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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가 점유하고 있는 비휘발성 저장매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성능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성장에 비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다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플래
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는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을 애니메이션 방식으
로 모사하였다.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평가도구는 기존의 플래시 메모
리 평가도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 중 하나인 텍스트 기반의 결과
리포팅 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는 현재
플래시 메모리 하드웨어의 동작을 일정 비율로 느리게 하여 정확한 시
간으로 모사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구성하는 칩과 채널의 개수와 무관
하게 정확한 시점의 시각화를 보장한다.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는
플래시 메모리 동작에 대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및 플래시 메모리의 다양한 동
작에 대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플래시 메모리 동작 시각화,
플래시 메모리 동작 시각화 도구
학번 : 2014-2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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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동기

플래시 메모리는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지우고 쓰는 하드디스크와
달리 오로지 전자적인 방식만으로 동작하여 성능, 전력 소비 및 내구
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용량 대비 가격 역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을 바탕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장 장치는 모바일 영
역에서부터 서버 영역까지 기존의 하드디스크 기반의 저장장치가 차
지하고 있던 저장장치 시장에서의 점유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많
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플래시 메모리는 제자리 갱신이 불가능 하고
연산 단위가 비대칭적이며 쓰기/지우기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제약 역시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1]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장장치는 하드 디스크 기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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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치와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숨기는
동시에 기존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호스트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플래시 변환 계층(FTL : Flash Translation Layer)이라 불
리는 별도의 계층을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FTL은 주소 변환(remapping)이나 쓰레기 수집(garbage collection) 등 제자리 갱신이 되
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한 처리, 쓰기/지우기 수명이 제한
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셀들의 평탄한 마모를 위한 마
모 평준화(wear-leveling) 기능, 의존성이 없어서 독립적인 연산이
가능한 플래시 칩들의 동시 동작을 통한 성능 향상 그리고 저장 매체
의 과도한 발열과 에너지 소모를 조절하기 위한 조름 기법(throttling)
등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동작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제어를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성능을 극
대화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FTL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구
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FTL이 상황에 맞고 효율적으로 동작
하는 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개발은 플래시 저장매체 및 제어
장치를 포함한 하드웨어 영역에 대한 개발과 하드웨어 영역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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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 FTL 소프트웨어 영역에 대한 개발이 함께 진행된다. 이러
한 개발 환경에 대한 평가 도구는 개발 환경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동작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해당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동
작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혼합된 개발환경이라는 특성은 개발 중의 소프트웨어
단독에 대한 평가가 여타 소프트웨어만을 개발하는 환경에서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비해 어렵도록 한다.
위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소프트웨어 영역인 FTL 부분이 내장될 하드웨어 부분을 정확히 모사
해주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었
고 실제로 동작에 대해 정확히 모사해주는 환경이 개발된 예시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은 FTL 개발 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제한적인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여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전반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3]
본 연구실에서 역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기반 시뮬레이
션 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시뮬레이션 도구는 실제 하드웨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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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과 비교했을 때 높은 시간 정확도 및 예측 가능성을 보이도록 설
계되었다. 해당 시뮬레이션 도구는 FTL 평가에 있어서 기반 하드웨
어를 모사해줌으로써 평가 시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4]
하지만 기존의 FTL 테스트 환경은 개발 과정에서 평가 도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최소한의 효율성만을 획득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의 텍스트 기반 결과
리포팅(reporting) 방식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
치의 동시 동작 가능성 혹은 조름 기법이 발생할 때의 가용 플래시
칩 개수 제한 등의 특성 상 텍스트 기반의 결과 리포팅 방식은 플래
시 메모리 동작에 대한 직관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애니
메이션을 이용한 결과 통지 방식의 경우 평가 도구 사용자에게 동시
동작 및 조름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플래시 동작에 대해 직관성을 제
공하여 디버깅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상황에 맞는 동작 확인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평가 도구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FTL
의 다양한 기능과 여러 FTL의 고유의 특징에 대해 시각적으로 표현
하여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뮬레이션 방식의 또 다른 비효율성은 실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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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재생 중 시점 조정 방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FTL 동작에
대한 검증 중 자세한 검증이 필요한 동작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
는 기능이 부재하며 동작 중 재확인 하고 싶은 상황에서 해당 상황으
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 역시 현재 시뮬레이터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FTL 평가 도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디버깅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선은 평가를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하
여 평가 시 시간적 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
는 전체 개발 과정에서 역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다. 또한 FTL 별 동작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통지함으로써 동작의 직
관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동작에
있어서의 FTL의 역할에 대한 교육적 도구로서의 활용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효율적인 평가 및 교육적 도구의 개발은 개발 시의 인적, 시
간적 자원을 나누어 작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플래시 메모
리 관련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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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본 논문의 연구 결과인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는 플래시 메
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개발 시 소프트웨어 영역인 FTL에 대한 평가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과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동
작에 대한 교육 시 효과적인 교육 보조재로서 사용되어 학습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는 기
존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제어기 및 동작 환경 시뮬레이터를 기반으
로 하며 사용자와의 상호교환성(interactivity)을 충족하는 환경으로
구현한다.
비례적 시간 가변성을 통한 플래시 메모리 동작 시각화 기법은
실제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의 연산 동작을 시각화 가능한 수준의 속
도로 둔화하여 상황에 따른 FTL의 제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본 기법은 실시간 동작에서 플래시 칩의 상태 및 처리되는 요청의 종
류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 FTL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장 매체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여 성능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지에 대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조름 기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플래시 저장 장치가 제대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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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에 대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 시뮬레이
션 도구의 동작을 정확하게 모사하여 시뮬레이터가 하드웨어의 동작
을 정확히 모사한다면 플래시 하드웨어의 동작을 정확하게 모사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도구가 하드웨어 사이의 플래시 요청 처리에 따른
데이터 전송의 순서를 보장하는 예측가능성을 만족한다면 시각화 도
구 역시 이를 만족하게 된다. 다만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은 인지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요청의 시간을 비례적으로 증가시켜
비례적인 시간에 대한 정확성를 제공한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와 시각화 도구 사이의 상호교환성
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상호교환성 기능은 디버깅 효율
성의 증진을 위한 것이며 시뮬레이터 동작 속도 조절 및 일시 정지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FTL의 동작을 검증할 시
에 시간적 자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동작에서 플래시 칩의 상태 및 처리되는 요청
의 종류에 대한 시각화 이외에도 FTL 개발 시 실시간 동작 상황에서
제공 시 유용한 정보에 대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FTL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지 여부를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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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지식으
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구성요소와 각각의 특성 및 역할
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에는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플래시 메모리 기
반 저장장치의 고해상 실시간 시뮬레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
록 한다. 3장에서는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사용시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과거에 진행되었던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4장
에서는 비례적 시간 가변성을 통한 플래시 메모리 동작 시각화 기법
의 설계와 구현에 대하여 설명한다. 5장에서는 구현한 시각화 도구와
실제 플래시 동작 시간에 대해 비례적인 시간 정확도에 대하여 실험
하고 그 결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
으로 논문의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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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2.1 NAND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기록
할 수 있는 비휘발성(non-volatile) 컴퓨터 기억 장치를 말한다. 플래
시 메모리는 전통적으로 비트(bit) 정보를 저장하는 셀(cell)이라 부르
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floating gate transistors)로 구성된 배
열 안에 정보를 저장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크게 NOR 플래시 메모리와 NAND 플래시 메
모리로 나눌 수 있다. NOR 플래시 메모리는 저장단위인 셀을 병렬로
배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어 NAND 플래
시 메모리보다 읽기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의 안전성이 우수하다. 하
지만 각 셀의 주소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회로가 복잡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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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 대용량화가 어렵다. 또한
셀의 주소를 찾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NAND 플래시 메모리 보다 쓰
기 속도가 느리다. NOR 플래시 메모리는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비
해 읽기 성능이 빠르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ROM(Read-Only Memory)
과 같이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고 읽기 작업이 대부분 일어나는 영역
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반면 NAND 플래시 메모리의 경
우 저장 단위인 셀을 수직으로 배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좁은 면적
에 많은 셀을 만들 수 있어 대용량화에 용이하고 셀의 주소를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 NOR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쓰기 속도가 빠르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생산 공정이 세밀화 되
면서 과거 한 셀에 한 비트만을 저장했던 SLC(Single Level Cell) 방
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한

