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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래시 메모리는 하드 디스크에 비하여 읽기/쓰기 성능이 우수

하며 충격에 강할 뿐 아니라, 력이라는 장 을 바탕으로 모바

일 디바이스 뿐 아니라 서버 시스템에도 사용 되는 등 차 사용

역을 넓 가고 있다.그러나 래시 메모리는 하드 디스크와 달

리 쓰기/삭제 횟수에 제한이 있어 쓰기 횟수를 이는 연구와 블록

별 쓰기 횟수를 고르게 맞추는 wearleveling에 한 연구가 계속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래시 메모리의 직 도가 증가함에 따라 래시 메

모리의 최 삭제 횟수도 격하게 감소하 으며,특정 블록에 읽

기 연산이 되면 인 셀이 로그램되는 readdisturb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readreclaim이라는 새로운 삭제 연산이 등장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장장치의 수명과 용량을 보장하기 하

여 wearleveling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요해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eadreclaim에 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readawarewearleveling을 도입함으로써,기존의 wearleveling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wearleveling으로 인한 부가 삭제 횟수를

이고,기존의 wearleveling성능은 유지하고자 하 다.최 화

기법까지 도입하 을 때,wearleveling으로 인한 부가 삭제 횟수는

평균 69% 감소 시켰으며 체 삭제 횟수는 평균 13% 감소시켰다.

주요어 :flashmemory,wearleveling,readdisturb

학 번 :201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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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wearleveling여부에 따른 블록별 삭제 횟수

제 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빠른 성능,내구성, 력 등의 장 이 있는 낸드 래시 메모리 기반

의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SSD:Solidstatedisk)는 하드디스크(HDD)를

체하는 보조기억 장치로써 모바일 임베디드 시스템부터 서버까지 다양

한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낸드 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HDD와 달리 cell당 삭제 횟수의

제한이 있어 이를 효과 으로 리하는 것이 통 으로 요시 되어왔

다.SSD 내의 cell들의 삭제 횟수가 고르지 못하여 특정 몇 블록의 삭제

횟수가 한계를 넘게 되면,badblock으로 리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 1에서 보여지 듯 래시 메모리 내에서 wearleveling을

용 하지 않은 경우,블록별 삭제 횟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다.이

때 두드러지게 삭제 횟수가 많은 특정 블록들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블록으로 간주 하여,이들 블록을 badblock으로

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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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wearleveling정도에 따른 wearlevelingoverhead

그러나 badblock으로 리 가능한 블록의 용량은 체 SSD 용량의

3% 이내로 유지하기 때문에[2],badblock이 계속하여 발생하여 3%를 넘

어갈 경우 장장치의 가용 가능한 용량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래시 메모리에서 wearleveling을 이용하여 블록

별 삭제 횟수가 균일하도록 리하는 것이 장장치의 체 수명을 해

서 매우 요하다.

이러한 블록별 삭제횟수의 편차를 조 하는 wearleveling은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블록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연산을 포

함한다.따라서 항상 블록 삭제와 페이지 복사에 한 부가 연산으로 인

한 비용이 존재한다.다시 말해,강력하게 wearleveling을 사용하여 블록

별 삭제 횟수를 완벽하게 동일도록 조 하게 되면,wearleveling으로 인

한 부가 연산으로인한 비용이 격하게 증가하게 된다.이로 인하여, 래

시 메모리 내부의 삭제연산 수와 쓰기 연산 수가 격하게 증가하여 오히

려 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따라서 wear

leveling의 효과와 부가연산으로 인한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요하

다고 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2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 이, wear



3

leveling을 잘하게 되면 최 삭제 블록의 삭제 횟수는 어드나 삭제

overhead가 격하게 증가하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블록 별

삭제 횟수를 고르게 만들면서도 부가 연산으로 인한 비용을 이는 것이

효과 인 wearleveler라 할 수 있다.

그런데,최근 낸드 래시 메모리의 집 도가 증가함에 따라 SLC

(single-levelcell),MLC(multi-levelcell)뿐만 아니라 하나의 셀에 3bit

이상의 정보를 장하는 TLC(triple-levelcell)도 등장하 다.이로 인하

여 SSD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시장 가격 하락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러나,

TLC는 내구성과 readdisturb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

MLC는 최 삭제 횟수를 3000회 정도 보장하 지만,TLC는 500번 정도

밖에 보장하지 못한다[1].뿐만 아니라,readdisturb문제가 차 심각해

지면서[3]readreclaim 이라는 새로운 삭제 연산이 등장하게 되었다.

