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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내장형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인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는 DRAM(모바일

의 경우 SDRAM)과 캐시로 사용하는 SRAM 그리

고 최근 이동식 디스크 및 SSD(Solid-State Disk)

에 사용되는 플래시(Flash) 메모리가 있다. DRAM

과 SRAM은 휘발성 메모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동

안에는 값을 유지하지만 전원이 끊기면 기억하고 

있던 값을 모두 잃어버린다. DRAM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싼값에 메모리를 집적할 수 있기 때문에 대

용량의 메모리를 만드는데 적합하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갱신(refresh) 작업을 실행해 주

어야한다[1]. 그 이유는 누설 전류(leakage 

current)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값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SRAM은 갱신 작업이 필요 없고 동

작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

용량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기 어려워 주로 CPU의 

캐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SRAM 및 DRAM과 다르게 플래시 메모리는 비

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소자로써 전

원 공급이 없어도 값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DRAM

에 비해서 동작 속도가 느리지만 집적이 쉬워서 대

용량 메모리로 각광받고 있다[2]. 그러나 플래시 메

모리의 가장 큰 단점은 쓰기 전에 반드시 지우기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낮은 쓰기 횟수 제한, 그

리고 매우 늦은 쓰기/읽기 동작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기존의 메모리들의 단점을 극복

하면서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메모

리가 바로  PCM(Phase Change Memory)이다. 최

근 PCM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3-5], PCM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PC 및 내

장형 시스템 등의 메인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차세대 메모리로써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사실 PCM 메모리는 최근에 주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이미 1960년대에 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비휘발성 메모리로 저전력 및 집적도가 매우 우수

하다. 즉 PCM은 미세선폭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기술이 5nm까지 선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곧 데이터 신뢰성이 5nm까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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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기술과 신뢰

성이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저전력인 이유는 DRAM과 달리 읽기후 쓰기 동작

(discharge)과 주기적인 갱신 동작이 없다. 그리고 

쓰기/읽기 동작 특성이 낮은 동작 전압에서도 월등

히 빠르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런 특성 때문에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받고 있

으며 최근 상용화의 단계에 근접해가고 있다. 그러

나 PCM의 고질적인 문제는 플래시 메모리처럼 데

이터를 쓰는 횟수의 제한이다. PCM의 물리적 특성

으로 발생하는 쓰기 제한은 메모리의 수명 시간(life 

time)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그리고 DRAM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빠

른 쓰기 동작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그러므로 이러

한 단점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CM 메모리위에 작

은 듀얼 DRAM 버퍼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Ⅱ. 관련 연구

현재 PCM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PCM의 쓰기 동작 및 접근 속도 

향상에 대한 연구로써 메인 메모리로써 DRAM과 

PCM을 이용하여 PCM의 쓰기 횟수를 줄이고 접근 

속도를 올리기 위한 연구와 DRAM을 PCM의 버퍼

로 이용하여 PCM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3, 6, 7], 두 번째는  PCM 위한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 연구로써 비록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긴 쓰기 횟수를 가지지만 여

전히 쓰기 동작의 제한을 가짐에 따라 모든 셀에 

대한 적절한 사용빈도를 맞추기 위하여 인덱스 버

퍼와 효과적인 페이지 쓰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8, 9]. 마지막으로 DRAM뿐 아니라 SSD의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대체 연구도 진행되

고 있다[5, 10, 11]. 그러나 저전력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PCM을 최하위 저장매체인 NAND 

플래시 대체보다는 중간 저장 매체인 DRAM 대체

에 이용할 경우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은 다양한 메인 메모리에 대한 설계 방법

이다. 기존의 DRAM 대신에 그림 1의 (b)처럼 

PCM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부팅과 정전시 복구, 그리고 전력적인 측면에서 매

우 유용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느린 쓰기 동작에 

의한 성능 감소와 쓰기 횟수 제한으로 PCM 단독으로

그림 1. 다양한 메인 메모리 설계 기법

 Fig. 1 Various main memory design method

메인 메모리로써 사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그림 1 (c)처럼 PCM과 DRAM을 모두 메인 메

