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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이주 오버헤드 감소 및 

수명연장을 위한 가비지 컬렉션 기법 

(Garbage Collection Technique for Reduction of Migration 

Overhead and Lifetime Prolongment of NAND Flash Memory)

황 상 호, 곽 종 욱* 
(Sang-Ho Hwang, Jong Wook Kwak)

Abstract : NAND flash memory has unique characteristics like as 'out-place-update' and limited 

lifetime compared with traditional storage systems. According to out-of-place update scheme, a 

number of invalid (or called dead) pages can be generated. In this case, garbage collection is 

needed to reclaim invalid pages. Because garbage collection results in not only erase operations 

but also copy operations of valid (or called live) pages to other blocks, many garbage collection 

techniques have proposed to reduce the overhead and to increase the lifetime of NAND Flash 

systems. This techniques sometimes select victim blocks including cold data for the wear 

leveling. However, most of them overlook the cost of selecting victim blocks including cold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 garbage collection technique named CAPi (Cost Age with Proportion 

of invalid pages). Considering the additional overhead of what to select victim blocks including 

cold data, CAPi improves the response time in garbage collection and increase the lifetime in 

memory systems. Additionally, the proposed scheme also improves the efficiency of garbage 

collection by separating cold data from hot data in valid pages. In experimental evaluation, we 

showed that CAPi yields up to, at maximum, 73% improvement in lifetime compared with existing 

garbage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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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전력, 내충격성, 빠른 접근 속도 및 무소음 

등의 장점을 가진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차세대 사

물인터넷 시스템의 중요한 메모리 구조 가운데 하

나이며, 차세대 저장 매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하드 디스크

와 다르게 덮어쓰기가 불가능하고 수명이 존재한다.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낸드 플래시에서 저장된 데이

터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데이터는 무효

화가 되고 다른 영역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낸드 플

래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무효화된 영역은 가비

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을 통해 빈 공간으

로 확보된다. 가비지 컬렉션이 이루어지는 블록에는 

유효 페이지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 페이지들

은 다른 블록으로 이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비지 

컬렉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이며, 페이지 

이주를 최소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유효 페이지가 

가장 적은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효 페

이지가 가장 적은 블록만을 선택하게 된다면 블록 

간에 마모도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 낸드 플래시 

블록에는 수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모도 

불균형은 배드 블록을 빠르게 생성시키고 결국 시

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

명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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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Garbage Collection 
Migration policy for 

valid pages 

Allocation 

policy

GA select the block with the least valid pages N/A FIFO

CB

select the block with the largest value

   ×


   N/A FIFO

CAT

select the block with the least value

 



×



× 

Redistribution for hot 

and cold data
FIFO

SCATA

select the block with the largest value

  max × 

×min × 

  

    and     

Redistribution for hot 

and cold data
FIFO

FeGC

select the block with the largest value

 
  



   

Redistribution for hot 

and cold data 

Adaptive 

youngest 

Blocks

표 1. 가비지 컬렉션 기술들의 요약

Table 1. A summary of various garbage collection techniques

하기 위해 CB(Cost Benefit), CAT(Cost Age 

Time), SCATA(Swap-aware Cost-Age Time 

with Age-sort), FeGC(Fast and Endurant 

Garbage Collection)와 같은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1-4]. 이러한 기법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업데이

트 빈도가 낮아 유효 페이지가 많은 블록도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경과 시간을 사

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은 콜

드 데이터를 가진 블록을 희생블록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오버헤

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비지 컬렉션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오버헤드를 줄여 응답시간 및 수명을 증가시키

는 CAPi(Cost Age with Proportion of invalid 

page) 가비지 컬렉션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은 희생 블록 내에 있는 유효 페이지들을 추가

적인 오버헤드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Cold/Hot 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하고 있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낸

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존

의 가비지 컬렉션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비지 컬렉션 기법을 소

개하고,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기존의 기법들과 비

교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1. 배경 지식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저장매체인 하드

디스크와는 다른 몇 가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낸드 플래시는 쓰기 및 읽기 연산 외에 

지움 연산이 있다. 낸드 플래시는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들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

다. 저장되는 데이터는 플로팅 게이트 내에 머무르

는 전자들의 양에 따라 결정되며, 1개 셀이 1bit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SLC(Single Level Cell)라 하