셀에

여러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MLC(Multi Level Cell) 방식으로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MLC 방식으
로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
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같은 용량 대비의 소형화 및 경량화 그리고 같
은 크기 대비의 대용량화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쓰기 연산이
빠르고 소형화, 대용량화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는 NAND 플래시 메
모리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부터 기업 단위의 서버시장까지 넓고 다양
한 분야의 저장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하드 디스크 기반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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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치가 점유하고 있던 시장을 대체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저장매체는 NAND 플래시 메모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급되는 플래시 메모리는 NOR플래시 메모리를 제외한 NAND 플래
시 메모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한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블록은 여러 셀
을 포함하는 단위인 다수의 페이지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읽기, 쓰기 및 지우기 연산을 지원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지
우기 연산은 블록 단위로 실행되며 읽기/쓰기 연산은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져 연산 단위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연산의 수행
시간 역시 상이하여 연산 시간 측면에서도 연산 간 비대칭성이 있다.
또한 덮어쓰기 연산이 불가능하므로 블록을 지우기 전까지는 저
장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다. 하드 디스크와 비교할 때 더 큰 한계
는 쓰기/지우기 횟수(program/erase cycle)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 또한 지우기 횟수의 제한은 SLC 방식보다 MLC 방식에서 한계
횟수가 적어 최신 기술에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한다. 또한 플래시 메
모리는 공정에서의 수율을 높여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
여 플래시 메모리 전체 블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불량 블록(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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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구조

block)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 블록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정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블록의 경우에도
지우기 횟수가 증가하면 불량 블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블
록의 지우기 횟수 초과로 인해 수명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 별
로 지우기 횟수를 균일하게 만드는 마모평준화(wear-leveling) 작업
을 수행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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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전형적인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전체 구조는 그림1에서와 같이 크게 FTL(Flash Translation Layer),
플래시 메모리 제어기와 다수의 플래시 메모리 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플래시 메모리 칩은 다수의 병렬적인 버스에 나누어 분포된다.
이러한 구조는 동시 동작할 수 있는 칩과 버스들에 대해 동시에 처리
되어도 무방한 작업을 할당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래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구성하는 각 계층의 역할을 설명하
도록 하겠다.

2.2.1 플래시 변환 계층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장장치는 하드 디스크 기
반 저장장치와 비교했을 때 갖는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숨기
는 동시에 기존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호스트에 제
공하는 목적으로 FTL이라 불리는 별도의 계층을 내부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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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FTL은 주소변환이나 쓰레기 수집 등 제자리 갱신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한 처리, 셀들의 평탄한 마모를
위한 마모 평준화 기능, 의존성이 없이 독립적인 연산이 가능한
플래시 칩들의 동시 동작을 통한 성능 향상 그리고 저장 매체의
과도한 발열과 에너지 소모를 조절하기 위한 조름 기법 등 플래
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동작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제어를 담
당한다.

