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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낸드 래시 메모리는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하며 소비 력이 어 스마트 디바이스의 메인 스

토리지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읽기, 쓰기 동작 외에 소거 동작의 필요와 메모리 근 단 의 차이, 
쓰기 횟수의 한계 등의 단 이 존재하며 이를 사용하는 일 시스템은 기존의 일 시스템과는 다른 

복잡한 연산과 다양한 근 방식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낸드 래시의 제약을 

극복하기 해 연구되어온 일시스템들의 특성과 차세  메모리로 불리는 SCM의 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 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해 모색하도록 한다.

1)1. 서론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인들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날이 갈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크

기는 작아지고 있다. 이런 제품들의 이동 가능한 특성상 

크기는 작고 충격에 강하고, 소비 력이 은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낸드(NAND) 래시 메모리는 이러한 요구사항

에 합하고 가격 한 비교  렴하여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스토리지  하나가 되었다.

  낸드 래시 메모리는 데이터에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

고, 읽고 쓰는 속도도 하드 디스크에 비해 몇 배나 빠른 

장 이 있다. 하지만 일반 인 블록 장치와는 달리 읽기, 

쓰기 동작 이외에 소거 동작이 필요하며, 읽기 쓰기 동작

의 경우 일반 인 블록장치와 같은 페이지 단 로 이루어

지는데 반해, 소거 동작은 래시 메모리의 물리  특성상 

페이지보다 큰 단 인 블록 단 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한번 쓰기 연산을 수행한 역에 덮어 쓰기가 불가능하며 

각 블록 당 최  삭제 횟수가 100만 번 내외로 제한된다.

  낸드 래시 고유의 특성들로 인하여 스마트 디바이스

에서 사용하는 일 시스템은 그동안 사용하 던 블록장

치의 일 시스템보다 복잡한 연산과 다양한 근 방식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 낸드 래시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Storage Class Memory, 이하 SCM)도[1] 

재 차세  메모리로 불리며 주요 메모리 제조사에 의해 

상용화 단계에 도입하 고 이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 

일 시스템 연구의 방향도 변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래시 메모리를 한 일 시스템 구  

기법과, 재 상용화 인 SCM과 낸드 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2장에서 설명하고, 3장에서 련 연구를 소개한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

발사업(정보통신)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10041244, 스마트TV 2.0 소 트

웨어 랫폼]

뒤, 4장에서 비교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배경 지식

   2.1 래시 메모리를 한 일 시스템 구  방법

   래시 메모리를 한 일 시스템 구  기법은 크게 

FTL(Flash Translation Layer)을 이용한 기존의 일 시

스템을 사용하는 방법과 MTD(Memory Technology 

Devices)등을 이용하여 래시 메모리에 특화된 일 시

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FTL은 래시 메모리와 블록 디바이스의 간에 치

하는 이어로 데이터의 논리 인 주소와 래시 메모리

의 물리 인 주소의 사상 계를 장하고 재사상 함으로

써(adress remapping) 래시 메모리를 블록장치처럼 사

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다. 주로 Ext4 일 시스템을 

FTL과 함께 사용한다.

  래시 메모리에 특화된 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은 리 스의 경우, MTD를 사용하여 래시 메모리를 디

바이스 장치로 근하고 LFS(Log-struc- tured File 

System)의 기법 등을 도입한 JFFS2, YAFFS2 등의 일

시스템을 래시 메모리의 메인 일 시스템으로 사용하

는 방법이다. 이 때 LFS는 래시 디바이스 자체에 트리 

구조를 유지하고 래시 메모리에 한 갱신 연산을 다른 

빈 페이지에 기록하여 래시 메모리상의 지움 연산을 최

소화 하는 방식으로 래시 메모리의 성능과 수명을 증가

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2.2 SCM과 낸드 래시 메모리의 특성

   비휘발성 속성과 DRAM 는 SRAM의 고속 바이트 

단  랜덤 근을 지원하는 SCM은 재 주요 메모리 제

조사들에 의해서 PCM( 는 PRAM), FeRAM, MRAM 등

이 주도 으로 연구 개발, 상용화되고 있다.

