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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같은 데이터 집약적인 응용

들의 등장으로 고성능, 고용량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량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셀에 더 많은 비트를 저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쓰기 성

능이 나빠지게 된다. 이러한 고용량의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 향상을 위

해서 내부에 고성능 버퍼를 두는 방식이 있지만 제한된 버퍼의 크기가 

다 차면 쓰기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번

에 많은 쓰기 요청이 들어오면 좋은 쓰기 성능을 유지해줄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고용량의 3D 낸드 플래시 메모

리에서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프로그램 (Reprogram) 기

법을 변형한 지연 재프로그램 (Lazy Reprogram)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한 기법에서는 기존에 재프로그램 방식에서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한 번

에 프로그램 해주던 방식을 두 단계로 나눠서 프로그램 해준다. 제안하

는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평가를 통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보존 시간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모델

을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할 때 이를 활용한다. 모델의 프로그램 

시간을 통해 데이터를 써주게 되면 프로그램의 속도가 빠르지만 제한된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그램 단계는 첫 번

째 프로그램 해준 데이터의 보존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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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직전에 유효하게 남아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방식을 실제 SSD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

존의 페이지 레벨 FTL에 지연 재프로그램 관리 모듈을 추가하여서 지

연 재프로그램 FTL을 구현하였다. 이 FTL에 추가한 모듈들이 두 번째 

프로그램의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감춰주도록 했다. 구현한 지연 재프

로그램 FTL을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실험한 결과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

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인 성능과 신뢰성 향상의 효과를 실험을 통

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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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응용들이 증가하고 점점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고용량 • 고성능의 저장장치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응용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가장 

주요한 흐름은 고용량의 저장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량 요구에 

맞춰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또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3D 

4비트 사중 셀 (Quadruple Level Cell) 플래시 디바이스가 기존의 3D 

3비트 삼중 셀 (Triple Level Cell) 플래시 저장장치에 비해 적어도 30% 

이상의 저장 공간을 확장하였다[1], [2]. 

많은 비트를 하나의 셀에 저장하는 기술을 통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셀에 저장하는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셀 마다 더 많은 

프로그램 상태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플래시에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셀 안에서의 프로그램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셀의 안에 

저장되는 산포의 간격을 좁게 해주어서 데이터를 읽을 때 에러가 없도록 

정교하게 프로그램 해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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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갖는다. 그림 1은 한 셀에 저장되는 비트의 수가 많아질수록 

쓰기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LC, TLC, QLC로 가면서 한 셀에 저장되는 비트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쓰기 성능이 50%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낸드 플래시 종류 별 쓰기 성능 

  

125

53.3

12

46

9.3
0

20

40

60

80

100

120

140
Vendor A
Vendor B
판매사 A

프
로
그
램
성
능

[M
B

/s
]

3D MLC 3D TLC 3D QLC

판매사 B



 

 3 

제 2 절 연구 목적 및 기여 

고용량의 플래시 메모리에서 쓰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이브리드 SSD 기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표적이다[3]. 이 방법은 

저장장치에 쓰기 성능이 좋은 내부 버퍼를 추가하는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의 일부분을 MLC보다 쓰기 성능이 빠른 SLC 모드의 버퍼로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쓰기가 요청되면, 데이터는 처음 SLC 버퍼에 빠른 

속도로 쓰이고 만약 SLC 버퍼가 가득 차면 SLC 버퍼에 유효하게 

남아있는 데이터만 MLC에 써주도록 한다. 하지만 SLC 버퍼에 일부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장치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저장 장치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SLC가 가득 차게 되면 상대적으로 느린 MLC의 쓰기 성능이 

드러나게 되면서 쓰기 속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림 2는 실제 SLC/ QLC NVMe 128-GB SSD [4]를 사용하여서 SLC 

버퍼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쓰기 성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크기의 SLC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쓰기 성능의 향상이 

드러나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이 방법은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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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LC/QLC 하이브리드 SSD 성능 저하 현상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용량의 TLC/ QLC 플래시 메모리에서 저장 

