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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시스템의 논리 파티션을 이용한 파일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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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raditional target-based data deduplication system, all of the files should be 

chunked and compared for reducing duplicated data blocks. One of the critical problem of this 

system arises as the number of files are increasing. The system suffers from computational 

delay for calculating hash value and processing metadata for handling each file. To overcome this 

probl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data deduplication system using logical partition of 

storage system. The system applies data deduplication scheme to each logical partition not each 

file. Experiment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system is more effici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deduplication scheme where the logical partition is full of files by 50% in terms of 

deduplication capacity and proces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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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의 백업(backup)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데이

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하며, 데

이터의 중복을 제거하는 데이터 중복제거(data 

deduplication) 기술은 주요한 관심사이다. 또한 클

라우드 환경이 널리 보급되고 단말간에 컨텐츠를 

동기화 시키는 상황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기술에 

해당된다[1]. 중복제거 기술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중 어디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소스(source)기반 중

복제거와 타겟(target)기반 중복제거 기술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버에서 중복제거를 수행하는 

타겟 기반 중복제거 기술은 중복을 언제 제거하느

냐에 따라 인라인(inline) 방식과 포스트 프로세싱

(post processing) 방식으로 나뉜다[2]. 이러한 중

복제거 기술들은 단순히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연구 외에 속도 측면이나 목적에 따른 중복제거 시

스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타겟 기반 중복제거 시스템은 저장

된 모든 파일에 대하여 각 파일마다 중복제거를 실

시하기 때문에 파일의 개수에 따라 오버헤드가 증

가한다. 특히 파일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많을 때는 

오버헤드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 

파일을 중복 제거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

기 위해 논리 파티션 파일을 만들고 중복제거를 수

행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디스

크의 파일 개수와 용량을 늘려나가며 기존 중복제

거 시스템과 제안하는 중복제거 시스템을 비교하였

다. 실험결과 중복제거 수행시간과 중복 제거되는 

용량이 기존의 중복제거 시스템에서 수행했을 때 

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확인해 본 논문의 아이디어

가 유용함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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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2장에서는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

서는 기존 중복제거 시스템의 문제점과 문제를 해

결하기위해 제안하는 중복제거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한다. 

Ⅱ.관련연구

Rsync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렉토리의 데이터

를 동기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롤링 체크섬

(Rolling Checksum)이라는 중복 데이터 검색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이를 통하여 새롭게 추가된 데이

터나 변경된 데이터의 복사만 일어나게 한다. 

Venti[3]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중복 데

이터를 제거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파일을 고정

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 해시를 사용

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전송 및 저장을 한다. 

LBFS[4]는 저속의 네트워크 또는 품질이 좋지 않

은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다. 파일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CDC(Content-defined Chunks) 방식을 사용하며 

라빈 핑커프린트(Rabin Fingerprint)로 해시하여 특

별한 값을 반환하는 앵커(Anchor)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전에 앵커 사이의 블록을 SHA1, MD5 

같은 해시 함수를 사용해 해시를 만들고 해시 테이

블과 비교하여 중복을 검색하는 방법이다. 

Shark[5]는 LBFS의 가변 크기 중복제거 방식을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클라이언트가 파

일을 저장할 때 파일을 청크(chunk)로 쪼개서 각 

노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DRED[6]는 

델타 인코딩(Delta encoding)을 사용해 웹 페이지, 

전자메일과 같은 데이터의 중복을 효율적으로 제거

하였다. 델타 인코딩은 시간적인 순서로 연관된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의 파일 이름, 크기 등의 차이를 

통해 압축하는 방식이다. DRED에서 사용하는 델타 

인코딩 방식과 CDC, 압축, 슈퍼 핑거프린팅을 사용

한 중복탐색 등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REBL[7]

을 만들었으며 중복제거와 수행속도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Zhu[8]의 연구에서는 데이터도메인

의 중복 제거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기술하고 있

다. 디스크 기반의 인덱싱 검색을 피하기 위해 불룸 

필터[9] 인덱싱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서버에 저장

되어 있지 않은 해시를 검색할 때 디스크 접근을 

피하는 기법이다. 메모리에서 인덱스 검색을 실패 

했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다시 메모리에 올리는 기

술을 사용하여 해시 검색에서 병목으로 작용하는 

디스크 검색 오버헤드를 줄였다. Lillibridge[10]는 

희소 인덱싱(sparse indexing)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제거 품질을 희생해서 인덱스 사이즈를 

물리 메모리 크기에 맞추는 것이다. 대용량 크기 이

상의 중복 데이터 블록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시 대

비 데이터 사이즈 비율이 낮으며 광범위한 범위에

서 중복 데이터가 생길수록 시스템의 효율이 증가

한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중복 제거 기술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11].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관련 연구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중복 제거 시스

템은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에 대하여 중복제거를 

실시한다. 이러한 중복제거 시스템의 문제점은 파일

들의 개수가 많아지고, 각 파일의 크기가 작은 경우

에 해시 값을 구하는 시간과 파일 리스트를 만드는 

시간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는 작은 크기의 파일들을 중

복 제거할 때 개별 파일 단위로 처리하지 않고, 논

리 파티션에 저장하여 한꺼번에 논리 파티션 전체

를 중복 제거하는 방법으로 중복 제거 오버헤드를 

줄이고자 한다. 기존에 상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

부분의 시스템들은 작은 파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

로 중복 제거 기법을 적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작은 파일들로 이루어지고 파일 수정의 빈

도가 낮은 형태의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는 제안하

는 기법이 효율적이다.

