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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NAND 래시 메모리는 충격에 강한 내구력과,  력 소비, 그리고 비휘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MP3 이어, 모바일 폰, 노트북

과 같은 다양한 이동 컴퓨  장비의 장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래시 메모리의 특수한 하드웨어  특징 때문에 디스크 기반의 시스

템을 래시 메모리상에 곧바로 용 하는 것은 여러 단 들을 발생 시킬 수 있다. 특히 B트리가 구축될 때 코드의 삽입, 삭제연산  노드

분할 연산은 많은 첩쓰기 연산을 발생하기 때문에 래시 메모리의 성능을 심각하게 하시킬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BSF로 불리는 효율

인 버퍼 리 기법을 제안한다. 이것은 색인 단 에서 복된 색인 단 를 제거하여 버퍼가 채워지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B트리를 구축

할 때 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횟수를 인다. 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IBSF 기법이 기존에 제안되었던 BFTL 기법보다 좋은 성능

을 보이는 것을 증명한다.

키워드 : 래시 메모리, B트리, 버퍼 리 기법, 래시 환 계층, 색인 버퍼, 색인 단

An Efficient Index Buffer Management Scheme for a B+ tree 

on Flash Memory

Hyun-Seob Lee†․Joo, Young Do††․Dong-Ho Lee†††

ABSTRACT

Recently, NAND flash memory has been used for a storage device in various mobile computing devices such as MP3 players, mobile 

phones and laptops because of its shock-resistant, low-power consumption, and none-volatile properties. However, due to the very distinct 

characteristics of flash memory, disk based systems and applications may result in severe performance degradation when directly adopting 

them on flash memory storage systems. Especially, when a B-tree is constructed, intensive overwrite operations may be caused by record 

inserting, deleting, and its reorganizing, This could result in severe performance degradation on NAND flash memor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buffer management scheme, called IBSF, which eliminates redundant index units in the index buffer and then delays 

the time that the index buffer is filled up. Consequently, IBSF significantly reduces the number of write operations to a flash memory 

when constructing a B-tree. We also show that IBSF yields a better performance on a flash memory by comparing it to the related 

technique called BFTL through various experiments.

Key Words : Flash Memory, B-tree, Buffer Management Scheme, Flash Translation Layer, Index Buffer, Index Unit

1. 서  론 1)

최근 다양한 모바일 컴퓨  기술의 격한 발 으로 PDA, 

MP3 이어, 휴 폰과 같은 내장형 시스템은 더 높은 휴

성을 지닌 효율 인 장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NAND 

래시 메모리는 충격에 강한 내구력과  력 소비, 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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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러한 내장형 시스템에 합한 

장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NAND 래시 메모리 칩은 일정 개수의 블록(block)들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블록은 일반 으로 32개

의 페이지(page)를 갖는다. 각 페이지는 데이터를 장하기 

한 512 바이트의 주요 역과 메타정보를 장하기 한 

16 바이트의 비 역으로 나 어진다. 한 NAND 래

시 메모리는 읽기, 쓰기, 지우기 연산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인 연산들을 제공하며 읽기 연산은 특정 페이지로부터 데

이터를 읽어오는 연산이고, 쓰기 연산은 하나의 페이지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연산이고, 지우기 연산은 상이 되는 

블록의 모든 값들을 1로 기화 시키는 연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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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D 래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해당 페이지가 

지워져 있어야 기록이 가능한 특별한 구조(erase-before-write)

를 가지고 있으며 읽기  쓰기 연산은 페이지 단 로 처리

되는 반면 지우기 연산은 블록단 로 처리되기 때문에 하나

의 페이지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해당 페이지가 이미 데이

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는 블록을 삭

제하여 기화한 후 데이터를 기록 하는 특징이 있다. 한 

래시 메모리는 읽기, 쓰기, 지우기 연산의 처리 비용이 비

칭이며 특히 쓰기 와 지우기 연산이 읽기 연산에 높은 비

용을 소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상에서 데

이터 근시 읽기와 쓰기 연산만을 사용하는 디스크 기반의 

어 리 이션을 곧바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래시 환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FTL)이라고 불

리는 소 트웨어가 개발 되었다. 이것은 NAND 래시 메

모리만의 특별한 구조와 특성을 숨기고, 디스크 기반의 

장장치와 같은 환경을 지원해 제공해 주기 한 드라이버이

다. 래시 환계층의 주요 역할은 응용 로그램이 데이

터를 유지하고 있는 페이지로 데이터를 기록하려고 할 때 

비어있는 페이지에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주소를 재 사상 시

켜주는 것이다. 

