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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임베디드 시스템, PC  고성능 서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SSD(Solid-State 

Drive)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복성을 제거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복제거 기법은 복된 쓰기를 임으

로써 장 공간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I/O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 서버와 백업 스

토리지들이 복제거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SSD에 복제거 기법을 용할 경우 다음의 추가 인 3가지 

장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장 장치 이용률의 감소로 얻어진 공간을 오버 로비 닝 역으로 활용하여 

가비지 컬 션의 부하를 일 수 있다. 둘째, WAF(Write Amplification Factor)을 여 수명과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셋째, FTL(Flash Translation Layer)을 활용함으로써 복된 데이터의 매핑 리 

부하를 일 수 있다. 하지만 SSD에서 복률이 얼마나 되는지, 효율 인 복 제거가 가능한지 등에 

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슈들을 분석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SSD를 한 복 제거 구조를 

설계한다. 이것은 핑거 린트 생성기, 핑거 린트 리자, 매핑테이블 리자로 구성된다. 한 SHA-1 하

드웨어 로직,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샘 링 기반 필터링 이라는 3가지 성능 향상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된 구조와 기술은 실제 SSD와 FPGA 탑재 임베디드 보드에서 평가되었다. 실험 결과 9가지 SSD 워

크로드들에서 5∼52% (평균 17%)의 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쓰기 응답시간은 최  48%, 평균 15%가 

향상되었으며, 수명은 최  3.4배, 평균 2.5배 향상시킬 수 있었다.

키워드 : 복제거, SSD, 핑거 린트, 최근성, 필터링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edundant data elimination (as known as deduplication) 

scheme for SSD (Solid State Drive), which are popularly employed in embedded systems, desktop PCs 

and high performance servers. Traditionally, data servers and backup storages make use of 

deduplication since it can reduce storage utilization and improve I/O performance by removing 

duplicate writes. In SSD, we find out additional three benefits. The first one is that it can improve 

the garbage collection overhead by exploiting the reduced storage utilization as over-provisioning area. 

Second, it can give a potential to enhance the lifetime and reliability of SSD by decreasing WAF(Write 

Amplification Factor). Third, the mapping overhead can be alleviated by utilizing FTL(Flash 

Translation Layer). However, there are several issues about deduplication ratio and efficiency. To 

explore these issues, we design a deduplication architecture for SSD, which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components: fingerprint generator, fingerprint manager and mapping manager. Also, we 

investigate three performance acceleration techniques, that we refer as SHA-1 hardware logic, recency 

based fingerprint management and sample based filtering. We have evaluated our proposal on a real 

SSD and FPGA-equipped embedded board. Experimental results have shown that we can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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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plication ratio ranging from 4% to 52%, with an average 17%, for the nine SSD workloads. The 

response time of a write request can be improved by up to 48% with an average of 15%, while the 

lifespan of SSDs are expected to increase up to 3.4 times with an average of 2.5 times.

Key words : Deduplication, SSD, Fingerprint, Recency, Filtering

1.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  등 컴퓨터의 사용 범 가 확 되

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컴퓨  응용들이 

등장하면서 데이터의 양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는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직간 으로 데이터를 생성

하고 있다. 를 들어 차량을 이용할 때 자동차용 블랙

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며, 모바일 

메신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지능형 가  모니터링, 퍼

스  리코딩 등을 통해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시 , 즉 빅 

데이터 시 가 된 것이다.

빅 데이터 시 에서는 데이터의 효율 인 처리와 함

께 효과 인 장이 요해진다. 효과 인 데이터의 

장 방법 에 하나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복제거이다[1-8]. 이 기술은 복된 데이터를 발견하고 

제거하여 장장치의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

국 장 비용을 일 수 있다. 한 복된 데이터의 쓰

기 시간을 없앰으로써 쓰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력 소비도 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래시 메모리로 구성된 SSD (Solid 

State Drive)는 디스크를 체할 수 있는 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계 인 구성 요소를 갖는 디스크에 비

해, SSD는 자기 으로 동작하는 래시 메모리로 구

성된다. 따라서 무게, 충격에 한 내구성, 성능, 력 

소비 등의 장 을 갖는다. 이 때문에 많은 이동형 기기, 

PC에서 SSD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근에서는 데이터 센

터, 고성능 서버 등에서도 SSD를 채용하고 있다[9].

