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모바일 환경에서 파일 입출력 연산을 활용한  
메모리 중복 제거 기법 

 
이세호*, 김인혁*, 엄영익*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e-mail :{loadic, kkojiband, yieom } @ skku.edu

 

Memory De-duplication Mechanism using File I/O Operations  
in Mobile Devices 

 

Seho Lee*, Inhyeok Kim*, Young Ik Eom*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전 세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워치, 구글 글래스 등의 모바
일 장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CPU, 메
모리, 저장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
드 환경에서 부족 메모리의 공간 확보를 위해 동일한 내용의 페이지 캐시를 찾고, 중복 제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부족한 메모리 공간 확보와 캐시를 지속하여 I/O 연산의 빈도를 줄여 스마트
폰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1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장치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
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13 년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작년 대비 7.3% 더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또한, 스마트폰 이외에 태블릿 pc 등의 모바
일 장치들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의 스마트폰은 전력소모, 가격, 제한된 
디바이스 성능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한된 
량의 메모리 사용은 고 사양뿐만 아니라 저 사양의 
모바일 장치들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삼성전자, 구글, 애플 등에서는 제한된 메모리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능을 향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I/O 패턴을 분석한 이전 연구들을 통
해 보면, 대부분의 읽기 연산 시 발생 되는 것은 메
타데이터, 저널 데이터가 아닌 라이브러리, 클래스 파
일 그리고 실행에 사용되는 데이터 파일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 연산의 경우 SQLite
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연산이 주로 발생
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4]. 또한, 대부분의 읽기 연산
을 통해 데이터 파일에 접근하는 경우는 어플리케이
션의 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빈번한 I/O 발생을 통해 발생

하는 페이지 캐시를 대상으로 하는 메모리 중복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연구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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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되어오는 동일한 내용을 같고 있는 페이지를 스캐
닝[2]을 통해 찾고, 중복된 내용의 페이지 캐시간의 
중복제거를 수행하는 기법[5]을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
하여, 중복된 내용의 페이지 캐시를 스마트폰에서 찾
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제안하

는 기법에 관해 설명한 뒤, 4 장에서 본 논문에 대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제안 기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I/O 형태를 분석한 이전 연
구[3,4]는 대부분의 읽기 연산은 라이브러리, 클래스 
파일, 파일 캐시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대부분의 읽기 연산은 스마트폰의 어플
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전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환경에서 

커널의 파일 시스템 영역에서 읽기 연산을 통해 발생
한 데이터에 대한 페이지 캐시들을 대상으로 메모리 
중복제거를 수행하여 부족한 메모리 공간 확보를 가
능 하게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구조를 보여준다. 제안된 기법은 리눅스 커널
을 기반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캐시, 어플리케이
션 프레임워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베이스 파일, 시
스템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하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대상으로 메모리 중복제거 기법을 수행한다. 이를 위
해 커널의 파일 시스템 영역에서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를 획 하고 이를 중복제거 대상 리스트에 등록  

- 44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그림 1) 안드로이드 시스템 구조 

한다. 이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
하는 /data 공간과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파일 및 이미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파일이 있는 /system 공 
간과 외장 스토리지로 사용자의 미디어, 문서 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sdcard영역에서 발생하는 파일 
중 읽기 전용인 파일에 대해서만 중복제거 대상으로 
지정한다. 파일의 사용이 끝나는 경우 해당 리스트에
서 파일을 제거한다. 이때 스마트폰의 전화와 메시지 
등 주요 기능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파일
은 제외한다.  
제안된 기법은 등록된 파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해당 페이지 캐시들에 대한 중복을 체크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 2 와 같이 등록된 파일의 아이노드 관리
를 위한 LRU(Least Recently Used)리스트와 스캔 된 페
이지 캐시관리를 위한 해시 리스트를 구성한다. 주기
적으로 LRU 리스트를 통해 최근 접근된 파일에 대한 
페이지 캐시를 먼저 스캐닝 한다. 이때 처음 접근 되
는 페이지 캐시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여 해시 리
스트에서 동일한 내용의 페이지를 검색하고, 같은 해
시 값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비교하여 데이터의 내용이 같은 경우 중복 제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시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때 이
전 연구[2,5]들에서 사용 되는 방식처럼 스캐닝의 성
능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스캐닝의 주기와 
스캐닝 할 페이지의 양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서 제한적인 스마트폰의 메모리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페이지 캐시
의 축출을 줄여주어 빈번하게 발생되어 스마트폰 성
능의 문제로 지적되는 입출력 연산을 줄여주어 저 사
양의 스마트폰 환경에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3. 결론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워치, 구글 글래스 

 

 
(그림 2) 제안된 기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장치들이 연구 되고 있다. 
이는 점점 더 제한적인 CPU, 메모리, 저장장치의 사
용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대
부분의 읽기 연산은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부분에
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등의 데이터 파
일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부족한 메모리 자원의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의 I/O 특징을 활용한 메모리 중복 제거 기
법을 제안했다. 제안된 기법은 대부분의 데이터 파일
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시점에서만 접근 되는 
경우가 많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동일한 내용을 같고 
있는 페이지 캐시들간의 중복제거를 통해 메모리 공
간 확보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제안
된 기법은 메모리에서 해당 데이터 캐시 축출을 줄여 
스마트폰 성능의 문제로 제기 되는 빈번한 I/O 의 발
생을 줄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 또한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에는 실제 제안된 기법을 구현하고, 이를 상용

된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실험 및 평가를 진행할 것이
다.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메모리 중복 제거 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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