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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인 FTL 에는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감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재사상, 쓰레기 수집, 마모 평준화 등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FTL 이 제공하는 LBA 상의 특정 섹터의 오류 

검출만으로는 구현된 FTL 이 가진 버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를 정의하고 FTL 의 아래의 

플래시 메모리 칩 수준에서 FTL 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을 FTL 개발자에게 보고해주는 FTL 테스팅 환경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FTL 테스팅 환경은 FTL 이 동작하면서 해당 FTL 의 정확성 

기준에 의해 오류를 검출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점에 오류를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테스트 환경에서는 FTL 과 독립적인 플래시 메모리 칩 수준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FTL 의 구현을 테스트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제안하는 테스팅 환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블록 사상 FTL 인 

Vanilla FTL 을 테스팅 환경에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쉽게 

분석할 수 있었다. 

주요어 :  FTL, 페이지 동작 모델, 부정확한 읽기, 부정확한 쓰기, FTL 

테스팅 환경 

학번 : 2012-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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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동기 

플래시 메모리는 임의 접근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이동기기에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저장 밀도가 증가하면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SSD(Solid 

State Disk)와 같은 저장 장치가 대중화되고, 그 활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적 제약과 오류들을 감추고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호스트에 제공하기 위하여 

플래시 변환 계층(FTL: Flash Translation Layer)을 제어 

소프트웨어로 사용한다[1]. 

FTL 과 관련된 초기연구는 주로 성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2],[3],[4].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측면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내부의 지우기/쓰기/읽기 

연산에 대한 결과로 발생하는 동기적 오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지만[5], 전원오류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의 내부 

동작과 인과적 연관성이 없이 발생하는 비동기적 오류에 대한 

연구나 FTL 의 동작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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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적인 전원오류와 FTL 의 정확성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FTL 의 전원오류 복구 이후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페이지를 읽는 연산이 수행되는 것은 병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동기화 작업이 없이 병렬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데이터 경쟁위험이 발생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병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레이스를 오류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데이터 레이스의 발생 여부와 데이터 경쟁위험이 

발생하는 부분을 개발자에게 알려준다[6],[7],[8],[9],[10]. 또한 

데이터 경쟁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병렬 프로그램의 종류와는 

독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유용한 디버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FTL 개발의 디버깅에 유용한 

개념을 정의한다. 

 

1.2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검출함으로써 FTL 개발시 테스트에 이용한다. 일반적인 개발 

과정에서는 구현된 FTL 을 테스트하기 위해 레퍼런스 모듈을 

별도로 구현하여 실제 FTL 에 쓰이고 읽혀지는 데이터를 FTL 의 

정확성 기준에 맞는지 비교하는 방법으로 테스트한다. 따라서 

데이터가 실제로 읽혀서 레퍼런스와 비교되는 시점이 되어야 

구현된 FTL 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를 이용하여 FTL 의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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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통해 정확성을 테스트하는 시점보다 더 이른 시점에 오류의 

잠재적인 원인을 검출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오류의 유무만을 판단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듈과의 비교와는 달리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가 발생한 위치를 추적하여 오류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은 일반적인 개발과정에서의 FTL 테스트 

방법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의 Abstract Fault Model[11]에 

기반한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 동작을 정의하고 검출을 위한 테스팅 

환경을 구성하여 Vanilla FTL 의 테스트에 적용하였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 

그림 1 일반적인 FTL 테스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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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FTL 의 기본 동작, 오류의 분류 그리고 동작 모델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장에서는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FTL 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한다. 4 장에서는 

대상 FTL 로 Vanilla FTL 을 선정하여 제안하는 테스팅 환경으로 

실험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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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지식 

 

본 장에서는 가장 먼저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 다음에는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인 FTL 에 대해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폴트를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 모델을 살펴본다. 

 

2.1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 메모리 셀 (cell)의 물리적인 구조에 

따라 NOR 형 플래시와 NAND 형 플래시로 구분할 수 있다. 

NOR 형 플래시는 바이트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며 주로 프로그램 

실행 코드 저장하기 위한 ROM 장치로써 이용된다. NAND 형 

플래시는 바이트 단위의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쓰기 단위가 크기 

때문에 쓰기 성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집적도 향상이 용이하여 

대용량의 저장공간으로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플래시 

Data Spare

Data Spare

Data Spare

...

Data Spare

Data Spare

Data Spare

Data Spare

...

Data Spare

……

Data Spare

Data Spare

Data Spare

...

Data Spare

2i

페이지

2j 블록

그림 2 플래시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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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는 NAND 형 플래시 메모리이다. 

하나의 NAND 형 플래시 메모리 칩은 그림 2 와 같이 다수개의 

블록 (block)들로 구성되며, 각 블록은 다수개의 페이지 (page)로 

구성된다. 하나의 페이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 외에도 spare 

공간을 갖는데 이 영역은 논리 섹터 주소나 데이터 공간에 대한 

ECC (Error Correction Code) 값 같이 플래시 메모리 관리에 

필요한 각종 메타데이터 (Meta data)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동작 방식에 있어서 기존 저장 매체로 널리 

사용되는 하드디스크 (Hard disk)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플래시 

메모리는 기존에 쓰여진 데이터에 덮어쓰기 (overwrite)를 하지 못 

한다는 물리적인 제약을 갖는다. 이러한 제약 사항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에는 지우기 (erase) 연산이 존재한다. 즉, 페이지에 한번 

데이터가 써지면 이후로는 해당 페이지를 지우지 않고는 다시 

데이터를 쓸 수 없다. 이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에는 지우기, 쓰기, 

읽기 연산이 존재하는데 지우기 연산은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고 

쓰기와 읽기 연산은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연산 동작 

단위의 불일치성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 관리를 

어렵게 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또 다른 특성은 영역별로 제한된 수명을 

가진다는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를 구성하는 각 영역에 대하여 일정 

횟수 이상의 지우기 및 쓰기 연산을 수행하면 마모에 의하여 연산 

오류가 발생하여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하나의 셀에 하나의 비트 정보만 저장하는 SLC 

(Single Level Cell)의 경우에는 약 105 회 이내로 지우기 및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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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하나의 셀에 여러 비트 정보를 

저장하는 MLC (Multi Level Cell)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약 

104 회 이내로 지우기 및 쓰기 횟수가 제한되고, 최근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횟수 제한이 적어져서 점차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이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 FTL (Flash Translation Layer) 

플래시 메모리는 덮어쓰기가 불가능하고 지우기 연산의 경우 

블록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존재한다. 즉, 이미 

그림 3 FTL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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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수행한 페이지에 새로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가 포함된 블록 전체를 지운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블록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와 직접 연결될 수 없는데, 이 때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감추어 블록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FTL (Flash Translation 

Layer)이라고 한다[1]. 그림 3 은 FTL 의 역할을 보여준다. FTL 의 

역할 

기존 블록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는 섹터 단위의 입출력 

제공하는데 반해 플래시 메모리는 섹터에 대한 연산이 아닌 블록 

및 페이지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블록 디바이스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다른 두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FTL 은 논리적인 섹터와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 및 페이지 사이의 사상을 수행하여 외부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를 하드디스크와 동일하게 논리적인 섹터들의 

집합으로 추상화 시키고 이들 논리적인 섹터들에 대한 읽기, 쓰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FTL 에 호스트 읽기 요청이 요청된 경우 사상 정보를 참조하여 

논리주소와 사상된 플래시 메모리 고유의 물리주소를 얻는다. 해당 

물리주소에 플래시 메모리 읽기 연산을 발생시켜 기록된 데이터를 

읽고 호스트 측으로 반환한다. 

