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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래시 메모리는 비 휘발성, 경량화, 견고성, 빠른 속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임베디드 시
스템이나 모바일 기기를 위한 저장 장치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덮어쓰
지 못하고, 지우고 다시 써야 하는 물리적 특성이나, 이 때 생기는 오버헤드, 데이터를 쓰는 횟수의 
제한 같은 기술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장 장치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과 플래시 메
모리 사이에 FTL 을 두어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가비지 콜렉션 기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플래시 메모리에 수행
되는 요청이 존재하지 않을 때 thread 형태로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유휴 시간을 활용
하며 이 때 정리할 블록을 효과적으로 선정하여 메모리로의 요청이 없을 때는 최대한 많은 가용 블
록을 획득하고 메모리의 요청이 빈번할 때에는 최대한 빨리 가용 블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이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할 때만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최대 25% 쓰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블록을 선정하는 알
고리즘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비지 콜렉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플래시 메모리는 임베디드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를 
위한 저장 장치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플래시 메
모리의 용량 및 성능의 향상과 함께 그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플래시 메모리는 비 휘발성으
로 파워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임베디드나 모바일 
환경 하에서 효율적이며,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외부의 충격에 잘 
견디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하드 디스크와 같은 기존의 저장 장치보다 훨씬 빠른 
읽기/쓰기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플래시 메모리는 크게 NOR 와 NAND 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NOR 플래시 메모리는 바이
트 단위의 I/O 를 수행하기 때문에 읽기 성능이 좋은 
반면 쓰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수행 가능한 

코드를 위한 메모리로 사용된다. NAND 플래시 메모
리는 I/O 단위가 NOR 보다 크기 때문에 읽기 속도는 
느린 대신 비교적 빠른 쓰기 속도를 지원한다. 특히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주로 대용량 저장 장치로 사
용되며 차세대 하드 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메모리
로 각광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
만, 저장 장치로서 사용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
제점들이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 한번 쓰여진 내용을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는 그 위에 직접 덮어쓰지 못하
기 때문에 메모리의 내용을 지우고 다시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때 내용을 쓰는 단위와 지우는 단위
가 다르다. 
플래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

일 시스템과 플래시 메모리 사이에 별도의 layer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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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
자가 데이터를 쓰고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곳에 그 내용을 쓰고 원래의 데이터를 유
효하지 않다고 표시함으로써 쓰기 연산은 수행된다. 
또한 업데이트 연산이 반복되면서 생겨나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정리해주는 별도의 가비지 
콜렉션 작업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FAT file system 을 위해 구현된 FTL 

(Flash Translation Layer)에서의 효율적인 가비지 콜렉션 
작업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현하고, 성능을 분석하
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연구 

동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 3 장에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가비지 콜렉션 기법과 가비지 콜렉션
을 수행할 때 버릴 블록을 선정하는 victim selection기
법과 구현 내용을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가비지 콜렉션의 성능을 분석하고 제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Overhead of Garbage Collection  

본 논문에서 기반으로 두고 있는 FTL 에서 플래시 메
모리에서의 쓰기 연산과 가비지 콜렉션 과정은 그림 1
과 같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처음 쓸 때는 
보통의 메모리와 같이 데이터 블록을 하나 할당하여 
쓰지만 (Data Block A), 이미 쓰여진 데이터(A1, A2)에 
대한 업데이트 연산이 수행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 
블록(로그 블록)을 할당하여 쓰고, 기존의 데이터 블
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표시한다. 계속해서 동
일한 블록(A1)에 대한 쓰기 연산이 일어나는 경우 플
래시 메모리는 많은 invalidate 된 블록을 보유하게 되
며 더 이상 쓸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남아 있지 않
을 때 시스템에서는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하여 유효
한 데이터 블록만을 새로운 영역 (Data Block A’)에 복
사하고 나머지 영역을 erase 연산을 통해 지움으로써 
메모리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 1) 쓰기 연산과 가비지 콜렉션 과정 

