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최근 디지털 카메라 플레이어 핸드폰 등의 사용, MP3 ,
량이 급증해 짐에 따라 이동성이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
는 기기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소형화 대용량. ,
화 저 전력화 비휘발성 고속화 그리고 충격에 강한 메, , ,
모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사항들로 인하여 기.
존 디스크 저장 장치에 비해 빠른 데이터 접근 성능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많은 응용에서 플래시 메모리가 디스
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특정 블록에 쓰기 연산을 하기 전에
해당 블록은 미리 소거 되어 있어(erase-before-write)
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된 데이터를 직접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
블록을 확보하고 변경된 데이터를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또한 각 블록은 소거될 수 있는 한계횟수 보통. ( 10
만 번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블록에 대한 소거 횟수)
를 평준화하는 기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플래시 메모.
리의 특성은 플래시 메모리가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대체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의 전체
성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플래시 메모리의 일반적인 특.
성 은 표 과 같다[1] 1 .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신성장동력핵심기IT
술개발사업 기반 임베디드 멀티미[2006-S-040-01, Flash Memory
디어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과 과학기술부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플래시 메모리는 소거 연산이 특정 블록에 집중이 되
면 일부 블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는.
특정 블록에 있어서 소거 연산이 집중되지 않고 각 블록
에 대하여 균등한 소거 횟수를 가질 수 있도록 소거 횟
수 평준화 기법이 필수적이다 이런 소(wear-leveling) .
거 횟수 평준화 기법은 플래시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오
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며 플래시 메모리가
디스크를 대체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Read access time 100~150ns
Writing time using bufferErasing and writing a block 218 s /32bytesμ0.8 sec/block
Erasing block time 1.0 sec/block
Erase limit 100,000 times
Power consumption Standby power : 0~120 AμOperating power : 5~70mA

표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1. (Intel 28F640J3A)

기존의 소거 횟수 평준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각
블록의 소거 횟수를 기록하여 빈 블록을 할당하는 과정
에서 소거 횟수가 적은 블록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소거
횟수를 평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복잡한 연.
산을 필요로 하며 빈 블록을 할당하기 위해 전체 블록을
검색해야 하는 오버 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플래시 메모.
리의 대용량화로 인해서 이런 연산의 복잡도를 줄이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소거 횟수를 평준화하는 기법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의 소거 횟수에 대해서 번이내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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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랜 스위치 디지털 셋톱박스 휴대용 플레이어 노트북용 카드, , , , MP3 , PC ,
내장 기기의 펌웨어 등 플래시 메모리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저장 장치와 달리 플래시 메.
모리는 특정 블록에 쓰기 연산을 하기 전에 해당 블록은 미리 소거 되어 있어야 하(erase-before-write)
는 제약이 있으며 각 블록은 소거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다 이런 단점들은 플래시 메모리가 대용량, .
화됨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각 블록에 대한 소거 횟수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
거 횟수 평준화 기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의 소거 횟수의 한계를 극복하기(wear-leveling) .
위한 새로운 소거 횟수 평준화 기법으로 전체 블록에 대한 소거 횟수 레벨을 두어 소거 횟수 평준화를 이
루는 평준화 를 제안한다 평준화는 소거 횟수 평준화를 위한 전체 블록의 계산KM- (KM-leveling) . KM-
비용을 최소화하고 블록에 대한 소거 레벨을 두어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효율적인 기법이다 본 논문은.
값 범위 이내에 각 블록의 소거 횟수들이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평준화를 제안한다M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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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 횟수 차이를 유지하며 많은 소거 연산이 들어오K
더라도 각 블록의 소거 횟수가 균등한 수준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에서는 각 블록의.
소거 횟수를 적은 공간을 사용하고 기록하여 소거 횟수
평준화를 보장하며 빈 블록을 할당하는 기간 내에 평준
화 작업을 위한 블록의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계산
비용을 줄인다 또한 이 기법에서는 블록에 대한 교체.
작업을 제한함으로써 교체 작업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
고 효과적으로 소거 횟수 평준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연구2.
플래시 메모리는 각 블록이 소거될 수 있는 한계 횟수
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블록이 집중적으로 기록 및 소
거된다면 그 수명이 다하게 되어 저장 장치로써의 내구
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집중적인 소거를 줄이.
기 위해 소거 횟수 평준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
한 소거 횟수 평준화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내구성을 개선하려는 연구는 초기의 블록 관리 기법의
개발과 함께 있어 왔다.
임계값 기반 소거 횟수 평준화 는 하나(threshold) [2]
의 여유 소거 블록 을 설정하여 소거 횟수(spare block)
가 가장 많은 블록과 가장 적은 블록과 소거 횟수를 비
교한다 이렇게 소거 횟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임계값.
을 초과하면 핫 블록 과 콜드 블록(hot block) (cold

