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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환경에서 전력 손실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됨에 따라, MRAM 과 플래시메모리와 같
은 비 휘발성 메모리가 차세대 모바일 컴퓨터에 널리 사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DRAM/MRAM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의 제한적인 쓰기 연산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버퍼 캐시 기법을 연구했

다. 제안한 기법은 MRAM 의 제한적인 쓰기 연산 성능을 고려하고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삭
제 연산 횟수를 최소화한다.  

 

1. 서론 

대부분의 최신 운영체제(OS)는 속도가 느린 보조 

저장 장치에 의해 제한되는 I/O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버퍼 캐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버퍼 캐시 기법은 DRAM 기반의 

메인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기반의 보조 스토리지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DRAM 기반의 메인 메모리는 

전체 시스템 전력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컴퓨터에서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한다. 다행스럽게도, PRAM(Phase change 

RAM)과 MRAM(Magnetic RAM)과 같은 저전력 비 휘발성 

메모리가 개발되었다. 비 휘발성 메모리 중에서도 

MRAM 은 높은 밀도와 저 전력 소비로 모바일 정보기

기, 각종 컴퓨터에 사용될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 받

고 있다. DRAM 기반의 메인 메모리의 에너지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연구에서 MRAM 기반 메인 메

모리 기법을 소개했다[4]. MRAM 은 전기도체의 저항

이 주변 자기장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저항효과 

(magneto resistance effect)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

하는 방식으로, 단일 트랜지스터 위에 자기터널접합 

구조를 갖는 MTJ(magnetic tunneling junction) 셀로

써 구성된다. MRAM 의 읽기 성능(지연 시간,전력 소

비)은 DRAM 과 비교될만하지만, 쓰기 성능(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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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것임(2010-0021897) 

,전력 소비)는 DRAM 보다 떨어진다(지연 시간 1.25-2

배,전력 소비 5-10 배). 그러나 MRAM 은 DRAM, 플래시 

메모리 등 기존 메모리에 비해 재생 속도가 빠르며, 

소비전력이 적고, 비 휘발성이다. 또한, 셀 크기가 

작아 집적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모바일 컴퓨터에서, 하드 디스크보다 플

래시 메모리가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저장 장치가 

사용된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로 변경할 수 없으며 데이터가 저장 되어 

있는 블록에 대해 삭제 연산을 한 후에 변경할 내용

을 쓸 수 있다. 게다가, 한 블록에 대한 삭제 연산의 

횟수는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 운영체제는 FTL(Flash Translation Layer)이라

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FTL

은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읽기,쓰기 요청을 받고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한다. 

본 논문에서는 DRAM/MRAM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

와 플래시메모리 저장 장치를 지원하는 미래의 모바

일 컴퓨터를 위한 버퍼 캐시 기법을 연구했다. (그림 

1)은 본 논문의 시스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제안한 

버퍼 캐시 기법은  MRAM 의 쓰기 연산 성능과 플래시 

메모리의 삭제 연산 횟수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버퍼 

캐시 기법의 성능을 능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와 MRAM 의 특징을 설명하고 FTL 과 기존의 버

퍼 캐시 기법을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AC 기법을 설명하고, 4 장에서는 제안한 

버퍼 캐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험 결과를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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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MRAM 

MRAM 의 셀은 이진 데이터(binary data)를 저장하

는 자기터널접합(MTJ,Magnetic Tunnel Junction)을 

사용한다. MTJ 는 참조층(reference layer)과 자유층 

(free layer)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강자성층 

(ferromagnetic)과 한 개의 터널 배리어층(tunnel 

barrier layer)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조층의 자기 방

향은 고정되어있는 반면, 자유층의 자기 방향은 셀에 

저장된 이진 데이터에 따라 평행과 역 평행으로 나누

어진다. 

 
(그림 2) (a)MRAM 셀, (b)MRAM 의 병렬 MTJ 

 

(그림 2)의 (a)는 MRAM 셀의 구조를 보여준다. DRAM 

의 셀과 마찬가지로, MRAM 의 셀에는 저장 장치와 비

트라인(bitline)을 연결하는 액세스 트랜지스터

(access transistor)가 있다. 그러나, DRAM 과는 다

르게 저장 장치의 다른 쪽 끝은 접지에 연결 되어있

지 않고 센스선(sense line)에 연결되어있다.  