모리로써 이용할 경우 두 메모리의 장점을 모두 이

용하기 위하여 페이지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 저장 

방법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읽기 동작을 

주로 하는 명령어 페이지의 경우 PCM에 저장하고, 

쓰기 동작이 빈번이 발생하는 데이터 페이지의 경

우 DRAM에 저장함으로써 두 메모리의 장점을 모

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적인 측면에서 대용

량의 DRAM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높은 소비전력

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접근 방법은 PCM 메모리 상위에 DRAM을 

버퍼로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Lee[12]의 연구에 따

르면 작은 버퍼의 사용으로 PCM이 기존의 메인 메

모리인 DRAM에 비해 1.2배의 지연시간과 낮은 에

너지 소비를 보였으며, 특히 수명은 5~6년 연장되

었음을 보였다. Lee의 버퍼구조는 완전연관 버퍼로 

일반적인 L2 캐시처럼 주 메모리인 PCM으로부터 

L1캐시의 블록 요청시 먼저 완전 연관 버퍼에 올린 

후 L1 캐시로 블록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L2 캐시

라 할 수 없는 것은 L1 캐시와 블록 크기가 동일하

고, 사이즈는 더 작다. 이처럼 어떤 특별한 버퍼 구

조나 특수한 동작 알고리즘 없이 순수한 버퍼 동작

만으로도 PCM의 성능 향상과 소비전력 감소 효과

를 얻을 수 있으며, PCM을 DRAM 대용으로 사용

하기 위한 우수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연구의 기본 구조는 PCM 메모리에 작은 

새로운 DRAM 버퍼 구조를 설계한다. 작은 버퍼만

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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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 중의 하나가 두 가지 지

역성인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을 잘 이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고 동작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Ⅲ. PCM을 이용한 메인 메모리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에서 메인 메모리로 사용되는 

DRAM은 휘발성 메모리로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하

기 위하여 지속적인 전력공급 (refreshing)이 필요

하며, 읽기 동작 후 재충전 (recharging)을 해야 하

는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높은 단점을 가진다. 

이에 반해 PCM 메모리는 낮은 유지 전력과 DRAM

보다 메모리 집적도가 매우 높으나, 읽기/쓰기 속도

가 늦고 제한된 쓰기 횟수를 가지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로써 사용하기 위해서는 DRAM과 하이브리

드 또는 DRAM을 버퍼로 사용하여 쓰기 횟수를 줄

이고 또한 쓰기 속도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메인 메모리인 

PCM 메모리 위에 이중 버퍼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2는 제안된 PCM 메인 메모리와 DRAM 버

퍼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이다.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작은 사이즈

로 버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일 버퍼보다

그림 2. DRAM 버퍼를 가진 PCM 메모리

Fig. 2 PCM memory with a DRAM buffer

이중 버퍼 구조를 제안한다. 그러므로 제안된 

DRAM 버퍼는 직접사상 구조(direct mapped 

buffer)를 가진 희생 버퍼(victim buffer)와 직접사

상 구조의 페이지 버퍼(page buffer)로 구성되어진

다. 희생 버퍼의 각 엔트리당 태그 부분은 한 비트

의 유효비트(V:valid bit)와 수정 비트(D:dirty bit), 

그리고 태그 값으로 구성되어지며, 데이터 부분은 

블록 크기로 구성된다. 페이지 버퍼의 한 엔트리에 

대한 태그 부분은 한 비트의 유효비트(V)와 128개

의 수정비트(D)와 참조비트(R:reference bit), 그리

고 4KB 페이지를 나타내는 태그 값을 가진다. 그리

고 데이터 부분은 하나의 엔트리에 저장되는 블록 

크기는 일반적인 페이지 크기이지만 뱅크 구조처럼 

다시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져있다.

희생 버퍼의 블록 크기는 CPU 내의 내장 L1 캐

시의 블록 크기와 동일한 32B 블록 크기로 설정하

였으며, 페이지 버퍼는 하나의 페이지 크기인 4KB

를 지원하는 버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4KB 페이지 엔트리는 128개의 연속적인 32B 작은 

캐시 블록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작은 블록(32B)을 

가리키는 참조비트(R)들로 구성된다. 참조비트의 역

할은 4KB 페이지 블록 내에서 CPU에 의해 한번이

상 참조되어진 캐시 블록을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

한다. 그러므로 4KB 블록내의 128개의 32B 작은 

블록들 중에 참조비트가 1인 블록들만 선택적으로 

희생 버퍼에 이동시킴에 따라 시간적 지역성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다. 희생 버퍼와 페이지 버퍼의 