을 교체한다 교체 정책은 다음과 같다 소거 횟수block) . .
에 대한 정보는 섹터의 헤더에 기록하여 블록들의 소거
횟수를 비교하는데 사용한다.

콜드 블록의 내용을 여유 블록으로 복사step 1.
콜드 블록을 소거step 2.
핫 블록의 내용을 소거된 콜드 블록으로 복사step 3.
핫 블록은 새로운 여유 블록으로 사용step 4.

이 방법은 각 블록의 소거 횟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
에 공간의 낭비가 있을 수 있으며 임계값과의 비교를 통
해서 교체하기 위해 항상 여유 영역을 마련해야 하는 단
점이 있다.
빈 블록 리스트 를 이용한 소거 횟수(free block list)
평준화 기법 은 마이크로프로세서로의 접근을 허용하[3]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섹터의 헤더에는 미터 필드. (meter

에 소거 횟수를 저장하고 소거 횟수에 따라서 빈field)
블록 리스트를 구성할 때 사용한다 빈 블록 리스트는.
원형 큐로 구현되어 있으며 소거된 빈 블록을 큐에 삽입
하고 소거 횟수에 따라서 정렬하여 삽입하게 된다 즉.
큐의 처음은 소거 횟수가 가장 적은 블록이 위치하게 되
고 큐의 마지막은 소거 횟수가 가장 많은 블록이 위치하
게 된다 만약 빈 블록이 필요할 경우 빈 블록 리스트의.
첫 번째 블록을 사용하게 된다 이 방법은 빈 블록에 대.
한 리스트를 유지해야 하는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으며
빈 블록 리스트에 정렬하여 삽입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소거 시간 기반 소거 횟수 평준화 기법 은 우선 기[4]
존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를 수정하였으며 소거 횟수를

사용하여 소거 횟수 평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이
소거되는 시간을 사용한다 블록의 소거 횟수가 증가될.
수록 소거 시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전제로 실제 소
거 경과 시간이 정해둔 소거 경과 시간보다 크면 블록을
교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각 블록마다.
소거 경과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런 참조되는 소거 경과 시간은 플래시 메모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미리 결정해야 하며 소거 경과
시간의 결정이 중요하다.
점수 기반 소거 횟수 평준화 방법 은 소거되(score) [5]
는 블록을 선정할 때 점수로 선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
다 점수는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되고 최고 점.
수를 가진 블록을 선택한다.

이 때 과 는 공간 측정으로 결정되며 의 함0.8 0.2 0.8
수는 다른 블록으로 복사할 비용이 적은 블록을 의미하
며 의 함수는 소거 횟수가 가장 적은 블록을 선택한0.2
다 이 때 핫 블록과 콜드 블록 소거 횟수의 차이가. 500
이상이면 다음의 평준화 우선 정책을 사- (wear-heavy)
용한다.

