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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휴대용 기기의 대중화, 

로 인하여 임베디드 환경에서 플래시 메모NAND 

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부팅 저전력 데. , , 

이터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환경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NAND 

서 플래시 메모리 전용 파일 시스템에 대한 NAND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요NAND 

구되는 비휘발성 저전력 빠른 입출력 특성을 보유, , 

하고 있으나 극복해야 할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 3 

다 첫째 플래시 메모리의 각 비트가 에서 으로 . , 1 0

단방향으로만 전환되는 하드웨어적인 특성으로 인

하여 제자리 덮어쓰기 가 불가하(in-place-update)

다 따라서 덮어쓰기를 위해서 지움 연산을 선행해. 

야만 한다 둘째 읽기와 쓰기 연산은 페이지 단위. , 

로 수행되지만 지움 연산은 블록 단위로 수행되며  , 

지움 연산 속도가 느리다 셋째 플래시 메모리의 . , 

각 블록은 지움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전체 공간, 

을 균등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 

플래시 메모리의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NAND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FFS (Journaling 

Flash File System)2, YAFFS (Yet Another Flash 

등과 같은 플래시 메모리 File System), YAFFS2 

전용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 는  . JFFS2 LFS (Log 

에 기반한 파일 시스템으Structured File System)

로 갱신 처리 시 다른 자리에 쓰기 , (out-of-place) 

기법을 사용하여 제자리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단점

을 해결하였다 는 의 느린 마운팅 속. YAFFS JFFS

도와 많은 메모리 소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시

켰으나 마운트 시에 전체 플래시 영역을 읽어야 하, 

고 파일데이터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구, 

조를 메모리상에 구축 및 검색하는데 빠른 연산을 

지원하지 못한다 는 체크포인트 정책을 통. YAFF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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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의 마운트 시간을 개선하였으나 전원YAFFS , 

결함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언마운트 작업이 되지 

않으면 체크포인트를 저장하지 못하고 메타데이터 , 

자료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의 전체 

영역을 스캔해야 한다 [2].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바일 

기기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비정상 종료 후 

재부팅 시에 빠른 마운트 및 복구가 가능한 기법들

이 연구되고 있다.

ERFFS (Efficient and Reliable Flash File 

는 최소한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빠른 마System)

운트와 복구를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하여 에 YAFFS

비하여 마운트 및 복구 성능을 향상시켰으나 연산 

중 비정상적인 종료 시에 이전 상태로 롤백 

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roll-back) [3].

는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모바일 기기Ju

에서 고장 발생 시 신속한 회복과 효율적인 로깅이 

이뤄지도록 트리를 이용한 회복기법을 제안하였T-

다 트리를 이용한 회복기법은 로그 버퍼를 위한 . T-

트리를 사용하여 입출력 횟수를 감소시키고 쓰기 T-

작업을 마지막 위치에 이뤄지게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으나 트리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연산 , T-

및 메모리 사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4].

본 논문에서는 를 기반으로 하여 복구 YAFFS2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 

법은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을 가지 타입으로 나6 

누어 관리하고 파일 연산에 대한 형상 관리를 수행

한다 블록 타입 정보와 파일에 대한 형상 정보를 . 

각각 복구 이미지 블록과 메타데이터 블록에 저장

하고 마운트 시에는 복구 이미지 블록과 메타데이, 

터 블록만을 스캔하여 복구 및 마운트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플. Ⅱ 

래시 메모리와 에 대해 기술하고 장에YAFFS2 , III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 기

법에 대해 설명한다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 Ⅳ

성능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장에서는 결론 및 , Ⅴ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관련 연구. Ⅱ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컴퓨터 기억장치로,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소비 전력이 낮고 입출력 속

도가 빠르다 플래시 메모리는 게이트 타입 . (gate 

과 셀 을 구성하는 구조에 따라 플type) (cell) NOR 

래시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로 구분하며NAND , 

플래시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 접근이 가능하NOR 

며 집적도가 낮고 비싸기 때문에 코드 저장 및 실

행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플래시 메모리는 , NAND 

대용량이며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데이터 저NOR 

장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NAND 

의 집합으로 구성된 블록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읽, 

기 및 쓰기 연산은 페이지 단위로 처리하고 지움 , 

연산은 블록 단위로 처리한다 플래시 메모. NAND 

리는 각 비트가 에서 으로 단방향으로만 전환되1 0

는 하드웨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제자리 덮어쓰기 

가 불가하다 따라서 데이터 갱신(in-place-update) . 

을 위해서는 지움 연산을 통하여 초기화된 메모리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플(erase-before-write). 

