

결과 기존 서비스보다 일 동기화 기능의 네트워크 역

폭과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본 논문의 아이디어가 

유용함을 증명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표 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 동기화 비교를 하 고, 4장에서 기존 일 동기화 기

능의 개선을 해 제안하는 시스템 설계에 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드롭박스와 비교  성능평가, 6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복 제거는 재 데이터 백업 시 스토리지 사용량의 

감소를 해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거나 시스템에서 복된 메모리를 일 때 사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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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2] 

   LBFS[3]는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

여 만든 네트워크 일 시스템이며, 네트워크 트래픽을 낮

추려는 아이디어로 VLC 방식을 사용하여 일 간의 복

을 제거한 후 네트워크로 송한다. 먼  청크(Chunk)의 

해시(Hash) 값을 목 지 노드에 송하고 목 지 노드에

서는 해시 값의 유무를 바탕으로 청크 데이터의 송을 

결정한다. Shark[4]는 LBFS의 VLC 방식을 분산 일 시

스템에 용하 으며, 클라이언트가 일을 장하길 원할 

때 일을 청크로 나 어 각 노드에서 데이터를 송하는 

방식이다. TAPER[5] 연구역시 복제 노드와의 동기화 단

계에서 복 제거 기술을 사용하 다. TAPER는 각 청크

들의 해시 값을 노드들에 달하고 각 노드들은 라빈핑거

린트를 통해 달된 해시 값이 있는지 찾는다. 해시 값

이 발견된 노드들은 이에 응답하고 TAPER는 네트워크를 

통해 복이 아닌 청크들을 각 노드들에 송한다.

   Mogul의 연구[6]는 HTTP 송에서 복 제거 기술을 

용한 연구이다. 각 HTTP 페이로드 마다 MD5 해시를 

하고 MD5 해시 값이 라우 의 캐시에 있는지 검색 한

다. 이 기술은 락시 서버에 장된 웹 캐시를 검사하여 

복된 HTTP 페이로드를 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클라우드 시스템 비교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해서 일 동기화

의 성능을 알아보기 해 실험을 수행하 다. 성능 분석의 

상은 표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구  드라이 , 스

카이 드라이 , N드라이 , 드롭박스이다. 실험 데이터는 

5개의 일이 존재하고, 각각의 일은 0%(원본), 20%, 

40%, 60%, 80%의 복률을 가지며 크기는 50MB인 텍스

트 일이다. 즉, 원본 일에 각각 20%, 40%, 60%, 80%

의 패치를 용하여 4개의 일을 생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 인 복 제거 시스템의 경우에 체 250MB의 일 

데이터 에서 100MB의 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150MB

의 데이터를 송해야 한다.

(그림 1) 복 제거 방식을 별하기 한 실험 결과

   (그림 1)은 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마다 동기화 

완료 후 총 업로드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드롭박스를 제

외한 시스템들은 약 250MB, 즉 모든 데이터를 송하는 

반면에 드롭박스는 약 170MB 데이터를 송하 다. 

(그림 2) 드롭박스 CPU 사용률

   (그림 2)는 드롭박스의 일 동기화 시 CPU 사용률을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로 측정한 

것이다. 이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하여 VLC 방식의 

복 제거를 수행하여 송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 시스템 구조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비교를 통하여 드롭박스를 제외

한 다른 서비스들은 복된 데이터를 찾지 못하며, 동일한 

내용에 이름만 상이한 일조차 찾지 못하 다. 드롭박스 

한 압축 일에 한 문제 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단계 메타데이터 리를 사용

한 일 동기화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구조

   

   (그림 3)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구조  일 백업

의 흐름을 나타낸다. 복 제거 방식은 소스 기반 복 제

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

터 송된 메타데이터를 서버가 메모리에 유지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들과 비교하고,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비교를 통해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이언

트의 일을 서버에 재구성하여 장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일을 백업/복원이 가능하며, 일 백업 시 (그림 

3)의 해시 라이 러리를 통해 네트워크 사용량을 일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듈들과 복 제거 흐

름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청크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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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k Manager), 청커(Chunker), 로토콜 인터페이스로 

분류된다. 이 모듈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일 백업 시 네트

워크 사용량을 이고 더 빠른 데이터 송을 해 사용

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마다 개인 폴더와 개인 

로컬 청크 매니 를 통해 기존의 스토리지 시스템보다 더 

빠른 일 백업이 가능하다.