래시 환계층을 통해 첩 연산이 발생했을 때 논리

인 주소를 물리 인 주소로 사상시킴으로써 자기 디스크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도 많은 첩쓰기 연산이 발생했을 

경우 성능이 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주소

로 반복 인 첩연산을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트리 기반의 

색인 구조는 구축될 때 많은 무효화 페이지를 생성하기 때

문에 성능 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BFTL 기법이 제안되었다. 

이것은 NAND 래시 메모리 상에 B트리를 효율 으로 구

축하기 한 소 트웨어 모듈로써 B트리에 데이터가 삽입, 

삭제되어 발생하는 노드분할이나 재분배시 노드에 한 집

인 첩쓰기 연산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BFTL의 구조는 약 버퍼(Reservation Buffer)와 

노드 변환 테이블(Node Translation Table)로 구성된다. 

약 버퍼는 일정 개수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해서만 사용되

며 BFTL은 B트리 구축시 변경된 정보를 곧바로 래시 메

모리에 장하지 않고 색인 단 로 생성하여 일시 으로 

약버퍼에 유지한다. 그리고 버퍼가 채워지면 유지하고 있던 

색인 단 들을 몇 개의 페이지에 모아서 기록한다. 따라서 

하나의 페이지에 련된 색인 단 는 여러 페이지에 분할되

어 장 될 수 있으며 여러 페이지로 분산된 색인 단 들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노드 변환 테이블을 사용한다. 

노드 변환 테이블은 각 노드마다 각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이 어느 페이지에 장되어 있는지 주소 정보를 유지하

고 있는 테이블로써 B트리에 데이터를 쓰거나 지울 때에는 

노드 변환 테이블의 정보를 이용하여 노드에 련된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페이지에 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법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BFTL은 특정 노

드를 논리 으로 완 하게 구축하기 해 여러 페이지를 

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읽기 연산을 발생시킨다. 둘째, 노

드변환 테이블을 리 하는데 많은 오버헤드가 든다. 셋째, 

BFTL은 약버퍼에 데이터를 장할 때 아무런 리기법

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분할이나 재분배시 복된 데

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B트리를 근하거

나 버퍼에서 데이터를 래시 메모리로 데이터를 기록할 때 

많은 읽기  쓰기 연산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이 하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FTL의 단 을 극복하기 하여 IBSF라는 

새로운 버퍼 리정책을 제안한다. IBSF는 색인 단 를 버퍼

에 장할 때 버퍼에서 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기 때문에 커

 주기를 늦추어 쓰기 연산의 수를 일 수 있다. 한 하나

의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은 하나의 페이지에 장하기 

때문에 특정 노드를 논리 으로 구축할 때 한 번의 읽기 연

산만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읽기 연산의 수를 BFTL 

기법보다 일 수 있고, 리하는데 오버헤드가 큰 노드 변환 

테이블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BFTL 기법보다 비용으로 

NAND 래시 메모리에 B트리를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래시 메모리

상에 B트리를 구축하기 한 BFTL에 하여 간략하게 검

토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에 하여 기술한다.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BSF의 핵심 아이디어와 버

퍼 리 정책에 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4 에서는 실험 

 실험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BFTL의 개요

BFTL은 통 인 래시 환계층 에 삽입 가능한 소

트웨어 모듈로써 래시 메모리 상에 B트리를 효율 으로 

구축하기 해 제안되었다. (그림 1)의 (a)는 BFTL을 사용

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같이 BFTL은 

약버퍼, 노드 변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어 리 이션

에서 B트리의 노드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이 정

보는 색인 단 로 표 되고 BFTL은 발생한 색인 단 를 

바로 래시 메모리상에 장하지 않고 약버퍼에 일시

으로 유지 한다. 약 버퍼는 일정한 개수의 색인 단 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버퍼가 채워지면 버퍼가 유지하

고 있던 색인 단 들을 래시 메모리로 커  해야 한다. 