구조는 전형적인 직접사상(direct-mapped) 구조와 

동일하다. 직접사상 버퍼는 다른 버퍼 구조에 비해 

빠른 접근 시간과 소비전력이 낮다는 장점을 가진

다. 제한된 버퍼 시스템에 대한 동작 흐름도는 그림 

3과 같으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희생 버퍼 혹은 페이지 버퍼에서 접근 성공인 경우

CPU가 PCM 메모리를 접근하기 전에 먼저 희생 

버퍼의 접근이 일어난다①. 희생 버퍼 상에서 적중

(hit)은 jouppi's 희생 버퍼와 같은 방식으로 구동된

다②. 즉 요청된 32B 블록은 CPU의 L1 캐시로 올

려놓게 되고③, 만약 L1 캐시로부터 대치되는 블록

이 있으면 희생 버퍼에 저장이 일어난다④. 즉 스와

핑(swapping) 동작이 일어난다⑤.  

희생 버퍼로부터 접근 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다

음 사이클에 페이지 버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⑥. 

페이지 버퍼로부터 접근 성공이 발생 했을 경우, 요

청된 4KB 블록 내에 해당하는 32B 블록은 참조되

어진 블록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128개의 참조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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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작 메커니즘의 흐름도

Fig. 3 Flowchart of the operation mechanism

들 중 해당하는 참조비트(R bit)에 '1'을 세팅함⑦과 

동시에 CPU 캐시로 업데이트되어진다⑧. 성능을 위

하여 두 개의 버퍼를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이나 소비전력적인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 두 버퍼 모두 접근 실패일 경우

희생 버퍼와 페이지 버퍼 모두 접근 실패가 발

생하였으나⑨ 페이지 부재(page fault)가 아닌 경우 

PCM 메인 메모리로부터 하나의 페이지가 페이지 

버퍼로 업데이트된다⑩. 이렇게 로드된 페이지는 페

이지 버퍼의 하나의 엔트리로 업데이트되어짐과 동

시에 CPU 요청에 해당하는 32B 작은 블록에 해당

하는 참조비트는 '1'로 세팅되고⑪, 요청한 32B 블

록은 CPU내의 캐시로 로드되어진다⑫.

여기서 새로 로드되는 페이지 블록에 해당하는 

엔트리에 유효 블록이 이미 존재하면 직접사상 구

조에서는 그 블록은 바로 대치되어진다⑬. 이때 대

치되어지는 페이지 블록내의 128개 참조비트를 확

인하여 '1'로 세팅되어진 작은 블록들은 희생 버퍼

로 옮기게 된다⑭.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참조비트

가 '1'로 세팅되어진 해당 작은 블록들은 CPU에 의

해 적어도 한번이상 요청이 일어난 블록임을 나타

냄으로 시간적 지역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참조되어진 32B 작은 블록들은 희생버퍼로 모임

에 따라 시간적 지역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CPU내의 캐시로부터 추출되는 블록들을 희생

버퍼에 저장함에 따라 시간적 지역성과 충돌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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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추가적으로 참조가 일어난 작은 블록들이 희생

버퍼로 옮겨질 때 희생버퍼의 해당 엔트리의 수정 

비트가 '1'로 세팅되어져 있으면 이 블록은 쓰기 동

작이 일어난 블록이다⑮. 그러므로 반드시 PCM으로 

쓰기 동작이 일어나야 한다⑯.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페이지

는 하위 저장매체로부터(가령 하드디스크) PCM 메

모리로 저장됨과 동시에 페이지 버퍼로 저장하게 

되고 요청한 캐시 블록인 32B에 해당하는 참조비트

는 ‘1’로 세팅함으로써 페이지 내의 시간적 지역성

을 나타내게 된다. 

쓰기 동작의 경우도 위에 설명한 동작과 유사한

다. 먼저 희생 버퍼에 접근하여 적중이면 쓰기 동작

이 일어나고 수정비트(dirty bit)를 '1'로 세팅한다. 