  MTJ 에서 데이터는 자유층의 자기 방향으로 저장

된다. 이 방향은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의 전기 저항을 결정한다. (그림 2)의 

(b)에서처럼, 자유층의 자기장과 참조층이 평행하면

(즉, 같은 방향으로 정렬) MTJ 의 저항은 낮고, 논리

는 0 이다. 반면, 자유층의 자기장과 참조층이 역 평

행하면(즉, 반대 방향으로 정렬) MTJ 의 저항은 높고 

논리는 1 이다.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센스선과 비트선 사이에서 매우 작은 전압이 소모되

고, 전류 흐름의 양이 감지된다. 즉, MRAM 셀에 데이

터를 쓰는 것은 전압 방식(voltage-mode)으로 작동하

는 것이 아니라 전류 방식(current-mode)으로 작동한

다. 특히, MTJ 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자유층의 

자기 방향을 바꾸기 위해 많은 양의 전류가 MTJ 를 

통해 들어가야만 한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유층

은 평행하거나 역 평행되어 고정층(fixed layer)이 

된다. MTJ 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류의 

양은 읽기 위해서 요구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다.  

  

2.2 NAND 플래시 메모리 

NAND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block)들로 구성되며, 

각 블록은 고정된 개수의 페이지(page)로 구성된다.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기본 명령어는 읽기, 쓰

기, 삭제이다. 읽기와 쓰기의 기본 단위는 페이지이

며, 삭제는 블록 단위로 수행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가 저장되어있는 블록을 사전에 삭제하지 않으

면 변경할 수 없다. 한 블록에 대한 삭제 연산의 횟

수는 제한되어있다. 삭제 연산은 오직 전체 블록에서

만 수행된다. 운영체제는 쓰기 전 삭제(erase-

before-write)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L(Flash 

Translation Layer)이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

한다. FTL 은 삭제 연산 수를 줄이기 위해 논리 주소

를 물리 주소로 변환한다. 대부분의 주소 변환 기법

은 로그 블록 메커니즘(log block mechanism) 을 사

용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를 고려한 버퍼 캐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있다. CFLRU(clean first least  

recently used)로 불리는 페이지 수준 기법이 제안되

었다. CFLRU 는 LRU 순서에 의해 페이지 리스트를 유

지한다. CFLRU 의 리스트는 LRU 리스트에서 상대적으

로 최근에 참조된 페이지들을 가지고 있는 작업 영역

(working region)과 상대적으로 오래 전에 참조된 페

이지들을 가지고 있는 클린-우선 영역(clean-first 

region)으로 나누어진다. 클린(clean) 페이지란 내용

이 변경되지 않은 페이지를, 더티(dirty) 페이지는 

내용이 변경된 페이지를 뜻한다. 쓰기 연산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CFLRU 는 버퍼 교체 시에 LRU 리스트

의 끝에서부터 클린-우선 영역의 클린 페이지를 찾아 

교체한다. 만약 클린-우선 영역에 클린 페이지가 없

다면 LRU 리스트의 맨 마지막 더티 페이지를 교체한

다. CFLRU 는 페이지 캐시에 더티 페이지의 flush(교

체)를 지연시켜 쓰기와 삭제 연산의 수를 줄일 수 있

다. 

  블록 수준 기법은 버퍼를 플래시 메모리의 삭제 블

록 단위로 관리하며, 버퍼 교체 시에 블록을 선택하

여 소속된 페이지를 모두 교체시킨다. BPLRU(Block 

Padding LRU)는 플래시 메모리 블록을 기반으로 LRU 

리스트를 관리한다. 버퍼 캐시에 페이지가 참조될 때

마다, 같은 블록의 모든 페이지는 MRU(Most Recently 

Used) 위치로 이동된다. 버퍼 캐시가 가득 차면, 

BPLRU 는 희생 블록의 모든 페이지를 교체한다. 게다

가, 저장되는 페이지는 FTL 이 로그 블록에 저장하므

로 BPLRU 는 스위치 병합을 하도록 페이지 패딩(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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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기법을 제안했다. 페이지 패딩 기법은 희생 

블록의 페이지 중에서 버퍼에 없는 페이지를 플래시 

메모리에서 버퍼로 읽고, 블록의 모든 페이지를 한번

에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기법이다. BPLRU 에

서 모든 로그 블록은 스위치 병합을 하기 때문에 삭

제 연산의 수를 줄일 수 있다. 
 
3. HYBRID MEMORY AWARE CACHING 

  본 논문에서 새로운 버퍼 캐시 기법 HAC(Hybrid 

memory Aware Caching)를 제안한다. HAC 는 (그림 3)

과 같이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을 기반으로 LRU 리스

트를 관리한다. LRU 리스트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로

드 된 자신의 페이지를 관리하는 각 블록의 헤더로 

구성되어있다.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 B 의 페이지 p 가 처음 참조

될 때, HAC 는 새로운 버퍼를 할당하고 할당된 버퍼

에 페이지 p 를 저장한다. 만약 블록 B 의 블록 헤더

가 존재하지 않으면, HAC 는 새로운 블록 헤더를 할

당하고 LRU 리스트의 MRU 위치에 놓는다. 그리고는, 

HAC 는 블록 B 의 헤더에 페이지 p 의 버퍼를 연결한

다. 버퍼 캐시에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같은 블록

에 모든 페이지는 MRU 위치로 옮겨진다. 

