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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낸드 래시 메모리는 데이터 용량의 격한 증가로 인해서 장장치로 리 사용되게 되었으나, 마
찬가지로 격히 증가하는 에러 발생률에 의해서 장장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으로 

에러 발생에 한 보정을 해서 낸드 래시 메모리는 ECC 기법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압축 

기법을 활용하여 어든 유효 데이터에 한 응  ECC 기법을 용함으로써 에러 발생시 에러 보

정능력을 향상시켜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이러한 에러 보정방법을 통해서 낸드 래시 메모리 

기반의 장 시스템에 한 에러 발생률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1. 서론

   낸드 래시 메모리는 메모리 제조 공정의 발달로 인

해서 격한 집 도와 데이터 용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

로 인해서 임베디드 시스템 뿐만 아니라, 범용 컴퓨터. 서

버에 이르기까지 리 사용되고 있다. 낸드 래시 용량의 

증가는 집 도 뿐만 아니라, 단  셀당 장 비트수의 증

가로 인한 MLC(Multi-Level Cell) 는 

TLC(Triple-Level Cell)과 같은 멀티 벨 셀의 개발  

진화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셀 간 다수

의 벨로 인한 용량의 증가는 셀에 장되는 데이터 비

트간의 간섭이 심해짐을 유발하여 데이터 에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결과 으로 수명의 단축을 래하게 

되었다.

   낸드 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에러를 보정해주기 해

서 리 사용되는 방법은 낸드 래시 메모리의 한 페이

지의 데이터가 쓰기가 발생할 때, 장되는 데이터 역

(Data Area)에 한 ECC(Error Correction Code)를 생성

해서 여유 역(Spare Area)에 장하고, 읽기가 발생할 

때 ECC를 비교하여 에러가 발생했는지 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일반 으로, ECC 역의 보정 능력은 원본 데이터 크

기 비 생성하는 ECC의 크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일한 ECC코드에 해서 데이터 역이 작아지면 ECC 에

러 보정률이 높아지므로 장 시스템의 에러 발생률을 낮

출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축을 이용해서 유효한 데이

터 역의 크기를 인 후, 응 으로 어든 원본 데이

터에 한 ECC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 으며, 이러한 

압축  가변 ECC를 용한 낸드 래시 장 시스템의 

에러 발생률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에러 발생률이 낮아짐

을 보여 다. 

2. 압축  응  ECC 

   낸드 래시 메모리는 읽기  쓰기 단 가 페이지

(Page)라는 단 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우기 연산은 블록

(Block)단 로 이루어진다. 페이지 크기는 4KB, 8KB정도

이며, 블록은 512KB 는 1MB 이상으로 다수 개의 페이

지로 구성된다. 한, 일반 인 ECC 구 에 있어서, 페이

지는 일반 으로 4개 내지 8개의 서  페이지(Sub-Page)

로 구성되며 하나의 Sub-Page당 ECC를 생성하여 별도의 

Spare Area에 ECC를 장한다.

  낸드 래시 메모리 기반 장 시스템은 일반 으로 페

이지 단 의 쓰기에 해서 리를 수행한다. 그림 1은 본 

시스템에서 구 한 압축  가변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본 시스템은, 쓰기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압축기, 응  ECC 발생기, NAND 래

시 로그램기의 순으로 동작을 수행하며, 읽기 작업을 수

행할 때에는 ECC 디코딩, 압축풀기등의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원해낸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지 쓰기가 발생

하면, 이를 무 손실 기반의 압축을 통해서 유효 데이터를 

여 다. 어든 데이터를 페이지에 입해보면 두 가지 

역으로 나  수 있으며, 어든 데이터 역을 유효 

역이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역을 무효 역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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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압축  가변 ECC 장 기법

있다. 

그림 1 압축  응  ECC 시스템

   이 게 해서 어든 유효 역과 무효 역의 비율을 

고려해서, 몇 번개의 ECC를 최 으로 생성할 수 있을지

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압축기에 의해서 

어든 데이터 어든 데이터 역에 해서 기존의 

sub-page 개수만큼의 데이터로 분할하여, 생성한 추가

인 ECC 데이터에 해서는 무효 역에 추가로 장하는 

방식이다. 이 게 추가로 생성된 ECC 데이터는 향후 데

이터 복원 시에 더 많은 ECC 데이터로 인해서 더 많은 

에러에 해서 복원 원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기존의 

ECC 데이터보다 향상된 에러 보정 성능을 보여  수 있

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해서 리 스 기반의 

낸드 래시 메모리 시뮬 이터를 구성하여 시뮬 이션하

다. 리 스 MTD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의 nand_base와 

nand_bch를 활용하여 데이터 압축  가변 ECC를 용

하 고, nandsim의 에러 발생 모델을 변경하여 에러 발생 

가능한 nand simulator를 구성하 다. 실험에 사용한 벤치

마크 로그램은 Postmark 벤치마크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페이지 크기 4KB, 8개의 sub-page를 가지는 

SLC, MLC로 모델링 낸드 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시

뮬 이션 하 다. SLC에 한 실험결과와 MLC에 한 

실험결과가 각각 그림 3과 4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압축과 응  ECC를 활용한 시스템이 기존의 ECC 

시스템보다 에러 보정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에러 보정 향상 능력은 MLC가 SLC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3. Postmark SLC CBER 실험 결과

그림 4. Postmark MLC CBER 실험 결과

4. 결론 

  낸드 래시 메모리의 격히 증가하는 에러 발생률에 

의해서 장장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으

로 에러 발생에 한 보정을 해서 낸드 래시 메모리

는 ECC 기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압축 기법을 활

용하여 어든 유효 데이터에 한 응  ECC 기법을 

용함으로써 에러 발생시 에러 보정능력을 향상시켜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이러한 에러 보정방법을 통해

서 낸드 래시 메모리 기반의 장 시스템에 한 에러 

발생률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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