2.2.1.1 주소 변환

보통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과 운영체제,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연
산 단위로 섹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플래시 메모리
는 기본적인 연산 단위로 읽기/쓰기 연산의 경우엔 페이
지, 지우기 연산의 경우엔 블록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조
적인 이유로 호스트의 입장에서 직접 플래시 메모리를 사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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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는 FTL을 적용하여 논리적인 섹터 구조를 물리적인
블록과 페이지를 변환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동작 단위
변환을 통하여 기존 섹터 단위를 가정하여 동작하는 파일
시스템, 운영체제, 프로그램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를 기존의 하드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파일 시스템, 운영체제는 물리
적인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고 FTL을 포함한 플래시 메모
리 기반 저장 장치 자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 파일 시스템 혹은 운영체
제가 가정하는 저장공간은 기존의 섹터 단위를 기반으로
했던 하드디스크와 같게 된다. 기본적으로 FTL은 이러한
논리적인 섹터 주소와 물리적인 블록과 페이지 주소 사이
의 변환을 위하여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2.2.1.2 마모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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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의 셀은 쓰기 연산의 가능 횟수의 한계
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각 셀은 한
정된 수명이 있다.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특성과 각 셀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이 특정 페이지에 집중된 쓰
기 작업이 일어난다면 지우기 작업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
문에 해당 페이지가 포함된 블록 전체의 수명이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다.
셀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특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는 플래시 메모리의 페이지들은 골고루 쓰여져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플래시 메모
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의
간 수명 평탄화 작업 문제를 FTL 단계에서 해결하게 된
다. 이를 마모 평준화라고 지칭한다. 각 FTL마다 마모
평준화의 구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
기 작업 시 각 페이지에 진행된 쓰기 연산 횟수를 참고한
후 동적 물리 주소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마모
평준화는 덮어쓰기가 불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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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쓰레기 수집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여 동
작하는 플래시 메모리는 동작과정에서 덮어쓰기가 안 된
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지우기 작업 속도가 쓰기 및 읽
기 작업에 비해 느리다는 점 때문에 특정 논리 주소에 대
한 덮어쓰기 요청이 발생할 시 기존의 페이지의 데이터에
지우기 요청을 생략한 채 테이블의 내용을 수정하여 논리
주소에 연결된 물리 주소를 대체하여 작업한다. 이 작업
에서 기존의 페이지는 지우기 작업이 아닌 무효화(invalid)
된 페이지로 표시해놓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런 방식의 작업이 반복되면 무효화 페이지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 수집 기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쓰레기 수집 기법은 기본적으로 무효화
페이지에 지우기 연산을 수행하여 유효(invalid)한 페이지
의 수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한다. 동작의 수행 시점, 동
작의 대상이 되는 블록 영역 선정 방식, 선정된 영역 중
유효화 영역을 관리하는 기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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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는 공유하는 버스에서의 데이터 전송
연산에 있어서 칩들의 동시 동작 여부 및 연산의 시작 순서와 종
료 순서의 일치성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FTL로부터 전달받은 연
산들을 플래시 메모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 시스템의 장점 중 한 가지는 조건에
따라 플래시 칩과 버스가 동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여 스케줄링
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 별로 동시 동
작의 제약조건을 살펴보면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 버스는 동작 상
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 병렬적인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한 버
스를 공유하는 칩들의 동작 역시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있어
서 제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동작 가능하다. 병렬적
인 동작에 제약이 존재하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상에서의 자
원은 여러 칩들이 공유하는 버스이다. 즉, 플래시 저장장치 시스
템의 동시 동작 가능성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여러 칩이 공유하는 하나의 버스이고 이를 스케줄링 하는 것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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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에서의 연산의 단계는 연산의 시작
단계, 지연 단계, 종료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지연 단계의 경우엔
칩에서의 동작 시간이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버스와 칩이 모두 사
용된다. 단일 연산에서 칩만 사용되는 지연 단계의 경우에는 다
른 자원과의 동시 동작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칩을 제외한 다른 자원을 다른 연산이 제약 없이 사
용할 수 있다.
각 연산들이 동시 동작하는 것의 제약 조건인 공유 버스를 사
용하는 방식은 순차 실행 방식, 순서 중첩 실행 방식, 무순서 중
첩 실행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방식들은 연산의 동시 동작
성 여부와 요청된 순서에 대한 보존 여부를 기준으로 나뉜다. 순
차적 시행 방식은 동시 동작성은 배제하고 요청된 순서를 유지하
며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모든 연산을 원자적으로 처리
하여 동시에 연산이 처리되지 않고 모든 연산을 도착 순서대로
실행한다. 또한 동시 동작성을 인정하여 지연 단계에서의 다른
연산의 수행이 진행되지만 순서는 도착 순서로 보존하여 시작 및
종료 시간의 순서는 지켜지는 연산 방식이 순서 중첩 실행 방식
이다. 무순서 중첩 실행 방식은 연산들의 도착 순서를 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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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동작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성능 측면에서는 무순
서 중첩 실행 방식이 가장 좋으며 순차 실행 방식이 가장 떨어진
다.

2.3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시뮬레이션

본 논문이 기반으로 하는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시뮬레
이터는 무순서 중첩 실행 방식으로 요청을 제어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을 모사하는 장치이다.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는 실제
하드웨어의 동작을 고해상 실시간으로 모사한다. 이 장치를 통하여
기존의 FTL 평가 시 존재했던 어려움을 시뮬레이터의 활용을 통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기반의 시뮬레이터는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 요청의 시작 단계, 지연 단계, 종료 단계를 실제 하드웨
어 동작 시간을 바탕으로 모델링하고 요청으로 인한 연쇄적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시뮬레이터는 요청의 도
착과 함께 동작하는 사건 구동형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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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하드웨어에서의 시간을 기반으로 모델링 되었기 때문에 신
뢰성이 높은 테스트 환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이며 시간적 특성
을 하드웨어와 같은 조건으로 설정하였을 때 실제 하드웨어의 동작과
의 유사성을 검증한 장치이다. 각 모듈은 패킷 전송을 통해 높은 정
확도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시스템을 모사하며 시각화 도구
는 내부 패킷 정보를 받아와서 시각화 기반 정보로 사용한다.

2.3.1 기존 시뮬레이션의 한계

기존의 무순서 플래시 컨트롤러 기반 시뮬레이션의 요청에
따른 실험 결과 통지 방식은 텍스트 기반의 방식이다. 플래시 메
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동작은 컨트롤러 및 FTL의 구현에 따라
여러 칩과 버스가 동시에 동작되거나 조름 기법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시 전체 칩 중 일부만 사용될 수 있다. 텍스트 기반의 방식
으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동시에 동작
되는 것 혹은 사용 가능한 칩이 제한 되는 상황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적일 수 있고 사용자의 디버깅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시뮬레이터에 추가하여 사용자가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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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직관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뮬레이션의 다른 한계는 시뮬레이션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부재이다. 현재 시뮬레이션의 경
우 테스팅 중 일시 정지 혹은 속도 조절을 하는 등의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시뮬레이션 과정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다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면 처음부터 동
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위의 측면에서 볼 때 시뮬레이션
과정 중 사용자가 현재 시뮬레이션 동작에 대해 상호 교환 작용
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4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동작 방식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데이터의 연산 및 저장 기능이다.
이런 기능은 컴퓨터 내부의 CPU, 메인 메모리, 비휘발성 저장장치
시스템 등이 담당한다. 그리고 연산된 정보 혹은 저장되어 있는 정보
는 출력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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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표적인 것이 화면 형식으로 정보를 출력해주는 디스플레이 장치
인 모니터(monitor)이다. 다만, 연산 및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CPU,
메인 메모리, 저장장치 시스템 등은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정보를 영상 신호로 전환하여 모니
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달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래픽 카드(graphic card) 혹은 비디오 어댑터(video adapter)
라고 불리는 장치가 현재 모니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하 이 장치는 그래픽 카드로 통일하여 명명하기로 한다.
그래픽 카드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초기부터 모니터 대부분은 초당 60번(Hz)
의 프레임(frame)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동작했다. 이러한 방식은 사
용자로 하여금 빠른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을 고정된
화면의 연속이 아닌 재생된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기
서 60Hz로 프레임을 재생한다는 것의 의미는 약 16.67ms마다 한 프
레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니터가 한
프레임을 재생할 때 한 면 전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 화면의
위에서 아래로 매우 빠른 속도로 순차적으로 뿌려준다는 것이다. 그
래픽 카드는 모니터가 화면을 출력하는 방식에 맞춰 일정한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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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을 만들어 모니터가 출력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아 초당 많은 프레임
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니터의 프레임 재생 주기에 맞춰 사
용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그래픽 카드와 디스플레이 장치와
의 동기화(synchronization) 문제이다. 예를 들면 화면 찢어짐 현상
(Screen tearing)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화면 찢어짐 현상은
그래픽 카드의 프레임 갱신이 모니터의 프레임 출력 시에 이루어져
보여지는 화면에 두 개 이상의 프레임이 보여져 화면이 찢어져서 보
이는 동기화 문제로 인한 현상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된 모니터의
화면 재생 방식이 화면의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전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그래픽 카드로부터 프레임이 전
환되면 발생할 수 있다.
그래픽 카드와 디스플레이 장치간에 동기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가