  우리는 메인 메모리가 메모리 주소에 의해 DRAM 과 

MRAM 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한다(Seok, 2012). 

낮은 메모리 주소는 DRAM 으로 할당되고, 높은 메모

리 주소는 MRAM 으로 할당된다. HAC 가 새로운 버퍼를 

할당할 때, 낮은 섹션에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또한, 

HAC 는 각 블록의 메모리 유형(DRAM 또는 MRAM)을 유

지하고 블록에 동일한 메모리 유형의 버퍼를 할당하

려고 시도한다. DRAM 버퍼를 할당하려고 할 때 free 

DRAM 버퍼가 없다면, HAC 는 LRU 리스트의 검색 영역

(search region)에서 클린 DRAM 버퍼를 찾고 이를 

free 시킨다. 

  HAC 는 시스템 내의 프리 버퍼가 여전히 이용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프리 클린 DRAM 버퍼를 우선적으로 

반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대규모 메인 메모리에서 

머지않아 액세스 되지 않는 사용 버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캐시 성능에 적은 영향으로 버퍼를 프리 시

킬 수 있다. 

 
(그림 3) HAC 의 LRU 리스트 

  HAC 는 주기적으로 검색 영역에서 오직 DRAM 버퍼만 

사용하는 클린 블록을 찾거나, 프리 DRAM 버퍼의 수

가 임계치 보다 적을 때 클린 블록을 찾는다. 그리고

는, 블록을 free 시킨다. 이 기법은 HAC 가 새로운 할

당을 위한 프리 DRAM 버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MRAM 의 쓰기 연산의 수를 줄일 수 있다. 

  MRAM 의 쓰기 연산의 수를 더 줄이기 위해서, STT-

RAM 의 클린 페이지가 쓰기연산에 의해 참조 되었을 

때, HAC 는 DRAM 버퍼를 할당하고 DRAM 버퍼에 요청된 

데이터를 쓴다.그리고는, MRAM 버퍼를 반납한다. 만

약 프리 DRAM 버퍼가 없을 때, HAC 는 검색 영역의 

클린 DRAM 버퍼를 프리로 만들고 이 버퍼를 요청된 

쓰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만약 모든 버퍼가 사용 중이면, HAC 는 검색 영역

에서 희생 블록을 선택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삭제 

연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HAC 는 클린 블록을 찾

고 그 블록의 모든 페이지를 프리로 만든다. 만약 검

색 영역에 클린 블록이 없다면, HAC 는 페이지 패딩 

기법을 수행해서 블록 리스트의 LRU 위치에 있는 희

생 블록을 선택하고, 희생 블록의 모든 페이지를 플

러시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HAC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트레이스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구현했다. 모바일 컴

퓨터의 워크로드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노
트북 PC 에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디스크 
I/O 를 수집했다. 총 I/O 횟수는 706,833 이고 읽기/쓰
기 비율은 55:45 이다. 

버퍼 캐시 크기를 10,000 개에서 300,000 개로 변화

시키면서 버퍼 캐시 적중률, MRAM 의 쓰기 연산 횟
수,  플래시의 삭제 연산 횟수를 측정했다. 그림 1 은 
각 버퍼 교체 기법에 대해 버퍼 캐시의 크기를 변화

시켰을 때 캐시 적중률을 보여준다. 그림 2 는 각 버
퍼 교체 기법에 대해 MRAM 의 쓰기 연산 횟수를 보
여준다. HAC 는 쓰기 연산의 횟수를 평균적으로 약 
13%, 최대 26%까지 줄인다. (그림 4)에서처럼 HAC 는 
BPLRU 만큼이나 플래시메모리의 삭제 연산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HAC 는 교체 절차 동안 삭제 
연산을 피하기 위해 클린 블록을 고려하기 때문에

BPLRU 의 성능을 능가한다. 
 

 
(a) 버퍼 캐시 적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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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RAM 의 쓰기 연산 횟수 

 
(c) 플래시메모리의 삭제 연산 횟수 

(그림 4) 성능 평가 결과 
 
5. 결론 

MRAM 이나 플래시메모리 같은 저 전력 비 휘발

성 메모리는 모바일 컴퓨터에서 사용될 차세대 메모

리로 각광 받고 있다. 제안된 버퍼 캐시 기법은   
DRAM/MRAM 하이브리드 메인 메모리와 플래시 메
모리 저장장치를 지원한다. 트레이스 기반 시뮬레이

션을 통해 HAC 가 기존의 버퍼 캐시 기법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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