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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비휘발성, 바이트 단  근이 가능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련 시스템 소 트웨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CM의 성능  용량, 가격 측면을 고려하여, NAND 스
토리지 시스템 성능 향상을 한 변화량 기반 링 기법을 제안한다. 본 기법은 기존 데이터 비 

바  부분이 임계치보다 작을 경우, 해당 부분을 기록하는  역으로써 SCM을 활용한다. 분석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NAND 페이지 쓰기 횟수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I/O 성능  NAND 스토리지 수명 향상을 가져온다.

1. 서론

   최근 비휘발성, 바이트 단  근이 가능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Storage Class Memory; SCM) 련 하드

웨어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스

마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클라우드 서버 등 다

양한 분야의 핵심 스토리지로 주목받고 있다. SCM을 활

용한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시스템 소 트

웨어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해, SCM 기반 일시

스템 설계[1][2], SCM-NAND 하이 리드 스토리지 기반 

시스템 소 트웨어 기술[3], SCM을 활용한 버퍼캐시 설계

[4] 등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으로 성능  용량, 가격 측면을 고려할 

경우, SCM이 스토리지 혹은 버퍼캐시 체를 체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IPL-P[5]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용량 데이터를 읽고 쓸 경우, 래시 메모리가 오히려 

PRAM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한 아직까지 스토리지 

체를 체할 만큼 용량의 SCM을 생산할 수 없고, 가

격도 DRAM, HDD, 래시 메모리보다 비싸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반 하여 SCM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시스템 소 트웨어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크기의 SCM을 효율 으로 활용

하여, NAND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  수명 향상을 

한 변화량 기반 링 기법을 제안한다. 링은 데이터

의 일 성 보장을 해 리 사용되고 있지만,  역

에 추가로 기록해야 하는 쓰기 오버헤드가 존재한다. 이는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10041244, 

스마트TV 2.0 소 트웨어 랫폼]

지우기  기록할 수 없다는 과 페이지 단  제한된 

로그래  횟수를 지닌 NAND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더 큰 

오버헤드로 작용한다. 본 기법은 SCM을 기존 데이터의 

바  부분만 기록하는  역으로 사용함으로써, 

NAND 스토리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변화량 기

반 링 기법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기법에 

해 평가  분석을 하고, 4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계

획을 끝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2. 변화량 기반 링 기법

2.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스

토리지로부터 읽고 쓰는 데이터의 캐시역할을 해 주는 버

퍼캐시는 통 인 시스템 구조와 같이 DRAM에 존재한

다. 그 이유는 단기 으로 SCM이 DRAM의 버퍼캐시를 

체할 만큼 가격, 성능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CM은 DRAM과 같은 DIMM 형태로 메모리 버스에 존

재하고,  데이터  변화량이 은  데이터를 

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는 작은 크기의 SCM 공간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이다. 마지막으로 NAND 스

토리지는 일반 인 일데이터, 메타데이터, 그리고 SCM

에 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장하는 용도로 사용한

다. 이를 통해 작은 크기의 SCM을 이용하여 NAND 스토

리지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2.2 링 동작 과정

   링은 commit 연산, checkpoint 연산을 이용하여 

데이터 일 성을 보장한다. commit 연산은 트랜잭션 단

로  역에 데이터를 쓰는 과정이고, checkpoint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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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

은 원본 데이터에 수정된 데이터를 실제로 반 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링 일시스템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를 복구함으로

써 신뢰성을 보장한다. 본 기법에서의 링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commit 연산이 일어날 경우, 트랜잭션 단 로 원본 블

록과 수정된 블록과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부분을 찾는다. 

그다음 변화된 데이터 크기가 특정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 

SCM에 기록하고, 임계치보다 클 경우 NAND 스토리지의 

 역에 기록한다. 이는 SCM 공간을 최 한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함이다. checkpoint 연산이 일어날 경우, 

기존의 링 동작 방식처럼 NAND 스토리지에 수정된 

데이터를 반 한다.

   본 기법은 바이트 단  근이 가능하고 작은 데이터 

읽기, 쓰기에 장 을 지닌 SCM과 더불어 큰 데이터 읽기, 

쓰기에 장 을 지닌 NAND 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효율

으로 이용한다.

3. 평가  분석

   본 장에서는 통 인 시스템 구조와 제안한 기법과의 

비교, 분석을 하여 정성  평가를 진행하 다. 한 개의 

데이터 블록에 해 300번 commit 연산, 100번 

checkpoint 연산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300번 commit 

과정에서 2:1의 비율로 변화량이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하 다. 그리고 이 때 변화량은 100 byte라

고 기 을 정하 다. 이 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작은 데이터 쓰기 등으로 인

해 블록 사이즈 비 변화되는 데이터 크기가 극히 작은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NAND 스토리지 페이

지 크기는 2 KB이고, 가비지 컬 션으로 인해 추가 으로 

쓰기 연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외하 다.

   분석 결과, 제안한 기법은 주어진 기 에서 NAND 페

이지 쓰기 횟수와 사용량을 반으로 일 수 있다. 이는 평

균 I/O 실행 시간을 이고, NAND 스토리지 수명 향상

을 가져온다. 그리고 약 8 MB 쓰기 작업에 요구되는 

SCM 크기는 20 KB로 매우 작은 양인 것을 확인하 다. 

특성  

NAND 페이지 쓰기 횟수 (회) 400 200

NAND 페이지 사용량 (KB) 8000 4000

SCM 사용량 (KB) × 20

평균 I/O 실행 시간 ↑ ↓

 : 기존 통 인 시스템 구조

 : SCM을 활용한 변화량 기반 링 기법

<표 1> 변화량 기반 링 기법 평가

4. 결론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NAND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하여 SCM을 활용한 변화량 기반 링 기법을 제안

하 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기법은 NAND 

스토리지 시스템 성능  수명을 향상시킨다. 향후에는 본 

기법을 리 스 커 에 구 하여, 기존 EXT4 일시스템

과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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