호스트 쓰기 요청의 경우, 읽기 요청과 달리 요청된 논리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덮어 쓸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기록된 

논리주소에 대한 덮어쓰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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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데이터를 기록하여야 한다. 새로운 물리주소가 결정되면 

해당 물리주소로 플래시 메모리 쓰기 연산을 발생시켜 요청된 

데이터를 기록한다. 데이터를 기존 물리적 공간에 덮어 쓰지 않고 

새로운 물리적 공간에 기록하였으므로 해당 논리주소와 사상된 

물리주소를 새로운 물리주소로 갱신하여야 한다[12]. 

사상 기능 외에도 FTL 에서는 일정한 양의 블록을 별도로 

보관해 두고 불량 블록이 발생시 별도 보관된 블록과의 교체를 

통해 불량 블록을 관리한다. 또한 모든 사용 블록의 마모도를 

관리하여 기존의 블록들과 뒤섞임으로 마모도를 낮추는 마모도 

평준화의 역할도 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FTL 은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L 이 다양한 오류 

상황에서 올바르게 복구되고 동작하는지 여부가 플래시 저장장치의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2.3 플래시 메모리의 오류 

플래시 메모리는 사용 도중 다양한 종류의 오류 (fault)가 발생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분류하면 그림 4 와 

같다[11].  

우선 크게 플래시 메모리 연산과의 동기성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동기적인 오류는 플래시 메모리 연산의 수행 결과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로 플래시 메모리 연산과 직접적인 

시간적 연관성을 가진다. 동기적인 오류는 다시 일시적인 오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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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일시적 오류는 플래시 메모리의 

지우기 연산에 의해 효과가 사라지는 오류로 비트 반전 (bit-

flipping) 오류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영구적인 오류는 해당 

블록이나 페이지가 영구적으로 정상 상태로 복구될 수 없는 

오류이다. 블록 내에서 하나 이상의 비트가 0 에서 1 로 전이하지 

못하는 비트 0 고정 오류와 그 반대의 상황인 비트 1 고정 오류가 

영구적 오류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블록은 불량 

블록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비동기적인 오류는 플래시 메모리의 연산과 시간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말하고 그 

오류의 원인은 외부에서 유발된다. 전원오류는 비동기적인 오류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연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연산의 어떤 시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전원오류는 연산 중이던 칩들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야기하며, 

전원오류가 발생했을 때 상태 변화는 연산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한 예로 쓰기 동작 중의 전원오류는 쓰던 페이지는 0 

또는 1 이 아닌 중간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해당 페이지가 

올바르올 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오류

내부적 발생
(동기적)

외부적 발생
(비동기적)

일시적인 오류

영구적인 오류

전원 오류
(Power Failure)

비트 반전 오류 (페이지 읽기)

비트 0 고정 오류 (블록 지우기)

비트 1 고정 오류 (페이지 쓰기)

그림 4 플래시 메모리 오류의 분류[11] 



 

 

11 

없게 된다[6]. 또한 MLC 칩에서 발생하는 전원오류는 연산중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 페이지와 짝을 이루는 페이지의 이미 

성공적으로 쓰인 데이터도 훼손될 수 있다. 

 

2.4 페이지 동작 모델 

플래시 메모리에서 페이지 읽기, 페이지 쓰기, 블록 지우기 

연산이 수행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연산의 최소 단위인 

페이지는 다양한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발생 가능한 모든 

상태와 상태 전이를 포함하는 페이지 동작 모델을 구성해볼 수 

있다[11]. 

페이지 모델을 정의하기 전에 세가지 가정을 한다. 

첫 번째 가정은 플래시 메모리 내부에 탑재된 쓰기/지우기 오류 

검출 회로는 항상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것이다. 즉, 블록 지우기 

연산의 결과로 ‘OK’가 반환되면 해당 블록의 모든 비트는 1 로 

설정된 상태이고, 쓰기 연산의 결과로 ‘OK’가 반환되면 해당 

페이지의 모든 비트들은 쓰고자 의도했던 데이터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두 번째로는 플래시 메모리 외부적으로 오류 

검출 및 정정 회로가 존재하여 페이지 읽기 연산에 의해 반환되는 

데이터는 이 회로를 거친 후 그 결과로써 ‘Data OK’ 또는 ‘Data 

not OK’를 반환한다. 이 때, ‘Data OK’가 반환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반드시 이전 쓰기 연산에 의해 쓰고자 의도했었던 

데이터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으로서 쓰기 

연산은 성공적으로 지우기 연산이 완료된 페이지에만 수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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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 블록 내의 페이지들의 쓰기 연산 순서는 오름차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페이지는 딱 한번만 쓰기 연산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플래시 메모리 연산 및 오류는 다양한 페이지의 상태를 발생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1]. 

 

 Erased (Programmable): 해당 페이지의 모든 

비트가 1 로 (All 0xFF)로 읽히는 상태. 각 페이지가 

한번씩만 쓰여지고 페이지들이 오름차순으로 

쓰여졌을 경우 제조사가 신뢰성을 보장하는 상태. 

 Erased (Not Programmable): 해당 페이지의 모든 

비트가 1 로 (All 0xFF)로 읽히는 상태. 각 페이지가 

한번씩만 쓰여지고 페이지들이 오름차순으로 

쓰여졌더라도 불완전하게 지워져서 제조사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 차후 올바른 쓰기 

연산을 보장할 수 없다.  

 Programmed (Data OK): 페이지가 쓰인 상태. 

페이지 읽기 연산 시 외부 오류 정정 (Error 

Correction)을 통해서 올바른 데이터가 읽히는 상태. 

 Programmed (Data not OK): 페이지가 쓰인 상태. 

페이지 읽기 연산 시 외부 오류 정정 (Error 

Correction)을 통한 후에도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가 

읽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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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발생 가능한 네 가지의 페이지 상태와 페이지 상태를 

전이시키는 전이 연산으로 동작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전이 연산은 플래시 메모리 연산과 연산의 결과 또는 연산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페이지 동작 모델에서 

상태전이를 발생시키는 연산은 쓰기 연산과 지우기 연산이고 읽기 

연산은 상태전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상태전이를 발생시키는 두 

연산과 연산의 성공적인 종료를 의미하는 ‘OK’, 내부 오류 

(Internal Fault)를 의미하는 ‘IF’, 그리고 전원오류 (Power 

Fault)를 의미하는 ‘PF’이 조합되어 동작 모델의 전이 연산을 

구성한다. 쓰기 연산과 지우기 연산에 대해서 전이 연산을 모두 

나열해보면 ‘Program/OK’, ‘Program/IF’, ‘Program/PF’, 

‘Erase/OK’, ‘Erase/IF’, 그리고 ‘Erase/PF’가 있다.  