색인 단 들은 하나의 페이지의 크기보다 상 으로 작아

서 B트리 노드의 많은 색인 단 들은 몇 개의 페이지에 모

아서 장하고, 이 방법은 래시 메모리에서 쓰기 연산의 

횟수를 인다. 그러나 하나의 B트리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이 여러 물리 인 페이지에 나뉘어 장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B트리 노드를 구축하기 해서는 그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을 장한 페이지들을 모두 읽어야 한

다. 노드 변환 테이블은 B트리의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이 장된 페이지의 주소를 리하기 때문에 노드를 논리

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효율 으로 만든다. (그림 1)의 (a)

는 B트리 구축시 BFTL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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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FTL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조

다. (그림 1)의 (a) 제와 같이 키 값이 1, 7, 9, 17, 21, 24

인 데이터가 B트리에 삽입이 되면 BFTL은 이것을 반 하

기 해 6개의 색인 단 를 생성하고 생성한 색인 단 들을 

약버퍼에 장한다. 본 논문의 제에서 약버퍼가 유지

할 수 있는 개수는 6개이고 하나의 페이지에는 3개의 색인 

단 를 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약버퍼가 다 채워

지면 BFTL은 버퍼가 유지하고 있는 색인 단 들을 모아서 

래시 메모리상의 몇 개의 페이지에 장하는 커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1)의 (a) 제에서 BFTL은 6개의 색인 단

들을 2개의 페이지 20번 21번 페이지에 모아서 장을 하

고 A, E, F, G, H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이 래시 메모

리의 어느 주소에 장되었는지 노드 변환 테이블을 갱신한

다. 노드 변환 테이블은 새로운 주소정보를 링크 형식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를 들어 E노드에 련된 색인 단 는 13번 페이지에만 

장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   커  연산으로 인하여 20

번 페이지에도 키 값이 7, 9인 색인 단 가 장되었기 때

문에 20번 페이지에 데이터를 장하고 있다는 것을 링크 

형식으로 추가한다.

만약 (그림 1)의 (a)에서 BFTL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 

7, 9, 17, 21, 26의 키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B트리에 

삽입되었을 때 이것을 처리하기 해 모두 6번의 쓰기 연산

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BFTL은 색인 단 를 모아서 2

개의 페이지에 장했기 때문에 2번의 쓰기 연산만으로 B트

리를 구축 할 수 있다.

2.2 BFTL의 단

BFTL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 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의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은 래시 메모리상에 여

러 페이지에 나뉘어 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를 

논리 으로 재구성하기 해 련된 페이지들을 모두 읽어

야 한다. 이것은 B트리의 노드를 근할 때 많은 읽기 연산

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성능을 하 시킬 수 있다. 를 들

어 (그림 1)의 (a)에서 노드 E를 재구성하기 해 BFTL은 

페이지 13과 20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 노드 변환 테이블과 그것이 유지하고 있는 리스

트는 RAM에 유지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BFTL의 

자는 이 리스트들의 길이 무 길어지면 많은 자원을 소비

하기 때문에 일정 길이를 넘어서면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나 래시 메모리에서 압축할 상이 되는 리스트의 모

든 색인 단 를 읽은 후 이것을 재구성하여 래시 메모리

에 재 장 하는 것은 추가 인 읽기  쓰기 오버헤드이다.

마지막, BFTL은 B트리를 구축할 때 버퍼 리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색인 단 를 발생한 순서 로 버퍼에 장하

기 때문에 노드 분할이나 재분배 시 버퍼에 복된 데이터

가 유지될 수 있다. (그림 1)의 (b)는 BFTL이 노드분할 연

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색인 단

는 [키 값, 노드 식별자, 명령코드]로 표 된다. 명령코드 ⓘ

와 ⓓ는 각각 색인 단 가 삽입을 한 것인지 삭제를 한 

것인지 나타내는 타입명이다. 를 들어 [13, C, ⓘ]는 C노드

에 키 값이 13인 데이터를 삽입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의 (b)의 약버퍼는 키 값이 13인 색인 단 를 복해서 

유지하고 있다. 만약 복된 데이터를 버퍼가 유지한다면 가

장 최근에 생성된 데이터만 유효한 값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복된 데이터들은 버퍼의 자원을 낭비하여 커  하는 주기

를 빠르게 만들고 추가 인 쓰기 연산을 발생할 수 있다.