 
이런 가비지 콜렉션은 유효한 데이터를 복사하는 과
정과 사용되던 영역을 erase 하는 두 가지 과정으로 
수행된다. 아래 표 1 은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연산인 read, write, erase 에 걸리는 시간을 나
타낸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가비지 콜렉션의 오버헤

드를 계산해 볼 수 있다. 블록 하나의 크기가 2KB, 
erase 의 단위가 128KB 라고 할 때, 64 개의 데이터가 
한 영역 내에 존재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이 64 개를 
전부 새 영역으로 복사해야 한다. 복사에 소요되는 시
간은 (read시간 + write시간) * 64가 되며 그림에서처
럼 두 개의 영역을 erase 할 때 걸리는 시간은 4ms 로 
가비지 콜렉션에 소모되는 오버헤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ge Read 
2048 bytes 

Page Write 
2048 bytes 

Block Erase 
128K bytes

Performance( μs ) 127 281 2,000 
(표 1) 플래시 메모리 연산 수행 시간 

 
3. Garbage Collection Technique 

3.1. Garbage Collection Policy 

FTL 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시기 적절하게 
정리하고 가용 블록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가 요청한 
write 연산을 지연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용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에 write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틈틈이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해 주면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면서 사용자에게 빠른 요청 처
리를 제공해줄 수가 있다. 이는 MP3 player 환경과 같
이 파일에 대한 write 요청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write 요청 간에 시스템의 유휴 시간이 있는 경우 더
욱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FTL 에서는 이를 위해 가비지 콜
렉션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수행한다. 메모리로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thread 형태로 수행하는 explicit 
GC(garbage collection)과 사용자의 요청 수행 중에 가
용 블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수행하는 implicit GC 로 
나누어진다. Explicit GC 는 시스템의 유휴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implicit 
GC 는 기다리고 있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빠르게 가용 
블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Victim Selection  

앞에서 설명한 explicit GC 와 implicit GC 는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할 때 정리하고자 하는 블
락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 로그 블
록 내에 파편을 갖는 데이터 블록의 수를 Diff 라고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비지 콜렉션 수행 시 후보
를 선택하였다. Dif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f there exists a valid block of i'th logical block in t'th log block

  , otherwise

1
( , )

0
I t i ⎧

= ⎨
⎩

 

 all of logical blocks 

( ) ( , )
i

Diff t I t i
∈

= ∑  

Diff 의 값이 큰 경우 로그 블록 하나를 erase 하기 위
해 정리해야 하는 data block 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많은 가용 블록을 확보할 수 

A1 

A2 

A3 

Data Block A Log Block Data Block A’

A1 

A1 

A2 

A1

A2

A3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1339 

있으며, Diff의 값이 작은 경우 erase시간은 적게 걸리
지만 확보할 수 있는 가용 블록의 수가 적고 write 연
산의 locality 가 존재하는 경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블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져 비효율적이 되기 쉽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가비지 콜렉션의 후보를 설정
하는 방법을 SDBF (Small Diff Block First), 즉 diff값이 
가장 작은 블록을 선택하는 방법과 LDBF (Large Diff 
Block First), diff 값이 가장 큰 블록을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이 두 가
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효과적인 가비지 콜
렉션을 수행할 수 있다. 각각이 어떤 상황 하에서 효
율적인지는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3.3. Implementation  