SSD에서 복제거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최근에 제안

되고 있다[10-12]. SSD에서 복제거는 다음의 추가

인 장 을 갖는다. 첫째, 복제거의 용을 해서는 

복된 데이터의 치를 가리키는 매핑 기법이 필요하

다. 그런데, SSD에서는 래시 메모리의 덮어 쓰기 제

약(overwrite limitation)을 해결하기 해 FTL(Flash 

Translation Layer)이라는 소 트웨어 계층이 존재하며 

여기에 이미 매핑 테이블이 존재한다[13]. 따라서 FTL

의 매핑 테이블을 활용하면 복제거를 한 매핑 부하

를 감출 수 있다. 둘째, FTL은 무효화된(invalidated) 

공간을 회수하기 해 가비지 컬 션을 수행하는데, 가

비지 컬 션의 부하는 SSD의 이용률에 의존한다. 따라

서 복제거로 인해 가용 공간이 늘어나고 복사해야할 

데이터가 감소하면, 가비지 컬 션에서 발생하는 오버헤

드도 일 수 있다.

셋째, 래시 메모리는 블록 단 로 삭제가 가능한데 

각 블록마다 최  삭제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구체 으

로 SLC(Single-Level Cell)의 경우는 최  100,000번, 

MLC(Multi-Level Cell)의 경우는 공정에 따라 최  

5,000번), 삭제 횟수가 커질수록 배드 블록과 에러가 발

생할 확률이 높아진다[14,15]. 따라서 쓰기 요청된 데이

터를 복 제거하여 임으로써 가비지 컬 션 동작 횟

수를 이고 삭제 연산의 횟수도 여, SSD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에러 발생율을 낮출 수 있다. 결국 SSD에

서 복제거는 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SSD에서 복제거 기법을 도입하기 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 문제는 복제

거도입으로 인한 성능부하이다. 상용 SSD에서 사용하는 

CPU는 제품 가격, 력 등을 이유로 PC 의 고성능 

CPU가 아닌 70MHz∼400MHz로 동작하는 ARM7 

는 ARM9 CPU를 주로 사용한다. 복발견을 해서는 

해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해시 키 생성은 복잡한 연

산으로 많은 성능 부하가 발생한다. 한 SSD는 은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많은 해시 키들을 리해

야 할 경우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결국 SSD

와 같은 임베디드 환경에서 복제거가 효과 으로 동

작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최 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복률에 한 것이다. 비록 복제거

가 효율 으로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SSD에 장되는 

데이터에 복된 쓰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 제거의 장 을 기 할 수 없다. 데이터 서버나 백업 

스토리지에서는 복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반면 SSD의 복률에 해 정량 으로 분석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SSD 워크로드에 

존재하는 복률이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복제거의 성

능 부하 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SSD를 한 복제거 구조를 구축하 다. 이 구조는 

SHA-1 해시 함수에 기반한 핑거 린트 생성기, 여러 

핑거 린트들의 리하며 복 여부를 악하는 핑거

린트 리자, 복된 데이터를 매핑하는 매핑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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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로 구성된다. 이를 OpenSSD 임베디드 보드에 실제 

구 하 으며, 9개의 SSD 워크로드를 선택하여 복률

과 복제거 효율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 해시 함수 수행에 따른 성능 부하가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다

음 2 가지 기술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SHA-1 하드웨

어 로직을 사용하여 성능 부하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와 같은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할 경우 해시 키 생성 

속도는 소 트웨어로 수행하는 것에 비해 80배 이상 성

능 향상을 이 낸다. 두 번째는 샘 링 기반 필터링 기

법이다. 이 기법은 데이터의 일부를 검사하여 복의 가

능성이 있는 것들만 핑거 린트 생성을 수행한다. 첫 번

째 기술이 하드웨어 수 의 근 방법이라면 두 번째 

기술은 소 트웨어 수 의 근방법의 성능 향상 기법

이다.

한편 SSD의 메모리 제한 때문에 많은 개수의 핑거 

린터들의 리도 성능 하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

기 해 본 논문에서는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SSD의 메모리 제약을 고

려하여 모든 데이터에 한 핑거 린트를 유지하지 않

고 복 확률이 높은 일부 핑거 린트만 유지  리

하는 기법이다.