3. IBSF의 설계  용

3.1 핵심 아이디어

IBSF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하나의 B트리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는 하나의 페이지에 장한다. 이 방법은 하나의 

페이지를 읽는 것으로 하나의 노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

에 추가 인 오버헤드를 발생 하는 노드 변환 테이블을 제

거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색인 버퍼에서 복된 

색인 단 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버퍼가 채워지는 

시간을 늦추기 때문에 래시 메모리상에 쓰기 연산의 횟수

를 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IBSF는 래

시 메모리상에 효과 으로 B트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 2)의 (a)는 IBSF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IBSF는 

색인 버퍼, 삽입 정책, 삭제 정책, 커  정책으로 구성되며 

B트리에 데이터의 삽입이나 삭제 변경 시 노드의 변경을 반

하는 색인 단 들을 생성하고 생성된 색인 단 들을 

IBSF의 삽입, 삭제 정책에 따라 색인 버퍼에 일시 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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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BSF의 색인 단 를 리하는 과정

(그림 2) IBSF의 구조

지한다. 버퍼는 정해진 개수의 색인 단  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버퍼가 다 채워지면 색인 단 들을 커  정책

에 따라 래시 메모리로 기록한다. 커  연산을 수행할 때 

IBSF는 한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은 하나의 페이지에 

모아서 장하기 때문에 추가 인 오버헤드를 발생하는 노

드 변환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드 변환 테이

블에의해 발생하는 오버헤드 제거뿐만 아니라 B트리 근 

시 하나의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 하나의 노드를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노드를 구축하기 해 여러 페이지

를 읽어야 하는 BFTL에 비해 읽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를 들어 (그림 1)의 (b)에서 BFTL은 노드 A를 구축

하기 해 1, 7, 9번 페이지를 읽어야 한다. 그러나 IBSF는 

A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을 한 개의 페이지에만 장하

기 때문에 A노드를 구축하기 해 하나의 페이지만 읽으면 

된다. 한 IBSF는 색인 버퍼에서 복된 색인 단 를 제거

하기 때문에 커 이 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림 

1)에 (b)와 (그림 2)의 (a)는 BFTL과 IBSF를 사용하는 각

각의 시스템에서 13, 15, 17, 19의 키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

가 B트리에 삽입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b) 

제에서 키 값이 13인 데이터가 삽입될 때 아무런 일도 발

생하지 않고 C노드에 삽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키 값이 15

인 데이터가 삽입될 때 B트리의 노드가 가득 찼기 때문에 

노드 분할이 발생하고 이것을 처리하기 해 5개의 색인 단

를 생성한다. 결과 으로 (그림 1)의 (b) 제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B트리에 모두 삽입하기 해서 8개의 색인 단 를 

생성 하 다. 이 게 발생한 색인 단 들을 만약 BFTL을 

사용하여 처리 한다면 특별한 버퍼 리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순서 로 버퍼에 색인 버퍼를 삽입하기 때문에 

6개 이상의 색인 단 가 입력되었을 때 커 을 한다. (그림 

1)에 (b)의 제에서 발생한 색인 단  [13, C, Ⓘ], [13, 

C, Ⓓ], [13, D, Ⓘ]는 키 값이 13인 데이터에 한 복된 

색인 단  이다. 이 색인 단 들  의미가 있는 색인 단

는 [13, D, Ⓘ]이고, [13, C, Ⓘ], [13, C, Ⓓ]는 오래된 정보를 

표 하기 때문에 복된 색인 단 를 유지하기 해 버퍼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

선하기 해 IBSF는 (그림 2)의 (a) 제와 같이 버퍼에 색

인 단 를 삽입할 때 복된 색인 단 를 제거하기 때문에 

8개의 색인 단 가 버퍼에 삽입 되어도 커  연산 없이 모

든 색인 단 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림 2)의 (b)는 (그림 2)에 (a)에서 데이터의 삽입으로 

인해 노드 분할이 일어났을 때 IBSF가 발생된 색인 단 를 

버퍼에 삽입하기 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을 단계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의 (b) 1, 2, 3번 단계에서 [13, C, 