FTL 을 FAT 파일 시스템 위에 구현하고, 그 내부에 
가비지 콜렉터를 구현하였다. FTL은 파일 시스템에서
의 읽기/쓰기 단위와 플래시 메모리에서 읽기/쓰기 단
위간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에서 매핑을 수
행하며 플래시 메모리만의 특성을 파일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비지 콜렉션 등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FTL 은 linux 2.6.13 을 기반으로 하는 MTD (Memory 
Technology Device) 위에 구현하였으며 내부에서 사용
하는 로그 블록은 총 9개이다. 읽기/쓰기의 단위는 모
두 2KB 이며 파일 시스템에서는 512B 씩의 요청이 들
어온다. FTL 에서는 이를 캐시 형태로 저장했다가 
2KB단위로 플래시에 연산을 수행한다.  
Explicit GC 는 thread 의 형태로 구현되어 파일 시스템
의 요청 큐에 작업이 있는지 보고, 대기중인 작업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하며 동기
화는 FTL-wide lock 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Implicit 
GC 는 사용자 요청 중에 가용 블록이 부족한 경우 수
행되며 빠른 요청을 요구하므로 SDBF를 기반으로 수
행하였다.  
 
4. 성능 측정 

4.1. 실험 환경  

앞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을 위해 virtual 
NAND flash memory를 MTD nandsim을 사용하여 생성
하고, FAT 파일 시스템과 FTL 을 이용하여 플래시 메
모리를 관리하였다. 파일 시스템에서 플래시 메모리로 
오는 요청을 관찰하기 위해 synchronization 옵션을 항
상 사용하도록 하였고, 앞에서 가정한 MP3 player 환
경에 적합한 workload 를 생성하여 논문에서 제안한 
가비지 콜렉션 기법과 victim selection 기법에 대한 성
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Workload는 약 4MB정도 크기
를 갖는 mp3 파일 20 개로 구성되며, 연산이 일어나는 
사이 wait time을 0초부터 0.5초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상황에 따라 가비지 콜렉션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4.2. 실험 결과 

성능 측정을 위해 파일을 복사하는 데 걸리는 평균시

간을 측정하였다. Implicit GC는 사용자 요청이 수행되
는 중에 가용 블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최대한 빠른 
반응속도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블록 선정 시 
SDBF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Explicit GC의 효용성
을 파악하기 위해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하지 않은 경
우와, explicit GC 를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고, 가비지 
콜렉션 수행 시 블록 선정 방식 두 가지에 대해 각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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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plicit garbage collection 의 성능 

 
그림 2 가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x 축은 사용자가 mp3
파일에 대한 복사를 수행하는 사이사이 쉬는 시간을 
의미한다. 값이 커질수록 플래시 메모리가 쉬는 시간
이 많고, explicit GC가 수행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을 의미한다. y 축은 파일 하나를 복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메모리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
는 경우를 이용하여 thread 형태로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함으로써 최대 25%까지의 성능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시간이 0.3 초 이상이 되면 메모리에 
있는 모든 로그 블록이 정리된다. 유휴 시간이 0 초에
서 0.03 초 사이일 때는 LDBF 가 유리하지만, 그 이후
에는 SDBF 가 빠른 처리가 가능하여 유리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변화하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험 결과
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유휴 시간을 고려하여 블록을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가비지 콜렉터를 구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용 블록을 제공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3000

0.0 0.1 0.2 0.3 0.4 0.5

wait time (s)

to
ta

l 
e
ra

su
re

 c
o
u
n
t

LDBF

SDBF

No GC

 
(그림 3) Overhead of garbag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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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은 가비지 콜렉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블록 
선정 방식의 오버헤드를 측정한 것이다. y축은 가비지 
콜렉션을 할 때, erase 를 수행한 횟수로 값이 클수록 
불필요한 erase 를 많이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시스
템의 유휴 시간이 짧은 경우 계속 메모리로의 읽기, 
쓰기가 수행 중이며 이때는 locality 가 존재해서 erase
된 블록이 바로 다시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상
황 하에서는 SDBF 의 오버헤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시스템의 유휴 시간이 충분해지게 되면 
SDBF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erase 를 줄이고, 
충분한 가용 블록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FAT 파일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플래시 변환 계층을 
구현하고 블록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가비지 콜렉션 
방법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안한 가비지 
콜렉션 방법은 메모리의 유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
용하여 시스템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블록 선정 방식
을 동적으로 사용자 패턴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써 최
적화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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