3.1 기존 중복 제거 시스템의 동작

그림 1은 타겟 기반 중복 제거 방식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백업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중복 데이터가 제거 될 때까지 동작한다. 

서버는 데이터를 중복 제거 엔진으로 보내 중복을 

제거하고 처리된 데이터는 디스크에 보관한다. 타겟 

기반 접근 방식은 중복이 제거되기 전의 데이터를 

디스크에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필요

한 디스크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서버에서 데

이터를 완전히 전송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중복 제거를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

업 시간이 줄어들고 데이터 복구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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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타겟 기반 중복 제거 개념도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arget-based 

deduplication system 

그림 2. 타겟 기반 중복제거 시스템

Fig. 2 Target-based deduplication system

그림 2는 기존의 중복제거 시스템의 세부 동작

을 도식화한 것이다. 원호 안의 숫자는 중복제거 시

스템의 동작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①은 임

시 폴더에 마운트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의 최상위 

폴더에서 최하위 폴더 안까지 모든 파일들을 찾아 

파일 리스트를 만든다. ②는 ①에서 생성한 파일 리

스트의 파일들을 일정한 크기의 청크(본 연구에서는 

4KB 단위를 사용함)로 잘라서 SHA1 해시를 적용

하여 해시 리스트를 생성한다. ③은 해시 리스트를 

만듦과 동시에 청크 정보를 Meta_Data1 파일에 저

장한다. ④는 ②에서 생성된 파일들의 해시 리스트

를 사용하여 RB Tree를 구성한다. RB Tree를 생

성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중복 해

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는 중복 데이터 검

색을 위해서 해시 값이 입력이 되었을 때에 RB 

Tree를 이용하여 중복을 판단하는 과정을 보인다. 

만약 중복 되지 않은 해시 값일 경우 시스템에 입

그림 3. 논리 파티션 기반 중복제거 시스템

Fig. 3 Deduplication system using logical partition 

력된 청크를 디스크에 저장한다. 중복된 해시 값일 

경우에는 청크를 저장하지 않고 메타 데이터 값을 

업데이트 한다. ⑥은 청크의 저장 여부를 결정한 후 

해시 값과 청크의 디스크 주소를 Meta_Data2에 저

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중복 제거 시스템은 각 파일

들에 대해서 메타 데이터가 관리되고 처리가 되어

야 하므로 작은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오버헤드가 상당부분 발생하게 된다. 

3.2 논리 파티션 기반 중복 제거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토리지 시스템을 일정한 

크기의 논리 파티션으로 분할하고 데이터 파일을 

각 파티션에 저장한다. 하나의 논리 파티션에 존재

하는 파일들을 중복 제거 서버로 전송할 때에 각 

파일에 대해서 중복 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전체 논

리 파티션을 대상으로 중복 처리를 한다. 이때, 일

정한 크기의 청크로 분할하여 중복 제거 서버로 전

송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리 파티션을 전송함에 

있어서 유닉스 명령어 dd를 사용하여 raw disk의 

내용을 읽어낸다. 이후에 일정한 크기의 청크로 분

할하면서 중복 제거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그림 3은 논리 파티션 기반 중복제거 시스템을 

도식화 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①은 하드

디스크의 논리 파티션을 dd 명령어를 통하여 읽어

내는 과정이다. ②는 파티션 파일을 4KB 단위의 청

크로 나누고 SHA1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해시 리

스트를 만든다. ③은 해싱을 하면서 청크의 해시 

값, 위치, 크기 정보를 Meta_Data1에 저장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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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

set 

2

set 

3

set 

4

set 

5

set 

6

File 

Capacit

y

(GB)

1.2

30%

1.7

44%

2.2

57%

2.7

70%

3.2

83%

3.8

100

%

Number 

Of Item
79166 121589 161951 202309 242667

28353

0

표 1. 실험 데이터

Table 1. Experiment data set

는 Meta_Data1을 통하여 동일한 해시 값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RB Tree를 구성한다. ⑤는 RB 

Tree에 중복되지 않은 해시 값이 삽입되면 노드를 

추가하고, 디스크에 해당 청크를 저장함을 나타낸

다. 만약 중복된 해시 값일 경우 디스크에 청크를 

저장하지 않는다. ⑥은 ⑤의 루틴 수행 후에 해시 

값과 디스크의 청크 위치 주소를 갖는 Meta_Data2

를 생성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각 파일을 읽고 처리하는 방식

이 아니라, 전체 파티션의 블록을 한꺼번에 처리하

는 방식이므로 파일 입출력 오버헤드 및 청킹

(chunking)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진다. 