ⓘ], [11, C, ⓓ], [11, A, ⓘ]는 복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 없이 순서 로 버퍼에 삽입되지만 4번 단계에

서 [13, C, ⓓ]가 삽입 될 때 버퍼는 이미 [13, C, ⓘ]를 가지

고 있고 이것은 키 값이 13인 데이터에 한 복된 색인 

단  이다. 복된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오래된 색인 단

의 정보는 버퍼에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IBSF는 불필

요한 데이터인 [13, C, ⓘ]를 버퍼에서 제거한 다음 [13, C, 

ⓓ]를 버퍼에 장한다. 이때 [13, C, ⓓ]는 C노드에 한 삭

제 정보를 담고 있는 색인 단 를 의미한다.

IBSF는 삭제정보를 담고 있는 색인 단 를 삽입정보를 

담고 있는 색인 단 와 다르게 처리한다. 삭제 정보는 B트

리의 색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 특정 노드내의 어느 데

이터를 삭제해야 하는지 치 정보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삭제 타입의 정보를 담고 있는 색인 단 는 0과 1로 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일련의 비트열 형태로 처리할 수 있

으며, IBSF는 이 방법을 통하여 삭제할 여러 데이터의 치 

정보를 하나의 색인 단 에 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삭제타

입 색인 단 는 하나의 노드에 련된 삭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림 2)의 (b) 5번째 단계 제에서 [13, C, ⓓ]가 

삽입될 때 버퍼에는 이미 C노드의 삭제 정보를 유지하고 있

는 색인 단  [ , C, ⓓ]가 존재하기 때문에 [13, C, ⓓ]는 [ , 

C, ⓓ]에 비트 정보를 통하여 추가된다. 그 다음 [13, D, ⓘ], 

[15, D, ⓘ], [17, D, ⓘ], [19, D, ⓘ]는 버퍼에 복된 색인 

단 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 없이 버퍼에 삽입된다. 더 

자세한 삽입, 삭제  커  정책은 다음 에서 설명한다.

3.2 삽입 정책

B트리 노드에 데이터의 삽입이 발생했을 때 IBSF는 새

롭게 생성된 삽입타입의 색인 단 를 다음과 같은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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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key, data) {

   삽입을 반 하는 색인 단  생성

   색인 버퍼에서 복된 색인 단  검색

   if( 복된 색인 단 가 존재) {

      복된 색인 단 를 갱신

   } else {

      새로운 색인 단 를 버퍼에 삽입

   }

}

(그림 3) IBSF의 삽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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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key) {

   삭제를 반 하는 색인 단  A생성

   버퍼에서 복된 색인 단  검색

   if( 복된 색인 단  B가 존재)

   {

     if(B가 삽입타입 색인 단 일 경우)

     {

       색인 단  B를 버퍼에서 제거

     }

     if(B가 삭제타입 색인 단 일 경우)

     {

       B의 Flag set의 정보를 갱신

     }

   } else {

     삭제타입 색인 단 를 버퍼에 삽입   

   }

}

(그림 4) IBSF의 삭제 정책

처리 과정을 거처 색인 버퍼에 장한다. 첫째, B트리 노드

에 데이터가 삽입되었을 때 이것을 반 하기 한 색인 단

를 생성하고 생성한다. 그 다음 IBSF는 색인 버퍼에서 새

로운 색인 단 의 키 값과 동일한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색

인 단 를 검색한다. 만약 동일한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색

인 단 가 버퍼에 존재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색인 단 와 

복된 색인 단  이다. 따라서 IBSF는 색인 버퍼에 유지하

고 있던 색인 단 를 제거하고 새로운 색인 단 를 버퍼에 

삽입한다. 둘째, 만약 색인 버퍼에 동일한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색인 단 가 없다면 새로운 색인 단 를 장하기 