수직동기화(V-sync

:

Vertical

synchronization)를 이용한 더블 버퍼링(double buffering) 방식이다.
수직 동기화를 이용한 더블버퍼링 방식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다. 그래픽 카드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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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이 재생되는 과정 동안 재생되는 프레임을 전환하지 않고 재생이
끝나고 다시 프레임 재생이 시작되는 사이의 시간에 프레임을 전환해
준다. 또한 그래픽 카드와 디스플레이 장치간에 재생할 내용을 담는
버퍼가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버퍼를 이용하여 그래픽
카드에서 완성된 프레임만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달하도록 한다. 이
러한 동기화 방식을 수직동기화를 이용한 더블버퍼링 기법이라 한다.
재생 사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버퍼를 전환하는 과정은 화면에
보여질 버퍼의 시작 주소를 바꾸는 간단한 연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
결국 그래픽 카드와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레임 관리 정책을 고려
할 때 사용자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화면에 재생할 내용을 전송해도
결국은 설정되어 있는 수직동기 시간에 따라 재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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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련 연구

3.1 시각화 기반 시뮬레이션의 의의

일단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시각화 방식에 대
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 및 그래픽을 통한 데이터 표현의
장점과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인포그래픽(infographic)은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그래픽

(graphic)의 합성어로 데이터 혹은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전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포그래픽 혹은 데이터 시각화의 역사는 문
자가 시작되기도 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로 기원전 17,000
년 ~ 15,000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남부 라스코 동굴의 동물

26

벽화, 기원전 3000년전의 이집트의 상형문자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예시를 통해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발생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데이터 시각화의 장점은 효과적인 그래픽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했을 시에 사용자의 흥미유발에 용이하며 정보 습득 시간을 절감
시키고 기억의 지속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효과적인 그
래픽이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은 일치성(Congruence Principle)이다.
일치성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용과 표현한 방식 사이에 일치
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애니메이션은 최근 데이터 시각화 방식 중 한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표현하는 방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일치해야 한다는 측
면에서 애니메이션 방식의 시각화는 시간 측면 및 의미 측면의 변화
되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고정된 그래픽
에

비해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과

상호교환성

(interactivity)과 예측을 통한 이해 효과 등의 다른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용 시 고정된 그래픽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순환계 시스템(circulatory system)의 처리과정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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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제작 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제작하였을 때 고정된 그래픽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연구가 있었다.[6] 또한 뉴
튼(Newton)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관한 교육 자료 제작 시 역시 애
니메이션을 통한 자료 구성이 교육 대상의 이해를 돕는 데 더 큰 효
과를 준다는 연구 역시 존재했다.[7] 그리고 전자 회로의 동작과 고
장 수리에 관련된 교육 시에도 역시 애니메이션을 통할 때 더 큰 효
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8] 위의 예시는 모두 고정된 그래
픽에 비해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조건이
고정된 그래픽과는 다르게 사용자와 데이터 시각화 자료 사이에 상호
교환성과 예측성을 제공한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9] 상호 교환성
과 예측성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위의 연구들은 애니메이션이 고정된 그래픽에 비해 좋은 데이
터 시각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의 생성 과정과 관련된 교육 시 텍스트 자료와
고정된 그래픽 자료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한 자료 등으로 효율을
비교했을 때 텍스트 기반 자료의 경우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정된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시각화 자료 사이엔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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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10] 애니메이션이 컴퓨터 과학의 알
고리즘 분야의 깊이 우선 탐색(DFS: Depth-First Search) 처리과정
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고정된 그래픽으로 설명
하는 방식에 비해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다. 컴
퓨터의 사용 혹은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의 영역에 있어서도
애니메이션이 활용되곤 하지만 텍스트 기반의 교습과 고정된 그래픽
을 통한 교습에 비해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한
다.[11]
애니메이션이 변화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그래픽이 갖춰야 할 미덕인 통찰성(Apprehensive
Principle)의 부재로 판단할 수 있다. 통찰성은 그래픽으로 표현된 내
용 및 구조가 정확히 이해되고 자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니메이
션의 경우 움직임을 통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잘못된 자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해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
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시각화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신중해
야 한다는 것을 과거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변화되는 개념을
설명할 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서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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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더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상호교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고정된 시각화 자료에 비해 효과
적이지 못할 것이다.[12]
본 논문에서 목표하는 데이터 시각화의 경우 변화하는 칩의 상태
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
수 있다. 텍스트 기반 혹은 고정된 그래픽 기반의 결과 통지 방식에
서는 표현할 수 없는 칩 간의 스케줄링 혹은 사용되는 칩의 개수 등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기에 적절할 수 있지만 사용자로 하여
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과의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2 시각화 기반 플래시 메모리 동작 시뮬레이션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평가 시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경우 저장 장치를 구성하는 영역 중
소프트웨어 영역을 하드웨어적 평가 환경의 구성 없이 소프트웨어만
으로 이루어진 여타 응용 프로그램의 평가 및 디버깅 시처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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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동작
모사를 통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의 결과인 내부 상태
혹은 통계적 자료를 고정된 도표 혹은 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결과 통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의
처리 연산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표와
같은 통계 자료 혹은 텍스트 방식의 결과 리포팅 방식으로 이해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진행중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할 때 기존의
하드디스크와 달리 동시 동작이 많은 플래시 메모리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텍스트 기반 혹은 도표 등의 통계적 자료만으
로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효과적인 시각화 자료의 활용
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플래시 메모리 동작의 직관성 및 평가 과정에
서의 효율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평가 도구 중 하나인 SSD 플레이어
(SSD Player)는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에서의 데이터 배치 상태와 이
동을 칩 내부의 블록 및 페이지 단위의 시각화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구현한 시뮬레이터이다.[13] 칩의 구조를 사용자가 변경 가능하고 작
업에 대한 설정 역시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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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동작은 여러 개의 최신 FTL의 기능을 포함하여 동작을 진행한
다. 또한 내부적으로 동작 방식을 사용자가 직접 구현하여 추가할 수
있어서 개발 시 알고리즘에 대한 효율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또한 블록과 페이지에 대한 시각화와 더불어 블록의 유효 페이
지의 비율 등의 자료에 대해 실행 중 바뀌는 양상을 도표를 통하여
나타내준다.
단일 플래시 메모리 칩의 동작을 시각화 하는 시뮬레이션 도구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개발 중인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의 전체 동작
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FTL에 대해
평가 중 중요한 요소는 단일 칩의 활용의 효율성도 있지만 전체 시스
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동작시키는 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그럼에
도 현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각화를 지원해주는 도구 역시 존재하
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구현한 FTL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는 도구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플래시 메모리의 정확한 시점을
모사해주는 시뮬레이션 환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비례적 시간 가변성을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동작 시각화 기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발 중인 혹은 개발 완료
된 FTL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시 동작에 대한 직관성을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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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한 FTL 동작 효율적인 평가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환경은 다양한 FTL의 동작을 시
각화하여 비교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FTL의 역할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시스템에서의 FTL의 역할에 대한 교육적인
교육 보조재로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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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기법의 구현