성능 측정 결과 일반 SSD에 비해 SHA-1 하드웨어 

로직과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를 용하 을 때, 

쓰기 응답시간이 향상되었고 수명 측면에도 일반 SSD

에 비해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편, SHA-1 

하드웨어 로직 신 샘 링 기반 필터링을 도입하면 수

명 향상의 장 은 그 로 얻을 수 있으며, 복 제거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한 성능을 제공함을 찰하

다. 이를 통해 성능, 비용, 신뢰성 간에 상충 계

(tradeoffs)가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축한 복 제거 기법의 구성 

요소인 핑거 린트 생성기, 핑거 린트 리자, 매핑 

리자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성능향상을 한 소

트웨어/하드웨어 기술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각 기법

에 한 성능 평가와 결과를 논의 한다. 5장에서는 련 

연구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복 제거 기법의 구성 요소

그림 1은 SSD의 구조와 복제거 모듈의 구조를 보

여 다. SSD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메인 컨트롤러와 

래시를 리하는 래시 컨트롤러, 호스트로부터 데이터

를 달 받는 SATA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복제거 모듈은 메인 컨트롤러 내에 구 되어 있는 FTL

과 함께 구  되었다. 복제거 모듈은 3가지 모듈로 구

그림 1 SSD의 복제거 구조

성되어 있는데 핑거 린트 생성기와 핑거 린트 리자, 

매핑 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복제거는 이 3가지 모

듈들을 순서 로 거치며 이루어지게 된다. 

2.1 핑거 린트 생성기

복성을 인식하기 해서는 요청되는 데이터와 이미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장되

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해야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핑거 린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의 복을 인식한다. 핑거 린트 생성기는 4KB의 고정

된 크기의 데이터에서 SHA-1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160-bit의 해시키를 생성하며, 이때 해시키를 핑거 린

트라고 한다. 한 데이터에서 생성된 핑거 린트가 다른 

데이터에서 생성된 핑거 린트와 동일한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수학 으로 SHA-1의 충돌 확

률은 매우 낮으며 래시 메모리의 배드 블록 발생 확

률보다도 작다. 따라서 실질 으로 SSD에서 복제거를 

해 SHA-1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한편 SHA-1 해시키의 생성은 메인 컨트롤러에서 수

행되는데 일반 SSD에서 사용하는 메인 컨트롤러와 함

께 자세히 논의 된다.

2.2 핑거 린트 리자

핑거 린트 리자는 생성된 다수의 핑거 린트를 

리하고 복 여부를 검출하는 모듈이다. 기존의 복제

거 시스템은 복된 데이터를 찾기 해 각 데이터에서 

생성된 모든 핑거 린트를 유지하고 리한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SSD의 메모리 용량 제한을 고려하여 최근

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을 제안하며, 다음 두 가

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모든 핑거 린트를 유지하지 

않는다. 메모리의 일정 역에 최근 생성된 핑거 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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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며 LRU 정책을 사용하여 최근에 생성되거나 

참조된 핑거 린트를 우선 리하고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핑거 린트는 제거한다. 핑거 린트를 잃어버림으

로써 복제거를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이 어들지만 실

험결과 핑거 린트를 모두 유지하지 않아도 LRU정책이 

복제거 검출 가능성을 높여 을 보 다. 둘째, 핑거

린트의 빠른 검색을 해 해시 인덱스를 사용한다. 핑거

린트는 SHA-1 알고리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비

트들이 최 한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특

징을 이용하여 핑거 린트 기반으로 해시 인덱스를 할

당함으로써 해시 인덱스간 충돌을 최 한 회피하고 빠

른 핑거 린트 검색이 이 지도록 한다. 이 두 가지 기

법으로 핑거 린트의 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3 매핑 매니

본 논문에서 제안한 SSD를 한 복제거 구조는 

복제거를 한 매핑을 해 FTL 매핑 테이블을 활용하

여 부가 인 매핑 오버헤드를 감추었다. FTL은 래시 

메모리를 장장치로 사용하기 해 논리 섹터와 물리 

섹터를 매핑하는 테이블을 갖고 있다. 복제거를 하려

면 복된 섹터는 원본 데이터가 장된 섹터를 가리키

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한다.

그림 2는 복이 제거되는 과정을 보여 다. 세 개의 

쓰기가 순서 로 요청되고 있으며, 각 쓰기 요청은 10번 

섹터에 A 데이터를, 11번 섹터에 B 데이터를, 12번 섹

터에 A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다. 첫 번째 요청인 10번

은 핑거 린트 생성기에서 A'이라는 SHA-1 해시키를 

생성하게 되고 핑거 린트 리자에서 해당하는 해시키

가 있는지 검색한다. 재 핑거 린트 리자에 존재하

지 않으므로 복이 아닌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A 

데이터를 실제 래시 메모리에 기록해야 하며, 그림 2

의 에서는 물리 번호 100인 페이지에 쓰여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 이후 섹터 10번이 물리 번호 100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매핑 테이블에 업데이트 하며 A' 