와 같이,블록 당 최 삭제 횟수가 감소하고 새로운 삭제 연산의 등

장으로 인하여 SSD의 효과 인 사용을 하여 래시 메모리에서의 효

과 인 wearleveling이 더욱 더 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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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readdisturb과 이를 해결하

기 한 readreclaim에 한 소개를 한다.3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왔

던 wearleveling기법과 그 한계 에 해서 언 한다. 4장에서는 읽기

활용율과 readrecalim으로 인한 wearlevling시기를 통해 최 화 가능

여부를 탐색한다.다음의 5장에서는 읽기를 고려한 wearleveling기법을

제안한다.6장에서는 실험 환경과 새로운 wearleveling기법의 도입으로

인한 수명 향상 부하에 한 결과를 소개한다.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에 해 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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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Readdisturb

제 2장 Readdisturb소개

2.1 Readdisturb

readdisturb는 읽기 연산을 수행할 때 래시 메모리의 구조 인 특성

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을 말한다.다음의 그림 3은 래

시 메모리 셀의 표 한 것으로,읽기 연산이 일어날 때의 변화를 도식화

한 것이다.

래시 메모리의 구조는 셀(cell)배열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읽기

연산이 수행되면,그림과 같이 선택된 wordline(WL)2에는 압 Vr을

걸고,선택되지 않은 word-line에는 Vread(=~7V)의 압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압은 로그램(약 15V)에 비하여 상 으로 약한 압을 걸기

때문에 다른 셀에 직 인 향을 끼치진 않으나,계속해서 읽기 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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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되는 경우에는 약한 압이더라도 지속 으로 향을 받게 되고,블

록의 삭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래시 메모리의 물리 인 특성이 나빠

지게 되면 인 셀이 원하지 않게 로그램 될 수 있다.이러한 상을

readdisturb라고 한다[7].

이러한 블록의 삭제 횟수가 증가 할수록 래시 메모리의 물리 성질

이 손상되기 때문에 readdisturb 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0].게다

가 더 높은 TLC로 갈수록 readdisturb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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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블록 당 감내 할 수 있는 읽기량 추세 [2]

2.2 Readreclaim

계속된 읽기 연산이 한 블록에 집 되게 되면,readdisturb가 발생하

게 되어 인 셀의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readdisturb가 발생

하기 에 래시메모리에서는 조취를 취하게 된다.이러한 조취의 일환

으로 readreclaim이 등장하 다.readreclaim은 특정 블록에 읽기 연산

이 계속되어 인 셀에 readdisturb 상이 일어날 수 이 되면,해당 블

록에 존재하는 모든 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른 블록으로 이동시키고

해당 블록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30nm 이상의 래시 메모리에서는 disturb의 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readreclaim이 래시 메모리에서 요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다.2009

년도에 생산된 래시 메모리도 600,000번의 읽기가 한 블록에 되어

야 readreclaim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2].그

러나 차 낸드 래시 메모리의 집 도가 올라가 최근 20nm 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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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readdisturb가 심각해지고 있으며,한 블록이 감내 할 수 있는

읽기량이 어들고 있다.

실험을 통해 나타난 그림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집 도가 상향됨에

따라 하나의 블록이 감내할 수 있는 읽기량이 차 으로 감소하고 있으

며,TLC의 경우에는 한 블록 당 5만 번의 읽기도 감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9

제 3장 련 연구

3.1 기존의 wearleveling기법

Wearleveling의 가장 큰 목표는 래시 메모리에 존재하는 블록들

간의 삭제 횟수의 격차를 좁힘으로써 래시 메모리내의 특정 블록들의

삭제 횟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bad블록이 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다.기본 으로 wearleveling은 가장

삭제 횟수가 높은 블록 (oldestblock)과 가장 삭제 횟수가 은 블록

(youngestblock)에 있는 데이터를 각 각 hot데이터와 cold데이터로 간

주하여 옮김으로써 oldest블록에는 cold데이터를 놓음으로써 삭제 횟수

증가를 억제하여 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

기본 인 데이터 특성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가진 hot-coldswapping