장치의 용량과 신뢰성을 희생하지 않고 쓰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레벨에서 최적화하는 기법인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제안한다.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통해서 쓰기 성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재프로그램 기법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던 2단계 프로그램 사이에 idle 

간격을 두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재프로그램 기법과 다르게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에서는 idle 간격에 무효화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재프로그램 과정을 수행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바이스 

평가를 통해서 쓰기 시간이 질어질수록 데이터 보존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구현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에 

적용하여서 1차 터보 모드로 쓰기를 수행할 때 쓰기 성능을 더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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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빠른 시간 안에 무효화되는 데이터들은 

짧은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가지면서도 빠르게 써주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써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작하는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을 구현하였다. 페이지 레벨 FTL에 재프로그램이 

필요한 블록을 관리하는 리스트,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1차 터보 

모드의 쓰기 방법을 동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듈과 실제로 2차 시큐어 

모드를 수행해주는 모듈을 추가하였다 [5].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1차 터보 모드에서 수행하는 쓰기를 동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듈을 통해서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프로그램 

오버헤드를 최소화해주고 이러한 오버헤드가 쓰기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2차 시큐어 모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모듈들을 통해서 2차 시큐어 모드로 쓰기를 해주어야 하는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블록들을 관리하는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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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낸드 플래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제안된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과 이를 활용한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의 동작 

방식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간 모델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3장의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과 디바이스 평가를 통해 얻은 프로그램 시간 

모델을 활용해서 낸드 플래시의 성능 향상을 시켜주는 지연 재프로그램 

FTL에 대해서 설명한다. 5장에서는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적용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의 환경과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논문의 기여를 정리하고, 

향후 확장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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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배경 지식 

 

제 1 절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 저하 문제 

그림 3은 2m 개의 상태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산포를 

보여준다. 하나의 셀이 m개의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2m 개의 산포를 

사용한다. 쓰기를 수행할 때는 플래시 메모리가 각 비트 마다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자하는 cell의 전압인 Vth 분포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서 MLC 플래시에서 MSB (Most Significant Bit) 

페이지에 0을 저장하고 LSB (Least Significant Bit) 페이지에 1을 

저장하여서 ‘01’의 데이터 상태를 나타내고자 할 때 플래시 셀의 Vth 

레벨을 3레벨로 변경해준다. 또한 플래시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읽기 기준 전압인 Vref 의 값을 이용해서 Vth의 레벨을 

감지하도록 한다. 

 

그림 3.  2m 개의 상태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산포도 

 

‘11’ ‘10’ ‘00’ ‘01’

Vth

P1 P2 P3E

최
대
전
압

Vth마진
0V 1V 2V 3V

MSB LSB

VR1re f VR2re f VR3re f

전체 Vth윈도우 (W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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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셀에 저장되는 비트의 수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윈도우의 크기에 

더 많은 스테이트가 저장된다. 결과적으로 옆의 Vth 와의 간격이 좁아질 수 

밖에 없어졌다. 이렇게 Vth 간의 간격이 좁아졌을 때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 보존 기간이나 쓰고 지워지는 횟수 (P/E cycle)과 같은 노이즈에 

더 취약하게 되고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6]. 따라서 멀티 레벨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Vth 마진이 

최대한 좁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보통 ISPP (Incremental Step Pulse Programming) 

방식을 통해서 산포의 폭을 좁게 유지해준다[7]. 이러한 ISPP 방식은 

모든 플래시 셀을 완전히 프로그램 할 때까지 적은 양의 전압인 Vispp 를 

반복적으로 인가하면서 프로그램의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ISPP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시간 ∝ 
최종	전압	(#$%&)	–	초기	전압	(#)*+,*)

∆	#.)//
 

 

위의 식에서 초기 전압 (Vstart)은 낸드 플래시 셀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았을 때의 전압을 나타내고 최종 전압 (Vend)은 낸드 플래시 셀에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었을 때의 전압을 나타내는 것이다. 프로그램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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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은 Vispp 에 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한 Vth 간격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인가되는 Vispp 를 줄여서 산포의 