Ⅳ. 실험 및 성능평가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는 CPU 클럭 3.0 GHz, 

2GB RAM의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며 운영체제로는 

커널 버전 3.3.1의 Fedora Core 16이다. 그리고 

4GB의 하드디스크를 ext4로 포맷하고, 임시 폴더

에 마운트 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미러 사이트인 

www.kernel.org에 배포되어 있는 커널 소스이다. 

각 커널의 디렉터리의 용량은 400~450MB이며 파

일 수는 약 38000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실험을 위해 표 1과 같이 논리 파티션에 파일을 

각각 30%, 44%, 57%, 70%, 83% 그리고 100%를 

채우면서 중복율과 처리시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

다. 각 실험 세트에 존재하는 커널 파일들은 버전이 

다르지만 배포될 때마다 수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

기 때문에 중복된 파일들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

표 2는 4GB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상

태에서 논리 파티션 파일을 만들고, 제안하는 중복

제거 시스템으로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 1번은 dd 

명령어로 만들어진 논리 파티션 파일에 대하여 데

이터블록이 비었을 때 중복 제거를 수행한 결과이

experiment 1 experiment 2

File 

Capacity (MB)
0 0

Deduplicated 

Capacity (MB)
4094 0.06

Total 

Capacity (MB)
4096 4096

표 2. 빈 데이터 블록을 갖는 논리 파티션에서의  

중복제거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 result for data deduplication 

with vacant data blocks in logical partition

다. 중복 제거된 용량이 하드디스크 크기만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험 2는 실험 1의 결과에서 

빈 데이터 블록의 중복된 해시 값을 제외한 후, 중

복 제거된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중복 제거된 크기

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수치는 하드디스크를 ext4로 포맷할 때 

생기는 데이터에 대한 중복 제거된 용량이라고 판

단할 수 있다.

그림 4의 그래프는 논리 파티션에 파일을 복사

한 후에 중복이 제거된 용량을 측정한 결과와 개별 

파일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복 제거는 고정 크기 청킹(FLC: Fixed-Length 

Chuck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청크의 크기는 

4KB, 해시 알고리즘은 SHA1을 사용하였다. 논리 

파티션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은 디

스크의 중복된 해시 값을 배제하고 실험 하였다. 논

리 파티션에 데이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중복 

데이터 제거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FLC를 사용한 중복제거 성능 비교

Fig 4 Comparison of deduplication capability 

using FL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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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LC를 사용한 중복제거 시간 비교

Fig 5 Comparison of deduplication time using FLC

그림 5는 동일한 실험에서 시간을 측정한 결과

이다. 개별 파일방식은 디스크의 사용과 파일의 개

수가 높아질수록 오버헤드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논리 파티션 기법은 파일의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파일 용량이 증가할수록 제안하는 방식

이 더욱 우수하게 된다. 실험에서는 파일 개수에 상

관없이 시간이 60초 내외로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논리 파티션 사용량이 50% 

이상으로 증가 할 때부터 수행 시간 측면에서 이점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실험들을 통하여 논리 파

티션 사용 기법이 파일의 개수 및 파일 용량이 증

가할수록 중복 제거 방법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은 FLC 실험과 동일한 실험 환경

에서 가변 분할 청킹(VLC: Variable-Length 

Chunk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중복제거 한 결과

이다. FL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별 파일 중복제

거를 수행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중복 제거 성능은 

높아지고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개별 파일의 수가 많아지고, 용량 또한 작

아지는 경우, VLC 알고리즘과 FLC 알고리즘의 중

복제거 되는 양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 VL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중복제거 한 

결과는 FL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사용

한 것 보다 중복된 청크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FLC 알고리즘을 사용하였

을 경우, 개별 파일방식의 중복제거는 각각의 파일

들의 경로와 용량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 파

티션 기법의 중복제거보다 유지해야할 메타 데이터

의 양이 더 많아진다.

그림 6. VLC를 사용한 중복제거 성능 비교

Fig 6 Comparison of deduplication capability using 

FLC algorithm 

그림 7. VLC를 사용한 중복제거 시간 비교

Fig 7 Comparison of deduplication time using FLC 

algorithm 

그림 7의 경우 FLC 알고리즘 수행시간과 동일

하게 개별 파일방식은 디스크의 사용과 파일의 개

수가 높아질수록 오버헤드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논리 파티션 기법은 파일의 용량에 상관없

이 동일한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FLC

와 비교해서 논리 파티션에 파일의 컨텐츠가 많아

야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타겟 기반 중복제거 시스템

에서 저장된 모든 파일에 대하여 각 파일마다 중복

제거를 실시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논리 파

티션을 이용한 타겟 기반 중복제거 시스템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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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현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주요 아이디어는 

작은 크기의 파일을 개별적으로 중복제거하지 않고 

논리 파티션에 저장하고 중복을 제거함으로 중복제

거의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이다. 실험 결과 본 논문

에서 기존 타겟 기반 중복제거 시스템과 제안한 중

복제거 시스템의 중복 제거된 크기와 시간을 측정

하였고, 논리 파티션 사용이 50% 이상일 때 제안하

는 시스템의 성능이 더 효율적임을 보였다. 향후 연

구로는 제안한 시스템에 가변 크기 청킹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설계 및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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