해 버퍼에 자원을 할당한다. 셋째, 만약 버퍼가 이미 모든 

자원을 할당하 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색인 단 를 

장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커  정책에 따라 색인 단 들

을 래시 메모리로 기록한다. (그림 3)은 IBSF에서 삽입 

연산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제와 

같이 키 값이 2인 색인 단 가 B트리 노드의 데이터 삽입을 

반 하기 해 생성되었다면 IBSF는 발생한 색인 단 를 

처리하기 해 색인 버퍼에서 복된 색인 단 가 존재하는

지 색인 단 가 유지하고 있는 키 값을 이용하여 조사를 한

다. 제에서 색인 버퍼는 3개의 색인 버퍼를 유지하고 있

다고 가정하 고 첫 번째 색인 단 의 키 값은 2, 두 번째 

색인 단 의 키 값은 9, 세 번째 색인 단 의 키 값은 3이라

고 가정하 다. IBSF는 색인 버퍼에서 첫 번째 색인 단 의 

키 값이 2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새로

운 색인 단 를 버퍼에 삽입한다.

IBSF는 B트리에 데이터 삽입 시 색인 버퍼에서 복된 

색인 단 를 제거함으로써 색인 버퍼의 자원이 낭비되는 것

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커 이 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결

과 으로 NAND 래시 메모리상에 B트리를 구축할 때 쓰

기 연산의 횟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3.3 삭제 정책

B트리 노드의 데이터 삭제가 발생했을 때 IBSF는 이것

을 반 하기 해 새로운 삭제타입의 색인 단 를 생성하고, 

생성된 색인 단 는 색인 버퍼에 장하기 때문에 삭제 정

책은 삽입 정책이 처리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 이 있다. 첫째, 삭제를 반 하기 한 색인 단

는 B트리 노드 내부에 삭제하고자 하는 엔트리의 치정보

만이 필요하다. 엔트리들의 치정보는 일련의 비트열로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삭제 타입의 색인 단 만으로 

여러 개의 엔트리들의 삭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4)에서 [1, 0, 0, 0, 0, 0]은 6개의 엔트리  첫 

번째 엔트리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보를 의미한다. 둘째, 삭

제 타입 색인 단 를 장하려고 할 때 만약 삭제하고자 하

는 엔트리와 동일한 키 값을 유지하고 있는 삽입타입 색인 

단 가 존재할 경우 삭제할 데이터를 버퍼에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퍼에서 제거한다. 

를 들어 (그림 4)에서 삭제 타입 색인 단 는 키 값이 7인 

엔트리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고 색인 버퍼의 첫 번째 색인 

단 는 키 값이 7인 삽입타입의 색인 단 이다. 따라서 

IBSF는 이것을 제거하여 자원낭비를 방한다. 세 번째, 만

약 삭제 타입 색인 단 를 버퍼에 장하려 할 때 동일한 

노드 식별자를 지니고 있는 삭제타입 색인 단 가 버퍼에 

존재할 경우 IBSF는 이 색인 버퍼에 새로운 삭제타입의 정

보를 갱신한다. 를 들어 (그림 4)의 색인 버퍼에서 에서 

두 번째 색인 단 는 9번 노드에서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엔

트리를 제거하기 한 정보를 장하기 해 [0, 0, 0, 1, 0, 

1]의 비트열을 유지하고 있었고 새로 생성된 삭제 타입 색

인 단 는 9번 노드의 첫 번째 엔트리를 제거하기 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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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commit() {

  첫 번째 색인 단  A의 정보 확인

  A와 련된 논리 인 노드 B 구축

  B노드와 련된 색인 단  반

  갱신된 노드 B를 기록

}

(그림 5) IBSF의 커  정책

트열 [1, 0, 0, 0, 0, 0]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색인 

단 의 정보를 기존 색인 단 의 정보에 추가하면 [1, 0, 0, 

1, 0, 1]이 되어 9번 노드의 삭제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삭

제타입 색인 단 는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엔트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정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동일

한 노드에 한 삭제타입 색인 단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색인 버퍼에 새로운 색인 단 를 장하기 한 자원을 할

당해 다. 이때 이미 색인 버퍼가 다른 색인 단 들로 다 

채워져 있다면 커  연산에 따라 색인 버퍼가 유지하고 있

는 색인 단 들을 래시 메모리에 기록한다.