해시키에 응되는 데이터가 물리 번호 100에 있다는 

것을 핑거 린트 리자에 추가한다. 다음 요청인 섹터 

11은 섹터 10번과 같은 과정으로 핑거 린트 생성기와 

리자를 거친다. 섹터 11 역시 복된 데이터가 없으므

로 물리 번호인 103번에 데이터를 쓰고 매핑 테이블  

핑거 린트 리자에 업데이트한다. 반면, 섹터 12번의 

요청은 A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섹터 10번 요청과 같

은 A' 해시키를 생성한다. 따라서 핑거 린트 리자에

서 복을 발견하게 되며, 실제 래시 메모리에 기록 

없이 단지 매핑 테이블만 업데이트하는 것 만으로 쓰기 

요청이 처리된다. 결국 복된 물리번호 100번은 기존의 

FTL 매핑 테이블의 1:1 매핑 구조에서 논리 섹터 10번

그림 2 복제거 과정

과 12번이 가리키게 하는 n:1 구조로 수정함으로써 

복제거 매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복 제거 성능 향상 기법

3.1 해시 생성 오버헤드

2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핑거 린트 생성기, 핑거 

린트 리자, 매핑 매니 를 이용하여 SSD안에 복

제거를 구 할 수 있다. 그러나 ARM7과 같이 낮은 성

능의 로세서를 사용하는 SSD에 실제 구 할 경우 핑

거 린트 생성기의 성능 부하가 체 SSD의 성능을 하

락시킬 수 있다.

그림 3은 다양한 마이크로 로세서에서 해시 생성 

오버헤드를 측정한 결과이다. 많은 SSD에서 사용하는 

ARM7은 5.8ms가 걸리며 래시 메모리의 쓰기 속도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 체 SSD의 성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 부하를 해결

하기 해 소 트웨어/하드웨어 기반 성능 향상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3 해시 생성 오버헤드

3.2 핑거 린트 생성기 성능 향상 기법

하드웨어 기반 성능 향상 기법은 핑거 린트 생성기

에서 사용하는 해시 생성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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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법을 의미한다. 해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

하기 해 Xilinx사의 Virtex6 XC6VLX240T FPGA 보

드를 사용하 다. 이 보드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크

로블 이즈 메인 컨트롤러, 데이터 I/O 컨트롤러, 4KB 

데이터 버퍼를 한 듀얼 포트 BRAM, SHA-1 해시 

키를 생성하는 해시 코어, 두 개의 핑거 린트를 비교하

는 해시 비교기라는 5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3은 

하드웨어로 구 된 해시 코어를 이용한 해시 생성 속도

의 측정 결과도 보여 다. 분석하면 ARM7에서 5.8ms 

소요되는 해시 생성 속도에 비해 하드웨어 해시 코어를 

이용할 경우 80 usec가 소요되어 70배가 넘는 성능 향

상을 보 다.

한편 하드웨어 기반 성능 향상 기법은 쉽게 높은 성

능향상을 얻을 수 있지만 추가 인 하드웨어 자원이 필

요하고 그에 따라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ARM9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CPU에서는 소

트웨어의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샘  기반 필터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

법은 4KB 데이터  일부를 샘 로 추출하여 복 가

능성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핑거 린트를 생

성한다. 이 기법은 다음 설명할 복 데이터의 참조 간

격(IRG: Inter-Reference Gap) 특징과 SSD 내부에 존

재하는 쓰기 버퍼를 활용한 것이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개의 워크로드에서 

복된 데이터의 참조 간격을 보여 다. y축은 복이 발

생하는 간격에 따른  분포이며 x축은 복이 발생

되는 간격을 나타낸다. SSD의 워크로드의 패턴을 분석

해보면 각 워크로드 별로 복된 쓰기 요청의 간격은 

두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도우 설치, 리 스 설치, 웹

서핑, 웹메일, Wayback은 500개 이내의 요청에서 부

분의 복이 발생되며, 나머지 워크로드 한 4,000개 

이내에 요청에서 복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OpenSSD 보드는 약 32MB의 

쓰기 버퍼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는 4KB의 기 인

그림 4 복제거가 된 쓰기 요청 사이들의 시간차이

그림 5 샘  기반 필터 기법

쓰기 요청을 최  8,000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따라서 쓰기 버퍼 내에 복된 요청들이 부분 존

재함으로 버퍼의 요청들을 통해 복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유추해낼 수 있다.