기법은 oldest블록에는 hot데이터가 youngest블록에는 cold데이터가

있다는 제하에,oldest블록과 youngest블록을 희생블록으로 고른 후

블록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교환(swapping)한다[5].이러한 방법을 통

해,oldest블록에는 cold한 데이터를 옮김으로써 오래 동안 삭제가 일어

나지 않게 되어 더 이상 삭제 횟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한

youngest블록에는 hot한 데이터가 옮겨짐으로써 잦은 update로 인하여

삭제 횟수가 증가하게 되어 블록간의 wearleveling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hot-cold swapping은 한 번 oldest했던 블록이,다음 wear

leveling이 진행 될 때에도 여 히 oldest하여,계속해서 희생블록으로 선

택되는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소수의 old블록의 삭제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다른 블록들 보다 월등히 빠른 시간 내에 badblock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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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한 방법이 바로 dual-pool 알고리즘이다[6].

dual-pool알고리즘은 hot-coldswapping기법의 가장 큰 단 인,특정

몇 블록이 계속해서 희생블록으로 선택되어 삭제 횟수가 격하게 증가하

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고안된 기법으로 기본 아이디어는 hot-cold

swapping과 유사하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블록의 모음인 hotpool

과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블록의 모음인 coldpool을 두어 리

한다.

dual-pool은 3가지 방법인 cold-datamigration,coldpooladjustment,

hotpooladjustment을 통해 wearleveling한다.먼 cold-datamigration

은 coldpool의 youngest블록과 hotpool의 oldest블록의 삭제 횟수 차

이가 일정 임계치보다 커졌을 때 수행된다.이의 과정은 coldpool에 있는

youngest블록의 colddata를 hotpool에 있는 oldestblock으로 옮기고,

hotpool의 oldest블록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블록을 할당받아

옮김으로써 oldest블록은 더 이상 삭제 횟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

도록 하고,youngest블록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때 hot-coldswapping의 단 이었던,계속 으로 특정 블록

이 희생블록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하여 블록의 pool을 바꾸어주는

데,hotpool에 있던 oldest블록은 coldpool로 바꾸어 주고,coldpool에

있던 youngest블록은 hotpool로 바꾸어 주어,계속해서 희생블록으로

골라지지 않도록 한다.

한 데이터의 특성 변화를 반 하여 wearleveling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하여,coldpooladjustment와 hotpooladjustment를 수행하는데,이

는 hotpool에 있는 블록 삭제 횟수가 가장 큰 블록과 coldpool에 있

는 블록 가장 은 삭제 횟수를 가진 블록의 풀을 교환하고,coldpool

에 있는 블록의 최근 삭제 횟수가 hotpool에 있는 블록 최근 삭제 횟

수가 가장 은 블록보다 큰 경우 두 pool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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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hot-coldswapping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상

으로 은 cost로 효과 인 wearleveling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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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readreclaim 여부에 따른 wearlevelilng으로 인한 블록 삭제 횟수

3.2 기존의 wearleveling기법의 한계

앞서 언 한 dual-pool알고리즘은 부가 연산의 수가 상 으로

으며 wearleveling의 성능도 상당히 효과 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readreclaim이 용된 FTL(FlashTranslationLayer)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dualpool은 다소 비효율 인 면을 보인다.이를 확인하

기 해,readreclaim이 존재하는 FTL환경에서 앞서 언 하 던 wear

leveling기법인 dualpool알고리즘을 단순히 용해 보았다.

아래의 그림 6은 기존의 read reclaim이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w/o

read reclaim)과 read reclaim이 유효한 환경(w/read reclaim)에서의

wearleveling으로 인한 삭제 overhead를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 6에서 보듯이,readreclaim이 유효한 환경에서의 wear

leveling으로 인한 eraseoverhead가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wearleveling으로 인한 삭제 overhead의 증가가 wear

leveler가 readreclaim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인지 분석해 보았다.

