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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중복 제거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 청킹에 사용되는 라빈 핑거프린트 값을 구하는 단계가
가장 큰 오버헤드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데이터 중복 제거를 위한 병렬 라빈 핑거
프린트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효율적인 라빈 핑거프린팅의 병렬화를 위해 세 가지 이슈를 고려한다. 첫
번째로 병렬처리를 위해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 섹션으로 분할 할 때, 데이터 섹션
의 경계선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라빈 핑거프린팅을 수행하기 위한 고려, 두 번째로 라빈 핑거프린
팅 연산 특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려, 마지막으로 순차 방식으로 청크 경계선을 구했을 때와
비교하여 병렬 방식으로 청크 경계선을 구했을 때, 변경 될 수 있는 청크 경계선에 대한 고려를 한다.
GPGPU를 이용한 병렬 라빈 핑거프린트 방식은 CPU를 이용한 순차 라빈 핑거프린트 방식에 비해 약
16배 성능향상을 보였고, CPU를 이용한 병렬 라빈 핑거프린트 방식에 비해서도 약 5.3배 성능향상을 보
였다. 이러한 라빈 핑거프린팅 연산 처리량의 증가는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의 전체적인 성능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1. 서

론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을 사용한다.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은 데이터 집
합의 중복성을 검출하여 제거함으로써 공간의 활용성을 높
이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데이터의 중복성을 검사하는 기본 단위를 청크라고 부
르고,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청크들을 찾는 과정을 청킹이
라고 부른다. 청킹은 크게 청크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고정된 크기로 데이터를
나누어 청크를 구하는 방식이고 [1] (SC, Static Chunking),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가변적인 크기로 데
이터를 나누어 청크를 구하는 방식이다 [2] (CDC,
Content-Defined Chunking). 일반적으로 CDC가 SC보다
더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CDC 방
식에서는 청크를 구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스캔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며 시간을 소비한
다. CDC에서는 데이터의 내용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주로
라빈 핑거프린트 알고리즘을 [3] 사용하며, 이는 데이터 중
복제거 기법의 과정 중 가장 큰 연산 시간을 차지하는 작
업이다 [4]. 따라서, CDC 기반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에서는
라빈 핑거프린트를 구하는 과정(라빈 핑거프린팅)이 주된
병목구간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는 이 병목구간을 제거하기 위해 CDC에서
라빈 핑거프린팅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GPGPU를
이용한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을 제안한다. 또한, 효율적인
라빈 핑거프린팅의 병렬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

려한다.
2. 기초지식 및 관련연구
라빈 핑거프린트는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 중 CDC 방
식에서 청크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으로 다항식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해쉬 값이다. 다항식은 n개의 유한
필드로 한정되어 있고, n개 필드들의 합을 통해 라빈 핑
거프린트를 구하게 된다. 수식 1은 라빈 핑거프린트를
구하는 다항식을 나타내는데,  부터    까지는 n개
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는 핑거프린트를 구
하는 크기가 n인 슬라이딩 윈도우의 단위가 된다.   
는 에 대한 n-1차 다항식을 통해 계산된 라빈 핑거프
린트를 의미한다.
                  (수식 1)
일련의 순차적인 데이터 집합에 대해 라빈 핑거프린트
를 연속적으로 구할 때, 다항식을 이용한 라빈 핑거프린
트 계산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용하여 라빈 핑거프린트들
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터    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라빈 핑거프린트는  부터  까지의 데
이터에 대한 라빈 핑거프린트를 구하는데 이용 될 수 있
고,  부터  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라빈 핑거프린트는
 부터    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라빈 핑거프린트를
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라빈 핑거프린트의
특성을 이용하면, 수식 1에 표현된 모든 다항식 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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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라빈 핑거프린트를 구할 필요 없이 이전 라빈
핑거프린트에 간단한 추가 연산을 통해 다음 라빈 핑거
프린트를 구할 수 있다.
3. 라빈 핑거프린팅 병렬화
효율적인 라빈 핑거프린팅의 병렬화를 위해 세 가지를
고려한다. 1)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일정한 크기의 데이
터 섹션으로 분할할 때 두 데이터 섹션의 경계에 위치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라빈 핑거프린트를 구하기 위한 고
려, 2) 이전 슬라이딩 윈도우의 핑거프린트 값을 다음 슬
라이딩 윈도우의 핑거프린팅에 사용할 수 있는 라빈 핑
거프린팅의 특징을 효율적인 이용하기 위한 고려, 3) 순
차 방식의 라빈 핑거프린팅을 통해 구한 청크 경계선과
비교했을 때, 변경될 수 있는 청크 경계선을 변경 없이
각 데이터 섹션들을 병합하기 위한 고려

3.2. 라빈 핑거프린팅 특징의 효율적인 이용
라빈 핑거프린팅은 이전 슬라이딩 윈도우의 핑거프린
트가 다음 핑거프린트를 구하는 연산에 사용될 수 있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라빈 핑거프린팅의 특징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수의 데이
터 섹션의 마지막 슬라이딩 윈도우 핑거프린트 값이 다
음 데이터 섹션으로 전달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선 데이
터 섹션의 연산 순서를 앞선 데이터 섹션의 마지막 핑거
프린트 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 (그림 2)는 데이터 섹션의 연산 순서에 따라 재사용
할 수 있는 핑거프린트 값의 개수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예시에선 방법 B가 방법 A보다 4개의 핑거프린트 값을
더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핑거프린트의 재사용성은
라빈 핑거프린팅 수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
다.

