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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래시 메모리는 기존 장 매체와는 달리 읽기 연산보다 쓰기 연산의 수행비용이 매우 크고, 덮어쓰

기가 불가능한 특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래시 메모리의 고유의 특성들이 기존의 디스크 기반 

로그 기반 회복 방안과 그림자 페이지 기반 회복 방안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해 제안된 회복 방안들의 장, 단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한 회복 방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한다.

1. 서론

  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하드 디스크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쓰기 연산은 읽기 연산에 비해 매우 

느리다[1,2]. 둘째, in-place update가 불가능하다[2,3]. 따

라서 데이터를 갱신하기 해서는 기존 데이터가 장된 

페이지를 무효화(invalid)하고, 갱신된 데이터를 새로운 페

이지에 장하여야 한다. 셋째, 수행 속도가 매우 느린 소

거 연산이 존재한다[4]. 소거 연산은 무효화된 페이지를 

재사용하기 해 수행되는 연산으로 빈번한 쓰기 연산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는 쓰기 연

산 횟수를 이는 것이 매우 요하다.

  최근 래시 메모리가 용량화됨에 따라 래시 메모

리를 한 DBMS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DBMS 기술

에는 인덱싱, 버퍼 리, 코드 리, 동시성 제어, 회복 

등이 존재한다. 특히, 회복 기술은 기치 못한 오류가 발

생하여도 최신의 안정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DBMS의 핵심 기술이다[5]. 

  본 논문에서는 래시 메모리 환경이 기존의 디스크 기

반 회복 방안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디

스크 환경과는 달리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

나는 회복 방안들의 장, 단 을 도출한다. 더 나아가, 래

시 메모리 환경을 해 제안된 회복 방안들의 장, 단 을 

분석한다. 끝으로, 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추후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한 회복 방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들을 제안한다.

  

2. 래시 메모리 환경이 회복 방안에 미치는 향력 

분석

  기치 못한 오류의 발생으로부터 최신의 안정된 데이

터를 유지하기 해서는 완료된 트랜잭션이 갱신한 데이

터는 반드시 장 장치에 반 되어 있어야 한다[5]. 기존

의 회복 방안은 크게 로그 기반 회복 방안(이하 로그 방

안)과 그림자 페이지 기반 회복 방안(이하 그림자 페이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5,6,7].

2.1 로그 방안

  로그 방안은 완료된 트랜잭션이 갱신한 데이터 정보를 

별도의 로그 코드를 이용하여 장하는 방안이다1)[5,8]. 

그림 1(a)는 로그 방안의 트랜잭션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로그 방안은 오류 발생 시, 장된 로그 코드를 이용하

여 데이터가 장된 페이지(데이터 페이지)를 최신의 안정

된 데이터를 갖도록 재구축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로그 방안에서는 로그 코드들은 트랜잭션이 

완료되는 시 에 반드시 디스크에 장되어야 하지만, 데

이터 페이지는 회복 방안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다[8]. 

이 듯, 로그 방안은 사용자 쿼리를 처리하기 한 일반

인 DBMS 동작에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로그 

코드를 장하기 한 추가 인 쓰기 연산이 발생하는 특

징이 있다. 

  그러나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 로그 방안은 추가 인 

쓰기 연산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커진다. 한, in-place 

update가 안됨에 따라 하나의 코드만 업데이트하더라도 

한 페이지의 쓰기 연산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간 

낭비가 발생한다. 이는 래시 메모리의 페이지 소모가 빨

라 소거 연산 한 많이 유발하게 된다.

1) 로그 코드는 회복에 필요한 모든 갱신 정보를 기록하는 별

도의 코드로, 트랜잭션 수행의 최소 단 인 코드 단 로 기

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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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그 방안 트랜잭션 처리

(b) 그림자 페이지 방안의 트랜잭션 처리

(그림 1) 기존 회복 방안들의 트랜잭션 처리 

2.2 그림자 페이지 방안

  그림 1(b)는 그림자 페이지 방안의 트랜잭션 처리 과정

을 나타낸다. 그림자 페이지 방안은 회복을 해 별도의 

로그 코드가 아닌 최신의 안정된 데이터가 장된 페이

지 체를 유지하는 방안이다[5,9]. 다시 말해 트랜잭션이 

완료 시 에 로그 방안은 갱신된 데이터만 기록하는 것이

고 그림자 페이지 방안은 갱신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페이

지 체를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을 해 그림자 

페이지 방안은 재 수정이 발생한 데이터 페이지를 단순

히 최신의 그림자 페이지로 교체한다[9].