그림 5 는 쓰기 연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전이를 나타낸다. 

앞에서의 가정에 의해 쓰기 연산의 경우 성공적으로 지우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쓰기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상태전이가 

‘Erased (Programmable)’ 상태에서 시작된다. 쓰기 연산의 결과로 

Program/PF

Program/PF,
Program/IF

Program/OK, 
Program/PF, 
Program/IF

Program/PF, 
Program/IF

Programmed
(Data OK)

Programmed
(Data not OK)

Erased
(Programmable)

Erased
(Not Programmable)

그림 5 쓰기 연산 동작 모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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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가 반환되는 경우 읽기 연산을 수행했을 때 세가지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다. 쓰기 연산에 실패해서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가 

쓰였고 오류 정정 회로로 오류가 정정이 되지 않는 경우 

‘Programmed (Data not OK)’, 쓰기 연산에 실패해서 하나 이상의 

비트가 의도하지 않은 값으로 바뀌었지만 오류 정정 회로로 정정이 

되어 의도했던 값으로 읽히는 경우 ‘Programmed (Data OK)’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1 에서 0 으로 전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모든 비트가 1 (All 0xFF)로 읽히는 경우는 

페이지 쓰기 연산이 이미 수행된 적이 있으므로 추가 쓰기 연산을 

수행하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Erased (Not 

Programmable)’의 상태로 전이된다. 

쓰기 연산의 결과 ‘PF’가 반환되는 경우,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쓰기 연산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다. 먼저, 쓰기 연산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트가 1 로 읽히고 차후에 

성공적인 쓰기 연산까지 가능한 ‘Erased (Programmable)’ 상태로 

전이된다. 쓰기 연산이 시작되어 진행 초기에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 에서 0 으로 전이되지 못하고 모든 비트가 1 로 읽힐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쓰기 연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차후 

성공적인 쓰기 연산을 보장하지 못하는 ‘Erased (Not 

Programmable)’ 상태로 전이된다. 또한, 쓰기 연산이 진행되는 

도중 전원오류가 난 경우에는 두 가지 상태로 전이될 수 있다.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가 쓰여 읽기 연산 시 정정 회로를 통해서도 

올바른 데이터로 정정되지 않는 경우는 ‘Programmed (Data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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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상태로 전이되고, 대부분의 비트가 의도한 값으로 설정되었고 

읽기 연산 시 정정 회로를 통해서 올바른 데이터로 읽히는 

경우에는 ‘Programmed (Data OK)’ 상태로 전이된다.  

그림 6 은 지우기 연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전이를 

나타낸다. 지우기 연산의 결과로 ‘IF’를 반환 받은 경우, 읽기 연산 

시 두 가지 상태로의 전이가 가능하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한 비트 

이상 1 로 설정되지 못하여 지우기 연산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Programmed (Data not OK)’로의 전이가 가능하다. 반면, 한 비트 

이상이 1 로 설정되지 못한 데이터가 읽기 연산 시 정정 회로에 

의하여 올바른 데이터로 정정 되는 경우에는 ‘Programmed (Data 

OK)’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때 앞에서의 가정에 의해 정정된 

데이터는 과거 쓰기 연산에서 쓰고자 의도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Programmed (Data OK)’에서 ‘Programmed (Data OK)’로의 

전이만이 가능하다. 

Erase/OK,
Erase/PF

Erase/PF

Erase/PF, 
Erase/IFErase/OK,

Erase/PF

Erase/PF,
Erase/IF

Erase/PF, 
Erase/IF

Erase/PF

Erase/OK,
Erase/PF

Erase/PF

Erase/OK,
Erase/PF

Erase/PF, 
Erase/IF

Erase/PF, Erase/IF

Programmed
(Data OK)

Programmed
(Data not OK)

Erased
(Programmable)

Erased
(Not Programmable)

Erase/PF

그림 6 지우기 연산 동작 모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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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기 연산의 결과로 ‘PF’를 반환 받은 경우, 전원오류가 발생한 

시점에서 지우기 연산의 진행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다. 단, ‘Data OK’가 읽히는 경우 지우기 연산 이전의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가 지우기 연산 도중 전원오류에 의하여 

올바른 데이터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Programmed (Data OK)’ 상태로의 전이는 ‘Programmed (Data 

OK)’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나머지 ‘Programmed (Data not OK)’, 

‘Erased (Programmable)’, 그리고 ‘Erased (Not Programmable)’ 

상태로는 어떠한 네 가지 상태에서도 전이가 가능하다.  

먼저, 지우기 연산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와 지우기 연산이 진행이 되어 페이지 데이터 중 

일부 비트가 0 에서 1 로 변경된 경우 ‘Data OK’또는 ‘Data not 

OK’로 전이될 수 있다. 지우기 연산이 완료되기 직전 상태에서 

전원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0 에서 1 로 전이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읽기 연산에서 모든 비트가 1 (All 0xFF)로 읽혀 차후 성공적인 

페이지 쓰기를 보장할 수 없는 ‘Erased (Not Programmable)’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우기 연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전원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비트가 1 (All 0xFF)로 읽히며 

이후 쓰기 연산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Erased 

(Programmable)’상태로의 전이가 가능하다. 

페이지 읽기 연산은 쓰기 연산 및 지우기 연산과 달리 해당 

페이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읽기 연산은 오류 정정 회로를 통해 

반환되는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 경우 ‘Data OK’와 조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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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반환되는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Data not OK’와 

조합될 수 있다. 

이상으로 알아본 발생 가능한 모든 페이지 상태와 전이 연산들을 

포함하는 페이지 동작 모델을 상태 전이도 (state transition 

diagram) 형태로 표현하면 그림 7 과 같다. [11]에서는 추가로 발생 

가능한 상태 및 전이연산을 고려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수준의 

신뢰성 모델을 제시한다.  

  

Erase/OK,
Erase/PF,
Program/PF

Program/PF,
Program/IF,
Erase/PF

Erase/PF, 
Erase/IF

Erase/OK,
Erase/PF

Erase/PF,
Erase/IF

Program/PF, Program/IF
Erase/PF, Erase/IF

Erase/PF

Erase/OK,
Erase/PF

Erase/PF

Erase/OK,
Erase/PF

Erase/PF, 
Erase/IF

Erase/PF, Erase/IF

Programmed
(Data OK)

Programmed
(Data not OK)

Erased
(Programmable)

Erased
(Not Programmable)

Erase/PF

Program/OK, 
Program/PF, 
Program/IFRead/All 0xFF Read/Data OK

Read/Data not OKRead/All 0xFF

그림 7 통합 페이지 동작 모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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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FTL 테스팅 환경 

 

본 장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잠재적인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상황을 2 장에서 살펴본 페이지 동작 모델을 바탕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정의한 개념을 이용하여 FTL 개발자에게 FTL 

구현중의 오류나 잠재적인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보고해주는 FTL 테스팅 환경을 설명한다.  

