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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SSD는 휘발성 메모리 대비 상대적으로 느린 플래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 오류가 발생하면 저장하고 있던 데이

터를 모두 손실하기 때문에 전원 오류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기업용 SSD들은 슈퍼커패

시터(supercapacitor)를 사용하여 전원 오류 시 휘발성 메모리에 저

장된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 SSD의 용량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슈퍼커패시터

의 용량이 같이 증가하여 SSD의 제조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SSD의

폼 팩터(form factor)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량의 슈퍼커패시터만으로도 전원 오류로부터 SSD의 일관성을 유

지시키는 한편,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득을 얻

을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데이터만을 슈퍼커패시터로 보

호하는 Spartan-FTL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오픈소스

FTL 개발 플랫폼에 구현되었으며 성능평가에서 약 0.04%의 슈퍼

커패시터만을 사용하면서도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과 복구 시간을 제공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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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동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SSD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

로, 지연 시간, 처리량 등 사용자의 성능 요구량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DRAM이나 SRAM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volatile

memory)를 사용한다[1][4]. 매 I/O요청마다 수백us 단위의 접근속도

를 제공하는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면 입출력 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소량의 휘발성 메모리를 사

용해 이러한 성능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휘발성 메모리

는 주로 FTL(Flash Translation Layer)의 맵핑 테이블(mapping

table)을 캐슁하거나 사용자 데이터의 쓰기 버퍼로 활용된다.

하지만 휘발성 메모리를 통한 성능향상은 저장장치 신뢰성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휘발성 메모리에만 반영되고 플래시 메

모리(flash memory)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전원 오류가 발생하

면 모두 손실되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의 손실을 발생시킬 뿐 아

니라 SSD의 일관성을 무너뜨려 전체 저장시스템의 오동작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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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또는 사용자의 명시적 요청이 발생한 경우 휘발성 메모리에

존재하는 모든 변경된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반영하는 플러쉬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저장장치의 플러쉬 작업은 다량의 플래시

메모리 쓰기를 유발하고 버퍼링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입출력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기업용 SSD에는 슈퍼커패시터

(supercapacitor)가 사용되고 있다. 슈퍼커패시터는 소량의 배터리로

SSD에 전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비상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휘발성

메모리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플래시에 저장하도록 해준다. 이

를 통해 주기적인 플러쉬 작업 없이도 갑작스러운 전원 공급 차단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 및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커패시터 기반의 휘발성 버퍼 관리 기법은 SSD의 용

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수TB 단위의 SSD의

맵핑 테이블을 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십GB의 메모

리가 필요하다. 용량이 증가한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옮기기 위해선 슈퍼커패시터의 용량도 같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저장장치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슈퍼커패시터의 부피 증가

로 SSD의 폼 팩터(form factor)도 제한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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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그림 1-1 저용량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하는 Spartan-FTL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소량의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손실 및 비일관성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성능 저하는 최소

화하는 Spartan-FTL을 제안한다. 스토리지 내부 휘발성 메모리 관

리기법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로, FTL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SSD의 올바른 동작을 보장하

는 것이고, 둘째는 명시적으로 플러쉬 요청이 발생한 사용자 데이터

에 대해 내구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Spartan-FTL은 내구성을 보장

해야 하는 사용자 데이터는 소량의 배터리를 활용하여 응답시간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FTL의 일관성을 빠르게

복구시킬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여 대용량의 슈퍼캐퍼시티를 사용

하지 않고도 상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artan-FTL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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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인지 동기화(Ordering-aware Flush): 소량의 배터리로

FTL의 맵핑 정보가 일부만 쓰인 경우 SSD의 비일관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Spartan-FTL은 맵핑 정보를 여러 개의 단계로

관리하는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여, 단계 간의

동기화 순서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 쓰기 블록 순서 지정(Future list): 복구 과정에서 읽어야 할

블록의 개수를 제한할 수 있는 퓨처 리스트 자료구조를 사용하는

복구 기법을 제안하며, 이를 슈퍼커패시터와 함께 사용하여 복구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

• 선택적 보호(Selective Protetection): 배터리의 용량이 제한

된 상황에서,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할 데이터를 신중히 선택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Spartan-FTL은 SSD가 유지하는 데이터들을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선택한다.