고 2bit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MLC(Multi 

Level Cell)라 한다. 쓰기 연산이 일어나면 전자들

이 셀 내부의 산화막을 통과하여 플로팅 게이트 내

에 머물게 된다. 쓰기가 이루어진 셀에 다른 데이터

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게이트 내의 전자들

을 모두 제거된 상태여야 하는데, 플로팅 게이트 내

의 전자들을 비우는 것을 지움 연산이라 한다. 두 

번째로 쓰기, 읽기 및 지움 연산의 속도와 단위가 

다르다. 낸드 플래시 칩마다 차이는 있지만 읽기 연

산은 25 μs ~ 60 μs, 쓰기 연산은 250 μs ~ 900 

μs, 지움 연산은 700 μs ~ 3500 μs의 동작 속도를 

가진다 [5]. 또한 읽기 연산과 쓰기 연산은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움 연산은 블록 단위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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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낸드 플래시 파일 시스템의 구조

Fig. 1 The architecture of NAND

flash file systems

 

어진다. 블록은 일반적으로 64 ~ 256개의 페이지

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 제자리 갱신이 불가

능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

해서는 우선 지움 연산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지

움 연산은 블록 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에 1개 페이

지를 수정할 때마다 지움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너

무나 큰 오버헤드를 초래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자리 갱신이 일어나면 이전의 데이터를 바로 삭

제하지 않고, 대신 빈 페이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상 테이블(Mapping Table)을 수정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네 번째로 낸드 플래시의 블록들은 수명

이 존재한다. 쓰기 연산 및 지움 연산은 플로팅 게

이트 내에 전자들을 채우거나 제거하는 동작이다. 

이때 전자들은 산화막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산화

막이 연산 횟수에 따라 손상이 점점 누적되게 된다. 

이 손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셀에 정보를 

저장할 수 없게 된다. 블록 당 최대 지움 연산수는 

약 100,000회(SLC) ~ 10,000회(MLC)이다.  

 기존의 하드 디스크와 다른 낸드 플래시의 특

징 및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장시스템은 별도의 

플래시 전환 계층(FTL: Flash Translation Layer)

을 사용한다. 그림 1은 일반적인 플래시 전환 계층

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플래시 전환 계층의 주요 

기능 중에 가비지 컬랙터(Garbage Collector)는 데

이터 업데이트 및 삭제에 의해 무효화된 영역을 수

집하여 빈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지움 

연산이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비지 컬

랙터는 빈 공간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블록을 선정

하는데 이 블록을 희생 블록(Victim Block)이라 한

다. 선택되는 희생블록은 내부에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 페이지들은 다른 블록으

로 이주되어야 한다. 가비지 컬렉션은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블록 내에 유효 페이지가 적은 

블록을 선정한다. 하지만 유효 페이지가 적은 블록

만 가비지 컬렉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지움 연

산이 업데이트 빈도가 높은 블록들에 집중되어 발

생할 수 있다. 특정 블록에 편중되어 사용하게 되면 

이 블록들의 수명은 빠르게 줄어든다. 수명을 초과

하여 배드 블록이 발생하게 되면 낸드 플래시 저장 

시스템의 가용 공간이 줄어들어 나머지 블록들의 

수명 또한 빠르게 소모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

지 수명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1-4, 

6-14].

2. 관련 연구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가용 영역을 확보하기 위

한 가비지 컬렉션 기법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가장 기본적인 가비지 컬렉션은 

GA(Greedy Algorithm)이다 [1]. GA는 가비지 컬

렉션에서 희생블록을 선정할 때 유효 페이지가 가

장 적은 블록을 선정한다. 알고리즘이 간단하여 오

버헤드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 콜드 데이터를 포함

하는 블록의 경우 희생블록으로 거의 선택되지 않

아 마모도 불균형이 빠르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가비지 컬렉션 수행 시에 콜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희생 블록으로 선정되지 않는 단점을 해결

하기 위해 CB(Cost Benefit)기법이 제안되었다 

[2]. CB는 희생블록을 선정할 때 블록 내에 페이지

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무효화된 것의 시간을 평

가 값에 포함시켜 콜드 블록도 희생블록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에서  는 블록내의 

무효화된 페이지 중에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의 

경과 시간을 의미한다. 는 블록내의 유효 페이지 

비율을 나타내며, (1 - )는 무효 페이지 비율을 

나타내며, 2는 가비지 컬렉션에서 선정된 희생 블

록의 유효 페이지를 복사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CB

는 경과 시간을 이용하여 가비지 컬랙션의 대상이 

되는 블록들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블록들의 마모도를 고려하지 못한 단

점이 있다. 