4.1 시각화 도구 설계 및 구현 상의 목표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기법의 구현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째로 정확한 시간으로 요청에 대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작업에서의 고려할 점은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시뮬레이터에
서 전달을 받아서 디스플레이가 되기까지의 필연적인 지연시간이 발
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확한 시점에 요청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요청에 대한 시점 이동 방식을 사용한다. 일정 시간의
시점을 이동하여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사용자의 눈으
로 보이는 현상은 실제 동작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두 번째로 칩이나 채널 등의 시각화 요소와 관계없이 시각화를
지원하는 것에 있다. 시각화 과정에서 시각화할 요소가 많아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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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시간이 발생하여 모니터의 전위 버퍼와 후위
버퍼가 전환되는 시간이 넘어 원하는 시점에 출력이 불가능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화 과정의 파이프라이닝
(pipelining) 방식의 설계와 시각화 도구에 다수의 CPU와 메모리가
지원됐을 때 파이프라인 단계의 세분화 방식을 활용하여 칩과 채널의
개수에 대한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즉 플래시 메모
리 시각화 도구는 고해상의 시각화를 지원하고 칩과 채널의 가정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4.2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의 개요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의 구현은 크게 두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시뮬레이터와의 정보를 주고 받는 인터페이스
부분과 받은 정보를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시각화하는 부분이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시뮬레이터는 플래시 메모리 각
요청에 대한 동작의 실행 시간을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제 동작
을 모사한다. 요청의 실행 시간은 사용자가 설정 가능하도록 구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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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시각화 도구와 연계되어 사용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시각적
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까지 늘여서 시뮬
레이터를 동작시킨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시뮬레이터와 시각화 도구 사이
의 인터페이스는 패킷(packet) 전송 방식으로 구현된다. 시뮬레이터
가 FTL과 컨트롤러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패킷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각화 도구와 시뮬레이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시 패킷을 기반으로 한다면 적은 수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시뮬
레이터와 시각화 도구는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자
료구조는 시뮬레이터에서 시각화할 정보를 전달하고 시각화 도구는
정보를 받아서 시각화하는 단일 생산자 단일 소비자 방식의 순환 대
기열(Single producer single consumer circular queue)을 사용한다.
패킷은 동작하는 플래시 요청의 종류와 해당 요청의 시작 시간과 종
료 시간, 해당 요청이 동작해야 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주소 등의 정
보를 포함한다.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는 총 세 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터와의 인터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시각화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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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을 시뮬레이터로부터 받아서 저장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 되어야 할 시점을 반복적으로(iterative) 확인
하며 정확한 순간에 시각화 대상의 상태를 변경해주는 부분이다. 세
번째 부분은 변경된 상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상태에 맞는 그림을
화면에 그려주고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이 세 부분은 각기 다른 쓰
레드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4.2.1 시각화 도구의 인터페이스

최초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를 실행할 때 플래
시 메모리 동작 시간을 같은 속도로 모사한다면 플래시 메모리의
각 요청에 대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기 때
문에 시각화의 의미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플래시 메모리 요청의
수행

시간이

읽기/쓰기

요청은

수백

마이크로

세컨드

(microsecond) 이하의 시간으로 수행되고 지우기 요청은 수 밀
리세컨드(millisecond) 이하의 시간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유로 시각화 도구는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의 동작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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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율만큼 느리게 동작하게 만든 것을 기준으로 동작한다. 현
재 구현한 시각화 도구의 기반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는 요청
에 대한 사건 구동형 방식이고 각 사건의 처리는 최초 정의한 사
건의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요청이 지속되는 시간을
일정 비율만큼 느리게 만들어 동작하게 하여 시각화하도록 요청
한다. 일정 비율로 느리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구동 시에 설정
가능하다. 시각화 도구는 느려진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의 동
작을 고해상으로 모사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에서
설정한 버스 및 각 버스에 달려있는 칩의 개수에 따라 시각화 도
구에서 모사하는 버스 및 칩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
였다.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시뮬레이터의 동작을 기반으로 시각화를 진행하기 때문
에 시뮬레이터로부터 정보를 받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시뮬레이
터는 내부적으로 FTL과 플래시 컨트롤러 사이의 요청 전송 작업
을 패킷을 기반으로 진행하여 패킷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는 FTL이라면 시뮬레이터와 함께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 이런 이유로 시뮬레이터와 시각화 도구 사이의 정보 전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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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역시 패킷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패킷 방식을 사용하여 얻는
장점은 FTL과 시뮬레이터 사이에 전달되는 정보에 중 일부만을
사용하여 구현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뮬레이터를 변경할 필요
가 없으며 구현이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시뮬레이터가 시각
화 도구에 전달하는 내용은 요청의 종류와 주소 그리고 요청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이 있다. 요청의 종류는 현재 수행되는 작
업이 읽기/쓰기/지우기/칩으로의 데이터 전송/칩에서의 데이터 전
송 등 다섯 가지 종류이다. 시각화 도구는 각 작업에 따라 시각
화 시 칩 혹은 채널의 색을 다르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전송의
종류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요청의 주소의 경우 어떤 칩 혹
은 채널의 색을 변경할 지를 판단하는 정보이고 블록 및 페이지
의 경우에도 텍스트 형식으로 칩에 표시되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
문에 시각화를 위해 전달 되어야 할 정보이다. 요청의 시작 시간
및 끝 시간의 경우 시각화 도구가 요청이 해당 주소에 시각화가
될 시작 시간과 시각화 작업을 완료 후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는
끝 시간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시뮬레이터와 시각화 도구 사이에 패킷 통신을 위한 인터페
이스는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통신 주체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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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는 블록 디바이스(block device)처럼 사용할 수 있도
록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kernel device driver)로 구현되어 있
고 나머지 하나의인 시각화 도구는 편리한 시각화 구현 환경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작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환경에
서 자바(JAVA) 응용 프로그램(user application)으로 구현되어
있다.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이유는 커널과 자바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빠른 동작을 위해서였다. 공유 메모리의 자료구조는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구현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에
서 패킷을 전달하는 유일한 주체가 되고 자바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는 시각화 도구에서 패킷을 받는 유일한 객체가 되는
단일 생산자 단일 소비자 대기열의 형태로 구현되어있다.