기존의 wearleveling은 oldest블록에 cold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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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readreclaim이 없을 때 wearleveling후,해당 블록이 삭제되는 시간

김으로써 oldest블록의 삭제 횟수가 오랜 시간동안 증가하는 것을 억제

하고 youngest블록에 hot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옮김으로써 youngest

블록에서 빈번한 삭제가 발생하게 되어 블록별 삭제 횟수의 정도가 유사

해 지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readreclaim이 존재하는 FTL환경에서,기존의 wearleveling

알고리즘(hot-coldswapping,dual-pool)은 모두 readreclaim을 측할

수 없다.따라서 기존의 wearleveler가 cold한 특성을 가졌다고 단한

데이터를 oldest블록에 옮김으로써 oldest블록의 삭제 횟수 상승을 지

하려 한다.그러나 기존의 wearleveling알고리즘은 쓰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읽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측하지 못한 readreclaim이 발생하

게 된다.이로 인하여 wearleveling은 oldest블록으로 간 데이터가 오랜

시간 동안 oldest블록에 머물기를 기 하지만,readreclaim으로 인하여

상보다 더 빠르게 블록이 삭제된다.이러한 경우,oldest 블록이

youngest블록 보다 빠르게 빈 블록(freeblock)이 되게 되는데,이로 인

하여 빈 블록이 된 oldest블록에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되는 데,이때

hot데이터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 블록의 삭제 횟수가

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생긴다.이는 블록들 간의 삭제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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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readreclaim이 있을 때 wearleveling후,해당 블록이 삭제되는 시간

trace multi1 multi2 multi3 tpcr

w. Read reclaim 0% 0% 0% 0%

w/o Read reclaim 71% 68% 49% 13%

[표 1] wearleveling후,삭제 될 때까지의 시간이 old블록이 더 짧은 경우

수 차이를 더 증가시킴으로써 wearleveling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wear leveling으로 인한 삭제

overhead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oldest블록으로 옮겨간 cold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가 read

reclaim으로 인하여 wearleveler의 상 보다 빨리 삭제되는 상이 실제

로 wearleveling의 삭제 overhead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설명하 다.그

러므로 이러한 상이 발생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실제 FTL에서 향을

알아보았다.

이 상의 결과가 아래의 표1과 같다.multi1,multi2,multi3에서는

wearleveling후,oldest블록으로 옮겨간 데이터가 상 으로 빨리 지

워지는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 평균

55%의 경우에 이러한 상이 발생하여 wearleveling의 효과를 미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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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mutl1 multi2 multi3 T-pcr

write cold data 중 

read hot data 비율 
63.0% 79.7% 56.3% 26.5%

[표 2]writecold데이터 readhot인 비율

만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계속해서 블록간의 삭제

격차를 벌이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wearleveling을 계속

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 으로 살펴보면,youngest블록에서

oldest블록으로 옮겨간 데이터 에는 readreclaim을 야기하는,다시 말

하여 readhot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가 wearleveling에 의해 oldest블

록으로 이동한 데이터 에 상당량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 할 수 있

다.이에,본 논문에서는 youngest블록에서 oldest블록으로 옮겨가는

writecold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라고 간주되어 옮겨지는 데이터 에서

읽기의 특성 측면에서는 hot하다고 단되는 데이터의 비 을 알아보았

다.다음의 표 21는 실제 시뮬 이션 당시 youngest블록에 있던 데이터

readhot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내며,이때의 데이터의

hot/cold분류 기 은 해당 데이터의 읽기 속도가 체 트 이스의 평균

읽기 속도 보다 빠른 경우를 hot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라고 분류한 결과

이다.

아래의 표 2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writecold하다고 단된

데이터 35%이상의 데이터가 readhot한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기존의 쓰기만을 고려한 wearleveler에는 한계가 있

음을 상할 수 있고, 한 readreclaim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wear

leveler가 데이터의 readhot/cold에 한 특성 정보와 readreclaim에

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readreclaim을 상하게 되어 앞서 언 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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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블록에서의 삭제가 wearleveler의 상보다 빠랐던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wear leveler가 지속 으로 야기되는 상을 막음으로써,wear

leveler로 인한 부가 삭제 연산을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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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readreclaim과 wearleveling

비효율성

4.1 readreclaim 후 wearleveling시기

한 블록에 읽기가 되면 인근 셀(cell)에 꾸 히 압이 가해여 주변

셀이 로그램 되는 상인 readdisturb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하

여 한 블록에 읽기 연산이 계속되면,readreclaim을 하여 해당 블록 내부

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른 블록으로 이동시키고 해당 블록을 삭제

하는 연산을 수행한다.이와 같이 readdisturb문제가 심각해지고,집

도가 높아짐에 따라 read reclaim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garbage

collection이외에도 새로운 삭제 연산의 추가로 wearleveling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추가 된 것이다.다시 말해,garbage

collection으로 인한 블록의 삭제 횟수 증가 뿐 아니라,readreclaim으로

인한 삭제 횟수 증가로 인하여 블록 간 삭제 횟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wearleveling의 발생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어 wearleveling