Spartan-FTL은 슈퍼커패시터를 활용한 복구 기법과 선택적 보호

기법을 통해 약 0.04%의 슈퍼커패시터만을 사용하여 슈퍼커패시터

로 휘발성 메모리 전체를 보호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범위의 복구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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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SSD에

서 슈퍼커패시터 및 비휘발성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한 다른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기존 SSD의 상태

복구 기법과 Spartan-FTL이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

블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artan-FTL

의 전략들에 대해 소개하고 5장에서 이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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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연구

최근 많은 연구들이 SSD의 슈퍼커패시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3]에서는 슈퍼커패시터의 노화에 따른

쓰기 버퍼 데이터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슈퍼커패시터는 일정 온도 이상의 환경에서 노화가 발생하여

슈퍼커패시터의 용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화에 따

른 용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슈퍼커패시터의 전력을

사용하여 각 시점에서 슈퍼커패시터의 용량으로 몇 개의 플래시 메

모리 쓰기 작업이 가능한지 파악한다. 슈퍼커패시터의 용량 감소가

감지된 경우, 감소된 용량만큼의 데이터를 쓰기 버퍼에서 플래시 메

모리로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데이터가 전원 오류로 인해 손실되

는 것을 방지한다.

[7]에서는 전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들을 저장하는데 필요

로 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SSD의 병렬성

을 활용하여 동적으로 채널을 할당하였으며 MLC 플래시 메모리에

서 LSB 페이지가 MSB 페이지보다 지연 시간이 짧다는 점을 이용

하여 LSB 페이지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8]에서는 쓰기 버퍼를 슈퍼커패시터로 보호 받는 영역과 일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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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쓰기 요

청이 들어오면 사용자 데이터가 보호 영역에 먼저 저장하고, 보호

영역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일부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하는 동시에 해당 데이터를 일반 영역으로 옮긴다. 이후에 일반 영

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사

항만을 보호 영역에 저장하여 전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면 슈퍼커패시터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한 연구로, [10]에서는 쓰기

버퍼에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였으

며 I/O 패턴을 분석하여 자주 접근되지 않는 데이터를 먼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6]에서는 휘발성 메모리에

최근의 읽기/쓰기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변형된 시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변형된 시

계 알고리즘은 기존 시계 알고리즘에서 쓰기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선택된 데이터가 쓰기 데이터인 경우 비휘발성 메모리로

옮겨진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았다가, 이를 순

차 쓰기로 변환하여 추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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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배경지식

제 1 절 SSD 상태 복구 기법

초기의 FTL은 맵핑 테이블을 복구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 페이

지에 존재하는 여분 공간(spare area)을 활용하였다. 초기 FTL은 사

용자 데이터를 페이지에 저장할 때, 해당 데이터에 대응되는 논리적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여분 공간에 같이 저장하였다. 전원 오류가 발

생했을 때 SSD의 모든 페이지들을 읽고, 같은 논리적 주소를 갖는

데이터들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하면 해당 논리적 주소에 대한 최신

의 맵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논리적 주소의

최신 맵핑 정보를 모으면 전원 오류가 발생하기 전의 맵핑 테이블

을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SSD의 모든 페이지들을 읽어야하기 때문에

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진다. 이는 SSD의 용량이 커질수록 복구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용량이 TB 단위를 넘어서고 있는 현재의

SSD에서 사용하게 되면 복구 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어 대다수의

SSD가 요구하는 부팅 시간 제약을 만족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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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팅 기법은 초기 FTL의 긴 복구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다. 체크포인팅 기법을 사용하는 FTL은 맵핑 테이블

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

장한다. 전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저장했던 체크포인트들 중 가

장 마지막에 저장하였던 체크포인트를 찾고 해당 체크포인트 데이

터를 활용하여 전원 오류가 발생하기 직전의 맵핑 테이블을 복구한

다.

