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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상화 기술을 통해 한정된 컴퓨터 자원을 분리하여 여러 사용

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화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컴퓨

터 자원을 여러 사용자에게 나누어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사용자는 낮은 우선순위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제공해주

는 QoS를 요구한다. 

낸드 플래시 기반 SSD를 가상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

템에서도 SSD 내부에서 다른 사용자의 요청을 분리하거나 SSD 

관리 작업을 분리하여 높은 우선순위 사용자의 읽기 요청 응답시

간에 대한 QoS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낸드 상태에 따른 읽기 성능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낸드는 물리적 특성상 사용함에 따라 상태가 나빠진다. 상태가 

나빠진 낸드 블록은 읽기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읽기 재시도가 반복 실시될 수 있다. 

최악 건강 상태의 블록의 경우 20회 이상의 읽기 재시도가 반복

되어 그만큼 읽기 응답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결국 읽기 응답시간에 대한 응용 별 QoS 제공을 위해서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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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낸드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낸드 상태를 파악하고, 응용 QoS 수준 별 블록

들의 낸드 상태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블록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기법을 통해 높은 QoS 수준을 요구하는 응용이 좋은 

상태의 낸드 블록들을 사용하고, 빠른 응답시간을 보이도록 관리

한다. 평가 실험 결과를 통해 일정 시간동안 응용들의 블록들에서 

QoS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SSD가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응용들이 할당 받았던 블

록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속도가 다르면 QoS 우선순위에 맞게 할

당되었던 낸드 상태가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록을 교체한 후 

제공하는 QoS-swap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SSD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이후에도 낸드 상태에 대한 QoS 우선순위 역전 현상을 방

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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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가상화(Virtualization)는 단일 컴퓨터 자원을 마치 여러 개로 구성된 

것처럼 나누어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컴퓨터 자원을 연결하여 마치 하나의 

컴퓨터 자원인 것처럼 사용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CPU 코어를 

여러 개로 가상화 하여 여러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사용자들은 각각 자신이 

하나의 CPU 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여러 개의 

저장장치를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저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낸드 플래시(NAND flash) 기반의 SSD (Solid State Drive)를 가상화 

하여 단일 SSD를 여러 사용자에게 나누어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리는 하나의 SSD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성능이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도 SSD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응용이 읽기 요청을 보내면 빠른 응답시간을 보이는데, 다른 

사용자가 많은 쓰기와 읽기 요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읽기 요청을 

보내면 다른 요청들로 인하여 실제 SSD 내부에서 처리가 늦어져 

응답시간이 지연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성능의 저하를 피하고 

싶은 사용자는 항상 성능이 특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QoS (Quality of Service) 

제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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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제공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읽기 요청의 응답시간이다. 

SSD에 요청을 보내고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응답시간 중 쓰기 요청의 

응답시간은 비동기적(Asynchronous) 요청의 경우 쓰기 버퍼(Write 

Buffer)의 도움을 받아 후경(Background)에서 실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바로 완료 응답을 보낸다. 이런 방식으로 비동기적 쓰기 요청에 대해 

빠른 응답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동기적(Synchronous) 쓰기 요청의 

경우에도 최근 쓰기 버퍼로 사용하는 메모리에 배터리를 부착하여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 없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저장장치에서 실제 처리가 완료된 후 응답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동기적 

요청과 동일하게 후경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읽기 요청의 

경우 저장장치 이전 캐시(Cache)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저장장치까지 도달하여 요청을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모든 소요시간이 응답시간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읽기 

응답시간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QoS 제공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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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기여 

SSD 수준 QoS 제공을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SSD 

내부 낸드 블록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낸드 블록 상태의 변화가 QoS 

제공의 대상이 되는 읽기 응답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낸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과정에서는 전자가 저장된 상태를 

잘 구분되어야만 저장된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 

셀에 저장된 전자들은 내구성(Endurance), 데이터 보유(Data Retention), 

읽기 간섭(Read Disturb)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동되어 분포가 

달라지고,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아 진다[1]. 이렇게 전자의 

분포가 달라져 읽기 과정에서 오류가 많아지면 읽기 기준 전압(Reference 

Voltage)을 바꾸어 다시 읽는 읽기 재시도(Read-Retry) 방식[2]으로 

오류를 감소시켜 데이터를 정확히 읽어낸다. 읽기 재시도는 기준 전압을 

바꾸어 다시 읽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읽기 처리시간이 다시 소요된다. 