CAT(Cost Age Time)은 가비지 컬렉션에서 희

생 블록 선정 시에 블록의 삭제 연산횟수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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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Pi의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CAPi

다 [3]. 또한 가비지 컬렉션 수행 시에 블록 내에 

남아 있는 유효 페이지들은 Cold/Hot 의 구별을 통

하여 각각 다른 빈 블록으로 이주가 이루어지며, 빈 

블록 할당은 삭제 연산 횟수가 가장 적은 블록부터 

이루어진다. 표 1에서  는 블록이 사용을 위해 

할당된 이후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 

기법은 삭제 횟수가 많은 블록의 경우 희생 블록으

로 선정될 확률을 줄임으로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의 수명을 증가시켰지만, 동시에 유효 페이지 이주

에 대한 오버헤드도 같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SCATA(Swap-aware Cost-Age Time with 

Age-sort)는 CAT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무효화된 페이지의 경과시간을 고려하고 있다 [8]. 

희생블록내의 무효 페이지들은 무효화된 시간을 기

준으로 Cold/Hot 데이터로 구별되어져 각각 다른 

빈 블록으로 이주가 이루어진다. 

FeGC(Fast and Endurant Garbage Collection)

는 가비지컬렉션 수행 시에 블록 내에 무효 페이지

들의 경과 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희생 블록을 선정

한다. 선정된 희생 블록의 유효 페이지들은 

Cold/Hot 데이터로 구별되어 각각 다른 빈 블록으

로 이주가 되며, 빈 블록 할당 시에 Hot 데이터가 

저장되는 블록은 삭제 연산 횟수가 가장 적은 블록

이 선택되고,  콜드 데이터는 삭제 연산 횟수가 평

균보다 많은 블록이 선택된다 [4]. 하지만 이 방식

은 무효화 페이지들의 경과시간의 총합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희생블록 선택의 효율을 높였지만, 

여전히 콜드 블록이 자주 선택되어 가비지 컬랙션

의 오버헤드가 큰 단점이 있다. 

그 외에도 CAT에서 파생된 CATA, CBA 기법

들이 제안되었으며, 최근에는 스왑 시스템 기반의 

SAGC, LFGC, NSAGC 등의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

이 제안되었다 [6-14]. 

본 논문에서는 콜드 데이터가 많은 블록을 희생

블록으로 선택하는 것을 늦추어 가비지 컬랙션 수

행 시 발생되는 유효 페이지 이주 오버헤드를 줄이

는 CAPi 가비지 컬렉션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희생 블록 내에 있는 유효 페이지들을 

Cold/Hot 데이터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통하

여 가비지 컬랙션에서의 오버헤드를 추가적으로 감

소시킨다. 

Ⅲ. CAPi 가비지 컬렉션

제안하는 가비지 컬렉션 기법은 3가지 요소로 

구별된다. 표 1을 기준으로 각각의 요소에 대해 관

련 연구대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차별성 

및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낸드 플래시의 유효 페이지를 확보하

기 위해 수행되는 가비지 컬렉션 정책이다. 가비지 

컬렉션은 수행 시 발생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

해 아래 식 (1)의 값이 가장 큰 블록부터 희생블록

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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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식 (1)에서 는 현재 시간을 의미하며, 

는 블록이 활성 블록(active block)으로 할당

된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블록이 할당된 

이후 경과된 시간을 의미한다. 활성 블록이란 쓰기 

연산이나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으로 선정된 블록이다. 이러한 활성 블록의 주

소는 FTL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안하는 기법은 

이 활성 블록의 주소 정보를 활용한다. 는 블록 

내에 유효 페이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시

간기반 가비지 컬렉션과 같이 제안한 기법 역시 식 

(1)에 의해서 유효 페이지를 이용할 때의 비용대비 

이득이 가장 큰 블록이 희생블록으로 선정된다. 하

지만 대부분의 시간기반 가비지 컬렉션은 유효 페

이지 이주에 따른 비용을 너무 낮게 적용하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었다. 적용하고 있는 식에 의해 대부