점수 기반 소거 횟수 평준화 기법은 각 블록의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체 블록과 비교하므로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
트랜잭션 기반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6]

을(Transactional Flash Memory File System, TFFS)
위한 소거 횟수 평준화 기법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맵 영역과 교대 영역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이동시
킴으로써 특정한 블록들이 맵과 교대 영역으로서 집중적
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때 영역 이동에 의해.
변경되는 교대 영역과 데이터 영역의 위치는 맵 영역에
기록되면 변경되는 맵 영역의 위치는 별도의 고정된 블,
록에 기록하는데 플래시 메모리가 대용량화되면 영역 이
동 기법에 따른 비용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에서의 소거 횟수 평준
화 기법은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런 파일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하는 것은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준화 기법3. KM- (KM-leveling)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여러

알고리즘에 쉽고 효FTL(Flash Translation Layer)[7]
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준화 기법을 제안하고 구KM-
현한다 또한 각 블록에 대한 정보를 작은 저장 공간을.
사용하여 소거 횟수 평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KM-
평준화 기법은 다음의 가지의 주안점을 가지고 설계하5
며 을 개선한 효율적인 소거 횟수 평준화 기K-leveling
법이다 평준화를 적용한 컴팩트 플래시 시스템의. KM-
전체 구조는 그림 과 같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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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M-leveling Architecture
소거 레벨3.1 (erase level)
평준화 기법은 각 블록에 대한 소거 횟수 를KM- (age)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거 레벨을 가지며 이러한 레벨을
사용하여 소거 횟수 평준화를 이룬다 평준화는 전. KM-
체 블록의 각 소거 횟수의 차이가 값 이내이도록 하는M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값은 각 블록의 소거 횟수가 가. M
질 수 있는 차이의 최대값을 의미하고 값은 값 이내K M
에 존재하는 임계 값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threshold) .
소거 레벨을 둠으로써 블록에 대한 소거 횟수를 연산해
야 하는 공간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각 블록이 소거되면 레벨은 증가되며 값으로 소거, K
연산이 잦은 블록 레벨이 높은 블록 과 그렇지 않은 블( )
록을 판단하고 이 블록들을 교체해서 소거 횟수 평준화
한다 이런 값이 값 내에서 변하면서 소거 횟수 평준. K M
화를 하게 된다 다음은 값과 값을 정의한 것이다. M K .

  레벨 초기값
≤    ≤   인정수 
  

값 내에서 값이 변경 되는 이유는 블록M K (variable K)
의 소거 레벨이 최대 레벨을 초과하면 소거 레벨에 대한
일관성을 잃는다 따라서 값은 고정된 값 사이에서. K M
가변적으로 변하면서 소거 횟수의 평준화를 이룬다.
업 레벨링 과 다운 레벨링3.2 - (up-leveling) -
(down-leveling)
블록에 대한 소거 연산으로 인한 소거 레벨이 증가하
면 어떤 블록은 값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값을K . K
초과할 경우 값 범위 내에서 값을 증가시켜야 한다M K .
또한 최소 레벨의 블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값은 감K
소해야 한다 그림 는 업 레벨링과 다운 레벨링에 대. 2 - -
한 동작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의 는 초기. 2 a)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가 와KM- . b)
같이 업 레벨링이 필요한 시기에는 을 증가- Max_Level
시키고 값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다운 레벨링이K . -
필요할 때에는 그림 의 와 같이 을 증가시2 c) Min_Level
키고 값을 감소시키게 된다K .

그림 업 레벨링과 다운 레벨링 동작도2. - -
값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블록의 교체 시 콜드블K

록은 존재하나 핫블록이 없을 경우이다 즉 최대 레벨.
인 블록 맥스블록만 존재할 경우를 의미한(max level) ,

다 맥스 블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맥스 블록   레벨인 블록

값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최소 레벨의 빈 블록과K
콜드블록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다운 레벨. -
링은 업 레벨링으로 인해 증가된 레벨을 줄여 레벨의- K
균형을 맞춘다 다운 레벨링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 -
한 것과 같이 레벨로 상승하였을 때 다음 레벨로 상승X
할 수 없게 되어 상태에 대한 명확성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업 레벨링과 다운 레벨링의. - -
프로세싱은 전체 시스템에 처리 속도에 영향을 거의 주
지 않는다.