낸드 상태가 나쁜 경우 오류가 많아 읽기 재시도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그 횟수만큼 읽기 처리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낸드 상태에 따라 읽기 

처리시간이 증가하고, 사용자에게 드러나는 읽기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읽기 응답시간에 낸드 블록 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낸드 블록의 평가 데이터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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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다. 그림 1은 프로그램/삭제 반복 횟수(Program/Erase Cycle, 

P/E cycle) 값이 1000인 블록들에 읽기 요청을 하는 경우 얼마나 발생한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는지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1 P/E 1000 블록들의 읽기 재시도 발생 횟수 분포 

 

그림 1에서 읽기 재시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블록의 경우 최대 25회의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읽기 요청 대비 25배의 읽기 

처리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SSD 수준 QoS 제공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읽기 응답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낸드 상태를 고려하여 QoS의 

기준을 정하고, QoS 제공을 요구하는 응용의 요청에 대해 추가적인 

관리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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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저장장치 수준 QoS 

제공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낸드 플래시 기반의 

SSD에서 블록의 상태가 읽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우선, 낸드 읽기 성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후 낸드 상태에 따라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여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다. 한편, 현재 

기존 낸드 상태 지표의 한계와 새로운 기준에 대해 언급한다. 4장에서 

낸드 상태를 고려한 블록 관리 기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먼저, 블록 

관리 기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고, 새로운 낸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반으로 블록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 서비스의 

품질(QoS)을 고려한 SSD 인터페이스와 FTL (Flash Translation Layer) 

구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QoS 우선순위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블록 교체(QoS-swap)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소개한 블록 관리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는 평가 실험을 보여준다. 실험을 

하는 환경과 여러가지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들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블록 

관리 기법이 추후 확장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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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다른 응용 요청의 영향을 숨기기 위한 연구 

SSD는 여러 낸드 플래시 칩을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높은 입출력 

성능을 달성하였다. 단일 응용이 SSD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성능을 모두 활용하여 높은 대역폭과 낮은 응답시간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SSD를 가상화 하여 여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시스템인 

경우 사용자는 높은 성능과 낮은 응답시간을 기대하지만 SSD 내부 

병렬성을 한 응용이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여러 응용의 요청이 중첩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낮은 성능과 긴 응답시간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가상화 또는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는 여러 응용이 혼재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정 응용에게는 다른 응용의 

영향을 숨겨서 좋은 성능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번째로는, 응용 간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을 구분하여 다른 응용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13]. 그림 2는 기존 SSD 내부에서 각 

플래시에 접근하는 모습과 해당 연구에서 변화된 플래시에 접근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기존 SSD는 하나의 컨트롤러가 여러 플래시 접근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 응용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응용에게 영향을 

준다. 반면,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한 경우 각 플래시마다 별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응용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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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SSD의 플래시 접근과 SDF의 플래시 접근 비교[13] 

 

특정 응용이 다른 응용의 영향을 숨기기 위한 두번째 방법은 스케줄링을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응용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성능 간섭을 줄이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수많은 응용이 함께 동작하기 때문에 응용 간 

간섭이 많이 발생한다. 간섭은 여러 시스템 계층과 공유자원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각 응용들의 특성을 활용하여 코어나 메모리, 저장 장치 등 

공유 자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코어 사용량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응용들을 스케줄링하는 방식의 기법이 제안되었다[12].  

공유자원 중에서도 특히, 저장장치 내부 SSD 수준 QoS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응용의 요청 중 QoS 우선순위가 높은 응용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스케줄링 하여 처리해주는 기법이 제안되었다[3]. 이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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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에 요청을 전달받아서 처리되기 전 저장되는 큐를 2단계 큐로 

구분하여 들어온 요청들을 1단계 큐에 우선 저장한 다음, QoS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높은 우선순위의 응용이 요청을 우선적으로 실제 플래시의 

요청이 처리되는 2단계 큐로 스케줄러가 보내게 된다. 2단계 큐에서는 

SSD 병렬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플래시에 요청을 보내서 

처리한다. 

 

그림 3 낮은 QoS 우선순위 응용의 영향을 숨기는 기법 효과[3]  

 

그림 3은 QoS 우선순위가 다른 2가지 응용의 요청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 QoS 우선순위가 높은 응용인 app 1이 QoS 우선순위가 낮은 

응용인 app 2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app 1의 요청을 따로 

구분하여 app 2의 요청과 함께 SSD로 전달되더라도 app 1의 요청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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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링 하여 app 1의 평균 응답시간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반면, app 

2의 요청은 QoS 우선순위가 낮다고 여겨져서 SSD 내부에서 app 1의 

요청보다 늦게 스케줄링 되기 때문에 평균 응답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응용의 QoS 우선순위에 따라 SSD 내부에서 추가적인 스케줄링을 하여 

처리하는 기법을 통해 QoS 우선순위가 높은 응용의 요청은 우선순위가 

낮은 응용의 요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낸드 플래시에서 수행되는 읽기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QoS 우선순위가 높은 응용의 요청이 

우선적으로 스케줄링 되더라도 낸드에서 읽기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QoS 

우선순위가 낮은 응용의 요청보다 느린 응답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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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SD 관리 작업의 영향을 숨기기 위한 연구 

낸드 플래시는 물리적 특성상 데이터를 한번 저장한 곳에 다시 

덮어쓸(overwrite)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감추고 사용자가 낸드 플래시 

기반 저장장치인 SSD를 기존 하드디스크 기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FTL (Flash Translation Layer)이 존재한다. 