만약 희생 버퍼에서 접근 실패이면 페이지 버퍼를 

검색하여 적중이면 페이지 버퍼에 저장하고 수정비

트 및 참조비트를 '1'로 세팅한다. 페이지 버퍼에서

도 실패인 경우 PCM 메모리로부터 해당 페이지를 

페이지 버퍼로 로드한 후 새로운 수정 정보를 페이

지에 저장하게 되고 해당 수정 비트를 '1'로 세팅한

다. 이후 한번이라도 쓰기 동작이 발생한 작은 블록

(32B)들은 캐시 및 페이지 버퍼에서 희생버퍼로 오

기 때문에 희생 버퍼에서 대치되어 질 때 비로소 

PCM 메모리로 쓰기 동작이 일어남에 따라 동일 블

록에 잦은 쓰기 동작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으로 이

용될 수 있다

Ⅳ.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평가  

이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 및 성능 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사용된 벤치마크는 내장형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응용군인 미

디어벤치마크에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벤치

마크들의 트레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Simplescalar 

3.0[13]을 사용하여 각각 1억 개의 명령을 수행하

는 동안 참조 주소를 모니터링하여 사용하였다. 시

뮬레이션 결과 읽기에 대한 지연시간이 쓰기에 대

한 지연시간보다 영향을 더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이유는 쓰기에 대한 지연시간은 대부분 온칩 캐시

로부터 라이트백(write-back) 방식을 쓰기 때문에 

버퍼가 다 찬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숨겨 질 

수 있는 지연시간이다. 시뮬레이션 변수는 표 1과 

같으며. 78nm 공정기술에 대한 스펙이다.

먼저 본연구의 시발점이된 Lee's 버퍼 구조의

PCM DRAM
Write latency 150ns 22ns
Read latency 28ns 15ns

Row read power 78mW 210mW
Row write power 773mW 195mW

Actpower 25mW 75mW
Standby power 45mW 90mW

refreash 0 4mW

표 1. 시뮬레이션 변수들 (1Gb 메모리)[14]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1Gb memory)

그림 4. 버퍼 메커니즘의 효용성

Fig. 4 Effect of the buffer mechanism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메인 메모리로 PCM만을 

사용한 구조와 명령어(프로그램)는 PCM에 저장하

고 데이터는 DRAM에 저장하는 하이브리드 구조,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조에 lee’s 버퍼 구조를 이용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lee’s 버퍼 구조를 활용한 하이브

리드 구조가 PCM만을 사용한 메인 메모리에 비해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을 약 95%정도 줄여주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으며, PCM과 DRAM를 이용한 하

이브리드 구조에 비해 약 80% 정도 줄여주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버퍼를 이용할 경우 성

능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버퍼 메커니즘을 이용한 다양한 

버퍼 구조를 접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

저 그림 5의 경우 비교 분석한 버퍼 구조들은 

Lee's 버퍼 메커니즘을 이용하였으나 구조는 제시

된 완전 연관 버퍼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완전 

연관 버퍼 구조는 버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태그 

부분인 CAM(content addressable memory) 사용

이 어렵고, 소비전력에서 너무 많은 단점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8개 엔트리 이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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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RAM에 비해 다양한 버퍼시스템을 가진 

PCM의 성능 저하

Fig. 5 Performance overhead of PCM with 

various buffer system comparing with DRAM

그림 6. 에너지 감소 효과

Fig. 6 Energy saving effect 

 버퍼로써 활용 불가능한 구조임으로 완전 연관 버

퍼 구조를 시뮬레이션 결과에 삽입하여 비교 분석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비교 수행한 버퍼 

구조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

퍼 구조를 이용하였으며, 동작 메커니즘은 Lee가 

제시한 버퍼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메인 메모리로써 PCM과 비교 DRAM 크기는 각

각 1Gb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하여 DRAM 버퍼로써 32MB 직접사상 버퍼

(direct-mapped buffer), 16MB 4-way 집합 연관 

버퍼(4-way set associative buffer), 그리고 4MB 

희생 버퍼와 4MB 페이지 버퍼를 가지는 제안된 버

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다른 버퍼 구조에 비

해 제안된 버퍼 구조는 두 배 또는 네 배 작은 크

기를 가지고도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DRAM을 메인 메모리로써 사용한 경우에 비

해 약 7% 정도만 성능 저하를 보이고 있다. 