  그림자 페이지 방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 인 한계 들

이 존재한다. 첫째, 그림자 페이지들을 유지하기 한 별

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둘째, 페이지 단  잠 (page-level 

locking)이 필요하다. 그림자 페이지를 생성하기 해서는 

하나의 페이지에 장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트랜잭션만 

근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DBMS의 트랜잭션 처리 성

능이 로그 방안에 비해 반 으로 낮다. 이러한 한계 으

로 인해, 디스크 환경에서는 일반 으로 로그 방안이 리 

사용되었다[5,7]. 

  그러나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 그림자 페이지를 유지

하기 한 오버헤드가 어들게 된다. 이는 in-place 

update가 불가능한 래시 메모리 특성 상, 수정이 발생한 

페이지는 다른 공간에 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스크 환

경과 달리 수정이 발생하여도 그림자 페이지가 그 로 존

재하게 된다. 이 듯,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는 그림자 

페이지 방안이 갖는 이 이 존재한다. 

3.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한 회복 방안 분석

3.1 TIPL

  Transactional In-Page Logging(TIPL)은 표 인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의 로그 방안이다[1,6]. 그러나 래

시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로그 방안의 문제 을 해결하기

보다는 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인 

DBMS 동작 시 쓰기와 소거 연산 횟수를 이는데 

을 맞추었다[1,6].

  TIPL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첫째, 

부분 쓰기(partial write)가 가능한 single-level cell(SLC) 

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데이터가 장될 

페이지의 물리  치를 TIPL이 직  리할 수 있어야 

한다. 

3.2 Flag Commit

  Flag Commit은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한 그림자 페

이지 방안으로, 페이지마다 메타 데이터 공간을 확보하고 

트랜잭션이 완료되었을 때 부분 쓰기를 사용하여 메타 데

이터를 변경함으로써 그림자 페이지로 환시키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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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7]. 이를 통해, 그림자 페이지 리 오버헤드  

생성되는 무효 페이지 수를 일 수 있다.

  Flag Commit 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첫째, 부분 쓰기가 가능한 SLC 래시 메모리를 사

용하여야 한다. 둘째, 효율 인 그림자 페이지 리를 

해 페이지 매핑 테이블의 정보를 Flag Commit 방안이 

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의 회복 방안 연구 시 고

려해야할 요소

  본 장에서는 기존의 회복 방안들에 한 분석을 기반으

로 향후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한 회복 방안 연구 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제안한다. 

래시 메모리의 물리  특성 고려

  래시 메모리는 디스크와 다른 고유한 물리  특

성을 가진다. 따라서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한 회

복 방안은 반드시 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 인 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래시 메모리 종류와 무 한 회복 방안

  래시 메모리는 물리  구조에 따라 SLC와 MLC

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해 

제안된 회복 방안들은 부분 쓰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부분 연산은 SLC 래시 메모리에서만 사용 가능하

다. 최근, 쉬운 용량화와 경제성으로 인해 MLC 메

모리가 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래시 메모리 

환경을 한 회복 방안은 SLC에서만 가능한 부분 쓰

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효율 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FTL과 독립 인 회복 방안

  Flash Translation Layer(FTL)은 일 시스템의 논

리  페이지 주소를 실제 래시 메모리에 장된 물

리  페이지와 매핑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3,7]. FTL

은 재 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디스크인 SSD

에 기본 으로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범용성을 해

서는 회복 방안은 데이터가 장될 치를 직  리

하지 않고 FTL과 독립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 인 DBMS 동작 성능을 고려한 회복 방안

  회복 방안은 일반 인 DBMS 동작에도 많은 향

을 미친다. 따라서 회복 련 동작들을 효율 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일반 인 DBMS 동작도 효율 으

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자 페이지 방안의 경우, 회

복 련 동작에 있어 래시 메모리 환경에서 효율

이나, 페이지 단  잠   그림자 페이지 생성을 

한 강제 인 버퍼 flush 략으로 인해 일반 인 

DBMS 동작의 성능이 좋지 않은 문제 이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로그 방안과 그림자 페이지 방안

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해당 방아들이 래시 메모리 환경

에 그 로 용되었을 때 변화에 해서 분석하 다. 더 

나아가, 래시 메모리를 한 회복 방안들의 문제 을 분

석하 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래시 메모리에서 

회복 방안 연구 시 고려해할 요소들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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