래시 메모리의 각 블록은 지움 횟수에 제약이 있으

므로 특정 블록들에 지움 연산이 집중되지 않고 전, 

체 공간을 균등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극대화NAND 

하고 단점을 극복하여 다양한 시스템의 저장 장치

로 사용하기 위해서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NAND 

스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는 플래시 전용 파일 시스템으로YAFFS NAND , 

외부 갱신 기법 을 사용하여 제(out-place-update)

자리 덮어쓰기 문제를 극복하였다 는 . YAFFS2

의 다음 버전으로 기본적인 특징은 YAFFS YAFFS

와 동일하며 속도가 개선되었다 는 그림 . YAFFS2 1

과 같이 와 태그 로 구성된 구조의 배열 chunk (tag)

형태로 구성되며 는 데이터 와 헤더 , chunk chunk

로 구분된다 데이터 에는 파일 데이터chunk . chunk

가 저장되며 헤더 에는 표 과 같은 파일 및 , chunk 1

디렉터리의 속성이 저장된다 는 마운트 시. YAFFS

에 전체 플래시 메모리 영역을 스캔하여 파일 시스

템을 구축한다 [6, 7].

그림 구조1. YAFFS/YAFFS2 

Fig. 1 Structure of a YAFFS/YAFF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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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안 기법의 플래시 메모리 구조2. 

Fig. 2 A flash memory structure of the proposed method

Item Description

Object Type

 Object type information : 
Unknown, General File, 
Symbolic Link, Directory, 
Hard Link, Special File

Parent Object ID  Object ID of the parent

File/Directory Name 
Checksum

 If normal, OxFFFF

Mode  Mode information

UID  Same as Linux UID

GID  Same as Linux GID

Access Time  UNIX time

Modify Time  UNIX time

Metadata Modify Time  UNIX time

File Size  The total size of the file

표 1 의 헤더 정보. YAFFS2 Chunk 

Table 1. Header chunk information of the YAFFS2

는 의 긴 마운트 시간을 개선하YAFFS2 YAFFS

기 위하여 체크포인트 정책을 사용한다 언마운트 . 

시점에 메인 메모리의 메타데이터 자료 구조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마운트 시에 체NAND , 

크포인트를 읽어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 그러나 전. 

원 결함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언마운트가 수행

되지 않으면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지 못한다 체크 . 

포인트가 저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구

축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 전 영역을  스캔해야 

하므로 와 동일한 마운트 시간이 소요된다 , YAFFS

[2]. 

복구 성능 향상을 위한 . Ⅲ

플래시 메모리 관리 기법

본 절에서는 복구 성능 향상을 위한 플래시 메

모리 관리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플래시 메모리 구조는 그림 

와 같다 전체 플래시 메모리 영역 중 고정된 일부 2 . 

영역이 플래시 메모리 이미지 저장을 위하여 사용

되며 그 외 영역은 파일 데이터와 파일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과 같이 를 3 YAFFS2

기반으로 하며 플래시 메모리 관리를 위한 블록 상

태 관리자 복구 관리자 파일 관리자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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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플래시 메모리 관리 구조 3. 

Fig. 3 Flash memory management structure

Block Type Description

Recovery Image 

Block

 Stores block status information

 Stored in fixed area of flash 

memory

Metadata Block
 Stores meta information about 

the file

Data Block  Stores file data

Dirty Block

 Blocks in which all pages in 

the block are invalidated

 Target block to perform erase 

operation

Empty Block

 Blocks in which data can be 

stored

 Blocks that can be allocated 

for write operations

Bad Block  Unavailable block

표 2 블록 타입. 

Table 2. Block type

블록 상태 관리자 1.1 (Block Status Manager)

제안 기법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을 표 2

와 같이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타입6 , 

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 

블록 상태 관리자는 플래시 메모리 블록 할당, 

지움 등에 따라 블록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모니터

링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한다 블록 상태 정보 변경 . 

시 블록 상태 관리자는 복구 관리자에게 최신 블록 

상태 정보를 알려준다.

복구 관리자 1.2 (Recovery Manager)

복구 관리자는 블록 상태 관리자로부터 블록 상

태 정보를 수신하고 복구 이미지를 생성하여 저장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용량 파일의 생성 가비지 컬. , 

렉션 등의 경우에는 블록의 (Garbage Collection) 

상태 정보가 빈번하게 변경되며 복구 이미지 생성

Item Description

Object ID  The identifier of the object

Object Version

 1 at object creation
 Increment by 1 for each 

complete operation on the 
object

Object Status
 Completion of operation : 

Operation start, Operation 
finish

Object Type

 Same as header chunk 
information

Parent Object ID

File/Directory 
Name Checksum

Mode

UID

GID

Access Time

Modify Time

Metadata Modify 
Time

File Size

Data Location
 Location information per 

page

Meta Serial
 When meta information is 

stored in multiple pages, the 
order of meta information

표 3 파일 메타 정보. 