 

3.1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 

2 장에서 설명한 페이지 동작 모델과 더불어 [11]에서는 확장 

페이지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8 은 [11]에서 제안하는 확장 페이지 

모델을 나타낸다.  

2 장에서 소개한 페이지 모델에서 페이지 상태들간의 전이는 

지우기와 쓰기 연산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지우기와 쓰기 연산이 

진행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하면 페이지는 다양한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지만 그 후에 읽기 연산을 수행할 시 해당 페이지의 상태는 

한 값으로 고정된다. 이후 해당 페이지로 읽기 연산이 수행되더라도 

그 페이지는 이전 읽기에서 고정된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2 장의 페이지 모델을 지속 모델 (Persistent Binding 

Model)이라고도 부른다. 지속 모델은 쓰기 연산 시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페이지에 쓰기 연산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쓰여진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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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하여 확장 페이지 모델에서는 지우기 

또는 쓰기 연산을 수행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하여 페이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Unreliable state)를 정의한다. 

페이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의 특징은 해당 상태들 

사이의 전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지속 모델에서는 페이지를 

읽은 후에는 한 값으로 고정되어 이 후 읽기 연산에서 고정된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반면, 확장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페이지에 읽기 연산을 수행할 경우 읽기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페이지의 값이 고정되지 않고 복수의 신뢰할 수 

없는 상태 중 하나의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다. 그림 9 에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인 Erased (Not Programmable)-Unreliable, 

Erase/PF 

Read/All 0xFF

Erase/OK

Program/PF,
Program/IF

Erase/PF, 
Erase/IF

Erase/OK

Erase/PF,
Erase/IF

Erase/PF

Erase/OK

Erase/PF

Erase/OK

Erase/PF, 
Erase/IF

Erase/PF, Erase/IF

Programmed
(Data OK)-Reliable

Programmed

Erased
(Programmable)-

Reliable

Erased

Erase/PF

Program/OK 

Erase/PF, 
Erase/IF

Read/Data OK

Read/Data not OKRead/All 0xFF

Programmed

Erased
(Not Programmable)-

NPP
Programmed

(Data not OK)-NPP

(Not-Programmable)-
Unreliable

(Data not OK)-
Unreliable

(Data OK)-Unreliable

Erase/PF,
Erase/IFProgram/PF, 

Program/IF
Program/PF, 
Program/IF

Read/Data OK

Read/All 0xFF

Erase/OK

Erase/OK

Erase/PF 

Erase/PF 

Erase/PF, Erase/IF Read/Data not OKRead/Data not OK,

Read/All 0xFF,

Read/Data not OK,

Erase/OK
Read/Data OK,
Erase/PF,
Erase/IF

Read/Data OK,
Erase/PF,
Erase/IF

Read/All 0xFF,

Erase/PF
Read/All 0xFF,

Read/Data OK,
Erase/PF,
Erase/IF

그림 8 확장 페이지 동작 모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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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d (Data OK)-Unreliable 그리고 Programmed (Data 

not OK)-Unreliable 상태에서의 읽기 연산을 할 때마다 이 세 

상태간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수의 전이 가능한 

상태를 갖는 페이지를 읽는 동작을 부정확한 읽기 (Imprecise 

Read)라 정의한다. 그림 9 는 부정확한 읽기를 나타낸다. 

2 장에서 페이지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쓰기 연산은 

지우기 연산이 완료된 Erased (Programmable) 상태의 페이지에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즉, 지우기 연산이 완료되지 

않은 블록의 페이지에서 쓰기 연산이 수행되면 기록한 데이터의 

ProgrammedErased

Programmed

(Not-Programmable)-
Unreliable

(Data not OK)-
Unreliable

(Data OK)-
Unreliable

부정확한 읽기

그림 9 부정확한 읽기 

Program / 전원오류

Program /성공 

Programmed
(Data not OK)

Programmed
(Data OK)

Erased
(Not Programmable)

Erased
(Programmable)

Programmed
(Data OK)

성공적으로
지워진 상태

성공적으로
지워지지않은 상태

Program /
전원오류

Program /
전원오류

Program /
전원오류

그림 10 부정확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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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지우기 연산이 

완료되지 않은 블록의 페이지에 수행하는 쓰기 연산을 부정확한 

쓰기 (Imprecise Write)라 정의한다. 그림 10 은 부정확한 쓰기가 

발생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지워지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플래시 메모리의 페이지 수준에서 발생하는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 동작은 상위 FTL 수준에서의 오류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신뢰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페이지의 동작은 

미래에 반드시 FTL 에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지라도 높은 확률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테스팅 환경에서는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를 

검출하여 FTL 의 정확성 기준에 따른 처리 결과의 평가보다 더 

이른 시점에 어떤 지점에 문제의 잠재적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FTL 개발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는 FTL 아래 계층에서의 오류 검출 방법이기 때문에 FTL 과 

독립적으로 FTL 의 구현에 대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3.2 FTL 테스팅 환경 구조 

본 장에서는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를 이용하여 FTL 구현상의 

오류를 빠르고 용이하게 검출하여 개발자에게 보고해주는 FTL 

테스팅 환경의 구조를 설명한다.  

본 FTL 테스팅 환경은 상용 플래시 메모리 칩을 모델링 하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고, 다양한 오류 (fault) 상황을 재현하여 



 

 

22 

FTL 동작의 정확성을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11 은 목표로 하는 테스팅 환경의 구조이다. NAND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한 NAND 시뮬레이터와 시뮬레이터에 

연결된 폴트 생성기에서 다양한 오류 상황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NAND 시뮬레이터 위에서 다양한 FTL 동작의 정확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림 12 는 신뢰성 테스팅 환경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된 

환경은 NAND 시뮬레이터, 폴트 생성기, 평가대상 FTL, 레퍼런스 

모듈, 오류 검출기 그리고 워크로드 생성기로 구성된다. 

 

3.2.1 NAND 시뮬레이터 

NAND 시뮬레이터는 가상적인 플래시 메모리의 역할을 한다. 

NAND 시뮬레이터는 그림 13 에서와 같이 가상 컨트롤러와 칩 

시뮬레이터와 가상 타이머로 구성된다.  

평가대상 FTL

NAND 시뮬레이터 폴트 생성기

평가대상 FTL
평가대상 FTL
다양한 FTL

그림 11 FTL 테스팅 환경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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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컨트롤러는 FTL 로부터 플래시 메모리 연산을 요청 받는다. 

이 요청을 NAND 칩에게 커맨드와 데이터의 형태로 바꾸어 

전달해주고 연산이 완료되면 연산 완료 요청과 데이터를 함께 받은 

후 FTL 에 플래시 메모리 연산의 요청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실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에서는 연산 처리량 (Throughput)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산 처리 기법을 사용한다. 구현된 가상 

컨트롤러에서는 [14]의 순차 처리 (Sequential)와 교차 처리 

(Decoupled) 기법을 지원한다.  