분의 시간기반의 가비지 컬렉션은 유효 페이지가 

많은 콜드 블록이라도 경과된 시간에 따라 희생블

록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렇게 선택된 콜드 블록은 유효 페이지가 많아서 쓰

기 연산을 많이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활성 블록내

의 가용 영역보다 많은 페이지를 이주시켜 결과적

으로 빈 블록을 소모하게 만든다. 가비지 컬렉션은 

빈 블록의 수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최소 빈 블

록 수보다 클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결국 

더 많은 블록의 삭제 및 유효 페이지 이주를 유발

시키게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식 (1)에 

  를 적용하여 시간에 대한 가중치를 줄임으

로써 유효 페이지가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콜드 블

록들이 빠르게 희생블록으로 선택되는 것을 방지하

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무효 페이지가 많은 블록들을 

희생블록으로 선택하여 빈 공간 확보에 대한 효율

을 높이고, 실제 가비지 컬렉션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유효 페이지 이주에 대한 오버헤드를 함께 

줄이고 있다. 이 과정은 그림 2에서 첫 번째 순서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빈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 식 

(1)을 이용하여 1개 이상의 희생블록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 유효 페이지 이주 정책이다. 가비지 

컬렉션에서 선택된 희생블록들에는 유효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유효 페이지들은 다른 공간으

로 이동되어야 한다. 유효 페이지가 이동될 공간 중

에 가장 효율이 좋은 곳은 활성 블록이다. 이 활성 

알고리즘 1. CAPi의 의사코드

Algorithm 1. Pseudo code of CAPi 

블록에는 데이터가 아직 입력되지 않은 가용 영역

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빈 블록을 사용하

지 않도록 이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 하지만 활성 블록은 상대적으로 다른 블록에 비

해 핫 데이터의 비율이 높고,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 

희생블록으로 선정된 블록에 있는 데이터들은 식 

(1)에 의해 콜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

다. 따라서 희생블록의 유효 페이지들을 분별하지 

않고 활성 블록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유효 페이지

들은 차후에 가비지 컬렉션의 오버헤드가 될 확률

이 높다. 따라서 활성 블록에 최대한 핫에 가까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업데이트 빈도에 따른 정

렬을 수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빈 블록 사용을 유발

하지 않는 선에서 핫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를 분리

해서 저장하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두 번째 과정에 

해당하며, 선택된 희생블록 내에 존재하는 유효 페

이지들은 업데이트 빈도에 따라 최소 힙(min-heap) 

구조를 이용하여 메모리상에서 정렬이 된다. 이렇게 

정렬이 되면, 유효 페이지들은 상대적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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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1 chip

Page Size(byte) 8192+640(Spare)

Block Size(pages) 256

Chip Size(blocks) 1024+84(Extended)

Random Read Time 60μs

Page Program Time 1500μs

Block Erase Time 5.0ms

P/E cycles 1000

Free Block trigger 5%

표 2. 실험 환경

Table 2. Experimental environment

빈도가 비슷한 페이지들끼리 묶여서 블록에 저장된

다. 만약 유효 페이지들의 갯수가 1개 이상의 빈 블

록을 채울 정도로 많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빈도가 

낮은 유효 페이지들부터 빈 블록으로 옮긴다. 즉, 

상대적으로 콜드에 가까운 페이지들이 빈 블록에 

함께 저장된다. 빈 블록을 채우고 남은 유효 페이지

들은 활성 블록으로 옮겨지며, 이 페이지들은 데이

터 성격이 상대적으로 핫에 가깝다. 만약 가비지 컬

렉션에 따라 발생한 유효 페이지들의 수가 빈 블록

을 가득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에는 유효 

페이지들을 모두 활성 블록으로 옮긴다. 데이터가 

모두 이동된 희생블록들은 삭제 연산이 이루어지고, 

빈 블록은 할당되기 전에 대기하는 곳인 빈 블록 

풀(Free Block Pool)에 넣어진다. 이는 그림 2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과정에 해당한다. 그림 2의 세 