IBSF는 B트리에 데이터 삭제 시 색인 단 가 유지하고 

있는 복된 색인 단 를 제거하고 동일한 B트리 노드의 삭

제 타입 색인 정보는 모아서 하나의 색인 단 로 처리하기 

때문에 색인 단 의 개수를 일 수 있다. 이것은 버퍼가 

채워지는 시간을 늦추기 때문에 B트리 구축 시 쓰기 연산의 

횟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3.4 커  정책

색인 버퍼가 일정 개수의 색인 단 들로 채워졌을 때 새

로 생성된 색인 단 들을 유지할 공간을 확보하기 해 

IBSF는 색인 버퍼 내의 색인 단 들을 래시 메모리로 커

하여 빈 공간을 확보한다. 커  정책은 색인 버퍼 내의 

색인 단 들을 커  할 때 사용하는 IBSF의 정책으로 선입

선출(First In First Out, FIFO) 방식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IBSF가 B트리 노드에 삽입이나 삭제를 반 하기 해 새롭

게 생성된 색인 단 들을 버퍼에 유지하려고 할 때 색인 버

퍼가 이미 이 의 색인 단 들로 다 채워져 있다면 커  연

산을 수행한다. 이때 색인 버퍼 내의 모든 색인 단 들을 

커 하는 것이 아니라 색인 버퍼에 가장 먼  들어온 색인 

단 를 확인하고 그 색인 단  유지하고 있는 색인정보를 

통하여 동일한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을 커  할 상

으로 선정한다. 를 들어 (그림 5)와 같이 색인 버퍼가 다 

채워졌을 때 색인 버퍼에 첫 번째로 삽입 되었던 색인 단

가 노드 1에 한 색인 단 라고 가정하면 커 할 상이 

되는 색인 단 들은 노드 1과 련된 색인 단 들이다. 이 

제에서 노드 1에 련된 색인 단 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색인 단 이다.

IBSF는 커  할 색인 단 들을 선정한 후 커  연산을 

수행할 때 하나의 페이지에 모아서 장하며, 색인 단  형

태로 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인 하나의 노드 형태로 

구성한 후에 래시 메모리에 기록한다. 따라서 하나의 논

리  B트리 노드를 구성하기 해 이 에 커  되었던 페이

지가 존재한다면 이것을 읽어온 후 커  상으로 선정된 

색인 단 들을 통해 새로운 색인 정보를 반 하여 한 개의 

논리 인 B트리 노드를 구성한다. 그다음 이 논리 으로 구

축된 B트리 노드를 래시 메모리에 장을 한 후 색인 버

퍼에 이미 커 이 끝난 색인 단 들을 제거함으로써 커  

연산을 마친다.

(그림 5)의 제에서 커  연산을 수행하기 해 IBSF는 

래시 메모리로부터 노드 1의 데이터가 장된 페이지를 

읽어왔다. 그리고 색인 단 에 유지하고 있던 노드 1에 

련된 색인 단 들을 반 하여 논리 인 노드 1을 재구축한

다. 색인 버퍼에는 논리 인 노드를 구축하기 해 반 할 

색인 단 들이 삭제 타입과 삽입타입 두 가지가 존재한다. 

만약 삽입 타입을 먼  반 한다면 노드 내에서 삭제해야 

할 엔트리의 치정보가 변경될 수 있음으로 색인 단 를 

반 하는 순서는 삭제타입을 먼  반 한 후 삽입타입을 반

해야 한다. 이 게 구축된 논리 인 B트리 노드 1은 래

시 메모리로 다시 장되며 노드 1을 구축하기 해 사용 

되었던 색인 버퍼의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색인 단

들은 제거된다.

IBSF는 하나의 노드에 련된 색인 단 들을 모아서 논

리 인 노드 형태로 구축한 후 래시 메모리의 하나의 페

이지에 장하기 때문에 추가 인 오버헤드를 발생시키는 

노드 변환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 장된 B트리의 

노드를 근할 때 하나의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 한 개의 

B트리 노드를 근할 수 있기 때문에 BFTL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읽기 성능을 보일 것이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IBSF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BFTL과 

IBSF환경의 시뮬 이션을 구 하여 실험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NAND 래시메모리는 64 Mbytes의 크기로 설정하