이 invoke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eadreclaim이 발생한 후 해당 블록이 앞으로

발생하는 N번째 wearleveling에 의하여 희생 블록으로 선택되어 지는

지를 알아보았다.다음의 그림 8은 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체 27%의 블

록이 readreclaim 후,5번째 이내에 발생하는 wearleveler에 의하여 희

생 블록으로 채택된다. 한 readreclaim과 wearleveling이 모두 일어

나는 블록 에서는 평균 85%의 블록이 readreclaim 후,10번째 이내에

발생하는 wearleveler에 의하여 희생 블록으로 채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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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readreclaim 후,WL희생 블록 선택까지의 거리

있었다.

와 같이 readreclaim과 wearleveling모두 복사 비용이 상당히 높은

두 연산이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이

두 연산을 클러스터링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삭제 횟수 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다만,garbagecollection과는 함께 클러스터링 하지 못하는

원인은 두 연산의 복사 비용에 있다.garbagecollection은 연산 특성 상

한 블록에 유효한 페이지가 은 페이지를 주로 선택하게 되어 복사 비용

을 최 한 낮추는 쪽으로 연구되어 왔었다.그러나 readreclaim은 복사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블록을 선택할 수 없으며,실제로 복사 비용이 상

당히 높은 연산이다.다음의 그림 9에서 보듯이 readreclaim과 wear

leveling으로 인한 추가 복사 비용은 두 연산 모두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garbagecollection은 복사 비용이 그래 에서 거의 나타나

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따라서 garbagecollection은 제외하고 복

사 비용이 모두 높은 readreclaim과 wearleveling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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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각 요소별 복사 비용
을 지함으로써 체 래시 메모리의 삭제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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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읽기를 고려한 wearleveling기법

본 장에서는 앞서 언 한 기존 wearleveling기법의 문제 을 극복하

는 읽기를 고려한 wearleveling기법에 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5.1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wearleveling기법

5.1.1 데이터의 특성 악

기존에는 데이터 분류를 쓰기 연산을 기 으로 하 기 때문에,write

hot과 writecold로 나 었으나 read disturb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readreclaim가 빈번하게 등장하여,read에 한 데이터 특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다시 말하여,쓰기 특성의 에서는 cold한 특성을

가지지만 읽기의 측면에서는 hot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는 readreclaim으

로 인한 삭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래시 메모리를 리하는 데 있어 향

을 끼치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존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멀티 함수에 기

반을 둔 bloomfilter를 이용하여 기존에 writecold라고 분류하 던 데이터

를 읽기 연산의 측면에서 분석하여[4],readvery hot,readhot,read

writecold로 4가지로 데이터의 특성을 분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wearleveling기법은 선택된 희생 블록

내의 데이터를 writehot(WH),readveryhot(RVH),readhot(RH),

writereadcold(WRC)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분류한다.

writehot을 기존과 같이 우선 으로 분류하는 데,이는 write의 연속성

을 유지함으로써 garbagecollection으로 인한 부가 복사 비용이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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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페이지 특성 별 wearleveling1

않도록 방지하기 함이다.다시 말하여,본 논문에서는 writecold한 데

이터를 더 세분화 시켜 분류함으로써,write의 hotness를 해치지 않고

read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한 데이터의 분류 시 멀티 해쉬 함수 기반의 multiplebloomfilter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특성의 빠른 탐색과 공간 효율성을 확보 하여 read

에 한 데이터 특성을 악하는 overhead를 없앨 수 있다[4].

writecold한 데이터 에서 readhot과 cold는 write와 같은 기 으로

분류하며,readveryhot는 readhot한 데이터를 readhot과 cold로 나

기 으로 분류한다.

5.1.2 페이지 단 의 wearleveling기법

페이지 단 의 wearleveling은 우선 희생 블록 선정 방법에 따라 선택

된 희생 블록을 선정한다.구체 인 선정 방법은 wearleveling의 다른 기

법들과 마찬가지로 oldest블록과 youngest블록을 택하되,계속해서 소수

의 블록이 희생 블록이 선택되지 않도록,최근에 wearleveling을 수행한

블록은 희생블록 후보에서 제외한다.