체크포인팅 기법은 초기 FTL의 복구 기법에 비해 복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지만, 주기적으로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해야하

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에 추가적인 쓰기 요청이 발생하여 평상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체크포인트 때 저장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체크포인트를 저장하는 주기가 짧아질수록

맵핑 테이블 복구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추가적으로 수행되

는 쓰기 요청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상시 성능이 저하된다.

제 2 절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은 맵핑 테이블을 여러 단계의 계층으로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계층의 단계 수와 맵핑 단위(mapping

granularity)에 따라 모든 종류의 FTL을 표현할 수 있다. 계층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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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계층과 맵핑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데이터 계층은 1개만

존재하며 사용자 주소 공간을 나타낸다. 맵핑 계층은 여러 단계 존

재할 수 있으며 최하위 맵핑 계층은 데이터 계층의 맵핑 정보를 관

리한다. 나머지 맵핑 계층들은 각자의 하위 맵핑 계층의 맵핑 정보

를 관리하는데, 이 때문에 각 계층들의 크기는 하위 계층의 맵핑 단

위에 비례하여 그 크기가 줄어든다. 따라서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지며, 최상위 맵핑 계층은 몇 개의 페이지만으로

저장 가능할 정도로 작아지게 된다.

그림 3-1 2개의 맵핑 계층을 갖는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의 구조

그림 3-1은 2개의 맵핑 계층을 갖는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의

구조를 나타내며, 이 때 각 계층의 맵핑 단위가 페이지 크기와 동일

하다면 DFTL[5]를 표현한다. 그림 3-1에서, 데이터 계층의 사용자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의 논리적 주소에 따라 사상 계층의 2개의 페

이지에 의해 구분되어 맵핑 정보가 저장된다. 다시 사상 계층의 2개

의 페이지의 맵핑 정보는 최상위 사상 계층의 1개의 페이지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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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다단계 계층 구조는 사용자 요청에 대해 최하위 계층부터

최상위 계층까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작한다. 쓰기 요청이 발생하

게 되면 사용자 데이터가 데이터 계층에 저장되고 해당 데이터의

맵핑 정보가 최하위 맵핑 계층에 전달된다. 최하위 맵핑 계층은 해

당 맵핑 정보를 휘발성 캐쉬에 저장해 두었다가 추후에 플래시 메

모리에 저장하며, 이 때 플래시 메모리 페이지의 여분 공간에 대응

되는 논리적 주소를 같이 저장한다. 동시에 한 단계 상위 맵핑 계층

에 방금 저장한 맵핑 정보의 맵핑 정보를 전달한다. 상위 맵핑 계층

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최상위 맵핑 계층에 도달할 때까

지 진행된다. 최상위 맵핑 계층은 맵핑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

장하지 않고 모두 캐쉬에 유지한다.

읽기 요청의 경우 요청된 데이터의 위치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최하위 맵핑 계층의 캐쉬에 접근한다. 해당 데이터의 맵핑 정보가

최하위 맵핑 계층의 캐쉬에 존재하는 경우 플래시 메모리에서 해당

위치의 데이터를 읽음으로써 읽기 요청을 처리할 수 있지만, 맵핑

정보가 캐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 단계 상위 맵핑 계층에 접근

하게 된다. 상위 맵핑 계층의 캐쉬에 해당 맵핑 정보의 맵핑 정보가

존재하면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찾아 읽으며, 캐쉬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한 단계 더 상위 맵핑 계층에 접근하여 위와 비슷

한 과정을 반복한다. 최상위 맵핑 계층은 메모리에 유지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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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최상위 계층에서는 끝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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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partan-FTL

제 1 절 순서 인지 동기화

SSD에 사용되는 슈퍼커패시터의 용량이 전체 휘발성 메모리를 보

호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면 휘발성 메모리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

터의 영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원 오류에 대한 SSD의 일관성

보장에 별다른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슈퍼커패시터의 용량

이 전체 휘발성 메모리를 보호할 수 없다면 전원 오류 시 휘발성

메모리의 일부 데이터만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데이터만이 저장되더라도 일관성 있는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