FTL에서 수행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작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유휴 블록(free block)을 만들어내는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 GC)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가비지 컬렉션 작업 과정에서는 새롭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휴 

블록을 만들기 위하여 후보(victim) 블록을 선정한다. 그 다음 블록에 

저장된 유효한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은 수행한다. 유효한 데이터가 모두 

옮겨지면 그 블록을 삭제(erase)하여 새롭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휴 블록 상태로 만든다. 이러한 가비지 컬렉션 작업 도중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읽기 또는 쓰기 작업이 아닌 유효한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한 읽기, 쓰기 요청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SD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가비지 컬렉션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용자 요청의 긴 꼬리 응답시간이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읽기 요청이 크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11]. 이 연구에서는 SSD가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병렬적인 구조로 인하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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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긴 꼬리 응답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림 4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11]  

 

예를 들어 그림 4의 (a)는 동그라미 입출력의 영역에서 발생한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하여 컨트롤러가 작업중이고, 다른 영역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b)의 경우 동그라미와 세모 입출력 영역이 같은 채널을 

공유하고 있어서, 동그라미 영역에서 발생한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하여 

세모 영역의 처리가 방해받고 있는 모습이다. (c)는 한 플레인(plane) 

내부에서만 작업이 진행중이고, 다른 영역의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여러가지 기법을 

적용하여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읽기 요청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긴 꼬리 응답시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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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QoS 요구조건을 가진 사용자의 요청은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부적인 요청과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의 SSD 

수준에서 QoS 제공을 위한 연구로 낸드 플래시 기반의 물리적인 특성상 

발생하는 SSD 관리 작업 즉, 가비지 컬렉션으로 발생하는 요청이 QoS 

제공의 대상이 되는 응용의 요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QoS-

aware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를 제안하였다[4].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할당된 영역이 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요청이 언제나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으로 발생하는 요청들과 

사용자의 요청을 SSD 내부 큐에서 구분하여 사용자의 요청이 우선시 

처리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QoS 요구조건 응용에 대해 가비지 

컬렉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비지 컬렉션으로 

내부적인 읽기와 쓰기 요청이 생기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이 처리될 수 있는 

영역과 여력이 별도로 존재하여 가비지 컬렉션 작업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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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SD 관리작업의 영향을 숨기는 기법 효과[4]  

 

그림 5는 SSD 관리작업인 가비지 컬렉션의 영향이 사용자의 요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QoS-aware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연구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FSS.H80G20의 경우 사용자의 요청이 

80%이고, 가비지 컬렉션 요청이 80%인 상황을 나타낸다. 사용자의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비지 컬렉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FSS.H20G80의 경우 사용자의 요청 20%와 가비지 

컬렉션의 요청 80%인 상황을 나타낸다. 가비지 컬렉션의 비중이 늘어나자 

영향을 받아 요청 응답시간이 길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FSS+DSA의 경우 이 연구의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사용자의 

요청 20%, 가비지 컬렉션 80%인 경우에도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낮은 응답시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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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이 처리되는 낸드 플래시의 

상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제안한 기법들을 통해 사용자의 

요청을 가비지 컬렉션으로 발생하는 요청과 구분하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낸드마다 상태가 달라서 읽어오는 시간의 분포가 다양할 수 있다. 

이 때, 가비지 컬렉션의 영향을 받는 정도로 응답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낸드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는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기대했던 QoS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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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낸드 읽기 성능 분석 

 

제 1 절 낸드 읽기 성능 구성 요소 

응용이 요청한 읽기 요청이 낸드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응답을 보내는지 알아보자. 우선, 전통적인 블록 계층을 통하여 낸드 