폴트  생성기

레퍼런스
모듈

FTL

NAND
시뮬레이터

데이터
데이터

-오류 유무
-부정확한
읽기/쓰기 정보

오류
검출기

잠재적
오류  검출
기능

부정확한
읽기/쓰기
발생 정보

워크로드  생성기 워크로드  생성기

그림 12 FTL 테스팅 환경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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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시뮬레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으로, NAND 

플래시 메모리 칩의 역할을 한다. 그림 14 는 칩 시뮬레이터의 

동작을 보여준다. 칩 시뮬레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와 함께 

2 장에서 설명한 페이지 동작 모델에서 정의하는 페이지 상태를 

저장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 연산이 진행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하여 칩마다 연산 지연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이는 가상 타이머에 의해 설정되고 감소되어 연산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된다. 플래시 메모리 연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된 데이터와 상태를 칩에 

반영하고 폴트가 발생한 경우 페이지 동작 모델을 참조하여 칩의 

상태를 바꾸어 준다. 이 때 전이 가능한 상태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 중 임의로 선택되어 상태전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동작 특성과 더불어 칩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칩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버스 및 칩의 개수, 연산 지연 

시간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매개 변수화하여 반영하였다. 표 1 과 

표 2 는 이러한 매개 변수를 보여준다.  

평가대상 FTL

시뮬레이터

평가대상 FTL

NAND 칩 시뮬레이터

NAND 가상컨트롤러

실제시간 가상타이머

RequestAck

Cmd & DataStatus & Data

그림 13 NAND 시뮬레이터의 상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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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설명 

버스 수 버스 수 

칩 수 버스 한 개당 칩 수 

블록 수 칩 한 개당 블록 수 

페이지 수 블록 한 개당 페이지 수 

페이지 크기 데이터 영역 당 바이트 수 

보조 페이지 크기 보조 영역 당 바이트 수 

셀 당 비트 수 SLC / 2-bit MLC 여부  

쓰기 횟수 페이지 당 쓰기 횟수 제한 

순차쓰기 제한 오름차순 쓰기 연산 제한 여부  

표 1 NAND 칩 시뮬레이터 설정 변수와 설명 

FTL

NAND 칩 시뮬레이터 chip 0

…
chip 1

chip 2
가상시간

데
이
터

전
송

쓰
기

지
연
시
간

상
태

 확
인

쓰
기

데
이
터

 
전
송

읽
기

지
연
시
간

읽
기

지
우
기

지
연
시
간

상
태

 확
인

지
우
기

NAND 가상 컨트롤러

chip0 chip1

20us

chip2

80us idle

가상 타이머

30us

• Read, Program, Erase
• Data

• Success or Fault
• Data

• Command
• Data

• Status
• Data

그림 14 NAND 칩 시뮬레이터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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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종류 연산 지연시간 

지우기 대상 블록 번호, 셀의 상태 무관한 지연 시간 

쓰기 
MLC 셀의 첫 번째 페이지 지연시간 

MLC 셀의 두 번째 페이지 지연시간 

읽기 

MLC 셀에 아무것도 안 쓰인 상태에서 지연시간 

MLC 셀의 첫 번째 페이지가 쓰인 상태에서 

지연시간 

MLC 셀의 두 번째 페이지가 쓰인 상태에서 

지연시간 

표 2 설정 가능한 연산 지연시간 

 

가상 타이머는 각 칩에 시간이 흐르는 효과를 주어 전체 

시뮬레이션을 진행시킨다. 가상 타이머에서는 칩 내부 연산 

지연시간을 설정하는데 이 지연시간은 연산에 따라 그리고 셀의 

상태와 페이지 번호에 따라 달라진다. 지연시간을 설정한 뒤 시간을 

감소시켜 시간이 흐르는 효과를 주어 완료된 칩에 대해 정상 

동작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3.2.2 폴트 생성기 

폴트 생성기는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 

상황을 모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기적 오류와 비동기적 오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확률 분포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동기적 오류는 확률 분포 모델에 따라 몇 번째 쓰기 및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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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지가 결정되고, 비동기적 오류는 확률 분포 

모델에 따라 오류 발생 시각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폴트 

생성기가 오류의 발생 여부를 결정해주면, NAND 칩 시뮬레이터 

발생한 오류를 해당 칩에 반영하여 오류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 

한다. 

 

3.2.3 평가대상 FTL 

FTL 은 블록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와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에 해당하는 NAND 시뮬레이터의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맞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블록디바이스 인터페이스의 섹터 읽기, 

섹터 쓰기 요청을 플래시 메모리 연산인 페이지 읽기, 페이지 쓰기, 

블록 지우기 연산으로 바꾸어 NAND 칩 시뮬레이터에게 

전달해준다.  

 

3.2.4 레퍼런스 모듈 

레퍼런스 모듈은 평가대상 FTL 의 정확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의 역할을 한다. 레퍼런스 모듈과 평가대상 FTL 은 

워크로드 생성기로부터 동일한 읽기와 쓰기 요청을 받게 되는데, 

레퍼런스 모듈은 평가대상 FTL 이 가정하고 있는 원자적 

동작단위의 정확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처리 결과들의 집합을 

보유한다. 이러한 처리 결과들의 집합은 오류 검출기로 보내지고 

평가대상 FTL 의 처리 결과와 비교되어 FTL 동작의 정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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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오류 검출기 

오류 검출기는 FTL 과 레퍼런스 모듈의 동작 결과를 비교하여 

FTL 이 정확히 동작하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NAND 시뮬레이터로부터 받은 칩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의 발생 여부와 발생한 경우 그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3.2.6 워크로드 생성기 

워크로드 생성기는 호스트로부터의 입출력 요청을 생성하여 

FTL 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테스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워크로드의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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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본 장에서는 대상 FTL 을 선정하고 테스팅 환경을 이용하여 

FTL 에서의 문제를 검출하고 그 원인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을 위하여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전원오류의 

상황을 가정한다. 먼저 테스트 대상이 되는 Vanilla FTL 의 동작을 

설명한 후 Vanilla FTL 에서의 전원오류 복구 시 정확성 기준을 

정의한다.  

 

4.1 Vanilla FTL 

4.1.1 개요 

본 논문에서는 불량 블록 관리와 마모도 평준화는 고려하지 않고 

문제의 영역을 블록 사상과 전원오류 복구로 한정시킨 Vanilla 

FTL 의 정확성 기준을 정의하고 이러한 정확성 기준이 위배되는 

상황을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의 개념을 도입한 테스팅 환경을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음을 보인다. 

 

4.1.2 Vanilla FTL 

Vanilla FTL 은 블록 단위의 사상과 전원오류 복구기능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FTL 이다[15]. 블록 사상 FTL 에서는 블록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이용되는 단위인 섹터를 논리적인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한다[12]. 이 때 한 블록의 크기는 플래시 

메모리의 한 블록의 크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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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lla FTL 은 블록 사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블록들을 유지한다. 

 

 데이터 블록 (Data Block) 

데이터를 유지하는 블록이다. 

 

 사상 블록 (Map Block) 

블록들의 사상 정보를 유지하는 블록이다. 

 

 쓰기버퍼 블록 (Write Buffer Block) 

플래시 메모리 블록에 쓰기 작업을 수행할 때 기존의 

데이터에 덮어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쓰기 

작업을 위해 유지하는 여분의 블록이다. 

