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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하드디스크 탑재 시스템에서의 동 상 재생시 DRAM과 래시 메모리를 버퍼로 사

용하여, 하드디스크를 가능한 오래 력 모드로 동작시켜 하드디스크가 소비하는 에 지를 일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안하고 모델링한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동 상 이어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제공하 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서의 에 지 소모가 많았다. 모델링에서 사

용한 방법은 동 상 이어가 데이터를 요청하기 에 데이터를 DRAM과 래시 메모리에 선반입하

여 하드디스크를 기모드로 진입시키고, 요청된 데이터를 래시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모
델링 결과 제안한 방법은 버퍼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에 지 감소율이 월등한 것으로 나

타났다.

류(mA) 소모 시간(4KB)

유휴 활성 읽기 쓰기 지우기

DRAM 60 70 5㎱ 5㎱ ·

래시 
메모리

0.05 20 156㎲ 652㎲ 2㎳

1. 서론

   최근 동 상 데이터와 같이 크기가 큰 멀티미디어 데

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장하기 한 용량의 장 

매체 역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용량 비 

가격이 렴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도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바이스의 부분이 배터리를 사용

하는 핸드헬드(handheld) 디바이스들인 경우가 많다. 하드

디스크가 체 시스템 에 지의 약 30%를 소모한다는 연

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디스크의 기계  요소는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 따라

서 배터리의 수명을 늘이기 해서는 하드디스크를 효율

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2. 배경지식

   일반 으로 디스크는 그림 1과 같이 주기 인 력 소

모를 반복한다. 활성모드로 진입하기  디스크가 스핀 업

하는 동안에 순간 으로 가장 많은 에 지를 소모한다.

(그림 1) 하드디스크의 모드 환시 에 지 소모 형태 

따라서 하드디스크의 에 지 감소가 실효성을 갖기 해

서는 유휴 모드에서의 에 지 소비량보다 기 모드로 

환하 을 때의 에 지 소비량이 더 어야 한다. 이것을 

손익분기(break-even)라고 하며, 실효성을 갖기 해 기

모드가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손익분기시간

(break-even time)이라고 한다. 

 기존의 동 상 재생 방식은 요청 받은 데이터를 하드디

스크로부터 직  동 상 이어의 버퍼에 채워 넣는 방

식이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한 데이터의 요청이 수

시로 발생하게 되어 하드디스크가 기 모드로 진입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드디스크를 최 한 기 모드에서 

오랫동안 동작하게 하기 해서는 동 상 이어가 요

구하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가 아닌 다른 장매체로 선

반입(Pre-fetching) 하여야 한다. 이때 용량의 멀티미디

어 데이터를 선반입 하기에는 래시 메모리가 합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래시 메모리의 경우 읽기와 쓰

기 속도가 빠르며,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극히 은 에 지

만이 소모된다는 장 과 가격이 렴한 장 이 있기 때문

에 합하다. 모델링에 사용된 DRAM과 메모리의 특성은 

표1과 같다.[2,3]

표1 : DRAM과 래시 메모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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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DRAM 버퍼의 크기

 래시 메모리의 크기

 디스크 역폭

 디스크 활성 모드에서 소모되는 력

 디스크 기 모드에서 소모되는 력

 디스크 유휴 모드에서 소모되는 력

 동 상 재생 시간

 디스크 스핀 업 시간 

 디스크 스핀 다운 시간

 디스크 스핀 업  스핀다운 에 지

 동 상의 재생 비트율

DBM

 한 주기에서 소모되는 총 에 지

 DRAM 버퍼의 주기 반복 횟수

_ DRAM 버퍼 모델링의 총 소모 에 지

HBM

 래시 메모리 버퍼의 크기


래시 메모리에서 최소 단 를 읽는데 

소모되는 에 지


래시 메모리에서 최소 단 를 쓰는데 

소모되는 에 지


래시 메모리에서 최소 단 를 쓰는데 

소모되는 시간

 래시 메모리의 주기당 소모 에 지

 하드디스크의 주기당 소모 에 지

 Hybrid 버퍼의 주기 반복 횟수

_ Hybrid 버퍼에서 소모한 총 에 지

3. 모델링

   DRAM 버퍼만을 사용한 모델을 DBM(DRAM Buffer 

Model), DRAM 버퍼와 래시 메모리를 혼합하여 사용한 

모델을 HBM(Hybrid Buffer Model)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DBM과 HBM의 경우 한 주기를 그림 1에서와 같이 활

성 모드로의 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모드가 끝나

는 순간까지로 모델링 하 으며, 모델링은 버퍼를 사용하

지 않은 경우의 에 지 소모와 DRAM 버퍼만을 사용한 

경우, 래시 메모리와 DRAM을 복합 으로 사용한 하이

리드 형태의 버퍼를 상으로 하 다. 버퍼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링의 경우 각 메모리에 

데이터를 선반입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DBM의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DRAM 버퍼로의 데이터 

선반입이 종료되는 순간 하드디스크는 바로 기모드로 

진입한다고 가정하 으며, HBM의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 선반입을 해 임시 으로 DRAM 버퍼에 데이터

를 장하고, 이 데이터를 다시 래시 메모리에 장하는 

것을 가정하 다. 그리고 선반입 과정이 종료되는 순간 

기모드로 진입한다고 가정하 다. 모델링을 해 사용된 

약어는 표2과 같다.