플래시 기반 저장장치인 SSD에 전달되는 경우 FTL (Flash Translation 

Layer)에서 읽기 요청에서 요구한 데이터가 어느 물리 주소에 있는지 

주소 테이블을 확인하여 그 주소의 페이지에서 낸드 읽기 과정이 

이루어진다. 낸드 읽기 과정은 플래시 페이지에서 전자가 저장된 상태를 

알아내는 시간( 𝑡𝑅𝐸𝐴𝐷 )과 읽은 정보를 메모리로 이동하는 시간( 𝑡𝐷𝑀𝐴 )로 

이루어진다. 메모리에 읽어낸 데이터는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읽은 데이터의 오류량이 많아 낸드 읽기가 실패한 경우 읽기 참조 

전압을 변경하여 다시 낸드 읽기 과정을 수행하는 읽기 재시도 과정이 

반복된다.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낸 경우 블록 계층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응용에게 응답을 준다. 위 과정에서 다른 과정은 요청마다 1회만 

이루어지지만 데이터의 오류량에 따른 읽기 재시도 횟수는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SSD 내부에서 처리하는 읽기 응답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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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낸드 상태에 따른 읽기 재시도의 영향 분석 

블록의 낸드 상태 변화가 읽기 응답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낸드 블록에서 평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실제 낸드 블록이 P/E cycle 100회, 200회, 300회, 500회, 

1000회가 진행된 다음 블록들의 상태를 표 1에 정리하였다.   

P/E cycle 수 블록 별 읽기 재시도 발생 횟수 및 비율 

100 0(100%) 

200 0(9%), 1(80%), 2(11%) 

300 0(2%), 1(15%), 2(68%), 3(15%) 

500 1(4%), 2(23%), 3(63%), 4(10%) 

1000 2(6%), 3(33%), 4(46%), 8(15%) 

표 1 P/E cycle 마다 블록 별 읽기 재시도 발생 횟수 및 비율 

 

가장 블록 상태가 좋은 P/E cycle 100회 후 블록 별 읽기 재시도 발생 

비율을 보면 모든 블록에서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 P/E 

cycle 200회 후의 경우에는 읽기 재시도가 1회 발생하는 블록이 80%, 

2회 발생하는 블록이 11%,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지 않는 블록이 9% 

존재하였다. 가장 상태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P/E cycle 1000회 후 

블록들을 보면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지 않는 블록이 없고, 8회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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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도가 발생하는 블록이 15% 존재하였다. 이러한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는 것을 반영한다면 읽기 응답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실험해보았다.  

 

그림 6 낸드 상태 별 4K 임의 읽기 응답시간 백분위 수 분포 

그림 6은 표 1에서 살펴본 P/E cycle 별 블록들의 읽기 재시도 횟수 

분포 비율을 SSD 에뮬레이터에 적용하여 4K 임의 읽기 요청의 응답시간 

백분위 수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P/E cycle 1000의 블록들에서는 읽기 

재시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4K 임의 읽기 응답시간 백분위 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읽기 요청 중 읽기 재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4K 임의 읽기 워크로드는 동일하므로 

응용이 발생시킨 읽기 요청은 모두 동일할 것이다. 읽기 재시도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읽기 요청이 응답시간 차이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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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낸드 상태 별 4K 임의 읽기 중 읽기 재시도 비율 

그림 7은 동일한 4K 읽기 요청 워크로드를 각 P/E cycle 별 블록 상태 

분포 모델에서 수행하는 동안 일반 읽기 요청 비율과 읽기 재시도로 인해 

발생한 읽기 요청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P/E cycle 100 블록 상태 

모델에서는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읽기 요청이 일반 

읽기 요청이다. P/E cycle 1000회 블록 상태 모델에서는 읽기 재시도로 

인해 발생한 읽기 요청이 전체 읽기 요청의 약 80%를 차지한다. 일반 

읽기 요청과 비교하면 약 4배나 많은 읽기 요청을 수행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실제 낸드 블록들은 사용함에 따라 상태가 

나빠져서 이런 경우 읽기 요청이 바로 처리되지 않고, 읽기 재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블록 상태가 많이 나빠지는 경우 읽기 재시도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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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하여 읽기 응답시간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낸드 

상태에 따른 읽기 응답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존 여러 연구에서 

제안한 QoS 제공을 위한 기법들을 적용하더라도 예상한 QoS 제공을 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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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존 낸드 상태 지표의 한계 

낸드 상태가 읽기 응답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QoS 제공을 

위해서는 낸드 상태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낸드 

상태에 따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낸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SSD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블록 상태와 관련된 지표인 

P/E cycle은 블록의 정확한 상태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림 8 P/E 1000 블록들의 읽기 재시도 횟수 분포 

 

그림 8은 동일한 P/E cycle 1000 블록들의 읽기 재시도 횟수 분포를 

나타낸다. P/E cycle 모두 1000으로 동일한데 읽기 재시도 횟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P/E cycle 기반으로 블록들을 