그림 5는 샘  기반 필터의 동작 모습이다. 쓰기 버퍼 

내의 요청된 데이터의 첫 부분 20byte의 바이 리 데이

터를 샘 로 정의하고 동일한 샘 을 모아 그룹을 만든

다. 같은 값을 갖는 샘 들은 하나의 그룹에 삽입되며 

다른 값을 갖는 샘 들은 각기 해당하는 그룹에 삽입된

다. 쓰기 버퍼 내의 데이터가 래시 메모리에 써져야 

할 때 해당 데이터의 샘 이 속하는 그룹을 참고하며 

그룹 내에 다수의 샘 을 갖고 있다면 복제거 기법을 

수행하고 그 지 않다면 복제거 기법을 수행하지 않

고 쓰기를 수행한다. 즉 복되지 않는 샘 을 갖는 데

이터는 복될 확률이 없으므로 해시를 생성하는 과정

이 불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법을 용하면 복률을 크

게 하시키지 않으면서 해시 생성 과정을 여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다.

3.3 핑거 린트 리자 성능 향상 기법

SHA-1 하드웨어 로직과 샘  기반 필터 기법이 핑

거 린트를 생성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이기 

한 기법이라면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은 핑

거 린트 리 오버헤드를 이기 한 기법이다.

기존의 복제거 기법은 모든 데이터의 핑거 린트를 

리해야하기 때문에 핑거 린트를 리하기 한 오버

헤드가 많았다. 반면에 제안 기법은 최근에 생성되거나 

복이 발견된 핑거 린트를 우선 유지하고 그 지 않

은 핑거 린트는 삭제함으로써 리 오버헤드를 최소화

한다.

그림 6은 핑거 린트를 리하는 LRU 스택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9개의 워크로드의 복률 변화를 실험한 

것이다. x축은 LRU 스택 크기를 보여주며 y축은 복

률을 보여 다.  그림은 워크로드들이 강한 지역성이 

있음을 보여 다. 워크로드의 복률을 보면 두 카테고

리로 나뉘는데 LRU 스택의 크기가 변화하여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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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RU 스택 크기에 따른 복률

복률을 보이는 워크로드가 있으며, 크기가 커질수록 

복률이 높아지는 워크로드를 확인할 수 있다. 크기가 커

질수록 복률이 높아지는 워크로드도 약 2000 이상부

터 스택 크기의 향이 미미한 것을 보여 다. 따라서 

스택 크기를 2000개로 유지할 시 부분의 복된 요청

을 제거할 수 있다.

 실험결과는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의 

기반이 되는 결과로써 이는 생성된 모든 핑거 린트를 

리하는 것과 일부분을 LRU 정책으로 리할 때의 

복률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2048

개의 핑거 린트를 유지하여 실험하 으며 한 SSD의 

CPU와 메모리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구조를 설계하 다. 

구체 으로 LRU 정책으로 인한 빠른 삽입과 삭제를 

해 더블 linked-list 자료구조와 빠른 검색을 한 

2-way hash 자료구조를 사용하 다. 각 자료구조를 

한 포인터 변수(4×4byte)들과 해시키 값(20byte) 그리

고 물리 번호(4byte)까지 포함하여 각 엔트리 크기는 

40byte이고 2048개의 엔트리를 DRAM에 유지하 다 

( 체 80KB 메모리 공간 소비). 핑거 린트는 원이 

끄고 켜질 때에도 래시 메모리에 장하거나 불러오

지 않으며 오직 DRAM에만 유지한다.

4.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운 체제는 도우 XP와 fedora 리 스

이며 두 가지 운 체제의 설치 워크로드와 응용 로그램

의 워크로드를 사용하 다. 한 실제 SSD 보드내에 

복제거 기법을 구 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측정하 다.

4.1 실험 환경

본 실험을 해 제안된 복제거 구조를 일반 상용 

실험 SSD보드인 OpenSSD 보드[16]에 구 하 다. 

OpenSSD는 175MHz의 ARM7 CPU, 64MB DRAM, 

SATA 2.0 호스트 인터페이스, 삼성 K9LCG08U1M 

8GB MLC NAND 래시로 구성되어 있다. 래시 칩

은 각각 멀티 래인으로 나뉘어 있고, 하나의 래인은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블록은 페이지로 구성

되어 있다. 하나의 페이지를 읽고 쓰는 데 걸리는 시간

은 각각 400 usec, 1,300 usec가 소요되며 하나의 블록

을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ms 가 소요된다. 

한편, OpenSSD는 FPGA 로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SHA-1 하드웨어 로직은 Xilinx Virtex6 XC6VLX240T 

FPGA 보드[17]에서 실험하 다. 한편 샘 기반 필터 

기법은 ARM7 기반 OpenSSD 뿐만 아니라 ARM9 기

반 EZ-X5 임베디드 보드[18]에서도 실험하 다. 이 보

드는 400MHz ARM9 CPU, 64MB DRAM, 64MB 

NAND 래시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워크로드는 다음과 같다.