4.2.2 시각화 도구의 구조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림
2과 같다.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뮬레이터는 읽기, 쓰기, 지
우기, 데이터 전송들의 내부 요청을 공유 메모리의 순환 대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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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를 통하여 패킷 방식으로 시각화 도구에 전달한다. 시각
화 도구는 전달받은 패킷을 사건 리스트(event list)에 시간 순으
로 정렬하여 관리한다. 또한 사건 리스트의 패킷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확인하여 시각화 시간이 되었을 때 시각화할 요소의 상태
가 담겨있는 시각화 요소 상태 테이블에서 요청에 대응되는 요소
의 상태를 갱신하여 준다. 그리고 특정 주기마다 디스플레이의
대기 버퍼(back buffer)에 상태 테이블을 바탕으로 시각화된 데
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실제 시각화 출력장치인 모니터
(monitor)는 전환(refresh) 주기마다 전시 버퍼(front buffer)와
대기 버퍼(back buffer)를 바꾸는 작업을 하여 대기 버퍼를 디스
플레이(display) 화면에 보여지도록 만든다. 모니터의 설정에 따
라 다른 전환 주기를 가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모니터의 전환 주
기는 60fps (frame per second)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의미
하는 바는 1초에 60번의 전환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일
반적으로 60fps의 속도로 화면을 전환했을 시 구분된 프레임들을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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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각화 도구의 전체 구조

시각화 도구 역시 실제 모니터에서의 전환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환 주기와 동일한 시간마다 대기 버퍼에 다음에 보여질 플래시
메모리의 모습을 그리고 전환 주기만큼의 시간 간격을 두고 쓰여
진 버퍼가 보여지도록 구현하였다.
시각화 도구의 패킷 처리의 전체 과정은 파이프라인(pipeline)
방식을 이용하였다. 파이프라인의 단계는 첫 번째로 공유 대기열
에서 받은 패킷을 사건 리스트에 삽입하는 과정의 단계, 두 번째
로 사건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시각화 요청 시점이 된 패킷에 대
해 시각화 요소 상태 테이블을 갱신해주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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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각화 테이블을 적정 시간에 대기 버퍼에 시각화 하고 전시
버퍼로 전환을 요청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실제로 전시 버퍼와
대기 버퍼의 전환 작업이 발생하여 시각화 출력장치인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나는 단계이며 이는 모니터의 동작을 관
장하는 그래픽 디바이스 드라이버(graphic device driver)의 동작
으로 이루어진다. 그림3은 파이프라인의 동작과 과정에서의 단계
사이에서의 동기 화에 사용되는 자료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전
체 파이프 라인의 가장 큰 시간적 의존성은 버퍼 전환 시점에 대
해 일정한 시점 이전에 버퍼 전환에 대한 명령을 전달해야 하고
그 전에 해당 주기에서 보여줘야 하는 상태를 대기 버퍼에 완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퍼 전환에 대한 명령은 세 번째 단계의
마지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점이 전에 모든 과정이 완료되
어야 하고 완료된 작업을 바탕으로 약속된 시점에 버퍼 전환 명
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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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각화 도구의 파이프라인 과정과 단계 간 동기화

4.2.3 시각화 도구 동작 구현의 고려할 점

시각화 도구의 동작이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만족하면서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동작하기 위해선 고려할 점들이 있다. 시각
화 도구 동작 구현 시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에서 플래시 메모리 칩과 채널이 서로 다른 요청을
받아 동시에 동작할 수 있고 각 요청의 실행되는 시간이 비대칭
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구현 상 각 칩/채널의 동작 시간을 하나의
패킷으로 전달 받고 이를 시각화 도구 내부의 자료구조인 사건
리스트에 삽입한다. 시각화 도구에서 공유 대기열을 통해 받아오
는 패킷의 순서는 칩/채널의 동작 시작 순서를 유지하여 실제로

44

각 칩의 동작 시작 시점은 입력된 순서대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
지만 각 요청이 끝나는 시점은 요청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순서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이유로 패킷을 사건 리스트에
삽입할 때 동작 시점과 종료 시점,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정렬을
실행하여 삽입해야 한다. 이 사건 리스트의 자료구조는 균형적인
이진 트리(balanced binary tree) 종류 중 하나인 이루어진 레드
-블랙 트리(Red-black tree)로 구현되어 있다. 레드-블랙 트리
형태의 자료구조를 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삽입 과정이 실행되고
탐색 과정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수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두 번째로 파이프라인 방식을 사용할 때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공유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하나의 시각화 요소 상태 테이블이 존재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테이블을 갱신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 패킷 처리 과
정에서의 파이프라인 세 번째 단계에서 시각화 테이블을 바탕으
로 대기 버퍼에 시각화 데이터를 반영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인스트럭션