관리한다면 읽기 재시도에 의해 읽기 응답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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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cycle이 오래전부터 블록 상태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었지만 낸드 

플래시 기술이 발전하고 셀의 크기가 작아지고, 특성이 변화하면서 낸드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더 많아졌고 영향의 정도도 증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P/E cycle로는 QoS 우선순위에 따른 블록 관리 기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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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낸드 상태 기반의  

블록 관리 기법 설계 및 구현 

 

제 1 절 블록 관리 기법의 목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낸드 상태가 읽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기법들처럼 낸드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읽기 응답시간에 

대해 응용 별 QoS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블록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SSD 수준에서 읽기 응답시간에 대해 응용 별 QoS 우선순위 역전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기 위해서 우선, 블록의 낸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예측한 블록의 낸드 상태를 기준으로 응용 별 QoS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블록을 제공한다. 특정 상황에서 응용에게 할당된 블록들의 

낸드 상태가 QoS 우선순위와 다르게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교체를 실시하여 응용의 QoS 우선순위 역전 현상을 해결한다.  

 

  



 

 23 

제 2 절 새 낸드 상태 지표 기반의 블록 상태 모니터링 

기존 낸드 상태의 지표로 사용되는 P/E cycle 값은 실제 블록 상태와 

정확히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낸드 상태에 따라 읽기 요청 중 읽기 

재시도가 얼마나 발생하는 지 예측할 수 없다.  

최근 이러한 P/E cycle의 한계를 인지하고, 블록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1]. 그중 블록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인 NaP(NAND age Predictor)가 제안되었다. 

NaP는 블록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P/E cycle을 비롯하여 블록 삭제 후 

회복(Recovery) 시간, 블록 삭제 후 읽기 요청 수행 시간 등을 분석하여 

블록의 정확한 상태를 0과 1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NaP가 0일수록 

건강한 블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NaP가 1이되는 순간 오류가 많아 

사용할 수 없는 블록을 의미한다. NaP가 정확하게 블록의 상태를 

구분해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블록 상태에 따른 읽기 재시도 횟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읽기 응답시간이 얼마나 증가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다. 

P/E cycle로 구분하지 못하던 블록들의 읽기 재시도 횟수 분포를 

NaP로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지 평가를 관찰하였다. 그림 9는 P/E 

cycle 1000회인 블록들과 NaP 0.2인 블록들의 읽기 재시도 횟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P/E cycle이 같은 블록의 경우 읽기 재시도 횟수가 

3회에서 최대 9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NaP 0.2인 블록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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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E cycle 1000과 NaP 0.2 블록들의 읽기 재시도 횟수 분포 

 

동일하게 읽기 재시도가 1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aP로 

블록에서 발생할 읽기 재시도 횟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읽기 응답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  

NaP 기반 블록 상태 모니터는 전체 블록에 대한 NaP를 테이블로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면서 QoS 제공을 요구하는 응용이 데이터 

저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QoS 수준에 적절한 NaP 블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표 2는 블록마다 모니터링한 NaP 값과 해당 

블록이 어떤 QoS 수준의 응용에 할당되어 있는지 정보를 유지하는 

테이블의 모습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0번 블록은 NaP가 0.1인 것을 통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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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응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1번 블록의 경우 NaP가 0.3이고, 

중간 수준의 QoS 응용이 사용하고 있다. 2번 블록의 경우 아직 응용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블록을 의미한다. 테이블 형태로 정보를 유지하여 

현재 SSD 블록들의 상태와 제공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추가적인 블록 

할당 기법에서 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블록 번호 NaP QoS 수준 

0 0.1 Top-tier 

1 0.3 Mid-tier 

2 0.2 Free 

… … … 

표 2 블록의 NaP와 할당된 QoS 수준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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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서비스의 품질(QoS)을 고려한 SSD 인터페이스 

본 논문은 사용하는 SSD 저장장치를 Open-Channel SSD[9] (개방 

구조 SSD)으로 가정한다. Open-Channel SSD는 기존 SSD 내부에 

FTL이 존재하여 낸드 플래시 관리 작업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호스트 

시스템에서 낸드 플래시 구성을 모두 파악하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호스트의 정보와 저장장치의 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블록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떤 응용의 요청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응용이 요청한 읽기와 쓰기 정보에 추가적으로 응용의 QoS 수준을 

추가하여 저장장치에 전달해야 한다. QoS 수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용의 요청을 여러 스트림으로 구분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저장하는 멀티 스트림 SSD[10]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요청 

size_t write(int fd, const void *buf, off_t offset); 

size_t read(int fd, void *buf, off_t offset); 