3.1. 입력 데이터 스트림의 분할
데이터 스트림을 데이터 섹션들로 분할 시 입력 데이
터 스트림에 대해 데이터 섹션의 경계선에 상관없이 연
속적으로 핑거프린트 값을 구하기 위해선 인접한 데이터
섹션들은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겹쳐지는 데이터
부분을 갖는 상태로 분할되어야 한다.

(그림 1) 입력 데이터 스트림의 각 쓰레드에서 수행될
데이터 섹션으로의 분할
추가적인 이슈로, 데이터 스트림을 데이터 섹션들로
분할할 때, 연산량과 병렬화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
한다. 만일 분할된 데이터 섹션의 크기가 작다면, 병렬화
정도는 증가하지만 연산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각
데이터 섹션의 첫 번째 슬라이딩 윈도우의 라빈 핑거프
린팅이 전체 다항식을 계산해야하는 많은 연산을 요구하
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분할된 데이터 섹션
의 크기가 크다면, 앞선 슬라이딩 윈도우의 핑거프린트
값을 이용할 수 있는 후속 슬라이딩 윈도우가 상대적으
로 많아지기 때문에, 병렬화정도는 감소하지만 연산량도
역시 감소한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 스트림의 분할은
GPU 코어의 개수와 같은 GPU 특성에 따라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림 2) 두 가지 접근방식의 재사용가능한 핑거프린트
개수의 비교
3.3. 각 데이터 섹션 청크 경계선들의 병합
만약 특정 청크 경계선이 발견되면, 다음 핑거프린트
값을 구하는 연산은 발견된 청크 경계선 이후의 슬라이
딩 윈도우부터 수행되기 때문에 라빈 핑거프린팅에 병렬
화를 적용할 때, (그림 3)에서와 같이 청크 경계선이 순
차적인 라빈 핑거프린팅의 결과와 다르게 변경 될 수 있
다. 이러한 청크 경계선의 변경 없이 병합하기 위해선,
발견된 청크 경계선에 상관없이, 라빈 핑거프린팅을 청
크 경계선 이후로 건너뛰지 않고 연속적으로 모든 슬라
이딩 윈도우의 핑거프린트 값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핑거프린트 값을 구하는
작업은 기존 순차 방법에서 쓰이던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연산량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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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GPGPU 수행의 특징인
와프 분기(Warp divergence) [5] 때문이다. 와프(Warp)란
동일한 코드를 수행하는 쓰레드들의 그룹으로써 보통 32
개로 이루어지고, 와프 분기란 와프 내의 쓰레드들이 각
코드 내의 분기문의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분기문에 해
당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와프내의 특정 쓰레드에서 청크 경계선을 발견함으로 인
해 청크 경계선 이후 슬라이딩 윈도우의 핑거프린팅을
통해 얻는 이득은 없을뿐더러, 모든 쓰레드가 추가된 분
기문을 모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핑거프린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 방식이 순차 방식에 비해 처리량
이 크게 향상 되었고, 이는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 중
가장 큰 병목 부분인 데이터 집합들의 라빈 핑거프린팅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 중 라빈 핑거프
린팅에 대한 병렬화를 다뤘지만, 데이터 중복 제거 기법
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데이터 중복 제거 기
법의 다른 과정에 대해서도 병렬화 및 동시 수행이 이루
어져야한다. 전체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에 대해 병렬화
및 동시 수행에 관한 논문으로 P-dedupe [6]이 있지만,
데이터 중복 제거 과정 중 가장 큰 오버헤드를 차지하는
청킹을 효율적으로 병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
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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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병렬화를 라빈 핑거프린트에 적용함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는 청크 경계선
4. 실

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환경은 CPU: Intel Xeon
E5-2630, 2.3GHz (12 코어), RAM: 48GB, GPU: Nvidia
Quadro 2000을 사용하였다.
표 1은 CPU를 이용한 순차,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과
GPGPU를 이용한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의 처리량 비교
결과이다. CPU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의 경우, 실험에 사
용한 CPU 코어 개수와 동일한 12개의 쓰레드를 생성하
여 수행한 결과이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PGPU
를 이용한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이 순차 방식에 비해 약
16배의 성능향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CPU를 이용한 병
렬 라빈 핑거프린팅에 비해서도 약 5.3배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표 1) CPU를 이용한 순차,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과
GPGPU를 이용한 병렬 라빈 핑거프린팅의 처리량 비교
처리량

5. 결

CPU (순차)

CPU (병렬)

GPGPU (병렬)

186MB/s

560MB/s

3004MB/s

론

본 논문에서는 GPGPU를 이용한 병렬 라빈 핑거프린
팅 방식을 제안하였고, 효율적인 라빈 핑거프린트 연산
의 병렬화를 위해 세 가지 이슈를 고려하였다.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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