고, 색인 버퍼의 크기는 (그림 6)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결

정하 다. (그림 6)의 X축은 색인 버퍼가 유지할 수 있는 

색인 단 의 개수를 의미하고 Y축은 B트리가 구축이 될 때 

커 이 된 횟수를 의미한다. B트리를 구축하기 해 24000

개의 코드를 삽입하 고 각 곡선은 B트리가 구축될 때 사

용한 키 가 정렬된 비율(Ratio of sequence)을 의미한다. 0

에 가까울수록 입력된 키의 순서가 순차 으로 키를 삽입한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키의 순서는 랜덤한 순서로 

사용하 다. (그림 6)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30개

의 색인 단 를 유지할 수 있는 크기의 색인 버퍼는 그 이

상의 크기와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의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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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버퍼의 크기에 따른 커  횟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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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뮬 이션 결과

색인 단 의 크기는 30개로 설정하 다.

(그림 7)은 24000개의 코드를 삽입하여 B트리가 구축될 

때 BFTL과 IBSF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7)의 

(a)부터 (d)의 X축인 RS(ratio of sequence)는 B트리를 구축

하기 해 삽입된 키 값의 순차 /랜덤 비율을 의미한다. 만

약 RS가 0이면 B트리가 구축되는데 사용한 모든 코드가 

순차 인 순서로 삽입이 된 것이고 1이면 모든 코드가 랜

덤한 순서로 삽입된 것이다. 0.5일 때에는 반은 순차 인 

순서로 삽입하 고 나머지 반은 랜덤한 순서로 삽입한 것

을 의미한다. (그림 7)의 (a)부터 (b)의 Y축은 B트리가 구축

될 때 발생하는 읽기, 쓰기, 지우기 연산의 횟수와 이 연산들

의 횟수에 실제 래시 메모리의 읽기, 쓰기, 지우기 연산의 

가 치를 곱하여 B트리가 구축될 때 소모될 시간을 시뮬

이션 한 결과를 의미한다.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시간을 측

정하는 구하는 식은 Time = (r × k1) + (w × k2) + (e × k3)

이고 r는 읽기 연산의 횟수, w는 쓰기 연산의 횟수, e는 지

우기 연산의 횟수를 의미하고, k1, k2, k3는 각 연산에 한 

가 치를 의미한다. 래시 메모리의 읽기, 쓰기, 지우기 연

산이 처리되는데 필요한 시간  비용은 소블록의 경우 각각 

20㎲, 200㎛, 2㎳이다[15]. 본 실험에서는 래시 메모리의 

각 연산들이 1 : 10 : 100 비율의 시간  비용이 소모됨으로 

k1은 1, k2는 10, k3는 100을 넣어 시뮬 이션 하 다. (그

림 7)의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키 값이 순차 일 경

우 더 큰 차이로 IBSF의 성능이 BFTL보다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RS가 0일 경우 IBSF는 BFTL

보다 약 77.76% 읽기 연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고, 쓰

기 연산의 성능은 약 66.21%, 지우기 연산의 성능은 약 

74.3%, B트리가 구축될 때 소모되는 시간은 약 68.87% 개

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의 실험을 통하여 

NAND 래시 메모리상에 B트리 구축 시 IBSF가 BFTL보

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BSF라고 불리는 새로운 색인 버퍼 리 

정책을 제안하 다. IBSF는 색인 버퍼에서 복된 색인 단

를 제거하여 커  시간을 지연시켰고 이것은 결과 으로 

래시 메모리의 쓰기  지우기 연산의 수를 효과 으로 

일 수 있다. 한 IBSF는 추가 인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

는 노드 변환 테이블을 제거하여 읽기 연산의 성능을 개선

하 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IBSF가 BFTL보다 좋은 성능

을 보이는 것을 증명하 다.

본 논문에서 버퍼가 찼을 때 커 을 할 색인 단 를 선택

하기 해 선입선출 기법을 사용하 다. 앞으로 NAND 래

시 메모리 하드웨어  특징인 읽기, 쓰기, 지우기 연산 처리 

시 소모되는 비 칭 비용을 고려하여 버퍼 교체 정책을 개발

한다면 이것은 NAND 래시 메모리에 B트리를 더 효율

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측하지 못한 력손실 

등으로 인한 시스템다운 시 색인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손실

할 우려할 수 있고 이것은 컨커런시 컨트롤이나 시리얼라이

즈 문제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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