∙ 도우 설치: 마이크로소 트사의 도우 XP Profes-

sional Edition을 설치하 다. 발생된 체 쓰기 요청

은 1.6GB이다.

∙리 스 설치: 데비안 계열의 리 스 운 체제인 우분

투 10.10을 설치하 다. 발생된 체 쓰기 요청은 2.9 

GB이다.

∙커  컴 일: 리 스 커  버  2.6.32를 GCC로 컴

일하 다. 발생된 체 쓰기 요청은 805MB이다.

∙Xen 컴 일: Xen 하이퍼바이  4.1.1를 컴 일하 다. 

발생된 체 쓰기 요청은 634MB이다. 

∙오피스: 마이크로소 트의 오피스 로그램을 수행하

고 워드나 엑셀과 같은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발생된 

워크로드이다. 복구를 한 자동 장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한 시간 동안 발생된 체 쓰기 요청은 

132MB이다.

∙아웃룩 동기화: 연구원의 Gmail 계정과 마이크로소

트사의 아웃룩 로그램을 이용해 동기화한 워크로드

이다. 발생된 체 쓰기 요청은 3.9GB이다.

∙HTTrack: 웹사이트를 장장치에 다운로드하는 로

그램이다. 설정된 웹사이트의 링크를 따라 모든 웹사

이트의 데이터를 장한다. 단국 학교의 웹사이트를 

장하 으며 발생된 체 쓰기 요청은 121MB이다.

∙SVN: 소 트웨어 버  리 로그램이다. VirtualBox 

로그램의 소스를 버  별로 리하는 장소에서 

소스와 몇몇의 리비 들을 다운로드하 다. 발생된 

체 쓰기 요청은 2.8GB이다.

∙Wayback: 웹사이트의 변화된 기록을 장하는 사이

트이다. 웹사이트의 시간별 변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

다. 야후 웹사이트를 상으로 1996∼2008년 사이의 

변화된 메인화면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발생된 체 

쓰기 요청은 148MB이다.

4.2 복률

각 워크로드의 복률은 최소 5.6%에서 최  52.5%의 

복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약 17%의 복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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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워크로드 별 복률  쓰기 시간 비교 (usec)

window 

install

linux 

install

kernel 

compile

xen 

compile

office

work

HT

Track
SVN Outlook

Way

back

복률 5.6% 11.4% 8.0% 15.9% 47.5% 13.0% 13.1% 21.0% 52.5%

평균 쓰기 

시간

(without 

garbage 

collection) 

일반 SSD 1,460 1,404 1,498 1,498 1,495 1,518 1,530 1,457 1,490

H/W 

SHA-1기반 

복제거 

1,441 1,346 1,440 1,314 1,069 1,334 1,337 1,220 711

평균 쓰기 

시간

(with

garbage 

collection)

일반 SSD 25,676 13,249 13,248 13,248 13,239 13,244 13,249 13,226 13,251

H/W 

SHA-1기반 

복제거 

12,624 9,365 12,308 11,308 8,538 12,136 9,814 7,864 8,850

다(표 1의 두 번째 열 참조). 도우 설치와 리 스 설치, 

커  컴 일, Xen 컴 일은 실험 때 마다 동일한 복률

을 보인 반면, 다른 워크로드는 실험 때 마다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복률을 보인다. 

구체 으로 오피스 로그램의 경우 한 단어를 수정하고 

장했을 때 생성되는 일과 그 이  일을 바이 리 

비교했을 때 90%이상 다른 일로 변경된다. 그 원인은 

오피스 로그램에서 일을 압축하여 장하기 때문이

다. 반면 로그램 수행 도 에 자동 장 기능으로 인해 

발생되는 쓰기 요청에는 복된 데이터가 다수 발생하여 

높은 복률을 보임을 찰되었다. HTTrack과 아웃룩 

워크로드는 웹사이트와 웹메일 서버에 의존 이지만 다

른 웹사이트와 다른 사용자의 웹메일을 실험한 결과 유

사한 경향의 복률을 보 다. Wayback 워크로드는 가

장 높은 복률을 보이는데, 이는 변화하는 웹사이트에

서 재사용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SVN은 

소스코드의 버 별로 수정된 부분만을 장하기 때문에 

Wayback에 비해 낮은 복률을 보인다.