 

 체크포인트 블록 (Checkpoint Block) 

체크포인트 (Checkpoint)는 사상 블록과 쓰기버퍼 

블록의 주소를 유지하는 자료구조이다. 체크포인트 

블록은 이러한 자료구조들을 유지하는 블록이다. 

 

 시스템 블록 (System Block) 

플래시 메모리 칩의 정보와 체크포인트 블록의 개수와 

물리주소 등을 유지하는 블록으로 FTL 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읽히는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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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는 Vanilla FTL 에서 유지되는 블록들을 보여준다. 

 Vanilla FTL 은 이러한 종류들의 블록들을 이용하여 호스트 

읽기/쓰기 요청을 수행한다. 호스트 읽기 요청 시에는 사상 블록의 

사상 테이블을 참조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주소를 얻어 읽게 

된다. 호스트 쓰기 요청의 경우, 사상 블록을 읽어서 알아낸 

물리주소에 데이터를 덮어쓸 수 없기 때문에 쓰기버퍼 블록에 

데이터를 적은 후 사상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 때, 사상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사상 블록에도 새로운 정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상 블록에 바로 덮어쓰기를 하지 못하고 쓰기버퍼 블록 중 

하나의 블록에 갱신할 사상정보를 적은 후 기존의 사상정보들을 

옮겨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변경된 사상 블록과 쓰기버퍼 블록에 

대한 정보를 전원이 꺼진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체크포인트 블록에 

내의 페이지에 기록한다. 

Vanilla FTL 에서는 체크포인트에 적힌 사상 블록과 쓰기버퍼 

Write Buffer block

Map block

CP

Check Point block

그림 15 Vanilla FTL의 다양한 블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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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의 주소를 이용하여 전원오류 복구가 가능하다. 사상 정보가 

바뀌어 체크포인트를 기록할 때 체크포인트 블록내의 페이지들에 

라운드-로빈(round-robin) 순서로 타임스탬프(timestamp)와 

함께 기록한다. 전원이 꺼진 후 다시 켜질 때 FTL 은 사상 정보를 

가져오기 위하여 시스템 블록을 읽어 체크포인트 블록의 주소를 

얻은 후 체크포인트 블록을 찾는다. 이렇게 찾은 체크포인트 블록 

내부 페이지들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하여 가장 최신의 체크포인트 

페이지를 찾아내면 전원이 꺼지기 직전의 사상 정보를 찾아내어 

전원오류로부터 복구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원오류 복구가 가능한 Vanilla 

FTL 의 전원오류 복구 시 정확성 기준을 알아본다. 

 

4.2 Vanilla FTL 의 정확성 기준과 문제 상황 

4.2.1 Vanilla FTL의 전원오류 복구 정확성 기준 

Vanilla FTL 에서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데이터 블록을 쓰는 도중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 블록을 

갱신하다가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체크포인트를 적다가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데이터 블록을 쓰는 도중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블록을 수정하기 이전의 사상 정보와 체크포인트는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데이터 블록을 수정하기 전의 값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사상 블록을 갱신하는 도중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갱신하기 이전의 사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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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에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켜질 시 이전의 

사상정보를 읽어서 이전 값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반면 

체크포인트를 쓰는 도중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체크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적히지 못한다면 데이터 블록과 사상 블록의 정보를 

모두 잃기 때문에 전원이 다시 켜졌을 때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anilla FTL 에서는 체크포인트를 

쓰는 도중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될 때 가장 최신의 

체크포인트 읽는 방법을 사용한다.  체크포인트는 변경된 블록 사상 

정보를 영구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에 적힌다. 한 

블록의 모든 섹터에 쓰기가 완료된 후에 변경된 사상 정보를 

체크포인트 블록의 페이지에 적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적힌 

체크포인트는 해당 블록 전체의 쓰기가 완료됨을 보장한다. 한 

블록에 대한 쓰기가 완료된 후에만 체크포인트가 적히기 때문에 

체크포인트가 완전히 적히기 전에 전원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블록에 대한 쓰기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전원오류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쓰인 체크포인트 중 최신의 체크포인트를 

읽어서 데이터를 복구하면 해당 블록에 대한 쓰기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이전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를 복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크포인트는 가장 최신의 체크포인트를 읽어서 블록 단위로 

이전의 값만 갖거나 새로운 값만 갖는 원자성(atomicity)를 

제공한다. 

따라서 Vanilla FTL 에서의 정확성은 최신의 체크포인트를 읽을 

수 있는 경우 블록 단위로 이전 값 또는 새로운 값만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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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갖는 것이다. 그림 16 은 3 개의 데이터 블록에 걸쳐있는 

섹터들에 쓰기를 할 때 Vanilla FTL 에서 가질 수 있는 상태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전원오류 복구 시 최신의 체크포인트를 읽을 수 

있으면 블록 단위의 원자성을 제공하는데, 고려하는 페이지 동작 

모델의 종류와 플래시 메모리 셀의 구조에 따라 최신의 체크포인트 

읽지 못하여 FTL 이 전원오류로부터 성공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먼저, 고려할 수 있는 페이지 동작 모델로는 2 장에서 설명한 

기본 페이지 모델과 3 장에서 설명한 확장 페이지 모델이 있고, 

고려할 수 있는 셀 구조로는 SLC 와 MLC 가 있다. 전원오류 복구 

과정에서 적용되는 페이지 모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셀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표 3 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각각의 경우 전원오류 복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한다. 

... ... ...Old OldNew NewNew New경우 3)

... ... ...New NewNew New NewNew경우 4)

... ... ...Old Old Old Old OldNew경우 2)

... ... ...Old Old Old Old Old Old경우 1)

블록섹터

그림 16 3개의 블록에 걸쳐 있는 섹터 쓰기를 수행했을 때 가

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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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C MLC 

기본 

페이지 

동작 

모델 

문제 없음 

셀 구조상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되어 생기는 

문제 발생 

확장 

페이지 

동작 

모델 

부정확한 읽기에 

의한 문제 발생 

1) 셀 구조상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되어 

생기는 문제 발생 

2) 부정확한 읽기에 의한 

문제 발생 

표 3 Vanilla FTL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 

 먼저, 2 장에서 설명한 기본 페이지 모델을 적용하고 셀 구조가 

SLC 인 경우 전원오류 복구 시 체크포인트를 읽을 때 오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세 경우에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2.2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으로 발생하는 문제 1 

먼저 MLC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동작 모델과 관계없이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림 17 은 MLC 셀의 구조상 짝을 이루는 관계에 있는 두 

페이지가 연속되어 배치되어 있는 구조에서 문제 가능한 문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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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을 이루는 관계에 있는 두 페이지 중 한 페이지를 쓰다가 

전원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페이지와 짝을 이루는 관계에 있는 

체크포인트 페이지의 성공적으로 쓰인 체크포인트 데이터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최신의 체크포인트(CP)를 잃고 그 전의 

체크포인트의 사상정보는 이미 손상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원오류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짝을 이루는 두 

체크포인트 페이지 중 한 페이지에만 체크포인트를 적어, 마치 SLC 

칩에서 체크포인트를 적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서 해결이 

가능하다. 