(그림 4) 체 시스템 모듈과 복 제거 흐름

   서버는 용량의 일들의 청크 정보(메타데이터)를 

장하는 로벌 청크 매니 와 용량 일들의 청크 정보

를 사용자 개별로 유지, 리하는 로컬 청크 매니 가 있

다. 청크 매니 는 청크의 정보들( 일 ID, 해시 값, 오  

셋, 크기 등)을 트리로 유지하고 있다. 한 compare() 함

수를 통하여 클라이언트 일의 청크들과 비교를 수행한

다.

5. 성능 평가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는 쿼드코어 3.4GHz, 4GB RAM

의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며, 도우7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일 동기화 시 사용자들 간의 복 제거 여부를 확인

하기 해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데이터는 <표 1>과 

같으며, 일 내용은 mp3 일을 zip 확장자로 압축한 것

이다. User2의 데이터는 User1의 데이터에 임의의 mp3 

일을 추가한 일이다.

User1 User2

용량(GB) 1.49 1.95

일 수 130 197

<표 1> 로벌 일 동기화 실험 데이터

   (그림 6)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User1이 일 동기화

를 완료한 후에 User2가 일 동기화를 실시하 을 때 클

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업로드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구  

드라이 와 N드라이 는 일 크기에 맞게 약 1.5GB, 

2.0GB 송됨을 확인했다. 드롭박스의 경우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약 100MB이상의 업로드 차이를 

보 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복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로벌 메타데이

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간 복 제거가 가능하고, 

압축된 일의 복 데이터를 발견하기 때문에 User2는 

실험 데이터에서 복 되지 않은 500MB만을 송하 다.

(그림 5) 사용자 간 데이터 복 제거 실험

   사용자 개인 일들 간의 복 데이터 처리 유무를 

해 문서 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데이터는 <표 

2>와 같으며 원본 일에 해 임의의 구간을 삭제하여 

수정된 일을 생성하 다.

HWP-Ori HWP-Mod PPT-Ori PPT-Mod

용량

(MB)
20.0 15.0 20.3 15.1

<표 2> 로컬 일 동기화 실험 데이터

(그림 6) 개인 일 동기화 실험

   (그림 6)은 클라우드 서비스 별 개인 일 동기화 실험 

결과이다. 실험 내용은 원본 일 동기화 후 수정된 일

을 차례로 동기화하 다. 구  드라이 와 N드라이 , 드

롭박스는 복을 찾지 못하여 수정된 일 체를 동기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드롭박스의 경우 메타데이터 송

으로 인해 업로드 크기가 조  더 크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5MB 미만의 업로드 크기를 보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로컬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사

용자 개인 일에 해서 복 제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

정된 일에서 복되지 않은 부분만 송되었다.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르

게 사용자 체에 한 메타데이터와 개인에 한 메타데

이터를 사용하여 복 제거 시 네트워크 역폭과 시간이 

감소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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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일 동기화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역폭과 시간을 이기 

해, 다단계 메타데이터 리를 이용하는 복 제거 동기

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주요 아이디어는 VLC 

기반 소스 기반 복 제거 기법을 사용하고, 서버는 로

벌 메타데이터와 로컬 메타데이터를 유지함으로써 복되

지 않은 데이터만 송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표 으로 

구  드라이 , N드라이 , 드롭박스와 동일한 일로 실

험을 진행하 고 제안하는 시스템이 기존 클라우드 서비

스들보다 네트워크 역폭  시간이 복된 데이터양에 

따라 감소함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클러스터 시스템에 용에 있어 로벌 메타데이터 리

의  병렬처리 부분에 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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