그림 평준화를 위한 자료구조3. KM-
그림 은 평준화를 위한 자료구조이다 최대3 KM- . M

레벨이내에 레벨이 업 다운 레벨링을 한다 각 레벨에K / - .
따른 빈 블록과 할당된 블록의 개수를 유지하며 블록을
할당할 때 최소 레벨의 빈 블록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된
다 또한 핫블록과 콜드블록을 교체할 때 그림 의 정보. , 2
를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하며 교체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 다운 레벨링/ -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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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빈 블록의 할당3.3
평준화 기법은 소거 횟수 평준화를 위해 알KM- FTL

고리즘 중 빈 블록을 할당할 때 공평하게 빈 블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공평하게 빈 블록을 할당 하.
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거 레벨을 고려하여 할당해서
각 블록이 비슷한 레벨에서 소거될 수 있도록 한다.
공평하게 빈 블록을 할당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할당
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 순차적 할당 방식(wrap-around) .
인 랩 어라운드 방식은 빈 블록을 순차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빈 블록을 찾을 때에는 블록의 처음부,
터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할당된 블록의 다음 블록부
터 순차적으로 찾아 빈 블록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랩 어라운드 방식은 소거 레벨에 대한 전, -
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거 횟수 평준화를 위해서 각
블록의 소거 레벨을 고려하여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 따라서 빈 블록을 만나게 되면 바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거 레벨을 고려하여 할당하게 된다.

  레벨의빈 블록
≤   

  레벨의할당된 블록
≤   

빈 블록은 위와 같이 의 값을 넘지 않는 블록을K-3
의미하며 F0부터 할당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런.
빈 블록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큐를 사용한다FreeQ .
이와 같이 빈 블록을 공평하게 할당하는 것은 소거 레
벨을 고려하면서 할당하여 차후에 값을 넘어서는 블록K
을 할당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거 레벨에 따른 블록의 교체3.4
블록의 소거 레벨이 높으면서 빈 블록을 핫블록(hot
이라고 하며 소거 레벨이 최소이며 할당된 블록을block)

콜드블록 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핫블록과(cold block) .
콜드블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핫블록  레벨인 빈블록
  콜드블록 레벨인 할당된 블록

핫블록은 소거 연산이 많이 이루어져 높은 레벨을 가
지므로 빈 블록으로 할당하지 않고 콜드블록과 교체하,
게 한다 핫 블록은 교체 시 빠르게 찾기 위해서. HotQ
큐 를 사용한다 콜드블록은 할당된 블록 중에서(Queue) .
소거 레벨이 인 블록으로써 소거에 대한 연산이 드문0
블록 이고 핫블록과 마찬가지로 큐에(read-only) ColdQ
쌓이게 된다 교체작업을 하게 되면 강압적으로 소거 연.
산 이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초(forced-erase)
래한다 하지만 블록에 대한 교체 작업은 특정 블록에.
대한 소거 연산의 집중을 막아서 소거 횟수 평준화를 하
게 한다.
알고리즘 은 소거 레벨에 따른 블록의 교체의 프로시1

저를 나타낸 것이다 핫블록과 콜드블록의 존재유무에.
따라서 해당되는 작업을 하게 된다.

Algorithm 2: KM-swap operation

1:
2:
3:
4:
5:

Output: CB: cold block
// HB: hot block

procedure KM_swap()
HB HotQ.dequeue()
CB ColdQ.dequeue()
// swap scheme depend on FTL algorithm
FTL_swap(HB, CB)
return CB
end procedure

그리고 실제 핫블록과 콜드블록을 교체는 알고리즘 2
에서와 같이 동작하게 된다 핫블록과 콜드블록을 선정.
하고 각 에 해당하는 교체 정책에 따라서 교체한다FTL .
정보의 유지3.5
블록에 대한 상태와 레벨에 대한 정보의 유지를 위해
평준화에서는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KM- 2 .

