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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에서 통 인 스토리지장치인 하드디스크를 체하여 SSD(Solid-State Drive)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SSD는 기계 인 동작이 없어 빠른 입출력 성능을 가지는 반면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간 

효율성을 한 리가 요하다. 이와 같은 마모도 특성을 갖는 SSD의 공간 효율성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 데이터 복

제거 기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데이터 복제거 기법은 데이터 청킹, 해싱, 해시값 검색과정 연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가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SD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PRAM 캐시를 이용한 데이터 복제거 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한 방법은 DRAM의 1차 해시테이블에 PRAM에 캐싱된 데이터를 한 해시값들을 장하고, LRU(Least Recently 

Used)기법을 이용하여 리한다. PRAM의 2차 해시테이블에는 SSD 스토리지에 장된 데이터에 한 해시값들을 장하고, 

DRAM의 1차 해시테이블에 한 백업을 PRAM에 유지함으로써 원 손실등에 비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험결

과,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DRAM에 모든 해시값들을 장하여 리하는 기법보다 SSD의 쓰기 횟수  연산시간을 워크로

드별 평균 44.2%, 38.8%의 감소 효과를 보 다.

Abstract

In the recent cloud storage environment, the amount of SSD (Solid-State Drive) replacing with the traditional hard disk 

drive is increasing. Management of SSD for its space efficiency has become important since SSD provides fast IO 

performance due to no mechanical movement whereas it has wearable characteristics and does not provide in place update. 

In order to manage space efficiency of SSD, data de-duplication technique is frequently used. However, this technique 

occurs much overhead because it consists of data chunking, hasing and hash matching oper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new data de-duplication method using PRAM cache. The proposed method uses hierarchical hash tables and 

LRU(Least Recently Used) for data replacement in PRAM. First hash table in DRAM is used to store hash values of data 

cached in the PRAM and second hash table in PRAM is used to store hash values of data in SSD storage. The method 

also enhance data reliability against power failure by maintaining backup of first hash table into PRA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average writing frequency and operation time of the proposed method are 44.2% and 38.8% less than 

those of existing data de-depulication method, respectively, when three workloads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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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용량의 장장치, 고속 통신과 같은 IT 기술의 

발 으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 이 활성화되고 데스크탑 

뿐 만 아니라 각종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데이터의 사

용 범 가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의 사용량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장공간 확보와 스토

리지 장치를 리  력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1]. 

최근 낸드 래시 메모리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노트

북, 태블릿  서버 등의 장장치로 사용되는 하드디

스크를 체하여 력, 고성능의 SSD가 많이 사용되

고 있다. 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해야하는 

친환경 시 에 력낭비를 이고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국가  차원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모니터링을 수

행하고 있다
[2]
.

와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데이터 복제

거 기법이 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SSD에 용하려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4]
. 데이터 복제거 기법은 

스토리지 장치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복을 검출하여 

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고유한 데이터만을 장함

으로써 한정된 스토리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리 

비용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복여부를 확인하기 해 데이터를 청크 단 로 나 고 

각 청크에 해 해시값을 생성하고 동일한 해시값을 검

색 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5]. 이러한 문제 들  해시값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많

은 양의 데이터에 한 해시값을 검색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에 한 

해시값만을 리하여 오버헤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휘발성 장 매체(NVRAM)인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6]에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를 캐싱하고 PRAM 캐시에서 

복제거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DRAM의 1차 해시테이블에 PRAM에 캐싱된 데이터들

을 한 해시값들을 장하고, LRU 기법을 이용하여 

리한다. 이를 통해 해시값 률(hit ratio)를 향상시

키고 지역성을 활용하여 복제거 연산 시간을 일 수 

있다. 그리고 PRAM의 2차 해시테이블에 SSD 스토리

지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에 한 해시값들을 장하

여 체 복제거 연산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1차 해시테이블에 한 백업을 PRAM에 유지함으로써 

DRAM의 갑작스런 원 손실에 비하여 신뢰성을 향

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

와 련된 연구내용에 해 기술하고, Ⅲ장에서 제안하

는 PRAM 캐시를 이용한 데이터 복제거 기법에 해 

기술한다. Ⅳ장에서 실험 결과를 통해 성능을 분석하고, 

Ⅴ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관 련 연 구

2.1 PRAM 

 (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PRAM은 래시나 DRAM처럼 축척되는 하의 양

을 조 함으로써 정보를 장하는 방식이 아닌 물질의 

상변화에 따른 항의 차이를 이용하는 메모리이다. 

