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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낸드 플래시 기반의 SSD가 상용화 되면서 I/O시간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메인 메모리와 저장장치 사이에 확장 버퍼 캐시로써 SSD를 사용하고 메인 메모리에서 방출 된 

페이지들을 구분하여 같은 성향의 페이지들을 블록화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델을 통하여 블록 단위로 사용되는 SSD
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읽기 및 쓰기 성능을 높이고 I/O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증명하였다.

키워드: SSD(Solid State Drive), 클러스터(Cluster), FaCE(Flash as Cache Extension)

I. 서 론

플래시 메모리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Solid State 
Drive(SSD)가 개인 컴퓨터와 서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기존

의 HDD와 비교했을 때 SSD는 빠른 읽기 및 쓰기속도와 저전력, 
소음 그리고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SSD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HDD에 비하여 비싼 가격으로 개인

과 서버시장에서 적극적으로 HDD 저장장치를 대체하기에는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HDD로 저장장치를 구성하고 SSD를 확장 

버퍼 캐시로 사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SD가 확장 버퍼 캐시로써 사용될 때 같

은 성향의 블록을 모으는 모델을 제안한다. 페이지로 가득 찬 메인 

메모리에서 SSD로 페이지가 방출 될 때 같은 종류의 페이지를 클

러스터 기반의 블락 단위로 모음으로써 SSD에서 HDD로 페이지

를 방출할 때 I/O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 3 장 에서는 본 논문의 시스템을 기술한다. 
4 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FaCE(Flash as Cache Extension) FaCE는 Flash as Cache 
Extension의 약자로써 SSD를 확장캐시로써 사용한다. 버퍼에 페이

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버퍼 내부의 페이지가 희생(Victim)페이지로 

방출 될 때 기존 시스템에서는 HDD로 바로 접근한다. FaCE를 이

용한다면 SSD를 램 내 버퍼에 대한 확장 캐시로 사용하여 일반적

인 연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IO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읽기 시에 같은 페이지가 자주 방출되는 경우 HDD보다 SSD

에 보관함으로써 SSD 내부의 적중률(hit ratio)을 높임으로 성능

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쓰기 시에도 SSD가 페이지로 가득 

차서 HDD로 방출 될 때 최신 정보가 아니라면 무시하고 그대로 

덮어씀으로써 상대적으로 느린 쓰기 연산의 수가 줄어드는 쓰기 

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I/O비용을 줄일 수 있다.

III. 본 론

그림 1. 시스템 개요

Fig 1.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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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SSD를 캐시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개요[1]이다. 메인 메

모리가 페이지로 가득 차게 되면 쓰기 성향의 Dirty 페이지가 읽기 

성향의 Clean 페이지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Dirty 페이지들을 Clean 페이지보다 메모리에 남기는 것이 성능 면

에서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인메모리에서 방출 된 페이

지를 SSD에서 같은 성향의 페이지끼리 묶어서 블록화 한다. 이를 통

하여 SSD에서도 상대적으로 쓰기 성향이 강한  Dirty 페이지 블락들

을 Clean 페이지 블록들보다 남김으로써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2. 페이지 흐름도

Fig 2. Flow of Page 

방출 된 페이지가 SSD로 들어오게 되면 Dirty 페이지인지 확

인하여 맞는 경우 Dirty 페이지들을 블록화 시키고 아닌 경우 

Clean 페이지로 간주하여 Clean페이지 블록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들은 방출될 경우나 때에 따라 삭제가 필요할 때 좀 

더 IO시간을 단축 킬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메인 메모리의 페이지들이 방출 될 때 확장 캐시

로 사용 되어진 SSD의 페이지 저장방식에 대해 제안하였다. 기존 

Segment list 방식이나 순서에 따른 블록화 방식에 비해 Dirty 성
향의 페이지들을 좀더 SSD에 보관함으로써 전체적인 I/O시간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켰다.
향후 연구로는 Clean 페이지와 Dirty 페이지 블록의 호출 빈도

수를 대입하여 좀 더 정확하고 적합한 클러스터 기반의 블락화를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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