  SCM의 특성을 낸드 래시 메모리, SDRAM과 비교하

면 표 1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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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lash, RAM, SCM 메모리 특성

Flash RAM SCM

NAND SDRAM PCM FeRAM

휘발성 여부 비휘발성 휘발성 비휘발성 비휘발성

메모리

근 단

읽기/쓰기 페이지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소거 블록 - - -

메모리

근 속도

읽기 12us 50∼75ns
DRAM

comparable
110ns

쓰기 200us 50∼75ns
Not match

DRAM
110ns

소거 2ms - - -

내구성(쓰기 횟수) 105 1015 <1012 1012

3. 련 연구

  3.1 JFFS2(Journaling Flash File System 2)

   JFFS2는[2] LFS의 원리를 래시 메모리 일 시스템 

설계에 용하여 구 한 일 시스템으로 낸드 래시 메

모리의 특성을 고려한 일 시스템 데이터 갱신 작업을 

수행한다. 일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로그’로써 ‘노드’에 

기록하여 링이 가능하지만 체 페이지 이용 후 자유 

블록을 확보하는 비용이 크고, 메모리 사용량도 많으며, 

일 시스템이 마운트 될 경우 체 장 공간을 모두 검

색하여 사상 정보를 재구축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서 마운트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3.2 YAFFS2(Yet Another Flash File System 2)

   LFS에서 제안된 out-of-place 업데이트 기법을 도입한

YAFFS2는[3] 업데이트 요청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페이

지를 할당받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존의 페

이지는 무효화 시킨 뒤, 매핑 정보를 갱신한다. 무효화된 

페이지는 추후 가비지 컬 션(garbage collection) 작업을 

통해 다시 할당 가능한 상태로 바 며, 체크 포인트 기능

을 추가해 마운트 수행 시 미리 장된 램 트리 구조를 

불러와 체 시스템을 스캔하지 않고도 일 시스템 자료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마운트 해제가 정상 으로 

되지 않은 경우 체크 포인트가 무시되며 결과 으로 일 

시스템 자료구조를 구축하기 해 메모리 체를 읽어야 

하는 단 이 있다.

  3.3 CFFS(Core Flash File System)

   일 시스템을 마운트 할 경우 링크로 연결된 메타 데

이터만 읽도록 하여 빠른 기화가 가능하도록 고안한 

CFFS는[4] YAFFS를 개량한 버 으로 메타 데이터 링크 

정보가 재 데이터 상태와 일치한다면 기화 시간이 비

약 으로 빨라지지만, 비정상 인 종료로 인해  불일치한 

링크가 생길 경우 CFFS는 데이터 는 아이노드 블록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래그가 없으므로 모든 래시 

역을 스캔하여 메타 데이터 링크를 구성하고 일 시스템 

자료구조를 새로 구축하여야 한다.

  3.4 PFFS(Proposed Flash File System)

   일 시스템 기화시 일 시스템 자료구조의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주 변경되는 비교  작은 크기의 메타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는 방법을 SCM(PRAM)을

<표 2> 스마트 디바이스 일 시스템 비교 분석

JFFS2 YAFFS2 CFFS PFFS

시스템 자료구조 

생성 방법

모든 노드를

한번 씩 읽음

체크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료

구조만 읽음

메타 데이터의

링크를 참조

PRAM의

메타 데이터만

읽음

메타 데이터

리 방법

데이터와

함께 리

데이터와

함께 리

데이터와

함께 리

PRAM에서

따로 리

링

지원 방법

변경사항을

노드로 리

변경사항을

트리형식으로

장

변경사항을

트리형식으로

장

변경사항을

트리형식으로

장

비정상
시스템 종료 시

모든 노드를 

한번 씩 읽음

모든 노드를 

한번 씩 읽음

모든 노드를 

한번 씩 읽음

PRAM의 메타

데이터만 읽음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고안한 PFFS는[5] 데이터는 낸드 

래시 메모리에, 메타 데이터는 PRAM에 장하여 잦은 

메타데이터 정보의 변경에 따른 낸드 래시 메모리의 소

거 연산을 이고 일 시스템 마운트 시 PRAM에 있는 

메타 데이터만 읽으면 되어 기화가 빠른 장 이 있다.

4. 비교 평가  향후 연구방향

   표 2에서와 같이 낸드 래시 메모리만을 사용하는 

일 시스템은 메타 데이터를 데이터와 함께 리하므로 링

크를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끼리 연결을 시키거나 구축된 

일 시스템 자료구조를 따로 장하여 빠른 기화가 가

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비정상  시

스템 종료 시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완벽히 장되지 않아 

다시 모든 노드를 재스캔 하여 시스템 정보를 재구축 하

여야만 한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SCM에 메타 

데이터를 따로 리하여 비정상 인 시스템 종료 시에도 

메타 데이터 역만 따로 읽어 빠른 기화가 가능한 

일 시스템이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비교  높은 가격으로 

인한 PRAM의 용량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이 있어 

이를 효율 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일 시스템이 향후 연

구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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