DRAM과 래시의 장 을 모두 구비한 새로운 아키텍

처 구 이 가능하며, 뛰어난 입·출력 성능을 보이며 최

근 주목받고 있는 메모리이다. PRAM은 컴퓨터 시스템

의 메인메모리로 사용되는 DRAM에 비해 읽기 성능은 

유사하나 쓰기 성능은 약 10배 정도 느리다. 하지만 비

휘발성인 장 과 바이트 단 로 읽기/쓰기가 가능해 메

타 데이터 처리가 유리한 강 을 지니고 있다. 장장

치로 사용되는 SSD보다 월등한 입·출력 성능과 덮어쓰

기가 가능한 장 이 있으며 DRAM 비 refresh가 필

요 없어 stanby current도 20%정도 게 소모한다. 

차세  메모리인 PRAM은 재 국내외 기업체 등에

서 스토리지 캐시용과 낸드 래시  메인메모리를 

체하기 해 국내외 학계와 SAMSUNG, IBM, MS, 

HP, Intel등 세계 인 기업체들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7∼10].

표 1은 MLC 타입의 낸드 래시와 PRAM의 성능 

비교표이다
[10]
.

Memory

device

Access time

Read Write Erase

MLC 
NAND 121us (page) 861us (page) 1.5ms 

(block)

PRAM 80ns (word) 10us
(word) N/A

표 1. MLC 타입의 낸드 래시와 PRAM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MLC NAND flash 

and P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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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

데이터 복제거 기법은 입력되는 데이터와 기존의 

스토리지에 장된 데이터를 비교하기 해 청크단 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해시값을 생성한다. 분할된 청크의 

해시값이 동일하면 복된 데이터로 인식하여 해당 데

이터는 제거하고 고유한 내용만을 장함으로써 장장

치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복제거를 수행하는 환경에 따라 즉시 복제거

(In-line Deduplication)와 약 복제거(Post-process 

Deduplication)로 분류할 수 있다
[11]
. 즉시 복제거는 

타깃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쓰여지기 에 복제거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쓰기 횟수 제한이 있는 SSD의 수명

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연산량이 많을 경

우 해시값 검색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단 이 있

다. 약 복제거는 송되는 데이터를 임시 디스크에 

장한 후 복제거하기 때문에 이를 한 백업 이미지 

장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SSD에 합한 데이터 복제거 기법의 표 인 연

구로는 Chen의 CA-FTL
[4]
과 복제거를 한 임

워크를 구조화한 Chin-Hsien Wu의 연구[3]가 있다. 

CAFTL은 복제거를 해 SSD에 장되어 있는 데이

터가 입력데이터와 복되는지 확인하기 해 SHA-1

을 이용해 해싱한다. 그 후 Sampling, Pre-hashing, 

Dynamic switch 등의 기법들을 용하고 2단 맵핑 테

이블을 구 하여 N:1 매핑을 통해 SSD의 쓰기 감소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법이다. B. Debnath가 제안한 

ChunkStash[12]는 복제거를 해 생성된 각 청크의 해

시 값들과 메타데이터들을 SSD에 캐싱하고 리하여 

시스템의 응답시간을 으며, H. J. Lee는 RAID 시스

템에서 SSD를 캐시로 사용한 연구[13]로 장장치의 에

지 감 효과를 얻었다. Man-Keun은 차세  메모리

인 PRAM을 복제거 기법에 용한 연구[14]로 SSD에 

데이터를 장하고, PRAM을 메타데이터 장용으로 

사용하여 복제거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감소시켰다.

Ⅲ. SSD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PRAM 캐시를 

이용한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

3.1 PRAM 캐시 구조

 PRAM을 캐시로 사용할 경우 PRAM의 장공간 한계

로 인해 장할 데이터에 한 리정책이 필요하다. 이

그림 1. PRAM 캐시 구조

Fig. 1. PRAM cache architecture.

를 해 본 논문에서는 설계한 데이터 복제거 기법에 

합한 PRAM 캐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PRAM 캐시는 자주 복되는 데이터와 SSD에 존재

하는 모든 데이터의 한 해시값들을 가지는 해시테이

블  원 손실에 비한 1차 해시테이블의 백업으로 

구성되어진다. 