록 데이터 동기화의 순서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Spartan-FTL은 이를 위해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을 사용하여

전원 오류 시 일부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동기화의 순서를 보장한다.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에서는 한 계층의 데이터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되어야만 상위 계층에 맵핑 정보가 전달된다. 따라서 맵핑 계층에

맵핑 정보가 전달됐을 때는 이미 해당 맵핑 정보에 대응되는 데이

터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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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n-FTL은 슈퍼커패시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 오류

가 발생했을 때, 휘발성 메모리의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더라도

일관성 있는 상태를 보장할 수 있다.

제 2 절 쓰기 블록 순서 지정

Spartan-FTL은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을 기반으로, SSD 전체

블록을 읽지 않고도 빠르게 SSD 상태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 기법

을 제안한다. 이는 최상위 맵핑 계층을 제외한 각 계층에서 다음과

같은 계층 상태 데이터들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 퓨처 리스트(future list) : 앞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할

플래시 메모리 블록들을 미리 할당하여 그 목록을 유지한다.

• 최신 저장 위치 : 퓨처 리스트에서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저장

된 페이지를 가리킨다.

• 맵핑 정보 복구 시작점 : 복구 과정에서 사용되며, 퓨처 리스트

에서 상위 계층에 전달한 맵핑 정보가 아직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되지 않은 데이터들의 시작점을 가리킨다.

전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복구 과정에서 전원 오류가 발생하기

전의 계층 상태 데이터들과 최상위 맵핑 계층에 캐슁되어 있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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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알아낼 수 있다면 SSD의 상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퓨

처 리스트를 통해 전원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되었던 블록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복구 방식과는 다르게 제한된 개수의 블록

들만을 읽어서 복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신 저장 위치부터 블록들

을 읽어서 더 이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을 발견함으로써

전원 오류 직전의 최신 저장 위치를 알 수 있다. 이후 맵핑 정보 복

구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블록들을 읽고, 여분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상위 맵핑 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전원 오류에서 손실

되었던 각 맵핑 계층의 맵핑 정보를 복구한다.

위와 같은 복구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원 오류가 발생하기

전의 계층 상태 데이터와 최상위 맵핑 계층의 캐쉬 데이터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는 체크포인팅 기법이다. 체크포인팅 기법은 계층 상태 데이터를 주

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 체크포인트의

계층 상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원 오류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를

복구한다. 하지만 체크포인팅 기법은 저장 주기가 길어질수록 복구

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며 추가적인 쓰기 작업을 발생시키는 단점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하여 계층 상태 데이터들

을 저장할 수 있다.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원 오류가 발

생한 시점의 계층 상태 데이터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체크포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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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보다 복구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으며 평상시의 성능 저하도 발

생하지 않는다.

제 3 절 선택적 보호

슈퍼커패시터가 SSD의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서,

슈퍼커패시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데이터가 보호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종류

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와 맵핑 데이

터가 있으며, 앞서 복구 기법에서 설명했던 계층 상태 데이터도 포

함할 수 있다. 또한 슈퍼커패시터는 전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진행

중인 프로그램 작업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따

라서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사용자 데이터

• 맵핑 데이터

• 계층 상태 데이터

• 진행 중인 프로그램 작업

위의 데이터들 중 계층 상태 데이터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 작업은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층 상태 데이터를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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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커패시터로 보호하게 되면, 전원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계층 상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복구 과정에서 가장 최신의 상태

부터 복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복구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동시에

계층 상태 데이터의 크기는 퓨처 리스트에 미리 할당받는 블록의

개수에 의존하는데, 충분한 개수의 블록들을 할당하더라도 1개의 페

이지에 퓨처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다. 그 예로, 2개의 계층에 대해

각각 1024개의 블록을 미리 할당하는 경우, 각 계층의 퓨처 리스트

의 크기는 1024*4bytes이며 두 계층의 퓨처 리스트의 총 크기는

8KB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용량 SSD들은 8KB 이상의 페이지 크기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 상태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 한