정보 블록 사용policy 1. (information block)
여유 공간 사용policy 2. (spare area)

첫 번째는 물리적인 블록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정보
블록 에 상주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information block)

Algorithm 1: Swap operation
Output: F : free block

procedure Swap()
if hot and cold blocks exist then

F KM_swap()
return F

else if hot blocks exist
and cold blocks not exist then

down_leveling()
if free blocks exist then

F FreeQ.dequeue()
return F

end if
else if hot blocks not exist

and cold blocks exist then
K++ // up-leveling
if hot blocks exist then

F KM_swap()
return F

else
return error // memory full

end if
else // hot and cold blocks not exist

down-leveling
if free blocks exist then

F FreeQ.dequeue()
return F

else
if hot blocks exist then

F KM_swap()
return F

else
return error // memory full

end if
end if

end if
e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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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으로 각 블록의 값은 그 블록의 헤더K
에 저장한다 이렇듯 두 가지 방법을 두는 이유(header) .

는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각.
블록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는 시기는 첫 번째 정책의 경
우에는 다운 레벨링 시 갱신을 하게 되며 한 블록에만-
정보를 쓰는 것을 막는다 두 번째 정책의 경우에는 소.
거 연산이 수행될 때 소거 레벨을 기록한다 두 경우에.
대한 정보의 일관성 문제는 시간정보(consistence)

를 기록하여 두 정보 중 낮은 값을 선택하(time-stamp)
게 하여 최신 정보를 알아낸다.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즉(recovery) .
시스템의 예기치 못한 종료는 평준화에서 소거 횟KM-
수에 대한 차이를 증가시켜 이후에는 평준화의 안KM-
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보의.
일관성 유지는 중요한 요소 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
하지 않겠다.
실험 및 성능 평가4.
실험 개요4.1
앞서 설명한 대로 가지를 주안점을 두고 평준화5 KM-
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변화 요인을 제한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실험하였다 그 이유는 많은 변화 요인으로 실험 결과에.
따른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 제한 및 가정4.1.1
공평한 블록 할당(1)

빈 블록을 공평하게 할당하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소거 횟수 평준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
다 앞으로 실험 환경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준화와 성능 비교를 위해 블록을 할당하는 방법KM-
으로 평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랩 어라운드와 비교KM- -
한다 그리고 큐의 크기는 개로 두어서 실험하. FreeQ 10
였다.

소거 레벨에 따른 블록의 교체(2)
블록의 교체 전략은 알고리즘마다 블록의 특성FTL

및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알고리. FTL
즘 중 로그 블록 기법 중[9](log block scheme)

알고FAST(Full Associative Sector Translation)[10]
리즘을 가지고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알고리즘. FAST
의 블록 교체 정책은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4.1.2 .
한 소거 레벨에 따른 블록의 교체에서 큐와, HotQ

큐의 크기를 개로 두고 실험하였다ColdQ 3 .
정보의 유지(3)

본 논문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성능평가에 초점을KM-
두었으며 예기치 못한 시스템 종료로 인한 정보의 일관,
성 유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로그 블록 기법 의 경우 교체 정책4.1.2 (FAST)
알고리즘 중에서 로그 블록 기법중 하나인FTL
알고리즘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성능이 우수하기FAST

때문이다 는 블록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11]. FAST 3
가지로 나뉜다 데이터 블록 임의쓰기용 로. (data block),
그 블록 그리고 순차쓰기용 로그 블(random log block),
록 으로 나뉜다 따라서 각 블록의(sequential log block) .
특성과 용도에 따라서 교체해야 한다 뿐 아니라. FAST
다른 알고리즘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FTL .
실험 환경4.2
소거 횟수 평준화 기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
여 평준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평준화 기법KM- K- ,
그리고 평준화 기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성KM- .
능 평가를 위해 표 과 같은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였다2 .
플래시 메모리는 개의 블록 약 을 사용하였6,600 ( 100M)
다 로그 파일은 다중 프로세서가 와 파일을 복. JPG MP3
사 혹은 삭제에 대한 디스크의 랜덤 를 추출한 로그I/O
파일이다 현재 실험에 사용한 로그파일은 파일. NTFS
시스템으로 임의의 데이터에 대한 를 수행하여 실제I/O
물리적인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각 블록 당 소거 횟수
를 살펴보고 성능의 차이를 시뮬레이션하였다.

