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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메모리 장치의 집적도와 동작 속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에러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집적도의 향상은 메모리 cell 크기를 

감소시켜 cell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며, 속도의 

향상은 더 빠른 전압 변화를 불러와 데이터 사이의 간섭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 위치에 집중적으로 읽기/쓰기 동작이 일어나면 

간섭에 의해 주변 cell에서 쉽게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한 

위치에 집중되는 접근을 여러 위치로 분산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메모리 장치인 Dynamic Random Access 

Memory(DRAM)에서는 rowhammer error라는 현상이 문제가 된다. 

Rowhammer error는 인접한 row에 반복적인 접근이 일어날 때 해당 

DRAM cell에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에러 발생율이 높고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DRAM에서 사용되는 error 

correcting code(ECC)로 해결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rowhammer error를 여러 row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DRAM module 안의 chip마다 서로 다른 address mapping을 사용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은 rowhammer error의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발생한 에러를 

여러 row로 분산시킨다. 그 결과, ECC로 해결하지 못하는 에러 수가 

크게 감소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ECC만으로도 rowhammer error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ECC가 해결하지 

못하는 uncorrectable error(UE)를 최소 9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세대 메모리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PRAM)에서는 write disturbance error(WDE) 라는 현상이 문제가 

된다. WDE는 한 cell에 지속적인 쓰기 동작이 발생할 때 주변 cell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 또한 rowhammer error와 유사하게 

에러 발생율이 높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DRAM과 유사한 방법으로 

에러를 분산시켜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RAM에서의 WD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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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PRAM은 비휘발성 메모리여서 

endurance가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쓰기 동작을 전체 메모리 영역에 

분산시키는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기존의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WDE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되어 WDE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WDE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cell에 write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WDE를 막는 

방법이다. 자주 접근되는 hot address에서 endurance와 WDE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제안하는 방법은 hot address를 특별히 설계된 

hot region에 할당한다. Hot region은 WDE에 강인하며 효과가 좋은 wear-

leveling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또한, hot region은 주기적으로 이동하여 

전체 메모리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모든 cell이 hot region을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설계된다. Hot region이 아닌 일반 메모리 영역은 간단한 linear 

mapping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overhead를 크게 감소시킨다. 제안하는 

방법은 WDE를 80% 이상 감소시키고 wear-leveling 효과 또한 3% 이상 

증가시킨다. 

 

주요어 : rowhammer error, write disturbance error, memory reliability, 

address remapping, wear-leveling 

학   번 : 2014-2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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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메모리 장치의 capacity와 동작 속도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메모리 칩의 집적도와 동작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집적도의 

향상은 메모리 cell 크기의 감소로 이어져서 cell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wordline, bitline 간의 간격이 짧아져 

인접한 line 간의 간섭이 심해지게 된다. 동작 속도의 증가는 wordline, 

bitline의 전압 변화를 더욱 급격하게 만들어 마찬가지로 line간의 간섭이 

심해지도록 한다. 즉, 메모리 장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메모리의 

신뢰성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장치로 사용되는 dynamic 

random access memory(DRAM)은 double data rate(DDR)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속도를 향상시켜왔다. 동작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cell 크기도 큰 

DDR2 모듈에서는 메모리 신뢰성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DDR3 모듈부터는 rowhammer error라는 새로운 형태의 에러가 발생하여 

신뢰성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1,2,3]. Rowhammer error는 하나의 

row에 지속적인 activation이 일어날 때 인접한 row의 cell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인접한 row간의 전자기적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DDR4와 그 이후의 DRAM 

모듈에서는 속도 및 집적도가 더 향상되어 rowhammer error 문제가 점점 

심화된다 [4]. 