표2 : 모델링에서 사용된 약어

3.1 DBM

    DBM의 한 주기에서 소모되는 에 지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이때 


×는 활성 모드에서의 소모 에 지를 의미하며, 







  ×는 기 모드에서의 에 지 소

모를 나타낸다.

 체 에 지 소모를 모델링하기 해 요구되는 주기의 

반복횟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

 







따라서 DBM의 하드디스크의 총 에 지 소모는 다음과 

같다.

_  ×

3.2 HBM

   선반입된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어 동 상의 재생이 끊

기게 되는 상을 언더런(under-run)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언더런 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데이터의 선반입 과

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알아야한다. 선반입 과정  소모

되는 시간동안 동 상 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데이터를 버퍼에 남겨둔 상태에서 데이터의 선반입 

과정이 이루어져야 언더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

반입 과정  추가 으로 소모되는 시간은 HBM의 경우 

DBM과 달리 래시 메모리를 추가 으로 사용하기 때문

에 래시 메모리로 데이터를 선반입하여 장하는데 소

모되는 시간, 선반입을 해 하드디스크가 기모드에서 

활성모드로 진입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때 

그림 2와 같이 추가 인 시간을 소모하는 HBM의 선반입 

과정  언더런을 방지하기 해 지속 으로 동 상 

이어에게 제공해야하는 데이터의 양을 라고 한다면, 를 

구하기 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그리고 이 의 공간을 DRAM 버퍼에 할당하 기 때문에 

선반입 과정  DRAM 버퍼에서 래시 메모리로 선반입

하는 데이터의 양은  가 된다. 따라서 래시 메모리

의 크기가 DRAM 버퍼의 정수배 만큼의 크기라고 가정 

할 때 래시 메모리의 남은 버퍼공간을 채워  추가 인 

연산인   ×⌊ ⌋×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는 선반입의 모든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동 상 

이어가 소모하는 데이터의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래시 메모리로의 선반입 과정이 끝나게 되면 버퍼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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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설명

2 (sec) 스핀 업 동작에 소모되는 시간

1.5 (sec) 스핀 다운 동작에 소모되는 시간

5.85 (J) 스핀 업 동작에 소모되는 에 지

2.08 (J) 스핀 다운 동작에 소모되는 에 지

1.9 (W) 활성 모드에서 소모되는 력

0.6 (W) 유휴 모드에서 소모되는 력

0.13 (W) 기 모드에서 소모되는 력

한 사용하기 해서 를 포함하는 DRAM 버퍼에도 데

이터를 선반입하여야 하는데 DRAM 버퍼로의 선반입 시

은 래시 메모리가 동 상 이어에게 데이터를 제

공하는 시 이다. 이 시 에 DRAM 버퍼의 체 크기인 

만큼을 선반입하고 하드디스크는 기모드로 진입하게 

된다. 그 기 때문에 는 디스크의 스핀업 시간만을 고려

하여 모델링 하 다.  

(그림 2) 선반입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

 한 주기에서 래시 메모리가 소모하는 에 지 는 다

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그리고 한 주기에서 하드디스크가 소모하는 에 지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한 주기의 반복 횟수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되어진다.  

 



 



따라서 체 소모 에 지 _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_    ×

4. 모델링 결과 

   모델링에는 표3과 같이 Fujitsu MHV2060BH 하드디

스크의 실제 사양을 용하 다.[4]

표3 : 모델링에 사용된 하드디스크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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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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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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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DBM

E n e r g y

Buffe r S ize  (DRAM  크기 , 플래시 메모리 크기 )

(그림 3) HBM과 DBM의 에 지 소모

그림 3은 HBM과 DBM의 에 지 소모를 나타낸다.

버퍼를 13MB를 사용한 HBM의 경우 버퍼를 사용하지 않

았을 때보다 최  650%가량 에 지 소모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손익분기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는 에 지 소모가 오히려 버퍼를 사용하지 않았을때의 에

지 소모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링은 DBM의 경우 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았으

며, HBM의 모델링 결과는 DBM을 사용한 경우의 버퍼 

크기에 추가 인 래시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 을 경우

를 모델링하 다. 그래 에서의 DRAM 크기는 DBM에서

의 버퍼크기를 의미하며, 래시 메모리 크기는 추가 으

로 사용된 래시 메모리의 크기를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드디스

크가 탑재된 디바이스들에서의 동 상 재생은 버퍼의 유

무와 버퍼의 크기, 그리고 효과 인 하드디스크의 제어가 

력 소모에 큰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손익분기시간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드디스

크가 기 모드에서 동작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 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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