 

4.2.3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으로 발생하는 문제 2 

MLC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8 은 기본 페이지 동작 모델을 MLC 칩에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보여준다. 만약 FTL 에서 전원오류 복구 과정의 

paired page CP0
CP1
CP2
CP3

Block A Block A

CP1

CP0

해결 
방안

짝을 이루는관계에의한 붕괴

Unreliable state

최신 체크포인트

오류 발생

CP    체크포인트

그림 17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으로 발생하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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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체크포인트(CP)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각 체크포인트 

블록의 첫 페이지들의 타임스탬프만 먼저 비교한다면 그림 18 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P10 을 적는 도중 

전원오류가 발생한 경우 CP9 를 찾아 읽어야 하지만 해당 

체크포인트 블록의 첫 페이지인 CP8 가 짝 관계인 CP10 의 오류에 

의해 훼손되어 체크포인트 검색 알고리즘이 CP9 를 찾지 못하고 

CP7 을 최신의 체크포인트로 읽게 되어 정상적인 오류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문제는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페이지 상태에 확장 페이지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3 장에서 

정의한 부정확한 읽기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LC 칩의 

경우 부정확한 읽기에 의한 문제만 생기지만, MLC 칩의 경우는 

부정확한 읽기에 의한 문제와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부정확한 

읽기에 의한 문제만을 알아보기 위해 SLC 칩에 확장 페이지 모델을 

적용한 경우의 문제만 알아본다. 

Unreliable state

CP4
CP1
CP2
CP3

Block A

CP5
CP6
CP7

Block B

CP8
CP9

CP10

Block C

CP0

짝을 이루는관계에의한 붕괴

체크포인트CP

오류 발생

최신 체크포인트

그림 18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으로 발생하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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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부정확한 읽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 1 

확장 페이지 모델을 적용하면 SLC 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4.2.3 에서 살펴본 전원오류 복구 과정의 최신의 체크포인트(CP)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에서 부정확한 읽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림 19 가 이러한 문제 상황을 보여준다. 

최신 체크포인트 검색 알고리즘에서 각 체크포인트 블록의 첫 

페이지들의 타임스탬프만 먼저 비교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P8 에서 부정확한 읽기가 발생하여 CP9 를 찾아 읽어야 하지만 

해당 체크포인트 블록의 첫 페이지인 CP8 이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로 읽히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검색 알고리즘이 CP9 를 찾지 

못하고 CP7 을 최신의 체크포인트로 읽게 되어 정상적인 오류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문제는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CP3

Block 0

CP0

CP2
CP1

CP7

Block 1

CP4

CP6
CP5

Block 2

CP8
CP9

ECC 
ERR

CP    체크포인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

오류 발생

  최신 체크포인트

그림 19 부정확한 읽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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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부정확한 읽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 2 

그림 20 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체크포인트 

페이지에서 부정확한 읽기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두 가지의 

전원오류 복구 과정을 나타낸다.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CP2 에서 부정확한 읽기가 

발생할 경우 CP2 가 정상적으로 읽히게 되어 CP2 의 최신 

사상정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전원오류 복구가 가능하다. 반면 

CP2 가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로 읽히게 되면 그 전 최신 

체크포인트인 CP1 의 사상정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전원오류 

복구가 이루어 진다. 

이처럼 부정확한 읽기가 발생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정상적인 

전원오류 복구가 가능해 보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1 은 부정확한 읽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CP0

CP2
CP1

Block A

CP0

CP2
CP1

Block A

체크포인트 쓰기 (전원오류 발생)

CP0

CP2
CP1

Block A

CP0

CP2
CP1

Block A

ECC 
ERR

ECC OK

부정확한 
읽기

체크포인트 읽기 (전원오류 복구)

정상적으로 
전원오류 복구

CP1을 다시 
읽은 후
정상적으로 
전원오류 복구

CP0

CP2
CP1

Block A

CP   체크포인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

오류 발생

최신 체크포인트

그림 20 체크포인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확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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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 에서 전원오류가 발생했지만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CP2 에 체크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적힌 것으로 인지된다. 이 경우 CP1 의 사상 블록은 

다음 체크포인트를 위한 쓰기버퍼 블록 중 하나로 귀속된다. 이 후 

새로운 CP3 를 적는 과정에서 쓰기버퍼 블록을 이용할 때 이전 

CP1 의 사상 블록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 때 전원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전원오류 복구 과정에서 CP2 를 읽어야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인 CP2 에서 부정확한 읽기가 발생하여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읽게 되면 결국 CP1 의사상정보를 읽어야 한다. 쓰기버퍼 

블록에 이미 포함된 CP1 의 사상 블록은 CP3 를 적는 과정에서 

이미 손상된 경우 전원오류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문제 

상황은 Vanilla FTL 의 본질적인 문제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인 체크포인트 이전의 정보를 추가로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확한 읽기가 무한히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MAP
MAP

CP1의 사상 블록

1. 전원오류 발생 2. 복구 성공

4. 복구 실패

부정확한 읽기 발생

부정확한 읽기 발생
3. 전원오류 발생

CP0

CP2
CP1

Block A

MAP
MAP

CP0

CP2
CP1

Block A

ECC OK

CP0

CP2
CP3

CP1

Block A CP1의 사상 블록

MAP
MAP

CP0

CP2
CP1

Block A CP1의 사상 블록

MAP
MAP

ECC 
ERR

CP    체크포인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

데이터 손상

오류 발생

최신 체크포인트

그림 21 부정확한 읽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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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알아본 문제상황들은 FTL 의 정확성 기준만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FTL 개발자는 FTL 의 정확성 기준에 

의해 문제상황이 발생한 것을 검출할 뿐 원인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TL 테스팅 환경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검출하고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의 개념을 도입하여 

잠재적인 원인을 보고해줌을 실험을 통하여 보일 것이다.  

 

4.3 실험 과정 

4.3.1 전체 실험 과정 

그림 22 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FTL 테스팅 환경에서 Vanilla 

FTL 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테스트가 시작되면 워크로드 생성기는 지속적으로 워크로드를 

생성하여 FTL 에게 전달한다. 테스트가 진행되다가 전원오류가 

발생하면 NAND 칩 시뮬레이터에서는 칩의 상태에 대한 스냅샷을 

저장한다. 이 스냅샷에 오류에 의한 페이지의 상태 변화를 반영시켜 

전원오류 시의 칩의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전원오류 복구가 

워크로드

전원오류
발생

플래시 칩 
이미지

부정확한 
읽기/쓰기 
검출

데이터 비교

전원오류 
복구과정

그림 22 FTL 테스팅 전체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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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면 생성된 칩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 

여부를 판단하여 이 정보를 오류검출기로 보내주고 이 정보는 FTL 

개발자에게 전달된다. 