희생 블록을 선정한 후,해당 희생 블록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앞서 언 한 multiplebloomfilter를 통해 데이터의 특성을 분류하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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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페이지 특성 별 wearleveling2

를 그림 10와 같이 writehot(WH)/readveryhot(RVH)/readhot

(RH)/writereadcold(WRC)로 분류한다.

희생 블록 내에 존재하는 유효 데이터의 데이터 특성을 분류한 후,

youngest과 oldest블록 내의 데이터는 데이터 특성 분류에 따라 그림 11

과 같이,write hot과 read very hot으로 단되는 데이터는 wear

levelingpool에 존재하는 young블록으로 옮기고,readhot은 평균치 정

도의 삭제 횟수를 지닌 wearlevelerpool내의 mid블록으로 옮긴다.마

지막으로 write와 read측면 모두에서 cold인 데이터에 한해서만 wear

levelerpool내의 old블록으로 옮긴다.

5.1.3 wearlevelerpool교체 정책

wearlevelerpool은 데이터의 연속성을 최 한 유지하면서도 wear

leveling을 한 검색 부가비용을 최 한 이기 해 유지한다.

앞서 언 했듯,wearleveling희생 블록의 데이터는 wearlevelerpool

내에 유지하는 블록으로 옮겨지게 된다.이때,wearlevelerpool내의 블

록이 꽉 찬 경우에는 해당 블록은 wearlevelerpool을 나가게 되고,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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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erpool진입 후보 블록이 wearlevelerpool내로 들어오게 된다.그

후,해당 블록으로 희생블록의 데이터가 옮겨지게 된다.

wearlevelerpool진입 후보 블록은 최근 wearleveling을 수행한 희생

블록으로써, 재 wearlevelerpool내의 블록으로 데이터를 모두 옮긴

희생 블록은 wearlevelerpool진입 후보 블록으로 채택된다.

단,mid블록의 경우에는 평균치에 근사한 삭제 횟수를 가지는 블록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wearlevelingpool에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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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삭제 클러스터링

5.2 wearleveler최 화

래시 메모리의 고집 화로 인하여,특정 블록에 읽기 연산이

되면,readreclaim으로 인하여 블록의 삭제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감지한 wearleveler가 해당 블록을 wearlever의 희생 블록으로 선정하

게 된다.이 게 되면 부가 연산 비용이 높은 read reclaim과 wear

leveling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는데,이는 성능에도 향을 수 있으

며 삭제 횟수 측면에서도 최 화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에서 언 했듯이 readreclaim을 수행하는 블록은,블록내 128개

의 페이지 평균 120개 이상이 유효한 데이터로써 복사 비용이 매우 높

은 연산이다.따라서 마찬가지로 부가비용이 높은 wearleveling과 함께

삭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2번의 삭제를 1번의 삭제로 임으로써 wear

leveling을 통하여 블록 삭제를 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하나의 블록이 readreclaim 후

짧은 시간 내에 wearleveling의 희생 블록으로 선정 된다면,wear

leveling의 발생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readreclaim과 wearleveling의 삭

제 클러스터링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read reclaim이 발생하 을 때,해당 블록이 wear

leveling이 가능한 정도의 블록 삭제 횟수를 지닌 경우,해당 블록을 read

reclaim 하는 신 wearleveler의 희생 블록으로 선정한 후,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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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ing을 수행함으로써 블록 내 데이터를 옮기고 블록을 삭제하는 read

reclaim의 효과와 wearleveling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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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개수 4096

블록 당 페이지 수 128

페이지 크기 2K

읽기 속도 100us

쓰기 속도 1600us

삭제 속도 5000us

[표 3] 래시 메모리 사양

제 6장 실험 결과

6.1 실험 환경

읽기를 고려한 wearleveling기법에 한 성능 평가를 해 본 논문

에서는 readreclaim이 유효한 환경의 FTL(FlashTranslationLayer)시

뮬 이터를 개발하다.다른 기법과의 성능 비교를 하여 dual-pool알고

리즘을 추가 으로 구 하 으며,시뮬 이터에 사용한 래시 메모리의

사양을 다음의 표 2과 같다.