Table 3. Meta information of a file

으로 인한 부하가 발생된다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복구 관리자는 복구 이미지 저장 후 일정 시

간 이내에는 새 복구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복. 

구 관리자는 복구 이미지의 저장 시간을 관리하고 

블록 상태가 변경되더라도 지정된 복구 이미지 생

성 시간 간격 후에 새 복구 이미지를 생성하여 저

장한다.

파일 관리자 1.3 (File Manager)

제안 기법에서는 파일 연산 수행 중 비정상적인 

종료 시에도 파일 복구가 가능하도록 파일에 대하

여 표 과 같이 메타 정보를 생성하여 관리한다3 .

파일 관리자는 파일 연산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파일의 형상을 관리한다 그림 와 같이 파일 관리. 4

자는 파일 연산 시작 전 현재 파일 정보를 백업하

고 파일 연산 완료 후 갱신된 파일 정보를 기록한

다 파일 관리자가 저장한 메타 정보는 파일 시스템 . 

마운트 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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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안 기법의 파일 연산 수행 과정의 예4. 

Fig. 4 Example of a file operation process of the proposed method

제안 기법에서는 복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복구 이미지 블록과 메타데이터 블록을 사용하

여 마운트를 수행한다 마운트 시에 메타데이터 블. 

록 정보를 사용하여 파일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를 , 

위하여 파일 연산 전 후에 메타데이터를 기록한다· .

제안 기법에서의 파일 연산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파일 연산이 발생하면 파일 연산 수행을 위해 . 

필요한 플래시 메모리 영역을 할당한다 파일 연산. 

의 종류가 쓰기 수정 또는 삭제인 경우 메타데이( ) , 

터 및 파일 데이터 쓰기를 위하여 각각 메타데이터 

블록과 데이터 블록에서 빈 페이지가 할당된다 이. 

때 메타데이터 쓰기용 공간은 파일 전 후로 번 , · 2 

저장되므로 최소 개의 페이지가 할당된다 플래시 2 . 

메모리 쓰기 영역 할당 후에는 메타데이터의 백업을 

수행한다 파일 연산 수행 전의 현재 상태 정보를 .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메타데이터 블록에 기록한다. 

이때 파일 연산 수행 전이므로 메타데이터의 오브젝

트 상태는 연산 시작 으로 설정된다 메타데이터의 ‘ ’ . 

백업 후에는 파일 연산 종류에 따라 실제 파일 데이

터를 기록하거나 기존 데이터 영역을 무효화 

처리한다 파일 연산이 완료되면 신규 메(invalid) . 

타데이터를 생성하여 메타데이터 블록에 기록하며, 

이때 신규 메타데이터의 오브젝트 상태는 연산 종‘

료 로 설정된다 따라서 오브젝트 별 메타데이터의 ’ . 

버전이 가장 높고 오브젝트 상태가 연산 종료 인 메‘ ’

타데이터가 파일의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메타

데이터이다 만약 파일 연산 중 비정상 종료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파일에 대한 최신 메타데이터는 오브

젝트 상태가 연산 시작 으로 설정되어 있게 된다‘ ’ .

그림 는 제안 기법의 마운트 과정을 나타내고 5

있다 마운트가 시작되면 복구 관리자는 복구 이미. 

지 블록 영역을 스캔하여 최신 복구 이미지를 검색

한다 복구 이미지 블록 영역은 고정된 영역이며. , 

복구 이미지에는 복구 이미지 정보의 시리얼 정보

와 생성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구 관리

자는 최신 복구 이미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복. 

구 관리자는 최신 복구 이미지 검색 후 복구 이미, 

지에 포함된 블록 별 타입 정보를 메인 메모리 

에 적재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플래시 (RAM)

메모리 영역 중 메타데이터 블록에 대해서만 스캔

한다 복구 관리자는 메타데이터 블록에 저장된 메. 

타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일 구조의 구축 및 복구를 

수행한다 최신 메타데이터의 오브젝트 상태가 연. ‘

산 종료 인 경우에는 해당 메타데이터에 저장된 정’

보를 사용하여 해당 파일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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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안 기법의 플래시 메모리 마운트 과정5. 