 전원오류 복구의 마지막 과정으로 FTL 의 데이터와 레퍼런스 

모듈의 데이터를 비교한다.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FTL 의 동작 

오류 유무를 판단하여 FTL 개발자에게 전달한다. FTL 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면 다시 워크로드 생성기가 시작되어 위의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고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면 테스트는 

정지된다. 

 완료된 후에는 데이터 테스팅을 수행하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어 테스트가 통과되었으면 다시 워크로드 생성기가 시작되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가 실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4.4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테스팅 환경을 이용하여 4.2 장에서 설명한 

Vanilla FTL 에서의 문제 상황이 검출됨을 확인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보고받아 문제 상황을 분석한다. 

 

4.4.1 전원오류 테스트 시나리오 

Vanilla FTL 에서 발생 가능한 전원오류 복구시의 문제 상황은 

체크포인트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테스트의 효율성을 위하여 

Vanilla FTL 이 체크포인트를 쓰는 동작을 수행할 때 높은 확률로 

전원오류를 발생시키고, 해당 전원오류가 처리된 직후에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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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오류를 발생시키도록 폴트 생성기를 설정 하였다. 

표 4 는 실험을 수행한 플래시 메모리 칩의 변수 설정 값을 

보여준다. 

매개변수 설정 값 

버스 수 1 

칩 수 1 

블록 수 256 

페이지 수 128 

페이지 크기 4096 B 

보조 페이지 크기 64 B 

셀 당 비트 수 2 (MLC) 

쓰기 횟수 1 

순차쓰기 제한 오름차순 쓰기 

표 4 실험 대상 플래시 메모리 칩 변수 설정 

 

4.4.2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으로 발생하는 문제 확인 

이 실험에서는 MLC 에 기본 페이지 동작 모델을 적용하여 

4.2.3 장에서 분석한 문제를 검출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림 23 은 발생한 문제 상황을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0 번 체크포인트 블록의 4 번 페이지(CP4)에 

프로그램 도중 전원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짝을 이루는 

관계에 있던 CP0 가 훼손되었다. 본 실험에서 최신 체크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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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알고리즘은 각 체크포인트 블록의 첫 번째 페이지를 우선 

탐색하기 때문에 0 번 체크포인트 블록의 CP0 가 훼손됨을 확인하고 

해당 블록을 탐색 후보에서 배제하였다. 따라서 최신 체크포인트인 

CP3 를 읽어 복구하지 않고 CP0 의 직전에 쓰기가 완료된 19 번 

체크포인트 블록의 CP2559 를 기준으로 사상 정보를 복구하였다. 

복구된 체크포인트의 사상 정보는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원오류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4.4.3 부정확한 읽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 확인 

이 실험에서는 SLC 에 확장 페이지 동작 모델을 적용하여 

4.2.5 장의 문제를 검출하는 테스트 수행하였다. 그림 24 는 발생한 

문제 상황을 보여준다. 

5 번 체크포인트 블록의 CP24 를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전원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 

짝을 이루는관계에의한 붕괴

오류 발생

Unreliable state

CP4

Block 0

CP2432
Block 19

CP0

...

CP3
... ...

CP127 CP2559
CP2558

...

CP(n*128)
Block n

...

...

최신 체크포인트

그림 23 짝을 이루는 관계에 의한 훼손으로 발생하는 문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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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오류 복구 과정에서 해당 페이지에 부정확한 읽기 동작을 

수행하였다. 해당 부정확한 읽기 동작이 올바른 사상 정보를 

반환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전원오류에서 복구되었다. 

다음 체크포인트 블록인 CP25 를 쓰는 과정에서 전원오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복구 시 CP24 를 읽어야 하지만 CP24 에서 

부정확한 읽기가 발생하여 이번에는 잘못된 데이터를 반환하여 

다음에는 CP23 을 읽어야 한다. CP23 의 사상 정보는 CP25 를 

쓰는 과정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복구가 되지 않았다. 

실험의 결과 CP24 에서 부정확한 읽기가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P0

CP23
CP24

...

Block 5

ECC OK

CP0

MAP

CP23
CP24

...

Block 5

...

CP23의 사상 블록

...

...

ECC 
ERR

MAP
MAP

MAP

...

CP23의 사상 블록

CP0

CP23
CP24

...
Block 5

...

1. 전원오류 발생 2. 복구 성공

4. 복구 실패

부정확한 읽기 발생

부정확한 읽기 발생

CP0

MAP

CP23
CP24
CP25

...

Block 5

...

CP23의 사상 블록

...

3. 전원오류 발생

CP   체크포인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

데이터 손상

오류 발생

최신 체크포인트

그림 24 부정확한 읽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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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실험 결과의 의의 

제안하는 FTL 테스팅 환경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FTL 동작에서는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전원오류 발생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조기에 검출하였다. 또한 보고된 부정확한 

읽기 및 쓰기 정보를 이용해 문제의 원인을 쉽게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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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를 정의하여 FTL 의 정확성 

기준에 의해 오류를 검출하는 것보다 이른 시점에 오류의 잠재적인 

원인을 검출할 수 있는 FTL 테스팅 환경을 제안하였다. FTL 의 

정확성 기준은 FTL 에서의 오류 유무만을 알려주는 반면 제안하는 

테스팅 환경은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가 발생한 위치를 추적하여 

오류의 원인을 규명해주기 때문에 FTL 개발에 유용한 디버깅 

도구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Vanilla FTL 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검출하고 테스팅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검출한 오류를 부정확한 읽기와 쓰기 동작과 과거 

동작들과의 인과관계를 추적 할 수 있는 형태로 테스트 환경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Abstract Fault Model 을 

바탕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폴트모델의 확장, 동작과정의 추적을 

위하여 과거 동작을 기록하는 히스토리 모듈의 구현, 동작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모듈의 구현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위의 확장을 통하여본 논문의 테스트 환경을 실제 상용 

FTL 의신뢰성 평가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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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icient Reliability Testing 

Framework for Flash Based 

Storage Device  

 

Youngwu Choi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oftware layer that hides the unusual characteristics of 

flash memory and emulates the functionality of HDDs is called 

the flash translation layer (FTL). When programming an FTL, it 

is difficult to detect and correct subtle bugs inside it by 

analyzing the sector errors of the HDD-lik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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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defines a concept called imprecise read and 

imprecise write and proposes an FTL testing framework which 

reports the potential threat of the FTL to the FTL programmer 

by observing the abstract state of the low level flash memory 

chip. The proposed FTL testing framework not only enables the 

FTL programmer to detect the errors in the FTL earlier in time 

than the detection by comparing the FTL with a reference 

model, but also makes it easier to fix the bug by pointing out 

the location of the detected errors. Moreover, the proposed 

framework can be applied in debugging diverse FTLs because it 

uses the information of the low level flash memory chips which 

is independent of FTL. 

In order to assess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FTL 

testing framework, a simple block level mapping FTL called 

Vanilla FTL was applied for testing. As a result, we were able 

to detect potential threats prior to the actual occurrence of the 

problem and also were able to correct the bugs in a 

straightforward manner. 

 

Keywords: Flash memory, Abstract Fault Model, FTL, Imprecise 

read, Imprecise write, FTL testing framework 

Student number: 2012-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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