QoS 요청 

int posix_fadvise(int fd, off_t offset, off_t len, int QoS_level); 

size_t write(int fd, const void *buf, off_t offset); 

size_t read(int fd, void *buf, off_t offset); 

표 3 기존 입출력 요청과 QoS 정보가 포함된 입출력 요청 

 

멀티 스트림 SSD에서는 요청의 특성에 따라 여러 스트림 중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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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번호를 지정하여 저장장치에 전달한다. 블록 관리 기법에서는 

스트림 번호 대신 응용의 QoS 수준을 전달하여 이에 대응되는 적절한 

낸드 상태의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표 3은 

기존 입출력 요청들과 QoS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요청을 나타낸다. 멀티 

스트림 SSD에서는 쓰기 요청 전 스트림 정보를 담은 fadvise 요청을 

먼저 수행한다. 이와 비슷하게, QoS 응용의 요구수준을 담은 fadvise 

요청을 먼저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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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한 FTL 설계 및 구현 

FTL은 낸드 플래시 기반 저장장치를 하드디스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낸드 플래시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데이터를 덮어쓸(overwrite)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를 분리하고 이러한 매핑을 관리하는 

매핑 테이블이 존재한다. 또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새롭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휴 블록(free block)을 만들어 내는 가비지 

컬렉션 작업등을 수행한다.  

응용에 대하여 서비스의 품질(QoS) 우선순위가 역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낸드 상태를 고려한 블록 관리 기법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FTL 동작들에 QoS 정보가 추가된다. 데이터를 저장해 달라는 요청이 

QoS 정보가 함께 SSD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되면 해당 수준에 적절한 

낸드 상태의 블록을 유휴 블록 풀(free block pool)에서 찾아 할당 후 

주소를 매핑을 한다. 새로운 유휴 블록을 위한 가비지 컬렉션 과정에서도 

유효한(valid)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때 기존 블록의 낸드 

상태와 비슷한 블록으로 옮겨야만 한다. 적어도 QoS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 블록을 선정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복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가비지 컬렉션의 경우 응용의 요청을 수행하는 도중에 끼어들게 

되면 응용 요청의 응답시간이 매우 증가하므로 유휴 블록의 개수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QoS 우선순위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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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휴 블록 풀 내부 NaP 별 블록 수 유지 

 

유휴 블록 풀은 그림 10과 같이 NaP 별로 일정 개수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응용이 새로운 블록을 할당 받을 때 

적절한 낸드 상태의 블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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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서비스의 품질 우선순위 역전 상황 시 블록 교체 

SSD 인터페이스와 FTL을 QoS 정보를 이용하도록 수정하여 각 응용의 

QoS 수준별 NaP 블록을 제공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QoS 요구조건에 

맞추어 제공한 블록이 반납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되는 경우 블록의 

상태가 나빠져서 QoS 우선순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QoS 

요구수준이 낮은 응용이 좋은 상태의 블록을 할당 받은 후 사용을 적게 

하는 상태에서 QoS 요구수준이 높은 응용이 블록을 자주 반납하고 할당 

받게 되면 블록의 상태가 점차 나빠져 QoS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데이터가 저장된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data retention 

효과로 인하여 블록 상태가 나빠진 효과가 나타난다. 그로 인해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면 읽기 재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은 유휴 블록 

풀에서 해당 QoS 응용의 수준에 맞게 블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우선순위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  

QoS 우선순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블록을 QoS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상태의 블록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의 품질 블록 

교체(QoS-swap)를 수행한다. QoS-swap은 응용이 새로운 블록을 

요구할 때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하는 지 확인 후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 

낮은 우선순위 응용에게 할당한 좋은 상태의 블록을 빼앗아 높은 우선순위 

응용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2번째 우선순위 응용이 NaP 0.2의 블록을 

할당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휴 블록 풀에는 NaP 0.3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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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때 1번째 우선순위 응용이 새로운 블록을 

할당 받고자 하는 경우 유휴 블록 풀에서 NaP 0.3의 블록을 제공하면 

QoS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2번째 우선순위 응용이 

가지고 있던 NaP 0.2의 블록의 데이터를 유휴 블록 풀의 NaP 0.3 블록에 

옮겨서 제공한다. 그런 후 NaP 0.2의 블록을 1번째 우선순위 응용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서 가비지 컬렉션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휴 블록 풀에서 각 NaP별 또는 각 QoS 수준 별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록을 미리 유지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QoS-swap은 기존 SSD에 존재하는 Wear-leveling과 

비교해볼 점이 있다. QoS-swap은 NaP라는 낸드 상태를 기준으로 응용의 

QoS 우선순위 수준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Wear-

leveling은 P/E 차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QoS-swap은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가 어느 응용이 사용하는 지를 고려한다. NaP가 높은 

(상태가 나쁜) 블록이라고 하더라도 QoS 우선순위 역전 상황이 아니라면 

QoS-swap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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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평가 실험 

 

제 1 절 실험 환경  

실험은 Linux 4.14.0-generic 버전, Intel i7-4790 3.60GHz x 8 CPU, 

20GB 메인 메모리, 그리고 SSD 에뮬레이터[6]를 표 4에 설명된   

구성으로 메모리에 에뮬레이션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선 내용에서 

4K 임의 읽기 응답시간을 살펴본 실험도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하였다. 