Rowhammer error 현상이 발견된 이래, 이 현상을 이용하여 DRAM 

모듈을 공격하는 rowhammer attack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은 하나의 row를 기준으로 위, 아래 row를 반복적으로 

activation 시켜 기준 row에 BER을 높이는 방법이다 [5,8]. Cacheline-based 

rowhammer attack은 page 단위 대신 cacheline 단위로 메모리에 접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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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interval 내에 activation을 더욱 많이 수행하여 BER을 높이는 

방법이다 [6,7,9].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메모리 영역의 특정 부분에 

rowhammer attack을 수행하면, 해당 부분에 rowhammer error를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page table과 같은 시스템의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격당하면 시스템의 보안상 심각한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rowhammer attack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rowhammer error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Rowhammer error는 bit error rate(BER)이 높고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기존에 메모리 신뢰성을 위해 사용되던 

error correcting codes(ECCs)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ECC에 의존하지 

않고 rowhammer error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Probabilistic adjacent row activation(PARA)는 row가 activation 될 때마다 

인접한 row를 확률적으로 refresh 하는 방법이다 [1,10,11]. 이 방법은 

구현하기 간편하고 하드웨어 overhead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refresh 

operation이 불필요하게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전 접근 기록을 활용해 victim row를 예측하여 확률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어, 불필요한 refresh operation을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 [12]. 확률적인 방법이 아닌, 확정적으로 rowhammer 

error를 없애는 방법들 또한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row마다 

activation 수를 세는 counter를 활용하여 counter 값이 threshold에 

도달하면 refresh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확정적으로 rowhammer 

error를 없앨 수 있지만, counter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장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사용하는 저장공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Tree 구조의 counter를 활용하여 

저장공간을 크게 줄이는 방법과 [13,14], refresh interval(RI) 내에 접근할 

수 있는 row 수가 한정적임을 이용해 줄이는 방법 [44] 등이 있다. 

요약하면, rowhammer error를 해결하는 기존 방법들은 자주 접근되는 

row의 인접 row 들을 rowhammer error가 발생하기 전에 refresh를 

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refresh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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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모, 성능 하락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refresh overhead가 없는 

새로운 방식의 rowhammer error 해결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세대 메모리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PRAM)은 아직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해결해야 

할 메모리 신뢰성 문제가 많다. 그 중 PRAM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현상은 write disturbance error(WDE) 이다 [16]. WDE는 하나의 cell에 

집중적으로 write 동작이 일어날 때 주변 cell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WDE 현상은 write 동작 때 발생하는 열이 주변 cell로 

확산되어 주변 cell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WDE 또한 cell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잘 일어나게 된다. WDE 현상은 54 nm에서 처음 

관찰되었으며 [17], 최근 20 nm 이하의 공정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공정이 미세화 될 수록 WDE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Verify-n-Correct(VnC)로, 매 write 마다 주변 cell을 읽어서 ECC를 통해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발생한 에러를 고쳐 다시 write 해주는 

방법이다 [19]. 이 방법은 매 write 마다 read 동작이 추가되어 메모리 

모듈의 동작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word를 

encoding 하는 방법들이다 [24,25]. WDE에 취약한 패턴을 없애도록 

word를 encoding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encoding은 word의 길이를 

증가시키므로, 우선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word를 압축시킨 후 추가적인 

encoding을 진행한다. 이런 방법들은 압축 및 encoding/decoding 과정 

때문에 동작 속도가 저하되고 압축이 되지 않는 word는 여전히 WDE에 

취약해진다는 단점을 보인다. 요약하면, WDE를 해결하는 기존 연구들은 

동작 속도를 악화시키고 WDE를 완벽히 없애지 못한다. 

PRAM은 WDE 이외에도 제한된 cell endurance 문제를 가지고 있다 

[26]. 기본적으로, PRAM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들은 모두 cell에 새로운 

data를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값을 endurance라 한다. 

만약 하나의 cell에 write 동작을 한 횟수가 endurance 값을 초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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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cell은 더 이상 data를 저장할 수 없는 죽은 cell이 되며, 죽은 cell의 

수가 누적되면 결국에는 모듈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write 동작의 위치를 최대한 모듈 전체에 균등하게 

분산시켜야 메모리 모듈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을 wear-leveling 알고리즘이라고 하며, 모든 PRAM 모듈에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6]. 이러한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특정 

방법으로 write 주소를 재정렬(remapping)하여 새로운 주소를 할당해준다.  