모음구조(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에서의 파이프라인 동작 시의 자원의 부족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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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구조적 해저드(structural hazard) 문제와 마찬가지의 상
황이다. 실제로 ISA는 구조적 해저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자
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같은 방식으로 시각화 구조 파이프라
인 방식에서 발생하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
계가 공유하는 자원인 시각화 요소 상태 테이블이 하나 이상을
제공하여 준다. 현재의 예시는 상태 테이블 만을 기준으로 한 예
시였고 실제 파이프라인의 과정 및 동작에 따라 공유 자원이 존
재하여 보충해주어야 할 자원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시각화 상태 테이블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시각
화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패킷 처리 과정의 두 번째 파이
프라인 단계에서 완성된 상태 테이블을 상속받아서 사용해야 한
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태 테이블을 유지하여 파이프
라인을 동작시킬 경우에는 앞의 패킷 처리 과정의 파이프라인 세
번째 단계, 즉, 상태 테이블을 바탕으로 대기 버퍼를 갱신하는 작
업을 시작하기 전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된 상태인 해당 사이클의
상태 테이블을 두 번째 단계, 즉, 이벤트 리스트를 바탕으로 상태
테이블의 갱신을 수행 준비 중인 다음 패킷 처리 과정 파이프라
인의 상태 테이블로 복사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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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시각화 도구의 시각화 시점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의 시각화에서 패킷의 시각화 실
행의 이상적인 시간은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에서 요청이 실
행되는 것과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의 과정에서 보
았듯이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각 과정들에서 발생하
는 지연시간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터 과정에 비해 지연시간이 발
생하여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시뮬레이터와 동시에 수행될 수 없
다.
지연시간은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다. 첫 번째 단
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은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시작하는 요청
의 시작할 때의 동작과 종료할 때의 동작이 공유 메모리를 통하
여 시각화 도구 내부 사건 리스트에 정렬 후 배치 되기까지의 과
정에서 생기는 지연시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각화 도구
사건 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시각화 시점 전에 대기 버
퍼의 바탕이 될 시각화 요소상태 테이블을 갱신하는 데 걸리는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변경된 시각화 요소
상태 테이블을 바탕으로 대기 버퍼에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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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각화 도구의 시점 이동 정책

걸리는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요청한 대기
버퍼가 현재 모니터에 보이는 전시 버퍼와의 전환 과정이 일어나
화면에 보이기까지의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연 시간들
은 시뮬레이터에서의 동작과 시각화 요소의 동작이 같은 시간에
시각화 되도록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다.
지연시간 중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지연시간의
경우 하드웨어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시간이며 이는 하드웨어에서
의 전환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하드웨어에서 대기
버퍼를 전시 버퍼로 전환하는 주기와 응용 프로그램에서 전환하
는 주기가 같을 경우 일정한 지연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일정한
지연 시간 중 가장 길어질 수 있는 지연시간은 실제 모니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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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 이후에 시각화 도구가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로 전환 주
기의 사이 시간과 비슷한 시간까지 가능하다. 가장 짧아질 수 있
는 지연 시간은 모니터의 전환 직전에 시각화 도구에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로 짧은 지연시간으로 시각화가 될 수 있다.
지연시간에 대해서는 실시간 시각화와 같은 현상을 시각적으
로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시뮬레이터의 요청의 시각화 시점을 자의
적으로 일정시간 지연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모든 시각화 요청
에 대해서 네 번째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
연시간의 합보다 고정적인 긴 시점 후에 시각화를 요구한다면 모
든 과정이 준비된 후 일정 주기마다의 버퍼 전환 명령시점에 전
환을 명령할 것이다. 그 후 일정 시점 이후에 실제 버퍼 전환이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구현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과 시각
화 도구가 같은 시간에 동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순서와 같은 동작 시간을 유지하며 수행되는 것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림 4는 시각화 도구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시점 이동 정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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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분화된 파이프라인