로그파일 형태 NTFS file system
랜덤형 데이터(JPG/MP3)

테스트 알고리즘FTL FAST
플래시 메모리 크기 111,513,600Bytes(6,600 blocks)

이상의 워크로드95%
소거 레벨 K0 : 16 / M : 128

표 테스트 작업의 구성2.

위 실험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로그정보를 읽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도구인FTL FTL

APAT(FTL Algorithm Performance Analysis
를 사용하여 평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것Tool)[11] KM-

과 평준화 그리고 평준화 기법을 알고리K- , KM- FAST
즘에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4.3
그림 의 그래프는 물리적인 블록의 소거 횟수를3~5
점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은 평준화를 적. 3 KM-
용하지 않은 결과이며 그림 는 평준화를 적용한 그4 K-
래프이다 그리고 그림 는 평준화를 적용한 그래. 5 KM-
프이다 각 결과 그래프는 블록 당 소거 횟수를 표현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성능 분석4.4

Wear-leveling Log TE AE σ
no KM-leveling 랜덤NTFS/ 276,902 41.95 9.04
K-leveling 랜덤NTFS/ 310,423 47.03 3.92
KM-leveling 랜덤NTFS/ 281,503 42.65 3.91

표 평준화 성능평가 결과3.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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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알고리즘에 평준화 미적용한 것과3 FAST KM-
평준화 그리고 평준화 기법을 성능 평가한 결K- , KM-

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각 평준화 기법에 따른 결과.
를 나타낸 것인데 소거 총합 은 전체 블록에 대한(TE)
전체 소거 횟수를 의미하고 소거 평균 은 각 블록(AE)
당 소거 횟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표준편차 는 각 블. ( )σ
록의 소거 횟수에 대한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즉 표준편. ,
차가 낮을수록 각 블록에 대한 소거 횟수의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표 의 결과로 비춰볼 때 평준화를 적용하3 KM-

지 않은 것과 평준화 기법보다 평준화 기법이K- KM-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준화보다. K- KM-
평준화 기법의 성능이 우수한 이유는 평준화는 고정K-
된 값이기 때문에 를 증가시키고 소거 레벨이 값K TE , K
을 초과하게 되어 일관성을 잃기 때문이다 표 에서 보. 3
는 바와 같이 블록의 교체로 인한 강제적 소거로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 약 정도의 성능 저하가 나타나며 소2%
거 횟수 평준화는 약 정도 표준편차 기준 향상된56% ( )
결과를 알 수 있다.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5.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 당 소거 횟수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소거 횟수 평준화 기
법이 필수적이다 이런 소거 횟수 평준화 기법은 플래시.
메모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대.
용량화에 따른 전체 블록의 계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
거 횟수에 대한 정보를 적은 공간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체 블록에 대한 레벨을.
두어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값 범위 이내에 각 블록의M
소거 횟수들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FreeQ,

큐를 두어 블록을 찾는데 걸리는 비용을HotQ, ColdQ
줄이며 업 다운 레벨링의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 - .
향후 연구로는 값을 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값M . M
은 전체 블록 중 사용하지 않는 빈 블록의 개수와 관계
가 있다 평준화는 값 이내에 각 블록의 소거 횟. KM- M
수들이 존재함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값을 산출하기M
위해서는 평준화를 위한 여유 블록을 얼마만큼 두KM-
어야 하는지를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의 예.
기치 못한 종료로 인하여 정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구
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알고리즘 중, FTL

알고리즘뿐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성FAST
능 평가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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