비록 wear-leveling 알고리즘이 enduran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 알고리즘은 WDE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Write 되는 

위치가 분산되면 WDE가 감소하기 때문에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WDE를 어느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WDE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WDE를 충분히 

없애지는 못한다. 결국 wear-leveling 알고리즘의 본질은 write 위치를 

재정렬 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렬 동작을 잘 설계한다면 WDE 또한 

없앨 수 있다. 따라서 wear-leveling 알고리즘에서 WDE를 고려하도록 

재정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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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메모리 장치의 신뢰성을 주소 재정렬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DRAM에서 새롭게 문제되고 있는 

rowhammer error를 해결하는 방법과 PRAM의 WDE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이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법들이 비교적 큰 overhead를 

보이기 때문에, 주소 재정렬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overhead를 최소화하면서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첫째, DRAM의 rowhammer error를 매우 작은 overhead로 해결하는 

주소 재정렬 방법을 제안한다. DRAM의 rowhammer error는 BER이 높고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ECC로 해결하기 힘들다. 제안하는 

방법은 추가적인 counter 사용이나 refresh 동작 없이 BER을 낮추고 

집중된 error를 분산시켜 ECC로 해결하지 못하는 uncorrectable errors(UEs) 

수를 크게 감소시킨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제안하는 DRAM address 

remapping 방법은 DRAM rank 내 chip마다 서로 다른 row address를 

전달한다. 즉, chip마다 서로 다른 remapping function을 사용해 row 

address를 서로 다른 값으로 재정렬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rowhammer attack의 효과가 하나의 chip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BER이 

낮아지며, chip마다 서로 다른 위치를 선택하여 하나의 word로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집중된 에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address remapping 방법을 사용하면 rowhammer error를 ECC로 

거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제안하는 address remapping 방법은 PRAM에도 적용될 수 있다. 

PRAM의 WDE는 rowhammer error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두 현상 모두 

인접한 위치가 특정 횟수 이상 접근되거나 write 되어야 발생한다. 즉, 

PRAM에 address remapping 방법을 사용한다면 DRAM에서와 마찬가지로 

WDE를 ECC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PRAM은 DRAM보다 더욱 강한 ECC를 사용하고 ECC로 

발견한 에러를 고쳐서 다시 쓰는 memory scrubbing 동작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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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PRAM에서의 address remapping 방법은 매우 강력하게 WDE를 

막을 수 있다. 

PRAM의 WDE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WDE를 

막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WDE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write 

동작을 해당 위치에 할당해 disturbance count를 0으로 reset 하는 방법이다. 

이를 단순히 구현하면, 각 주소마다 counter를 할당하여 disturbance 

count를 세고 있다가, counter 값이 WDE threshold에 도달하기 전에 해당 

위치에 다시 write를 해 주어야 한다. 즉, counter 저장 overhead가 굉장히 

커지고 write 수도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일부 자주 접근되는 주소들에 대해서만 

counter를 저장하여 저장 overhead를 대폭 줄이고, wear-leveling 

알고리즘이 주소를 재할당할 때 disturbance count가 높은 주소를 

재할당해주어 자연스럽게 WDE를 막도록 설계된다. 또한 자주 접근되는 

주소에 대해 적극적인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wear-leveling 

성능 또한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적은 counter overhead로 WDE를 거의 

제거하면서 wear-leveling 성능도 좋은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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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DRAM과 

PRAM의 기본 구조 및 신뢰성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DRAM의 rowhammer error를 해결하는 address remapping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PRAM의 WDE를 해결하는 address remapping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5장은 PRAM의 WDE를 해결하는 wear-leveling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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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DRAM의 구조 및 접근 방법 

 

그림 2.1은 DRAM이 시스템의 메인 메모리로 사용될 때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DRAM 모듈은 주로 8개의 DRAM chip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chip은 8-bit I/O channel을 가진다. 8개의 chip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서 동작하는데, 이 단위를 rank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DRAM 모듈은 64-bit I/O bandwidth를 보이게 되고 이 64-bit 

단위를 word라고 한다. 

DRAM의 동작 단위인 rank는 여러 개의 bank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chip이 여러 bank로 나뉘어져 있고, 이 bank들은 같은 DRAM 

command, address, 그리고 data channel을 공유한다. 따라서 64-bit word가 

여러 chip에 나뉘어 저장되어 있어도 8개의 chip 내의 bank가 동시에 

접근되어 한 번에 word를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chip 내 single 

bank는 그림 2.1의 오른쪽 부분과 같이 tile의 matrix 구조로 구성된다. 