4.3 평균 쓰기 시간

각 워크로드 별로 쓰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측정하

다. 표 1은 일반 SSD의 평균 쓰기 시간과 복제거

기법을 용한 SSD의 평균 쓰기 시간을 비교하 으며, 

이때 사용한 복제거 모듈은 하드웨어 해시 생성기를 

사용하 다. 사용된 SSD는 모든 블록을 기화한 상태

이다. 실험 결과 일반 SSD에서 평균 쓰기 시간은 1,483 

usec가 소요되었고 복제거기법을 용한 SSD에서는 

1,245 usec가 소요되어 일반 SSD에 비해 복제거기법

을 용한 SSD의 쓰기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복된 데이터의 요청을 제거하여 래시 

메모리 쓰기 시간을 약할 수 있었으며, 복률이 높을

수록 제거되는 데이터가 많아 평균 쓰기 시간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한편 SSD에 90%의 데이터가 이미 쓰여진 상태를 가

정하고 가비지 컬 션을 발생시키면서 평균 쓰기 시간

을 측정하 다. 가비지 컬 션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

기 해 유효하지 않은 페이지를 정리하고 유효한 데이

터를 다른 블록에 복사하며 이  블록을 삭제하여 새로

운 블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표 1의 마지막 열을 

보면 가비지 컬 션이 발생하면 복제거가 용되었을 

경우 평균 쓰기 시간이 일반 SSD에 비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쓰기 횟수를 었을 뿐 아니라 복사해야 

할 데이터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4.4 신뢰성

WAF(Write Amplification Factor)는 호스트에서 요

청된 데이터와 실제 래시 메모리에 쓰여지는 데이터의 

비율이다. SSD에서는 가비지 컬 션과 Wear-leveling, 

메타데이터로 인해 WAF가 1보다 항상 크다. 하지만 

복제거가 용되었을 때에는 가비지 컬 션에서 복사

되는 데이터를 일 수 있으므로 복제거가 용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WAF를 크게 일 수 있다. 

그림 7(a)는 SSD 체 공간의 75%, 85%, 95%에 데이

터를 채운 상태에서, 복제거를 용했을 때와 용하

지 않았을 때 워크로드 수행 에 발생한 WAF를 보여

다. 데이터가 많이 쓰여진 상태일수록 복 제거를 

용했을 때 WAF를 더욱 많이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WAF를 인다는 것은 래시 메모리의 블록 삭제 

횟수를 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삭제 횟수를 이면 

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imation사의 보고

서[19]에 제안된 수식을 용하면 그림 7(b)의 결과가 

도출된다. 복을 용했을 시 SSD의 기  수명은 최

 4.1배 연장되며 평균 2.4배 연장된다.

이와 같이 복제거 기법을 용한다면 SSD의 성능

과 수명을 향상시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SSD 솔

루션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4.5 샘  기반 필터의 효과

앞서 실험에서는 하드웨어 기반 SHA-1 생성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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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샘  기반 필터 용 시 복률과 쓰기 시간 비교(usec)

window 

install

linux 

install

kernel 

compile

xen 

compile

office

work

HT

Track
SVN Outlook

Way

back

복

율

모든 데이터에 복 제거를

시도할 경우
5.6% 11.4% 8.0% 15.9% 47.5% 13.0% 13.1% 21.0% 52.5%

샘  기반 필터 기법으로 선택  

복제거를 시도할 경우
5.1% 9.2% 1.4% 5.6% 34.1% 9.2% 3.6% 19.4% 45.6%

평균 

쓰기 

시간

복제거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1,901 1,940 1,906 1,918 2,231 2,267 1,934 1,855 2186

모든 데이터에 복 제거를

시도할 경우
2,601 2,477 2,577 2,446 2,125 2,848 2,456 2,215 2,003

샘  기반 필터 기법으로 선택  

복제거를 시도할 경우
1,911 1,600 1,999 1,969 1,971 2,179 1,766 1,497 1,748

(a) Write Amplification Factor

(b) 기  수명

그림 7 WAF와 SSD의 기  수명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일반 SSD에 하드

웨어 로직을 추가해야하는 단 이 있다. 하지만 샘  기

반 필터 기법을 사용하면 하드웨어 로직 없이 평균 쓰

기 시간  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표 2는 모든 워크로드에 해 복제거를 수행하 을 

경우와 샘  기반 필터를 사용하여 선택 으로 복 제

거를 수행했을 경우 복률 비교이다. 모든 워크로드에 

해 복제거를 하 을 경우 평균 약 17%의 복률을 

보이지만 샘  기반 필터 사용 시에는 2% 감소한 약 

15%의 복률을 보 다. 