번째 과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효 페이지의 수가 

1개 블록 내에서의 최대 페이지 수보다 큰 경우에 

상대적으로 콜드 페이지에 해당하는 유효 페이지들 

묶어서 빈 블록으로 먼저 이주를 시킨다. 이를 통하

여 상대적으로 콜드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을 분리하

여 저장할 수 있어 차후에 이루어지는 가비지 컬랙

션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그림 2의 네 번째 

과정은 남겨진 유효 페이지들을 기존의 활성 블록

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겨진 유효 

페이지들은 상대적으로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 가

비지 컬랙션의 오버헤드를 크게 유발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페이지들은 활성 블록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공간 활용 측면에 있어 유리하다.  

세 번째는 블록 할당 정책이다. 낸드 플래시 시

스템에서 데이터는 할당된 활성 블록 내에 순차적

으로 저장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활성 블록에 저

장되는 데이터는 핫 데이터일 확률이 높아 한번 활

성 블록으로 선정된 블록들은 빠른 시일 내에 또다

시 희생블록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이유

그림 3. 데이터 모음의 특징(콜드:핫 비율)

Fig. 3 Characteristics of data set(Cold:Hot ratio)

로 가장 마모도가 적은 블록을 활성 블록으로 선정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비

지 컬렉션 기법에 활용하고 있다.  제안하는 기법 

또한 기존의 기법들과 동일하게 가장 마모도가 적

은 블록부터 할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힙 구

조를 사용하여 빈 블록 풀을 구성한다. 알고리즘 1

은 제안한 기법의 의사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Ⅳ. 실 험

1. 환경 설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비지 컬렉션 기법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SSD Extension for DiskSim을 사용하였다 [15]. 

자세한 실험환경은 표 2와 같다.

Cold/Hot 비율에 따른 성능 평가를 위해, 실험

에서는 그림 3과 같이 Cold/Hot 비율을 가지는 트

레이스 파일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Cold/Hot은 접근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데이터의 

접근횟수가 평균 접근횟수보다 낮은 데이터를 Cold

라 하며 평균 접근횟수보다 높은 데이터는 Hot이라 

한다. Cold 데이터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 블록들이 가진 데이터가 고르게 업데이트되어 

가비지 컬렉션에 따른 오버헤드를 비교하기 힘들어 

그림 3과 같은 Cold/Hot 비율로 성능 평가를 수행

하였다.

실험은 LPN(Logical Page Number)에 해당하

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접한 LPN의 경우 비슷한 접근 빈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우스 분포를 적용하였다. 시스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빈 블록 수는 전체의 5%로 설정하였으며, 

전체 용량의 85%에 데이터를 채운 상태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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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첫 번째 베드 블록 발생 시점

Fig. 4 First failure time

해 기존의 시간 기반 가비지 컬렉션 기법인 GA, 

CB, CAT, FeGC와 비교하였다. 

2. 성능 평가

그림 4는 Cold/Hot 데이터 비율에 따라 각 기법

들의 첫 번째 배드 블록이 발생하는 시점을 쓰기 

연산 횟수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GA 알고리즘

의 경우 Cold 비율이 높아질수록 희생블록으로 선

정되는 블록의 수가 줄어들어 결국 전체 수명이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기법은 GA에 

비해 평균적으로 73%, CB에 비해 39%, CAT에 비

해 29% 그리고 FeGC에 비해 24% 수명이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Cold/Hot 데이터의 비

율이 8.5:1.5와 9.0:1.0인 데이터 모음에서 실험 대

상 기법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블록 내에 한 개의 무효 페이지도 발

생하지 않는 완전 콜드 블록이 많기 때문이다. 가비

지 컬렉션 정책상 이러한 블록들은 희생블록으로 

선정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전체 블록의 수명

은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저장 시스템의 수명이 줄

어든다. 이는 정적 마모도 평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낸드 플래시는 제자리 갱신이 불가능한 특징으

로 인하여 1개 블록을 사용하지 못해도 다른 블록

들의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는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빈 페이지에 쓰기 연산

이 일어나는데, 사용할 공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

비지 컬렉션이 빨리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

장 시스템의 수명 및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대

부분의 블록들이 동시에 배드 블록이 되도록 유도

하는 것이 좋다.