폭을 좁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ispp 를 

줄이면 플래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하나의 셀에 더 많은 

비트를 저장하는 멀티 레벨 셀에서 프로그램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10 

제 2 절 대용량 플래시 저장 장치의 재프로그램 기법 

재프로그램 기법은 최근 많은 플래시 저장 장치에 적용되는 낸드 

프로그래밍 방법이다 [1]. 이 재프로그램 기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프로그램 방해 (program disturbance), 초기 전력 손실 (early charge loss) 

그리고 워드라인 간섭 (wordline interference) 등의 다양한 간섭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8]. 이러한 간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서 

TLC와 QLC 같은 대용량의 멀티 레벨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 

저하를 방지한다 [2]. 이러한 노이즈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프로그램 방식은 연속적으로 1차 코스 (coarse) 프로그램, 2차 파인 

(fine) 프로그램의 2단계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그리고 재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각 단계 사이에 옆에 있는 워드 라인을 프로그램 해주도록 한다. 

 

 

 

 

 

 

 

 

 



 

 11 

 

그림 4. 재프로그램 기법의 프로그램 순서 

그림 4는 재프로그램 기법에서 수행하는 워드라인 별 프로그램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n 번째 워드라인을 WL(n)으로 나타냈다. 처음에 WL(n)을 

프로그램 1차 코스 (coarse)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해서 빠르게 프로그램 

해준다 (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WL(n+1)이 같은 방식으로 

1차 코스 (coarse) 프로그램된다 (②). WL(n+1)을 프로그램 해주는 

과정에서 WL(n)의 산포 간 간격이 넓어지면서 옆으로 밀려난다. 그 

이후에 WL(n)에 2차 파인 (fine)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산포가 

형성된다 (③). 

 

WL(n)

WL(n+1)

WL(n+2)

F F F F

C C C C

C C C C
1

2

3

Coarse

Coarse

Fine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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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재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의 산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1차 

코스 (coarse)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산포의 분포가 넓었지만, 2차 파인 

(fine) 프로그램으로 재프로그램을 수행해준 이후에는 산포가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재프로그램 기법을 통해 좁게 형성된 산포 

  

전압

1차프로그램

전압

2차프로그램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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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재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존 연구 

기존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여러 부작용에 의해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실제 

고용량 멀티 레벨 플래시 메모리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한 연구는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성능과 에러 수정 코드 (Error 

Correction Code)의 오버헤드를 줄여주었다 [9].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실제 워크로드에서의 다양한 데이터 보존 기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재연 재프로그램 기법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데이터 보존 기간이 적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retention-relaxed 모드를 통해 호스트 쓰기 요청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통의 속도로 

다른 플래시 블록에 프로그램 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데이터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추가적인 쓰기를 통해 성능 오버헤드와 플래시 

저장 장치에 웨어 (wear)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제한된 수명을 갖기 때문에 저장 장치의 웨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또한 이 연구에서는 3D 낸드 플래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전력 

손실 문제 (early charge loss) 를 고려하지 않았다. Early charge loss는 

플래시 셀의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의 상태가 변하면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비트 에러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11]. 

다른 연구에서는 MLC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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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Before-Coupling)이라는 기법을 제안했다 [12]. 이 

연구에서는 다음 워드 라인을 프로그램 하기 전에 그 이전에 프로그램 

해준 워드 라인을 읽고 ECC로 에러를 제거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1차 

코스 (coarse) 프로그램 단계에서 성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재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읽기와 에러 정정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MLC 플래시에 비해서 워드 라인당 더 많은 

페이지를 가지는 TLC와 QLC 플래시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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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 

 

제 1 절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 구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100% 보장해주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쓸 때, 

최대한 산포의 간격을 좁게 유지해서 에러를 방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가 플래시 메모리가 버틸 수 있는 쓰고 지우는 

사이클 (P/E cycle) 의 최대 횟수를 수행한 플래시 셀에 쓰인 데이터도 

1년의 보존 기간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신뢰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요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짧은 수명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재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면 쓰여지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2번 프로그램 해주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에 효과적이지만 짧은 수명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도 재프로그램을 

수행해주는 것은 성능 최적화에 효율적이지 않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은 기존의 재프로그램 