샘  기반 필터 방식을 용하면 복률의 소폭 감소

하는 단 이 있지만 핑거 린트 생성기의 SHA-1 해시 

생성의 횟수를 여 평균 쓰기 시간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표 2의 평균 쓰기 시간은 ARM9기반 EZ-X5 

보드에서 복제거를 용하지 않았을 때와 모든 데이

터에 해 용하 을 때, 그리고, 샘  기반 필터 기법

으로 선택 으로 복제거를 용하 을 때 평균 쓰기 

시간을 비교하 다. 샘  기반 필터를 용하지 않은 

복제거는 810 usec의 SHA-1 생성 시간으로 인해 복

제거를 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증가하 다. 그러나 

샘  기반 필터 방식을 용하 을 경우 선택 으로 해

시 키를 생성하기 때문에 복제거를 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CAFTL의 핑거 린트 리 기법과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 성능 비교

CAFTL은 모든 쓰기 요청에 해 핑거 린트를 생성

하며, 일부는 메모리에서 리하고 그 외 핑거 린트는 

래시 메모리에 장한다. 복제거 검출 시 일치하는 

핑거 린트를 메모리에서 발견하면 래시 메모리를 

근할 필요가 없으나 발견하지 못하면 래시 메모리에

서 일치하는 핑거 린트를 읽어야하므로 한 번의 읽기

가 필요하다. 한 메모리에 새로운 핑거 린트가 생성

되면 오래된 핑거 린트를 기록해야하므로 한 번의 쓰

기가 추가된다. 래시 메모리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

간은 평균 1,500 usec 이며 메모리 내에 핑거 린트가 

존재할 확률이 80%라고 할 때 핑거 린트를 검색하기 

한 읽고 쓰는 시간은 평균 300 usec이다. 그에 반해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은 최근 생성된 핑

거 린트를 메모리에만 유지하기 때문에 래시 메모

리를 핑거 린트를 검색하기 해 읽고 쓰는 시간이 필

요하지 않다. 하지만 핑거 린트를 일부만 유지하고 

리하기 때문에 CAFTL에 비해 복률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그림 8은 CAFTL의 복률을 기 으로 최근

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의 복률을 변화시키면

서 평균 쓰기 시간을 계산한 결과이다. 최근성 기반 핑

거 린트 리기법의 복률이 CAFTL 복률의 20% 

이상일 경우 평균 쓰기 시간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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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복률에 따른 평균 쓰기 시간 비교

실험에서 사용된 9개 워크로드의 평균 복률은 28%이

며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은 그 반인 14%

만을 검출하 다. 따라서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이 CAFTL에 비해 복률이 낮지만 평균 쓰기 시

간은 더 빠른 결과를 보 다.

5. 련 연구

SSD내의 복제거기법의 표 인 연구로 Chen의 

CAFTL[9]과 Gupta의 CASSD[8]의 연구가 있다. CAFTL

은 2 벨 매핑 테이블을 제안하 으며, 이는 복 제거

된 엔트리가 2차 테이블을 가리키게 하여 가비지 컬

션의 효율성을 높 다. CASSD는 Value-locality를 기

로 내용 기반 주소 사상 기법 제안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3가지 다른 차별성

을 갖는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는 SSD 시뮬 이터에서 

구   실험을 하 으나 본 연구는 실제 SSD 보드에

서 구 과 실험을 수행하 다. 따라서 실제 구  시 발

생하는 성능 등의 이슈들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 실험

하 다. 둘째, 실제 SSD 워크로드의 특징을 분석하고 

복제거기법에 향을 주는 시간  지역성, 복이 발

생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 다. 셋째, 세 가지 성능 향

상을 제안하여 하드웨어 기반과 소 트웨어 기반의 성

능 비교를 하 다.

그 밖에도 네트워크 장장치에서 복제거 기법을 

용한 Venti[5], 내용 기반 캐싱 기법과 내용 유사도를 

고려한 I/O향상 기법[6], 핑거 린트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한 기법[7,8,12], 래시 메모리에 메타데이터

를 리하여 복제거 성능 향상 기법[20] 등 다양한 

장장치에서의 복제거 기법을 연구가 존재한다. 통

인 백업 스토리지 환경에서 복제거 기법은 강력한 하

드웨어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SSD내의 임베디드 

하드웨어 자원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SSD에 복제거 기법을 설계하

고 구 하 다. 실제 SSD에서 사용하는 워크로드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성능  신뢰성, 복률 등 다양한 실

험 결과를 분석하 다. 한 제안된 하드웨어 기반 성능 

향상 기법과 소 트웨어 기반 성능 향상 기법인 최근성 

기반 핑거 린트 리 기법과 샘  기반 필터 기법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  수명을 향상 시켰다. 향후 연구

에서는 압축을 고려한 복제거 기법과 래시 메모리

의 병렬 처리를 고려한 성능 향상기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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