그림 5는 Cold/Hot 데이터 비율이 7.0:3.0인 데

이터 모음에서 쓰기 연산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

그림 5. 쓰기 연산에 따른 베드 블록의 수

Fig. 5 The number of bad blocks

as write operations

그림 6. 지움 연산에 따른 평균 페이지 복사 수

Fig. 6 The average number of page copies per 

erase operation

되는 배드 블록 수를 보여주고 있다. FeGC와 제안

한 기법의 경우에는 1개의 배드 블록이 발생한 이

후에는 가파르게 배드 블록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eGC 기법과 CAPi 기법이 마모도

가 가장 적은 블록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블록들을 

최대한 고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첫 번

째 배드 블록이 발생하는 시점을 크게 늦추고 있으

며, 낸드 플래시 수명이 늘어났다.

그림 6은 희생블록에서 이주되는 평균 페이지 

수를 Cold/Hot 데이터 비율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콜드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

에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콜

드 데이터가 많을수록 무효 페이지가 많은 블록이 

희생블록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져 평가한 모든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이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FeGC와 제안한 기법은 유효 페이지를 

이주할 때, Cold/Hot 데이터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발생될 가비지 컬렉션 오버헤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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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쓰기 연산 당 지움 연산 발생 빈도

Fig. 7 Erase operation ratio per write operation

그림 8. 정규화한 가비지 컬랙션의 수행시간

Fig. 8 Normalized execution time of garbage 

collection

줄이고 있다. 다만 FeGC는 Cold/Hot 데이터를 따

로 저장함에 있어 활성 블록을 활용하지 않아 추가

적인 블록 사용에 의한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전체 

오버헤드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 제안한 기법은 

GA에 비해 평균적으로 18%, CB에 비해 14%, 

CAT에 비해 11% 그리고 FeGC에 비해 12% 데이

터 이주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림 7은 각 알고리즘들의 한 개의 쓰기 연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삭제 연산 확률을 Cold/Hot 

비율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삭제 연산은 읽기 및 

쓰기 연산에 비해 많이 느리므로 자주 발생하게 되

면 가비지 컬렉션 수행 시 응답시간이 느려진다. 제

안한 기법은 평균적으로 GA에 비해 38%, CB에 비

해 30%, CAT에 비해 22% 그리고 FeGC에 비해 

22% 삭제 연산이 적게 발생하였다.

그림 8은 각 알고리즘별로 정규화된 가비지 컬

랙션 수행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기법은 

GA, CB, CAT와 다르게 정렬을 수행하고 있어 정

렬 수행시간에 대한 오버헤드를 가진다. 하지만 그

림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한 기법은 가비지 

컬랙션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오버헤드에 해당

하는 I/O를 최대 18% 줄였다. 즉, 제안하는 기법은 

정렬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인 오버헤드

보다 더 큰 I/O 연산의 빈도를 줄임으로써 다른 기

법들에 비해 더 적은 가비지 컬랙션 수행시간을 가

진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기법은 GA에 비해 평균적

으로 31%, CB에 비해 20%, CAT에 비해 11% 그

리고 FeGC에 비해 11% 적은 가비지 컬랙션 수행

시간을 가진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사물 인터넷 기반 시스템

에서 각광받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환경에서

적용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기반 가비지 

컬렉션 기법으로 CAPi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

은 가비지 컬렉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

하여 전체 오버헤드를 줄이고 있다. 또한 가비지 컬

렉션에서 발생하는 유효 페이지 이주에서 Cold/Hot 

데이터를 분리 저장하는 기법을 통하여 차후에 발

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를 줄이고 있다. 이를 통하

여, 제안한 기법은 GA에 비해 평균적으로 73%, 

CB에 비해 39%, CAT에 비해 29% 그리고 FeGC

에 비해 24% 수명이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비지 컬렉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효 페이지 쓰

기 연산 또한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으

로 18%, CB에 비해 14%, CAT에 비해 11% 그리

고 FeGC에 비해서는 1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차후 연구로 가비지 컬렉션에서 대상으로 선정

되지 않는 완전 콜드 블록도 고려하는 복합적인 가

비지 컬렉션 및 마모도 평준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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