기법에서 연속적으로 두 번 프로그램 해주었던 방식과 다르게 다른 

프로그램 시간과 데이터 보존 기간을 가지는 2개의 독립적인 프로그램 

단계인 첫 번째 터보 (turbo) 모드, 두 번째 시큐어 (secure) 모드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한다. 첫 번째 터보 모드는 기존의 재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코스 (coarse) 프로그램 단계를 활용한 것으로, 데이터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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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짧지만 빠르게 데이터를 써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큐어 

(secure) 모드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으로 프로그램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유효하게 남아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프로그램 해주게 된다. 이러한 두 단계가 수행되는 

사이에 기간을 길게 두도록 해서 두 번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할 때 

유효한 데이터만 프로그램한다. 이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재프로그램 

해주지 않음으로써 플래시 기반 저장장치의 쓰기 성능을 향상하도록 한다.  

 

 

그림 6.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에서 1차 터보 모드 프로그램 방식 

그림 6은 제안하는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에서 1차 터보 모드 

프로그램의 수행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한 기법에서 1차 터보 모드를 

수행할 때는 그림에서 𝑀*
)  는 데이터가 기존보다 (1-s)% 빠르게 프로그램 

해주고 t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𝑀12
2.4는 30% 빠르게 프로그램을 해주고 30일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갖는 

gu

플래시 칩

①1차터보모드(𝐌𝟏
𝟎.𝟓)

WL(n)

WL(n+1)

WL(n+2)

WL(n+3)

V: 유효한데이터, I: 무효한데이터

블록쓰기
요청

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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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30일의 데이터 보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데이터는 읽을 수 없게 된다. 그림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쓰기 

요청이 호스트에서 전달되면 모든 데이터는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에서 

𝑀5
2.6  의 모드로 써지게 된다 (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넓은 산포를 

가지고 있지만 50% 빠른 속도로 써질 수 있다. 𝑀5
2.6 모드가 1일의 데이터 

보존 기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1일 이후에 유효하게 남아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두번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해줘야 한다.  

 

 
그림 7. Lazy Reprogram 기법에서 2차 시큐어 모드 프로그램 방식 

그림 7은 2차 시큐어 모드를 보여준다. 만약 1일의 데이터 보존 기간이 

지난 후에 데이터가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2차 

시큐어 모드로 두 번째 프로그램을 해준다 (② ). 만약 1일이 되기 전에 

데이터가 무효화되면 2차 시큐어 모드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능은 1차 터보 모드에서 빠르게 해준 것이 된다. 또한 2차 시큐어 

gu

플래시칩

WL(n)

WL(n+1)

WL(n+2)

WL(n+3)
블록

I
I
I

V

②2차시큐어모드	(𝐌𝟑𝟔𝟓
𝟏.𝟎 )

V: 유효한데이터, I: 무효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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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를 통해 두 번째 프로그램이 수행할 필요가 있더라도 두 단계 사이의 

idle 시간을 사용해서 수행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연 재프로그램의 성능 

향상 효과를 지킬 수 있다.  

읽기가 많이 수행되는 워크로드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1일 이후에도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거나 두 번째 프로그램 단계의 동작이 잘 

숨겨지지 않는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통한 성능 향상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의 

4장에서 소개하는 지연 재프로그램 FTL에서 재프로그램이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1차 터보 모드로 쓰기를 수행 시에 사용할 

모드를 여러 모드 중에서 결정한다. 이를 통해서 1차 터보 모드로 

프로그램 해주는 단계에서 하나의 모드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플래시 

성능의 향상의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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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연 재프로그램의 데이터 보존 시간 모델 

앞의 절에서 제안한 지연 재프로그램 방식의 장점을 FTL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FTL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하면서 감소된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데이터 보존 

시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6개의 최신 3D 플래시 칩으로 총 3,686,400 

개의 워드 라인을 활용하여서 실험을 했다 [13]. 실험은 TLC칩을 

활용하여서 수행하였으나 QLC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림 8. 1차 터보 모드의 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보존 기간 

  

그림 8은 1차 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보존 기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해당 실험에서 기준이 된 프로그램 레이턴시는 1년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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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을 보장해주는 기존의 재프로그램이다. 그림 8을 통해 만약 1차 

터보 프로그램 단계에서 1주의 데이터 보존 기간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프로그램 레이턴시가 기존의 재프로그램 기법에 비해서 60%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지연 재프로그램 FTL에 적용할 수 있는 

낸드 데이터 보존 시간 모델을 구축하였다. 표 1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레이턴시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할 때 FTL 타이밍 모델에 적용하였다. 