한 사용한 트 이스는 읽기가 많은 일반 PC 사용 트 이스 mulit1,

multi2,mulit3과 서버용 트 이스 tpcr이며,실험은 읽기 연산의 을

하여 각 트 이스를 반복 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각 트

이스별 특징은 다음 표3과 같다.

한 데이터의 특성을 악하기 해 수행한 데이터 분류는 멀티 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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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multi1 multi2 mulit3 t pcr

read 895107 1025099 1464724 277786

write 16132 23001 6076 4619

[표 4]트 이스 별 읽기/쓰기 량

함수에 기반을 둔 bloomfilter를 사용하 으며,분류 기 은 해당 논문을

따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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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wearleveling후,삭제 될 때까지의 시간이 old블록이 더 짧은 경우

6.2 실험 결과

6.2.1 페이지 단 의 wearleveling

앞선 5 에서 설명한 데이터 특성 분석을 통한 페이지 단 의 wear

leveling기법을 수행한 결과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age단 의 wearleveling기법을 용하 을 때,

기존의 wearleveling기법이 가지고 있던 한계 을 극복했는지에 해

분석해보았다.아래의 그림 13은 readreclaim을 고려하지 못했던 wear

leveling 기법인 dualpool알고리즘과 read reclaim-aware한 wear

leveling기법에서 wearleveling후,oldest블록으로 옮겨간 cold한 특성

을 가진 데이터가 삭제될 때까지의 시간이 youngest블록으로 옮겨간 블

록보다 짧은 경우를 나타낸다.dualpool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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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multi1에서의 블록별 삭제 횟수

[그림 15]multi2에서의 블록별 삭제 횟수

균 55%정도의 경우에서 oldest블록으로 옮겨간 데이터가 상 으로 빨

리 지워졌으나,read reclaim-aware한 wearleveling 기법에서는 평균

22%의 경우에서만 oldest블록으로 옮겨간 데이터가 상 으로 빨리 지

워진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는 wearleveling의 부가연산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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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트 이스 별 wearleveling으로 인한 블록 삭제 수

임으로써 체 PEcycle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에 나타

난 블록별 삭제 횟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앞의 그래 는 가장 효과가 뛰어났던 multi1과 multi2에서의 블록 별

삭제횟수를 나타낸다.X자로 나타난 녹색은 논문에서 제안한 read

reclaim-awarewearleveling기법을 용하 을 때이며,붉은색으로 나

타난 +자는 dual-pool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의 블록별 삭제 횟수를

나타낸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읽기

와 write의 비 이 히 섞여있을 때,효과를 뛰어나게 발휘함을 알 수

있다.

한 본 논문의 최종 목표 던 wearleveling을 통한 부가연산 수의 변

화는 아래와 같다.각 트 이스별 좌측 막 는 readreclaim이 있는 환경

에 dualpool알고리즘을 용한 것이고,가운데는 데이터 특성 분석을 통

한 페이지 단 의 wearleveling기법을 수행한 것이다. 한,가장 우측

은 dataseparation을 oracle하게 수행하 을 때를 나타내 해당 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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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트 이스별 readreclaim으로 인한 삭제 수

[그림 18]트 이스별 총 블록 삭제 횟수

lowerbound를 알 수 있다.

wearleveling으로 인한 삭제 부가 연산의 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readreclaim-aware한 기법에서 72%감소하 다.

한편,wearleveling으로 인한 삭제 연산의 수가 어듦에 따라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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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readreclaim 후 WL희생 블록 선택까지의 거리

reclaim으로 인한 삭제 연산의 수가 증가하는 상을 나타내었다.이는 아

래의 그래 18에서 확인 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

을 때는 16%정도 증가하 다.