SSD 구성 벤치마크 워크로드 구성 

채널 수 32 벤치마크 Fio randomread 

채널당 칩 수 4 요청 단위 4KB 

칩당 블록 수 64 큐 크기 1 

블록당 페이지 수 128 I/O 크기 1GB 

페이지 크기 4KB   

페이지 읽기 시간 40us   

표 4 SSD 구성과 벤치마크 워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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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낸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제 블록 상태 분포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표 5과 같이 SSD Life 모델을 구성하였다. 블록 상태에 따라 

읽기 재시도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읽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에뮬레이터 

타이밍 모델에 구현하였다.  

 

모델 번호 읽기 재시도 발생 횟수 (해당 블록 비율) 근거 데이터 

1 0(100%) P/E 100 블록 상태 분포 

2 0(9%), 1(80%), 2(11%) P/E 200 블록 상태 분포 

3 0(2%), 1(15%), 2(68%), 3(15%) P/E 300 블록 상태 분포 

5 1(4%), 2(23%), 3(63%), 4(10%) P/E 500 블록 상태 분포 

10 2(6%), 3(33%), 4(46%), 8(15%) P/E 1000 블록 상태 분포 

표 5 낸드 상태 분포에 대한 SSD Lif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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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NaP 기반으로 낸드 상태를 판단하여 블록을 관리 기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SD Life Model 5의 낸드 상태 분포를 적용한 SSD 

에뮬레이터 모델에서 QoS 우선순위 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워크로드인 ycsb와 QoS 우선순위 수준이 낮을 것으로 

가정한 그래프 처리 응용 워크로드인 graphchi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1 응용 별 QoS 수준 블록 초기 할당 후 블록 상태 변화 

그림 11은 초기에만 각 응용에게 QoS 수준에 대응되는 낸드 상태의 

블록을 할당한 경우의 블록 상태 변화이다. 처음에는 QoS 우선순위 

수준이 높은 ycsb 응용이 좋은 낸드 상태의 블록을 사용하고, QoS 

우선순위 수준이 낮은 graphchi 응용은 나쁜 상태의 블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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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워크로드가 수행되면서 점점 초기 할당 받았던 블록을 반납하고, 

다시 받아서 사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응용의 QoS 

우선순위 수준과 블록의 낸드 상태를 고려를 하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 

비슷한 낸드 상태의 블록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12는 초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용의 QoS 우선순위 수준에 

맞게 블록을 제공할 때 응용 별 할당된 블록 상태 변화이다. 그림 11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평균적인 블록은 구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 시간이 흘렀을 때 QoS 우선순위 수준이 높은 

ycsb에 할당된 가장 나쁜 상태의 블록이 QoS 우선순위 수준이 낮은 

graphchi에 할당된 가장 좋은 상태의 블록보다 나빠지는 QoS 우선순위 

역전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2 응용 별 QoS 수준 블록 지속 제공 상황의 블록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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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응용의 QoS 우선순위 역전을 

방지하는 QoS-swap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3은 앞선 QoS 

우선순위 수준별 블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낸드 상태에 대해 QoS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QoS-swap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다음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12에서 

관찰되었던 블록 상태 역전이 그림 13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QoS-Swap을 적용한 경우 블록 상태 변화 

그림 14는 앞서 수행한 워크로드에서 총 처리한 요청의 수와 요청들이 

어떤 작업(일반 요청,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한 요청, QoS-swap으로 인한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QoS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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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한 QoS-swap으로 발생한 요청에서 어떤 

수준 QoS 수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14 전체 요청에 대한 GC, QoS-Swap으로 인한 요청 비율과 

QoS-Swap 발생시킨 QoS-level 비율  

 

그림 15 여러 수준 응용들의 블록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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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앞서 수행한 응용 2개에 추가적으로 read:write 비율이 다른 

ycsb 워크로드 2개를 함께 총 4가지의 QoS 우선순위 수준을 구분하여 

낸드 상태에 따른 블록을 제공한 모습을 보여준다. 응용의 QoS 수준별 

낸드 상태가 잘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응용의 QoS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블록 할당 시 읽기 성능 

그림 16은 각 응용 별 QoS 우선순위 수준별 낸드 상태에 따른 블록 

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응용들의 읽기 응답시간 분포를 나타낸다. 