 

표 1. 지연 재프로그램 방식의 프로그램 레이턴시 모델 

 

 

 

  

지연재프로그램레이턴시모델

1차터보모드

1 일 450us

1 주 550us

1 달 700us

2차시큐어모드 530us

기존의재프로그램기법 1600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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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지연 재프로그램 FTL 

 

제 1 절 지연 재프로그램 FTL의 구조 

본 논문의 3장에서 설명했듯이 지연 재프로그램 방식을 활용한 낸드 

플래시 레이턴시 모델을 활용하는 지연 재프로그램 FTL을 구현하였다. 

지연 재프로그램 FTL은 기존의 페이지 레벨 FTL을 기반으로 제안한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듈을 

추가하였다. 

 

 
그림 9. 지연 재프로그램 FTL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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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지연 재프로그램 FTL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호스트에서 쓰기 요청이 들어왔을 때, 1차 쓰기 모드 선택자가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인 1차 터보 모드 단계에서 쓰기 모드를 고른다. 앞의 

3장에서 정한 터보 단계의 3가지 모드인 1일, 1주, 1달의 보관기간을 

가지는 프로그램 시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이러한 쓰기 모드의 

선택은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의 상태를 보고 워크로드의 특징을 

반영하여서 정해진다.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는 1차 터보 단계로 

프로그램 된 데이터들을 추적하여서 언제 재프로그램 (2차 시큐어 모드 

단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만약 해당 데이터가 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데이터의 물리적 주소가 재프로그램 수행 모듈에 전달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두 번째 프로그램 단계인 시큐어 모드 단계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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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연 재프로그램 FTL 세부 모듈 및 동작 방식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  

제안된 지연 재프로그램 방식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는 블록 단위로 2번째 시큐어 모드 단계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한 

플래시 블록 안의 모든 페이지가 비슷한 시간에 프로그램 된다고 예상하였다.) 

모든 플래시 블록에서 재프로그램이 필요한 블록을 찾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든 블록을 확인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는 이러한 모니터링 오버헤드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되었다.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는 재프로그램이 필요한 블록들에 대한 데이터를 리스트로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10.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 엔트리 관리 방법 

 

가비지 컬렉션 과정

헤드 테일

엔트리 추가 엔트리 삭제

①블록이 활성화될 때
리스트에 추가

③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해
블록이 초기화 되는 경우

②리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블록 # 20
블록 # 80 블록 # 100복사

20t0 t1 80t2 t3 400t4
시간

블록에 데이터가 처음 쓰여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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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 과정을 묘사한다. 만약 새로운 플래시 블록이 활성화 (active) 되면 

(데이터가 첫 번째 터보 단계로 써진 경우),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가 처음 

써진 시간과 블록의 정보를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의 마지막에 추가해준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블록에 자유 페이지 (free page) 가 없어서 다른 

블록이 활성화되면 해당 블록의 정보가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의 마지막 

엔트리로 추가가 된다. 이를 통해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는 FIFO (First-In-

First-Out) 형태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1차 터보 

모드가 1일, 1주일, 1달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해주기 때문에 각 모드에 대해서 각각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를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의 가장 앞에 있는 엔트리가 

재프로그램이 필요한 블록의 정보를 담게 된다.  

