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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3D NAND 플래시 메모리는 플래너(2D) NAND 셀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단위 면적당 고용량을 제공한

다. 하지만 적층 공정의 특성상 각 레이어별 또는 셀 위치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플래시 메모리의 쓰기/지우기(P/E) 횟수가 증가할 수록 두드러진다. SSD와 같은 대

부분의 플래시 기반 저장장치는 오류 교정을 위하여 ECC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모든 플래시 메모리 페이

지에 대하여 고정된 보호 강도를 제공하므로 물리적 위치에 따라 에러 발생률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3D 

NAND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류 발생률 차이를 보이는 페이지와 레

이어를 분류하여 각 영역별로 차별화된 보호강도를 적용한다. 우리는 페이지와 레이어별로 오류 발생률이 현

저하게 달라지는 3K P/E 사이클에서 측정된 오류율을 바탕으로 페이지와 레이어를 분류하고 오류에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패리티 데이터를 추가하여 차별화된 보호 강도를 제공한다. 오류 발생 횟수에 따른 영역 구

분을 위하여 K-Means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차별화된 보호정책이 3D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과 수명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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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3D NAND 플래시 메모리는 플래너(2D) NAND 구조의 집적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셀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단위 면적당 고용량

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적층 공정의 특성상 각 레이어별 또는 셀 

위치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플래시 

메모리 쓰기/지우기(Program/Erasure) 횟수가 증가 할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뚜렷해진다 [1].

이 논문에서는 오류 발생 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시점인 

3K P/E 사이클 이후에 측정된 오류 발생 횟수를 통해 오류 발생 

빈도별로 페이지와 레이어를 나누고 K-Means 머신러닝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류 발생 횟수에 따른 영역을 구분한다. 오류에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패리티 데이터를 추가하여 차별화된 보호 

강도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차별화된 데이터 보호정책이 3D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과 수명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

1.1 3D-NAND 플래시의 프로세스로 인한 신뢰성 문제

3D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적층 공정 특성상 각 레이어별 또는 

셀 위치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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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다양한 공정문제는 채널 구멍의 

구부러짐, 구조의 비틀림, 상층에서 하층까지의 직경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에 거시적인 

영향을 미친다[1].

1.2 3D-NAND 플래시의 P/E 사이클에 따른 오류율 양상

Yuqian Pan 연구진은 논문에서 오류율 분포도를 제시했으며[2] 

P/E 횟수별로 블록 넘버에 따른 평균 오류율을 나타내었는데 P/E 

사이클이 증가할수록 평균 오류율이 조금씩 증가한다.

2.1 페이지, 레이별 오류발생 횟수

Cristian Zambelli외 연구진은 3D TLC NAND 플래시의 오류 

발생 횟수가 레이어와 페이지별로 다르다는 것을 논문에서 밝혔는데

[1] 하단 레이어에서는 하단 페이지가 가장 오류 발생 횟수가 많고 

페이지 종류에 상관없이 오류발생 횟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반면 

중단 레이어에서는 페이지별로 오류발생 횟수가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상단 레이어에서는 상단 페이지가 가장 오류 발생 횟수가 

많이 나타나고 하단 페이지의 오류 발생 횟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2.2 오류율 기반 K-means 군집분석

Fig. 1. Fail bits according to the layer which the K-means 

algorithm applied.

그림 1의 x축은 레이어로 0 ~ 1까지 나타내었으며 값이 0에 가까울

수록 하단 레이어 이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단 레이어 이다. 

y축은 Fail bits로 오류 발생 횟수를 나타내며 그림 2와 마찬가지로 

0 ~ 1까지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었다.

K-means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정한 임의의 k값에 따라 군집의 

개수가 정해지고 그래프의 x축 값이나 y축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간의 거리 만으로 유사한 군집을 분류한다.

K-means 알고리즘이 군집을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입력

받은 데이터(레이어와 페이지별 오류 분포도 ([2]의 그림 3)에서 

추출)를 기준으로 k값(군집의 개수)만큼 중심점을 임의로 지정한다. 

그 다음 유클리디안 거리공식을 이용해 각 중심점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동일 군집으로 분류한다. 기존에 임의로 

정해준 k개의 중심점을 새롭게 분류된 군집의 중심점으로 다시 이동시

킨다. 더 이상 중심점의 이동이 없을 때 까지 각 중심점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동일 군집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중심점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분류 결과 k 값이 6일 때(군집의 개수가 6개 일 때)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분류되었다.

III. The Proposed Scheme

그림 1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왼쪽의 오류 발생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군집부터 레이어가 증가하는 순서로 번호를 매기면 오류 

발생 횟수에 따라 첫 번째 군집의 Stripe에는 패리티를 n개로 가장 

많게 설정하여 데이터 보호강도를 가장 높이고, 2,3,6번 군집의 Stripe

에는 패리티를 n-1개로 설정하여 중간단계의 데이터 보호강도로 

설정하고, 4,5번 군집의 Stripe에는 패리티를 n-2개로 설정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데이터 보호강도로 설정하여 차별화된 보호강도를 지정해

줄 수 있다[3]. 여기서 n은 오류율 계산에 따라서 사용자가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오류율 계산 및 적절한 계수 n 은 향후 논문에서 

다루도록 하며 패리티 관리 방식은 최근 소개된 효율적인 log구조 

쓰기 방식[4]을 따른다.

IV. Conclusions

페이지 및 레이어 오류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특성은 ECC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1].

우리는 페이지, 레이어별 오류율이 달라지는 특성이 잘 나타나는 

3k P/E 사이클 이후의 오류 발생 횟수를 측정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페이지에 동일한 데이터 보호강도를 제공하는 ECC 작업이 적합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하여 오류 발생 횟수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고 패리티 데이터를 

추가하여 차별화된 보호 강도를 적용하여 플래시 메모리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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