그러나,wearleveling으로 이한 삭제 연산 수의 감소의 정도가 크기 때

문에 체 PE는 13%만큼 감소하여 체 PEcycle을 감소시키는 데 read

reclaim-awarewearleveling기법이 기여를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2.2 wearleveling최 화

마지막으로,wearleveling의 최 화기법이다.readreclaim 후 짧은 시

간 내에 연이어서 같은 블록이 wearleveling의 희생 블록으로 선정되는

경우,이러한 삭제 연산을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체 삭제 연산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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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트 이스 별 wearleveling으로 인한 블록 삭제 수

이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을 용하 을 때,read reclaim 후 해당 블록이 wear

leveling의 희생블록으로 선택 될 때 거리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 가 의

그림 19이다.기법을 용하기 에는 체 27%의 블록이 readreclaim

후,5번째 이내에 발생하는 wearleveler에 의하여 희생 블록으로 채택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최 화 기법을 용한 후에는 체

20% 미만의 블록이 read reclaim 후,5번째 이내에 발생하는 wear

leveler에 의하여 희생 블록으로 채택 되었다.다시 말하여,최 화 기법의

용을 통하여 약 7%정도의 블록이 삭제 연산의 복성을 회피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그림 20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각 트 이스 별

로 좌측의 막 는 readreclaim이 있는 환경에 dual-pool알고리즘을 수행

한 것이고 두 번째 막 는 읽기를 고려한 wearleveling기법 최 화

기법을 수행하지 않은 결과이며,3번째 막 가 최 화 기법을 수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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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트 이스별 블록 최 삭제 수

과이다. 한 마지막은 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알고 있다 가정했을 때의

oracle한 기법으로써 해당 기법의 lowerbound라고 할 수 있다.최 화

기법을 통하면,wear leveling을 공격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wear

leveling으로 인한 삭제 횟수가 더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러나,

복된 삭제 횟수를 이고자하는 기법이기 때문에,최 삭제 횟수는 다

소 감소한 경향을 보 다. 부분의 트 이스에서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

지만,wearleveling의 효과가 상 으로 었던 서버향 트 이스인 t

pcr에서 최 삭제 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wear

leveling으로 인한 삭제 수는 dualpool알고리즘에 비하여 69% 간소하

으며 체 트 이스 평균 13%정도의 삭제 횟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다.이를 통하여, 체 인 wearleveling의 성능을 다소 개선하면서 효과

으로 wearleveling으로 인한 부가 삭제 비용을 일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이러한 3가지 기법을 모두 용하 을 때,부가 인

garbagecollection으로 인한 부가 복사 비용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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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을 때,writehot을 유지함으로써 데이터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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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 론

7.1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읽기를 고려한 wearleveling을 제안하 다.

즉,readreclaim에 한 문제를 FTL에서 이해함으로써,지 까지의 wear

leveling기법들이 readreclaim이 있는 환경에서 부 응하 던 원인을

악하 다. 한 읽기 활용률을 늘림으로써 readrecalim을 이고자 하는

시도와,readreclaim과 wearleveling삭제 연산을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블록의 삭제 횟수를 최 화 시키는 기법을 제안하 다.이를 통하여 wear

leveling의 성능을 기존 수 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체 블록 삭제 횟

수가 평균 13%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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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읽기 활용률을 증가시키기 하여 희생 블록 선택 시,

읽기 연산이 은 블록보다는 많은 블록을 우선 선택하게 하 는 데,이

러한 방법으로는 읽기 활용률의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났다.따라서,단순

히 시간을 주는 방법보다는 보다 더 극 인 방법을 통하여 읽기 활용률

을 높임으로써 readreclaim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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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sh memory has gradually broaden its userarea notonly in

mobiledevicesbutalsoinserversystem,basedonthemeritssuchas

superiorperformanceinreadingandwritingcomparedtoharddisk,

resistancetoshock,andalow powerfeature.

Unlikethehard disk,flash memory hasa limiton numbersof

programming/erase(P/E)cycle.Thisresultedinsuccessivestudieson

making less P/E cycle and wear leveling which makes the

programmingnumberforeachblockeven.

However,alongwiththerecentincreaseindensityofflashmemory,

maximum numbersoferasehasdrastically decreased.Also,anew

eraseoperation called theread reclaim cametolight,astheread

disturbproblem worsened.

In this circumstance,the role of wear leveling became more

importantthanever,inordertoassurethelifetimeandcapacityof

storage.

Therefore,thisthesisintroducesthereadawarewearlevelingwhich

isawareoftheinformationonreadreclaim,soastoovercomethe

limitationsofwearleveling;Thereby;decreasingtheeraseoverhead

numbers caused by wear leveling,with sustaining the existing

performanceofwearleveling.

When an optimization technique was introduced, numbers of

additionalerasecountby thewearleveling decreased by 69% on

average,theentireerasecountdecreasedby13%.

keywords:flashmemory,wearleveling,readdistu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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