만약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의 첫 번째 엔트리가 재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고 플래시 블록이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엔트리가 

가지고 있던 블록의 정보가 2차 시큐어 모드 단계를 수행해주는 모듈인 

재프로그램 수행 모듈에 전달된다. 재프로그램 수행 모듈이 2차 시큐어 모드 

단계의 수행을 마무리해주면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에서 해당 엔트리를 

삭제해준다. 만약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의 첫 번째 엔트리가 유효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제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는 2차 시큐어 모드 단계를 시작하지 않고 해당 엔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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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에서 삭제해준다. 또한 어떤 블록은 FTL 내부의 블록 

관리 방법인 가비지 컬렉션등으로 인해서 블록이 지워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 안에 해당 엔트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엔트리를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에서 삭제해주도록 한다.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 내부의 엔트리들은 해쉬 (hash) 값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에서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해서 

초기화된 블록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빠르게 찾아서 해당 엔트리를 삭제한다.  

3장에서 설명이 되었듯이 idle한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2차 시큐어 모드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진다. 구현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의 1차 

터보 모드에서 3개의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는 3가지 프로그램 모드에 대한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를 각각 

관리해준다.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 의 엔트리 수가 최악의 경우에도 SSD에 

있는 전체 블록의 개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8GB의 SSD에서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를 위한 DRAM 크기는 약 196KB 정도이다. 

  

1차 쓰기 모드 선택자 

1차 쓰기 모드 선택자의 주요한 기능은 1차 터보 모드 단계에서 최적의 

쓰기 모드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3장을 통해서 1일, 1주, 1달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갖는 세가지 쓰기 모드 모델을 만들고 1차 터보 모드 단계에서 

사용한다. 쓰기 모드가 선택되면 1차 쓰기 모드 선택자는 해당 쓰기 모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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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프로그램 파라미터를 전달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은 성능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 

시간보다 70% 빠르고 하루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갖는 모드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워크로드에 따라서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의 쓰기 모드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1일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가지도록 프로그램 해준 데이터가 

1일 이상 무효화 되거나 덮어써지지 (overwrite) 않았다면, 2차 시큐어 모드 

단계로 재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추가의 입출력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전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쓰기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여주기 위해서 재프로그램이 필요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1차 쓰기 모드 선택자는 더 긴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갖는 지연 재프로그램 레이턴시 모델로 프로그램 하도록 한다.  

그림 11은 1차 쓰기 모드 선택자가 워크로드에 맞춰서 성능 최적화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1차 터보 모드에서 쓰기 레이턴시는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의 길이 (u)로 결정된다. 1차 쓰기 모드 선택자는 두 개의 u-high, u-

low값을 가지게 된다. 만약 u > u-high 인 경우에는 많은 블록이 두 번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차 쓰기 모드 선택자는 

현재의 쓰기 모드에서 더 긴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가지도록 변경해준다. 

반대로 u > u-low 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블록이 2차 시큐어 모드 단계가 

필요하기 전에 무효화되는 것으로 현재의 쓰기 모드에서 더 짧은 데이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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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차 쓰기 모드 선택자의 동작 방식 

시간을 가지는 모드로 변경해준다. 

만약 u 값이 두 개의 u-high, u-low값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모드를 유지해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워크로드에 따라서 1차 쓰기 모드 

선택자는 1차 터보 단계의 모드를 조절해준다. 

 

지연 재프로그램 수행 모듈 

지연 재프로그램 수행 모듈은 2차 시큐어 모드 단계가 수행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을 통해서 재프로그램을 수행해주게 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재프로그램이 필요한 블록의 정보를 지연 재프로그램 수행 모듈에 

전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재프로그램 수행 모듈 안의 재프로그램 모니터에서 각 쓰기 

u- low

u- high

전체엔트리개수

1일
1주
1달

…

1일
1주
1달

…
…

1일
1주
1달

…
…

리프로그램으로인한
엔트리개수감소

u- low

u- high

전체엔트리개수

u- low

u- high

전체엔트리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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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의 재프로그램 블록 리스트의 첫번째에 있는 엔트리를 확인한다. 