페이지에 저장 가능하다. 따라서 계층 상태 데이터를 슈퍼커패시터

로 보호할 경우, 한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적은 양의 슈퍼커패시

터만을 사용하여 복구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프로그램 작업이 진행되던 중 전원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작

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작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전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는 해당 데이터를 읽었

을 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읽히지만, 곧 복구 불가능한 오류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잔존 효과가 남을 수 있다[9]. 이러한 잔존 효과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복구 과정에서, 전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

작업이 진행 중이던 페이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해당 페이지에

존재할 수 있는 잔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페이지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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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복사하여 다른 페이지에 옮겨 적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완

료될 것을 보장하면 위와 같은 과정을 피하게 되어 복구 시간을 단

축하게 된다.

슈퍼커패시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데이터를

제외하면 사용자 데이터와 맵핑 데이터가 남게 된다. 사용자 데이터

를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하게 되면 사용자의 플러쉬 요청에 대해 사

용자 데이터의 영속성을 보장하여 플러쉬 요청의 지연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맵핑 데이터가 보호되는 경우 해당 맵핑 데이터에 대

한 복구 작업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와 맵핑 데이터를 보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위와 같을 때, Spartan-FTL은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데

이터만을 보호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 째로,

일반적인 SSD는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체 맵핑 테이블을 휘

발성 메모리에 유지한다. 따라서 휘발성 메모리의 대부분이 맵핑 데

이터를 캐슁하는데 사용되며, 이에 따라 맵핑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

는 경우 필요한 슈퍼커패시터의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 맵핑 데이터는 손실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며, 앞서 설명한

퓨처 리스트를 사용하면 복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반면에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플러쉬 요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하거나 즉시 플래시 메모리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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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손실

되고, 이는 SSD가 지켜야 하는 제약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맵핑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Spartan-FTL은 사용자 데이

터를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Spartan-FTL은 적은 용량의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하

여 전원 오류 시 계층 상태 데이터를 저장하며 진행 중이던 프로그

램 작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복구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 데이

터를 보호하여 사용자의 플러쉬 요청에 대한 데이터의 영속성을 보

장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단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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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제 1 절 실험 환경

페이지 크기 16 KB

블록 크기 256개 페이지

채널 개수 4개

채널 당 칩 개수 8개

읽기/쓰기 지연시간 75 us / 1500 us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 페이지 당 40 us

SSD 용량 1 TB

휘발성 메모리
맵핑 데이터 : 256 MB

사용자 데이터 : 1 MB

표 5-1 SSD 플랫폼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해 오픈 SSD 개발 플랫폼인

FlashDriver[2]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SSD의 설정은 표 1과 같

다. FlashDriver에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을 사용하는

Spartan-FTL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워크로드에서의 복

구 시간과 성능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다단계 계층 맵핑 테이블은 2개의 맵핑 계층을 갖

는다. 각 맵핑 계층이 모든 맵핑 정보를 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할 수

있도록 맵핑 데이터에 대해 충분히 큰 256MB의 휘발성 메모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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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였다. 쓰기 버퍼에는 1MB의 휘발성 메모리를 할당하여 플래

시 메모리 칩의 병렬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 257MB의 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한다.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워크

로드는 순차 쓰기 워크로드와 zipf 분포를 기반으로 지역성을 갖는

편향 쓰기 워크로드를 사용하며 두 워크로드는 2백만 개의 페이지

쓰기 요청을 발생시킨다.

성능 평가는 총 세 가지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전체 맵핑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모두 슈퍼커

패시터로 보호하는 경우(Full protection)이다. 두 번째는

Spartan-FTL의 환경으로, 사용자 데이터와 퓨처 리스트를 슈퍼커패

시터로 보호하는 경우(Data+FL)이며, 마지막 환경은 사용자 데이터

만을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하는 경우(Data-only)이다.