기존의 데이터 복제거 기법은 모든 데이터에 한 

해시값들을 리해야하기 때문에 해시 검색에 따른 성

능감소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최근에 참조되거나 생성된 해시값을 

DRAM의 1차 해시테이블에 유지하고 최근에 가장 참

조가 은 해시값을 교체함으로써 해시 리 오버헤드

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 갑작스러운 원손실에 

비해 PRAM 캐시에 DRAM의 1차 해시테이블의 백업

을 유지하고, 히트된 데이터에 해 SSD와 비교해 입

출력 성능이 우수한 PRAM에서 복제거를 수행함에 

따라 복제거 연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PRAM 캐시 구조는 계층구조 해시테이블을 이용하

여 DRAM의 1차 해시 테이블에서 해시값 검색이 실패 

시 PRAM의 2차 해시테이블에서 검색한다. 

PRAM에 캐싱된 데이터를 교체하기 해 LRU 기법

을 사용하 다. LRU 기법 사용으로 인한 빠른 삽입과 

삭제를 해 이  링크드 리스트 자료구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를 최소화하 다. 복데이터들은 향후에도 

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한 지역성을 갖고 있다
[15]. 생성된 모든 해시값들을 리하는 기존의 정책보다 

제안하는 방법은 LRU 기법을 이용하여 리하는 정책

이 해시검색 시간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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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SD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PRAM 캐시를 이용한 데이터 복제거 기법

Fig. 2. Data deduplication method using PRAM cache in SSD storage system.

3.2 PRAM 캐시 기반의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

SSD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복제거 방식을 

사용시 쓰기 요청된 데이터의 청킹과 해시값 생성  

검색에 따른 CPU의 과부하에 의해서 오버헤드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시값 검색에 따른 오버헤

드를 감소시키기 해 LRU 기법을 이용하여 해시값들

을 리하고, 자주 복되는 데이터들을 PRAM에 캐싱

하여 복제거를 수행함으로써 복제거 연산시간을 감

소 시킬 수 있다. 한, 기존의 데이터 복제거 기법은 

DRAM에만 해시테이블을 유지하지만 PRAM 캐시를 

이용한 제안된 데이터 복제거 기법은 계층 으로 해

시테이블을 리하여 DRAM의 1차 해시 테이블과 비

휘발성인 PRAM 캐시에 2차 해시 테이블을 유지한다. 

이를통해 차별화된 복제거를 수행하므로 장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SD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PRAM 캐시를 이용한 데

이터 복제거 기법은 그림 2와 같다.

먼  쓰기 요청된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4KB의 고정 

크기 분할방식
[16]
을 이용해 청킹한다. 분할된 각 청크에  

SHA-1[17] 해시함수를 용하여 청크별로 160bit의 해

시값을 생성한다. 생성된 해시값들은 메인메모리에 

장되어 있는 1차 해시테이블에서 동일한 해시값이 있는

지 검색하여 복여부를 단한다. 만약, 동일한 해시값

이 존재하면 PRAM에 캐싱된 데이터의 참조된 횟수와 

해시테이블의 인덱스만을 가리키도록 업데이트한다. 동

일한 해시값의 검색에 실패하 을 경우 PRAM의 2차 

해시테이블에 장된 SSD 스토리지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에 한 해시값들을 검색한 후 복여부를 단

한다. 복여부 단 결과 동일한 해시값의 검색이 실

패하 을 경우는 복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SSD 스

토리지에 데이터를 장하고, 장한 데이터의 해시값

을 PRAM 2차 해시테이블에 업데이트한다. 제안한 방

법은 SSD 스토리지에서 복제거를 수행할 때 보다 캐

싱된 데이터를 PRAM에서 복제거하므로 복제거 

연산시간과 해시 검색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갑작스러운 원 손실에 비하여 DRAM에 장된 해

시테이블에 한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 PRAM 캐시에 

SSD에 장된 모든 데이터들의 한 해시값을 장함

으로써 마모도 특성을 가지는 SSD의 쓰기횟수를 감소

시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Ⅳ. 실험 및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Disksim 기반의 SSD 모듈이 패치된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SSD와 PRAM 환경을 구 하 으며, SSD는 

MLC NAND 16GB 4개를 RAID로 묶어 구성하고, 

PRAM의 용량은 1GB를 할당하 다. 실험에서 사용되

는 PC의 시스템 사양은 Linux Ubuntu 10.04와 Intel 

i3-2100 3.1GHz CPU  DDR2 4GB RAM으로 구축

했다. 

4.2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해 Disksi

m에서 제공하는 Synthetic 워크로드
[18]
와 연구실에서 

10여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백업 서버의 

download, web, office등의 수행과정에서 추출한 

General 워크로드  multimedia, 3D modeling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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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RU                                            (b) LFU

그림 4. PRAM상의 2차 해시테이블에서의 LRU와 LFU의 히트율 비교

Fig. 4. Comparison of hit ratio in hash table on PRAM.