그림 6은 제안된 버퍼 시스템과 기존의 상용화

된 버퍼를 PCM 메모리 위에 내장시켜 DRAM 대비 

소비전력 감소 효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즉 소비전

력적인 측면에서는 DRAM보다 약 80% 이상의 소

비전력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 PCM 메

모리가 DRAM에 비해 약 30%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 비해 제안된 구조는 버퍼가 PCM의 접근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부수적

으로 메인 메모리로써 PCM을 사용함에 따라 빠른 

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전시 복구비용이 매

우 낮고, DRAM에 비해 4배의 집적도를 가지는 

PCM의 장점까지 고려할 시 매우 우수한 연구 결과

라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메모리 계층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메

인 메모리인 DRAM을 대치할 새로운 메모리인 

PCM 메모리를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소비전력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DRAM은 전체 시스템 소비전력의 40%를 차지

할 만큼 소비전력에 매우 민감한 소자이다. 그러나 

PCM은 DRAM에 비해 소비전력이 매우 낮은 특성

을 가지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및 저전력을 요구하

는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쓰기/읽기 동작 속도가 DRAM에 비

해 느리다. 이러한 동작 속도와 수명 연장을 위한 

쓰기 횟수의 제한만 극복한다면 PCM은 차세대 저

전력 시스템의 DRAM을 대체하는 메모리로써 매우 

우수한 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PCM 구

조는 간단한 이중 버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DRAM에 비해 80% 이상의 전력 감소 효과를 얻었

으며, 기존 PCM 메모리에 비해 50%이상의 전력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능저하 측면에서도 기존 

DRAM에 비해 약 7% 성능저하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PCM 메인 메모리 시스템은 

DRAM 대용으로 차세대 사물인터넷 및 저전력이 

필요한 환경의 시스템 설계에 저전력과 성능을 모

두 보장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0권 제  6호  2015년 12월                    397

References

[1] Samsung Elec., DRAM, http://www.samsung.

com/global/business/semiconductor

[2] B.S. Jung, J.H. Le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Filter Buffer for Low

Power NAND Flash Memory," IEMEK J.

Embed. Syst. Appl., Vol. 7, No. 4, pp.

201-207, 2012 (in Korea).

[3] K.S. Jung, J.W. Pack, C.C. Weems, S.D. Kim,

"A Superblock-based Memory Adapter Using

Decoupled Dual Buffers for Hiding the Access

Latency of Non-volatile Memory," Proceedings

of the World Congress on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pp. 19-21, 2011.

[4] J. Dong, L. Zhang, Y. Han, X. Li, "Ear rate

leveling : lifetime enhancement of pram with

endurance variation," Proceedings of Design

Automation, pp. 972-977, 2011.

[5] H.G. Lee, "High-performance NAND PRAM

Hybrid Storage Design for Consumer

Electronics," IEEE Transactions on Comsumer

Electronic, Vol. 56, No. 1, pp. 112-118, 2010.

[6] L.A. Barroso. “The Case for Energy

Proportional Computing,” Journal of Computer,

Vol. 40, No. 12, pp. 33-37, 2007.

[7] G. Dhiman, R. Ayoub, T. Rosing, “PDRAM :

A Hybrid PRAM and DRAM Main Memory

System,” Proceedings of The 46th Annual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pp. 664-669,

2009.

[8] M.K. Qureshi, J. Karidis, M. Franceschini, V.

Srinivasan, L. Lastras, B. Abali, “Enhancing

Lifetime and Security of PCM-Based Main

Memory with Start-Gap Wear Leveling,”

Proceedings of The 42nd Annual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

pp. 14-23, 2009.

[9] P. Zhou, B. Zhao, J. Yang, Y. Zhang, “A

Durable and Energy Efficient Main Memory

Using Phase Change Memory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36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pp.

14-23, 2009.

[10] G.S. Choi, B.W. On, K.H. Choi, S.W. Yi,

“PTL: PRAM translation layer,” Journal of

Microprocessors & Microsystems, Vol. 37,

No. 1, pp. 24-32, 2013.

[11] N. Lu, I.S. Choi, S.H. Ko, S.D. Kinm, “An

Effective Hierarchical PRAM-SLC-MLC

Hybrid Solid State Disk,”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pp. 113-118, 2012.

[12] B.C. Lee, E. Ipek, O. Mutlu, D. Burger,

“Architecting phase change memory as a

scalable dram alternative,” Proceedings of

The 36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pp. 2-13, 2009.

[13] D. Burger, T. Austin, “The SimpleScalar tool

set, version 3.0,” http://www.simplescalar.

com/

[14] M. Bian, S. Yoon, S. Kim, "A Memory-Disk

Integrated Non-volatile Memory System with

its Dual Buffering Adapter,"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pp.

1-9, 2013.

Jung-Hoon Lee (이 정 훈)

He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 in 

Computer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in 2001 and 

2004, respectively. He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in ERI, Control Instrumentation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

clude advanced computer architectures, 

intelligent memory system, next flash 

memory, and low power technologies.

Email: leejh@g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