4.2.5 시각화 도구의 확장성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의 시각화할 대상의 칩/채널의 수에
대한 확장성 기준은 시각화할 자원인 칩과 채널의 개수가 증가하여도
원하는 시점에 시각화를 보장하여 고행상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이다. 실제 시각화할 요소가 증가했을 때 모든 시각화
요소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 테이블의 크기는 필연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순서 의존성의 이유로 수행되는 다음 사이
클로의 상태 테이블 복사 과정과 상태 테이블을 바탕으로 대기 버퍼
를 갱신하는 과정 등의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태 테이블이 대
기 버퍼에 그려지는 사이클인 파이프라인의 세 번째 단계에서 전체
시간이 증가하여 실제 디스플레이 장치의 버퍼 전환 주기보다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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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경우 목표했던 시각화 시점보다 늦게 시각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중첩되어 이후 사이클에서의 시각화 시
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영향은 중첩된다. 따라서 테이블에 크
기에 대하여 시각화 도구가 영향을 받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상태
변화를 출력하지 못한다면 시각화 도구는 칩과 채널의 개수에 대해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칩과 채널의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리기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여러 파이프라인의 사이클로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칩과 채널에 대해 균일하게 나누어 각 쓰레
드가 그리기 작업을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하였을 때 많은 칩과 채널
에 대해 한꺼번에 그리는 전체 시간이 버퍼 전환 주기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도 파이프라인 과정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칩과 채널의 개수에 대해 정확한 시점을 보장하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사이클의 분할을 통해 확장성을 유지하는 정
책은 그만큼의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
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메모리 공간인 대기 버퍼를 포함한
공유지원이 다수 필요하게 된다. 또한 여러 사이클이 동시에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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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사이클 개수만큼의 쓰레드가 필요하다. 사이클을 나누는
것에 극단적인 경우는 개별 칩이나 채널 등 단일 시각화 요소에 대해
사이클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일 사이클의 크기는 시각
화 요소 상태에 대해 대기 버퍼에 반영하는 것의 크기가 된다.
그림 5는 그림을 그리는 기존의 단계를 총 네 단계로 나눴을 시
의 파이프라인 전체의 모습을 나타낸다. 해당 그림에서 그림을 그리
는 세 쓰레드가 동시에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림의 그리는 사이클의
개수만큼의 대기 버퍼 공간이 필요하다. 즉 상태 테이블의 상태를 반
영할 세 개의 대기 버퍼 공간이 예시의 경우에서는 필요하게 된다.
또한 매 사이클 마다 모든 사이클이 동시에 동작하는 상황이 일반적
인 경우이므로 하드웨어에서 제어하는 과정인 마지막 사이클에 해당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보여지는 사이클을 제외한 모든 단계의 개수
만큼의 쓰레드가 필요하다. 그림의 예시에서는 총 5개의 쓰레드가 동
시에 동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림 6은 다수의 그리기 쓰레드가 각각에게 할당된 그리기 요소
에 대해 동시에 그리기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그리기 작
업은 각각 다른 시점에 사용자에게 보여질 화면을 그리는 작업을 진
행하며 동시에 진행된다. 화면은 전환 주기 마다 전환되어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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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지므로 각각의 그리기 단계를 포함한 모든 파이프라인 단계는
전환 주기 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이 조건를 만족할 경
우 칩과 채널의 개수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확한 시점의 시각화를 보
장하는 확장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6. 세분화된 파이프라인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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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및 평가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의 정확성 및 확장성에 대한 평가는
연구실에서 개발한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매체 시뮬레이터
상에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를 동작시켜 전달받은 패
킷에 대해 올바른 타이밍에 디스플레이로 요청을 전송하는 비율에 대
한 평가로 진행하였다. 실험 환경은 그리기 쓰레드를 총 네 개의 단
계로 구성한 시각화 도구와 두 개의 단계로 구성한 시각화 도구 그리
고 한 개의 쓰레드로 구성한 경우에 각각 가정하는 칩과 채널의 개수
를 증가시켰을 때 올바른 시점에 시각화를 보장하는 지에 대한 항목
이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는 총 두 가지 이다. 첫째
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다.
둘째로 시각화 요소의 증가에 따른 시각화 도구의 확장성에 대한 검
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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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인텔 기반 다중코어 프로세서가 장착된 서버용 PC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일반 PC 환경에 비해 저조한 그래픽 환경이 제
공되지만 시각화 도구의 파이프라인 깊이(depth)를 조절하여 확장성
을 확인하는 실험의 경우 많은 CPU가 요구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밖
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총 열 개의 코어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할 시에 세 개
의 코어는 시각화 도구 동작의 기반이 되는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기
반 저장장치 시뮬레이터의 고해상 특성을 위하여 할당되었다. 남은
일곱 개의 코어 중 그리기 쓰레드에 네 개의 코어를 할당하는 경우에
는 여섯 개의 코어가 시각화 도구에 할당되어 있다. 여섯 개는 각각
무순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시뮬레이터에서의 패킷을 받아
서 이벤트 리스트에 알맞은 형태로 넣어주는 코어와 이벤트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사이클의 상태 테이블을 갱신해주는 코어 그리고 그리
기 요소를 나누어 그리기 과정을 진행하는 네 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기 쓰레드가 하나로 구성될 경우 나머지 코어는 앞의 경우
와 동일하며 그리기 코어 중 3개의 코어가 제외된 총 3개의 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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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다. 이러한 코어 고립(isolation)을 통한 할당 과정은 플래시 저
장장치 시뮬레이터에서는 리눅스 커널 내부의 코드의 수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자바 응용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
구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바 가상 머신(JVM : Java
Virtual Machine)을 통한 코어의 우선순위(priority) 설정을 통해 코
어 할당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코어를 고립시켜 할당하는 기능
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자바에서 해당 플랫폼에서만 사
용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원하는 기능인 JNI(Java Native Interface)
를 이용하여 고립된 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표 1. 칩/채널 개수 별 파이프라인 단계의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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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각화 도구의 정확성 평가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의 칩과 채널의 개수에 대한
정확한 시점의 시각화를 보장하는 확장성을 위해 세분화 가능한 파이
프라인 방식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표 1은 각 단계 중 세분화의 대상
이 되어야 할 단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표 1에 따르면 패킷을
전달하는 단계와 상태 테이블을 갱신하는 단계의 부분은 플래시 메모
리의 칩과 채널과 관계 없는 확장성을 보장하지만 그리기 단계의 경
우에는 칩과 채널의 개수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바탕으로 시각화 도구 작동의 파이프라인 단계 중 세분화 되어야
할 단계는 그리기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자
신이 원하는 시점에 시각화가 된 요청의 비율을 토대로 검증하였다.
표2은 칩과 채널의 개수를 증가시킨 옵션을 각각 다른 그리기 쓰레드
의 개수를 설정한 시각화 도구에서 동작시킨 결과이다. 실험에 대한
결과 8개의 채널과 각 채널에 네 개의 칩이 할당된 구조까지는 한 개
의 그리기 쓰레드로 구성된 시각화 도구로 높은 정확도로 동작이 가
능하였다. 하지만 여덟 개의 채널에 각 여덟 개의 칩이 할당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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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네 개의 그리기 쓰레드를 사용한 시각화 도구만이 정확한 시
점의 시각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리기 쓰레드의
수가 적어 칩과 채널을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확장성을 지
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칩/채널의 개수 별 정확한 타이밍에 출력된 요청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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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각화 도구의 결과 화면

정확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시각화
도구의 결과화면은 그림 5와 같다. 해당 결과 화면은 채널 2개에
각 채널당 칩 4개를 가정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에 대해 시각
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의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를 통
하여 실제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에 대한 직관성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에 대한 평가 및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림 7. 플래시 메모리 시각화 도구의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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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그 간의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시뮬레이터
에서 활용하였던 텍스트 및 결과 그래프 기반 통지 방식이 아닌 애니
메이션을 활용한 시각화 기반의 결과 통지 방식을 이용하여 플래시 저
장장치 시스템이 동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구현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 방식의 시각화를 차용하여 시각화
요소 시점에서의 시각화에 정확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파이프라인 방
식의 시각화 동작 단계를 구현하여 칩과 채널의 개수와 관계 없이 정
확한 시점에 시각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동작의 직관적인 시각화를 통해 FTL
의 성능 및 기능의 평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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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플래시 저장장치의 동작을 직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교육 목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각화 도구에서의 시각화 시점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바 가상
머신 자체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인 운영체제에서 스케줄링 풀에
특정 코어를 포함시키지 않고 특정 작업에 할당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정확성 및 확장성의 평가에서는 한 개의 그리기 쓰레드를 활용한
경우 여덟 개의 채널에 각각 할당된 네 개의 칩으로 구성된 플래시 저
장장치 시스템까지는 정확한 모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여덟 개의 채널에 각각 할당된 8개의 칩으로 이루어진 플래시
저장장치 시스템의 경우에는 4개의 쓰레드로 구성하였을 때 정확한 동
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자원이 존재할 때
칩과 채널의 개수에 대해 확장성을 보장하는 시각화 도구 시스템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시각화 도구와 관련된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화 요소에 포함된 다른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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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보장하고 있는 정확성 및 확
장가능성의 기능에 추가하여 표시 가능한 그래프 등의 데이터 시각화
를 제공하여 최초 목적인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의 동작 특성의 직관
적인 이해를 통한 평가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8은 확장된 시각화 도구의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 8의 경우
에는 블록 레벨 다이어그램(block-level diagram) 및 페이지 레벨 다
이어그램(page-level diagram)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현된 것이다. 이
와 같은 확장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림 8. 확장된 형태의 시각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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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sh memory is rapidly replacing the hard disk in the nonvolatile storage medium market. However, there is a lack of variety
in tools for evaluating the growth of performance and price
competitiveness. The flash memory visualization tool simulates the
operation of a flash memory with animation. This animation based
assessment tool is an improvement from the text-based reporting
scheme of the traditional flash memory assessment tools. By
slowing down the flash memory hardware operation to a constant
rate, the flash memory visualization tool ensures time-accurate
visualization,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hips and channels in the
flash memory. The flash memory visualization tool will allow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 flash memory operation and is
expected to be used for flash memory assessment and instruction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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