(a) LRU                                          (b) LFU

그림 3. DRAM상의 1차 해시테이블에서의 LRU와 LFU의 히트율 비교

Fig. 3. Comparison of hit ratio in hash table on DRAM.

수행과정에서 추출한 Sysmark 워크로드를 구성하여 

벤치마크하 다.

그림 3은 제안한 방법을 LRU와 LFU(Least Freque

ntly Used)기법을 사용하여 복제거 연산을 10일간 각

각의 워크로드에 해 수행한 결과 나타난 DRAM상의 

1차 해시테이블의 히트율이다. 그래 의 x축은 수행일

자를 나타내고 y축은 히트율을 나타내고 있다.

LRU 기법을 사용하여 복제거를 수행할 때가 LFU

기법을 사용할 때보다 각각의 워크로드에 해 평균

Synthetic은 23.73%, Sysmark와 General은 23.66%, 

24.6%의 히트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는 제안한 방법을 LRU와 LFU(Least Freque

ntly Used)기법을 사용하여 그림 3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제거 연산 각각의 워크로드에 해 수행한 결과 나

타난 PRAM상의 2차 해시테이블의 히트율이다. LRU 

기법을 사용할 때 DRAM상의 1차 해시테이블에서 해

시탐색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Gerneral 워크로드가 

가장 낮은 히트율을 보 다. 이는PRAM에 캐싱된 데이

터의 양이 많음을 의미하며 PRAM에서 복제거를 수

행함으로써  Synthetic과 Sysmark 워크로드에 비해 빠

른 연산 속도를 기 할 수 있다.

LFU 기법을 사용하여 복제거를 수행할 때는 LRU 

기법을 사용할 때보다 DRAM상의 1차 해시테이블에서

의 히트율이 낮았으며, SSD 스토리지에 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 한 해시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PRAM

상의 2차 해시테이블에서 히트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DRAM상의 1차 해시테이블에서 히트율이 높게나

타나며 PRAM에서 복제거 연산을 많이 수행하는 최

근성에 기반한 리기법인 LRU가 최소 사용 빈도수 기

반의 LFU에 비해 복제거 수행시 합한 기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기존의 기법과 제안한 기법의 복제거율

비교를 보여 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기법
[16]
과 비교할 때 각각의 

워크로드에 해 동일한 복제거율을 보 으며, 기존 

기법을 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제거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기존의 기법과 제안한 기법의 SSD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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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존의 기법과 제안한 기법의 복제거율 비교

Fig. 5. Comparison of duplication removal ratio between 

existing technique and proposed method.

그림 6. 기존의 기법과 제안한 기법의 쓰기 횟수 비교

Fig. 6. Comparison of write count between existing 

technique and proposed method.

그림 7. 기존의 기법과 제안한 기법의 연산 시간 비교

Fig. 7. Comparison of operation time between existing 

technique and proposed method.

지에 쓰기 횟수 비교를 보여 다. Synthetic 워크로드

에 해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여 42%, Sysmark와 

General 워크로드는 각각 40%, 50.5%의 쓰기 횟수가 

감소함을 보 다. 즉, 제안한 기법이 PRAM에 자주 

복되는 데이터를 캐싱하여 복제거를 수행함에 따라 

SSD storage상의 쓰기 횟수를 효과 으로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기존의 기법과 제안한 기법의 연산 시간 비

교를 보여 다.

연산 시간은 각각의 워크로드별로 발생한 쓰기 요청

에 해 측정하 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기법에 비해, 

각각  Synthetic 워크로드를 사용할 때 39%, General과 

Sysmark 워크로드를 사용할 때 40%, 37.5%의 연산 시

간 감소를 보 다. 그 이유는 제안한 기법이 읽기/쓰기 

성능이 우수한 PRAM 캐시에서 부분의 복제거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  메모리인 PRAM을 캐시로 이

용하여 SSD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복제거 기

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기법은 DRAM과 PRAM을 계

층구조 해시테이블로 사용하여 기존의 기법과 차별화하

고 PRAM에 자주 복되는 데이터를 캐싱함으로써 

복제거 연산시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마모도 특성을 가지는 SSD의 쓰기 횟수를 효과 으로 

임으로써 SSD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에는 

데이터 복제거 기법에서 PRAM을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 클라우드 환경과 목하여 다양한 연구

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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