재프로그램 모니터가 각 엔트리를 확인하다가 해당 엔트리가 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 시큐어 모드 단계 수행이 시작된다. 2차 시큐어 

모드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블록에 있는 유효한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읽어 들인다. 이러한 데이터는 내부의 임시 버퍼인 재프로그램 버퍼에 

저장되고 해당 데이터들이 다시 같은 블록에 2차 시큐어 모드 단계를 

수행한다. 2차 시큐어 모드를 수행 할 때는 보통의 낸드 프로그램의 데이터 

보존 시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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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실험 결과 

 

제 1 절 실험 환경  

실험은 리눅스 3.13.0-generic 버전, 인텔 i7- 4790 3.60GHz X 8CPU, 

20GB 메인 메모리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지연 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호스트 레벨 FTL 오픈 플랫폼인 Flashbench에 

구현하였다 [14]. SSD 에뮬레이터에서 구성은 표 2와 같이 구성하여서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프로그램시간은 3장의 데이터 보존 시간 모델을 

적용하여서 SSD 타이밍 모델에 각 쓰기 모드에 따른 프로그램 레이턴시 

모델을 사용하였다. 

 

표 2. 실험에 사용된 SSD 구성  

 

 

 

 

SSD	구성

채널수 2 블록당페이지수 576

채널당칩 수 4 페이지크기 16KB

칩 당블록수 512 페이지읽기시간 40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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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에 사용된 프로그램 레이턴시 모델 

 

 

 

Filebench에 의해 생성된 3가지 워크로드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15]. 표 3 

나와있듯이 벤치마크는 각각 다른 I/O 특성을 갖는다. Webproxy는 단일 

서버의 디스크 I/O를 나타내는 워크로드로 읽기가 많은 워크로드이다. 그리고 

Varmail은 메일 서버의 I/O를 보여주고, OLTP는 I/O 사이에 적은 idle 

시간을 갖는 쓰기가 많은 워크로드이다. 실험을 통해 지연 재프로그램 FTL의 

성능과 재프로그램 오버헤드를 측정하였다. 

 

표 3. 벤치마크 워크로드 특성 

  

프로그램레이턴시모델

1	일 450us

1	주 550us

1 달 700us

2차시큐어모드 530us

벤치마크워크로드

워크로드명 Varmail OLTP Webproxy

쓰기/읽기비율 1:1 1:10 5:1

I/O	강도 중간 높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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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제안한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지 

레벨 FTL을 기준으로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첫 

번째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무조건 1달, 1일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갖도록 

프로그램하는 lazyFTLM, lazyFTLD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편의를 위해 이 

장에서 구현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을 lazyFTL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설명한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동적으로 관리해주는 1차 쓰기 모드 선택자 

모듈을 적용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을 비교하였다.  

 

 

그림 12. 각 워크로드에서의 IOPS 비교 

그림 12는 구현한 FTL에서 1차 쓰기 모드 선택자 모듈을 적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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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FTLM, lazyFTLD 의 성능을 페이지 레벨 FTL과 비교한 결과이다. 

lazyFTLM, lazyFTLD 모두 페이지 레벨 FTL 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armail 워크로드에서는 최대 2.6배, OLTP워크로드에서는 

최대 1.6배 그리고 Webproxy 워크로드에서는 최대 1.9배 성능이 향상되었다. 

상대적으로 I/O 강도가 낮은 Varmail과 Webproxy에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에서 1일의 데이터 보존 시간을 가지도록 프로그램을 해주는 lazyFTLD 

의 성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워크로드에서 많은 I/O 가 발생하는 

OLTP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할 때 idle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서 재프로그램을 수행해주는 오버헤드가 추가 I/O 

트래픽이 되면서 lazyFTLD 의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의 프로그램 

레이턴시가 약 20% 정도 빠르지만 IOPS가 15% 정도 더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 13. 각 워크로드에서 지연 재프로그램 FTL 성능 

그림 13은 1차 쓰기 모드 관리자 모듈로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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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관리하는 지연 재프로그램 FTL과 페이지 레벨 FTL의 IOPS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모든 워크로드에서 평균적으로 2.1배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지연 재프로그램 FTL의 성능향상이 최대로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만 수행되거나 idle한 시간을 

이용해서 두 번째 프로그램 단계가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에서 비교한 

이러한 재프로그램 수행되는 양에 따른 성능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쓰기 양에서 페이지 레벨 FTL, lazyFTLM, lazyFTLD, lazyFTL 에서 