Fig. 5 A flash memory mount process of the proposed method

오브젝트의 상태가 연산 시작 인 경우에는 파일 ‘ ’

연산 중 비정상 종료가 발생된 것이므로 해당 메타

데이터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연산 수행 전의 

상태로 파일을 복구한다 즉 파일 복구를 위해서 . , 

전체 플래시 메모리 영역을 스캔할 필요가 없이 복

구 이미지 블록 메타데이터 블록만을 스캔하여 복, 

구가 가능하다. 

그림 은 제안 기법의 플래시 메모리 마운트 과6

정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의 파일 와 같이 . 6 A

메타 정보의 오브젝트 상태가 연산 종료 인 경우에‘ ’

는 파일 연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므로 파일

에 대한 복구가 필요 없으며 메타 정보를 사용하여 

파일 정보를 구축한다 그림 의 파일 와 같이 메. 6 B

타 정보의 오브젝트 상태가 연산 시작 인 경우에는 ‘ ’

파일 연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복구 관리자는 파일 연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

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파일 연산 전 상태로 복구한

다 그림 에서 파일 의 최신 헤더 는 페이. 6 B chunk

지 에 저장되었으나 파일 연산이 완료되지 못하907

였으므로 페이지 의 정보로 복구되어야 한다901 . 

페이지 에 저장된 헤더 의 정보가 메타 901 chunk

정보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데이터 블

록 스캔 과정 없이 메타데이터 블록만 사용하여 파

일 연산 수행 전 상태로 복구를 수행한다.

성능평가. Ⅳ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을 SSD Extension for DiskSim Simulation

참고하였으며 시뮬레이션 환경은 표 와 같[8, 9], 4

다 제안 기법에서 복구 블록 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 

블록 개수와 에서 체크 포인트 저장을 위YAFFS2

해 사용되는 블록 개수는 동일하게 개로 설정하60 

였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복구 성능을 확인하YAFFS2 . 

기 위하여 파일 연산 수행 중 비정상적인 종료 후 

마운트 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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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안 기법의 플래시 메모리 마운트 과정 예6. 

Fig. 6 Example of a flash memory mount process of the proposed method

Item Value

#Blocks/Chip 2,048

#Pages/Block 64

Page Read/Write Latency 60 us / 800 us

Block Erase Latency 1.5 ms

Program-Erase (P/E) Cycle 10,000

표 4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4. Parameter of simulation

파일 시스템 복구 및 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사용률이 10 %, 

인 경우에 대하여 파일 연산 수행 중 40 %, 70 %

비정상적인 종료 상황을 모의하였다 플래시 메모리. 

에 저장된 파일의 크기 및 개수는 랜덤하게 생성하

였다.

제안 기법과 모두 비정상적인 종료 후 YAFFS2 

마운트 시 파일 복구를 수행하였으며 복구가 수행, 

될 경우에 마운트 시간은 그림 과 같다 제안 기법7 . 

은 에 비해 마운트 시간이 약 YAFFS2 13 ~ 46 % 

감소되었으며 플래시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 

마운트 시간 증가율이 에 비하여 적은 것YAFFS2

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 기법은 파일 연산 발생 시 파일에 대한 형, 

상 관리를 위하여 메타데이터 블록에 파일 연산 전·

후에 메타 정보를 저장한다 따라서 에 비하. YAFFS2

여 메타 정보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며 

본 시험 시에는 그림 과 같이 약 정도 블록 8 12 % 

사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저용. 

량 파일의 개수가 많거나 파일 갱신 연산이 많을 경

우 메타데이터 블록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 YAFFS2

에 비해 추가로 사용하는 블록 개수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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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마운트 시간 비교7. 

Fig. 7 Comparison of the mount time
그림 블록 개수 사용 비교8. 

Fig. 8 Comparison of the used block number

결 론. Ⅴ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전용 파일 시스템NAND 

인 를 기반으로 복구 성능을 향상시키기 YAFFS2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을 가지 6 

타입 복구 이미지 블록 메타데이터 블록 데이터 ( , , 

블록 무효 블록 빈 블록 배드 블록 으로 구분하여 , , , )

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파일 연. 

산 수행 시 메타데이터 블록에 파일 연산 전 후의 , ·

파일에 대한 형상 변경 정보를 기록하여 메타데이

터 블록만을 스캔하여 마운트 및 복구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또한 복구 이미지 블록에 블록 타입 정. 

보를 저장하여 메타데이터 블록을 찾기 위한 스캔 

과정을 최소화하였다.

실험 결과 비정상적인 종료 후 마운트 수행 시, 

에 에 비하여 마운트 시간이 약 YAFFS2 13 ~ 46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파일의 형상 관% . 

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블록의 사용으로 인하여 약 

정도의 메모리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12 % 

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복구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되

는 저장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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