여기서 Full protection과 Data-only는 평상시에 맵핑 데이터를 플

래시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이는 Full protection의 경우 전

원 오류 시 전체 맵핑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Data-only는 전원 오류가 발생하면 초기 FTL의 복구 기법을 사용

하여 맵핑 테이블을 복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Data+FL의 경우 퓨

처 리스트를 사용한 복구 과정에서 맵핑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맵핑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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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슈퍼커패시터 사용량

그림 5-1 슈퍼커패시터 사용량

그림 5-1은 각 환경에서의 슈퍼커패시터 사용량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Full protection의 경우 휘발성 메모리의 전체 맵핑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매우 큰 용량의 슈퍼커패시터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Data+FL의 경우 맵핑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음

으로써 Full protection에 비해 0.4%의 슈퍼커패시터만을 사용한다.

이는 Data-only에 필요한 슈퍼커패시터 용량의 1.08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용량의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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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평균 IOPS

(a) 순차 쓰기 (b) 편향 쓰기

그림 5-2 순차 쓰기, 편향 쓰기에 대한 평균 IOPS

그림 5-2는 각 환경에서의 순차 쓰기, 편향 쓰기에 대한 평균

IOPS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에서 모두 Data+FL의 IOPS

가 다른 두 환경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

한 것과 같이, Data+FL은 복구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맵핑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쓰기 요청에 의해 다른 두 환경보다

조금 낮은 IOPS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IOPS는 5-2 (a)와 5-2

(b)를 통해, 순차 쓰기와 편향 쓰기에서 각각 13%, 19% 감소하기

때문에 큰 성능 저하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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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복구 시간

(a) 순차 쓰기 (b) 편향 쓰기

그림 5-3 순차 쓰기, 편향 쓰기에 대한 복구 시간

그림 5-3은 각 환경에서의 순차 쓰기, 편향 쓰기에 대한 복구 시

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Data-only의 경우 초기 FTL의 복구 기법

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구 과정에서 SSD의 전체 블록들을 읽어야

한다. 따라서 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된다. 반면에

Data+FL은 퓨처 리스트를 사용하여 복구 과정에서 읽어야 할 블록

의 개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복구 시간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

한 복구 시간은 휘발성 메모리 전체를 슈퍼커패시터로 보호하는

Full protection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복구 시간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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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SSD의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필요로 하

는 슈퍼커패시터의 용량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SSD의 비용 증

가 및 폼 팩터에 관련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용량의 슈퍼커패시터

만을 사용하는 퓨처 리스트 기반의 SSD의 상태 복구 기법과 슈퍼

커패시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보호 기법을 사용하

는 Spartan-FTL을 제안하였다. Spartan-FTL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 평가하여 Spartan-FTL이 적은 용량의 슈퍼커패시터만을

사용하여 초기 FTL의 복구 기법에 비해 훨씬 짧은 복구 시간을 가

지며, 슈퍼커패시터로 휘발성 메모리 전체를 보호하는 경우와 비교

했을 때 복구 시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또한 적은 용량의

슈퍼커패시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SSD가 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Spartan-FTL은 약간의 슈

퍼커패시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크게 저하되지 않은 성능을

보이며 짧은 복구 시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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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s have internal volatile memory to hide relatively long

latency of flash memory. Because data stored in volatile memory

are lost on power fault, SSDs need a mechanism that can keep

the consistency of SSD on power fault. To this end, now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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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SSDs use supercapacitor to evacuate data from volatile

memory to flash memory on power fault. But the ever increasing

capacity of SSD requires larger supercapacitor to keep data

consistent. Large supercapacitor increases cost of SSD and even

affects the form factor of SSD. So we need a mechanism that

keeps consistency and performane of SSD while using small

supercapacitor. In this research, we propose Spartan-FTL which

has a fast recovery method that keeps consistency of SSD and

selective protection with small supercapacitor. We evaluated

Spartan-FTL and compared it with a system that has large

enough supercapcitor to protect all data in volatile memory. Then

we figured out Spartan-FTL has reasonable recovery time and

gracefully decreased performance using only 0.04% of

supercapacitor.

keywords : SSD, Supercapacitor, Recovery mechanism,

Resource allo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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