캔들과 그래프는 읽기 응답시간의 퍼센타일을 나타내는데, 낸드 상태 별 

블록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 응용의 읽기 응답시간이 구분 없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의 경우 응용의 QoS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낸드 상태에 따른 

블록을 제공하였을 때 변화한 각 응용의 읽기 성능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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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응용의 QoS 우선순위 수준 별 블록 할당 시 읽기 성능  

QoS 우선순위 수준이 가장 높은 ycsb 50:50 읽기:쓰기 비율의 응용이 

가장 빠른 읽기 응답시간을 보이고, QoS 우선순위 수준이 가장 낮은 

graphchi 응용이 가장 느린 읽기 응답시간을 보인다.  

 

그림 18 낸드 상태가 다른 SSD 모델에서 응용 별 꼬리 응답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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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18은 서로 다른 3가지 낸드 상태 모델(PE100, 

PE200, PE500)을 적용한 3가지 SSD 공간에 ycsb 응용과 graphchi 

응용을 나누어 수행하였을 때 99% 꼬리 응답시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보여준다. 각 SSD 공간 내부에서 최대한 QoS 우선순위 수준별 블록을 

제공하여도, SSD 공간마다 블록들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꼬리 

응답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SSD 

내부에서만 낸드 상태를 고려하여 블록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SSD의 블록들의 상태를 한꺼번에 고려하여 QoS 수준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데이터가 균등하게 나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SSD의 내부 병렬성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여 어떠한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응용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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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향후 계획 

SSD 가상화 환경에서 읽기 응답시간을 중요한 요소로 여겨 각 응용의 

QoS 우선순위에 따라 낮은 우선순위의 요청으로 인하여 응답시간에 

영향을 숨기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기법들은 낸드 

상태에 따른 읽기 응답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이에 대한 QoS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낸드 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나타내는 NaP 지표를 활용해 블록의 낸드 상태를 구분하여 각 

응용의 QoS 수준에 맞게 블록을 제공해주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한편, 이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일부 QoS 우선순위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QoS-Swap 기법으로 역전 상황을 방지하였다. 

블록 관리 기법을 이용한 추후 연구로 낸드 상태에 따른 응용의 QoS 별 

블록 제공은 정확한 응답시간을 제공하는 입출력 시간 결정론 (IO 

determinism, IOD)과 연결할 수 있다. IOD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응용의 

요청이 저장장치까지 도달하여 처리된 후 응답을 주는 모든 내부 과정이 

각각 예상된 시간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만한다. 저장장치에서 다른 

응용의 요청 또는 SSD 내부 관리 동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법은 물론, 낸드 상태에 따른 읽기 재시도에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IOD의 요구조건을 계산하고,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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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ND Flash-Aware 

Block Management Technique for 

Avoiding QoS-Priority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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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enterprise computing where various computing resources 

are virtualized, it is important for a service provider to manage service-

level agreements in a consistent fashion. In such environment, users with 

different quality-of-service (QoS) requirements should be properly 

differentiated so that no QoS-priority inversion can occur. 

In this thesis, we focus on the QoS-priority inversion problem in 

NAND flash blocks within a virtualized SSD storage system. As NAND 

flash blocks wear out, their read performance gets affected significantly.  

For example, when a very old NAND block is read under a worst-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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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the read performance may be degraded by up to 20 times.  

Therefore, QoS-priority inversion can occur if old NAND blocks are 

allocated to high QoS tasks while new NAND blocks are allocated to low 

QoS tasks. 

We propose a flash-aware block management technique that can avoid 

QoS-priority inversion for flash read requests. Our proposed technique 

is based on a novel NAND wear index that can accurately predict the 

read latency of a block. Based on the new NAND wear index, our 

technique employs a flash-aware block allocation scheme where the 

higher QoS priority of a read request, the younger the wear index of an 

allocated block. In order to resolve the varying wear index of the 

allocated block, we also propose a dynamic block swap scheme, called as 

QoS-swap, which intervenes when flash blocks allocated to a high QoS 

task wear out more than those allocated to a low QoS task. If such cases 

occur, the QoS-swap scheme exchanges blocks between the high QoS 

task and low QoS task. Experimental results using an emulated storage 

system show that our proposed technique can meet the required QoS 

requirements among multiple applications without introducing QoS-

priority inversion. 

 

 

Keywords : NAND Flash Storage, NAND Block State, Read Latency, SSD 

Virtualization, 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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