재프로그램되는 데이터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림 14. 각 워크로드에서의 재프로그램 비율 

그림 14는 각 워크로드에서의 전체 쓰기 양을 기준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 

단계가 수행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대로 1달의 데이터 보존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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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록 첫 번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해주는 경우 재프로그램을 

수행해야하는 양이 적었다. Webproxy와 같이 읽기가 많이 수행되는 워크 

로드인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긴 시간 동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워크로드 중에서 재프로그램되는 비율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lazyFTL에서 Webproxy 보다 Varmail의 성능 향상이 더 높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OLTP는 쓰기가 많이 수행되는 워크 로드이므로 

다른 워크로드에 비해서 재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재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입출력이 많이 수행되는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재프로그램의 오버헤드가 더 잘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성능향상이 다른 워크로드에 비해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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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재프로그램 주기에 따른 신뢰성 향상도 

 

그림 15는 제안하는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하면 플래시의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의 

그래프이다.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에서 두 단계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이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플래시의 신뢰성에 early charge loss가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실험을 통해서 최대 31.2 %까지 

쓰여진 데이터의 신뢰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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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제 1 절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다단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레벨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제안했다. 지연 

재프로그램 방식을 기반으로 제안된 것으로 프로그램 수행을 다른 

프로그램 레이턴시와 데이터 보관 기간을 갖는 1차 터보 모드 단계와 2차 

시큐어 모드 단계로 나눈다. 2차 시큐어 모드 단계의 오버헤드는 최대한 

idle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숨져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통해 플래시 저장장치의 쓰기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제안되었던 기법과 다르게 두 번째 

프로그램 시에 데이터를 동일한 위치에 다시 써주기 때문에 초기 전력 

손실이 플래시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가 있다. 위와 같이 

제안한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행한 디바이스 실험을 

통해 각 프로그램 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레이턴시 모델 만들었다. 

제안된 지연 재프로그램 방식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재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리 모듈을 추가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을 구현하였다. 또한 

성능향상의 최적화를 위해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1단계 프로그램 

단계에서 여러 모드를 적용해주는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실험 수행 

결과, 지연 재프로그램 FTL은 쓰기 성능을 최대 2.6배 증가시키고 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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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의 신뢰도를 최대 31.2%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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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연 재프로그램 기법은 기존에 있는 재프로그램 

기법과 유사하게 2단계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하여서 2차 

프로그램을 최대한 느리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빠르게 

무효화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재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후에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재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8개의 

스테이트에서 16개의 스테이트로 두 단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두 단계가 아니라 더 많은 단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데이터 보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무효화되는 데이터들을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그에 따라 

재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한 SSD를 

관리하기위해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지연 재프로그램 FTL에서 재프로그램 

방법을 다양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 방식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성능과 신뢰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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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Performance of 3D 

NAND Flash Memory using Lazy 

Reprogram Scheme 
 

Seulgi Shi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advent of data intensive applications such as data center, cloud 

service, the necessity of high-performance, high-capacity of NAND flash 

storage system has been increased.  Since high-capacity NAND flash have 

to store more bit in one cell, the overall write performance is reduced. To 

improve the high-capacity flash memory's performance, the internal buffer 

is used, which can experience the rapid degradation when the buffer is full. 

Therefore, this buffer cannot guarantee the good performance if a lot of 

write requests by host arriv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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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lve the problem, we suggested the Lazy Reprogram, which was 

modified from conventional reprogram scheme that was originally used 

to improve reliability of a high-capacity 3D NAND flash. The Lazy 

Reprogram will separate the conventional reprograming scheme into 

two-steps. To employ the Lazy Reprogram, we have built the NAND 

retention model by the device evaluation.  

Based on our NAND retention model, we have implemented a Lazy 

Reprogram FTL which takes full advantages of the Lazy Reprogram 

enabled flash device. By dynamically adjusting the length of an idle 

interval over changing workload characteristics, the effectiveness of 

Lazy Reprogram FTL can be maximized without additional overhead.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Lazy Reprogram FTL can 

improve the write throughput and flash reliability by up to 2.6 times and 

31.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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