Tile은 단순히 여러 개의 row와 column들이 교차되어 있는 구조이며, 

통상적으로 512개의 row와 column으로 구성되어 있다. Tile의 row는 

 
그림 2.1 메인 메모리에 사용되는 DRAM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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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rray라고 불리는데, subarray 내의 tile들은 row decoder에 의해 하나의 

row가 activate 되면 항상 동시에 접근된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bank 

안에 64개의 subarray가 있어서 bank의 전체 row 수는 32768개가 된다. 

이러한 DRAM 구조 하에서 DRAM에의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우선 DRAM 접근은 bank, row, 그리고 column address가 rank로 

전달되면서 시작된다. 모든 chip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므로, 전달된 

주소들은 각각의 chip에 그대로 사용된다. 각 chip에 전달된 주소에 따라 

bank가 선택되고, bank 내의 row와 column 위치가 선택되어 해당 위치의 

data가 접근된다. 그림 2.1에서 보면, bank address에 의해 bank가 선택되고 

row address가 row decoder에 전달되어 해당하는 wordline이 enable 되어 

전체 row가 읽어진다. 이후 column address가 column multiplexer에 

전달되어 전체 row중 해당하는 bitline 8개를 선택하여 I/O channel로 

내보낸다. 정리하자면, rank 내 8개의 chip에 대해 모두 같은 위치가 

동시에 선택되어 64-bit word가 output으로 인가된다. 

일반적으로, DRAM의 ECC는 각각의 word 별로 적용된다. ECC의 

parity bits은 chip을 하나 추가하여 저장하거나 DRAM 모듈의 여유 

공간에 저장된다. 이 parity bits은 다른 word data와 함께 접근되어 memory 

controller로 전송된다. Controller 쪽에서는 사용된 ECC 종류에 따라 

decoding을 거쳐 에러를 검출 및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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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RAM rowhammer attack 관련 연구 

 

Rowhammer error는 특정 row가 지속적으로 접근될 때 주변 row에서 

발생한다. 반복적인 row의 activation은 wordline 전압이 빠르게 변하도록 

만들고,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 인접한 wordline에도 전압 변화를 

유도하여 인접 wordline의 cell들에 악영향을 미친다. Rowhammer error의 

발생율은 refresh interval (RI) 내에 얼마나 많이 반복적인 activation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Refresh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동안 누적된 

disturbance가 reset 되기 때문이다. 그림 2.2는 rowhammer attack의 예시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2.2의 (a)는 기본적인 single-sided rowhammer attack을 

나타낸다. 하나의 row 주소 x만 계속 접근하면, DRAM 동작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activation이 최초 한 번만 일어난다. 즉, (ACTx, READx, …, 

READx, PREx) 와 같이 한 번 wordline을 activation 한 후 연속적으로 

read 한 후에, 마지막 한 번 precharge 하여 실질적인 activation은 한 번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row activation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bank 안의 두 개 row 주소 x, y를 번갈아 가면서 접근해야 한다. 즉, 

(ACTx, READx, PREx, ACTy, READy, PREy, …) 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자주 접근되어 주변 row를 공격하는 row를 aggressor 

row(row x, y), 피해를 받는 그 주변 row들을 victim row라고 한다. 이러한 

single-sided rowhammer attack을 하였을 때 하나의 victim row가 받는 최대 

activation 수는 전체 activation이 x, y 두 군데로 분산되므로 RI 내에 

최대로 activation 할 수 있는 수의 절반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이 

제안되었다 [5,8]. 그림 2.2 (b)와 같이, 이 방법은 x, y row를 2 차이 

나도록 만들어 가운데 victim row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가운데 victim row가 받는 최대 activation 수는 RI 내 

최대로 activation 할 수 있는 수와 같게 되어 rowhammer error가 훨씬 잘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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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sided rowhammer attack 

 

 
 

(b) double-sided rowhammer attack 

 

그림 2.2 rowhammer attack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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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RAM rowhammer error solution 관련 연구 

 

Rowhammer error가 처음 발견된 이래, rowhammer error를 막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rowhammer error가 발생하기 

전에 refresh 동작을 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매 activation 마다 확률적으로 

인접 row를 refresh 해 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counter를 사용해 

특정 값만큼 activation 되기 전에 인접 row를 확정적으로 refresh 해 주는 

방법이다. 

먼저 확률적인 방법은 probabilistic adjacent row activation (PARA)라 

불리며, row가 activation 될 때 마다 인접한 2개의 row를 특정 확률로 

refresh 해주는 방법이다 [1]. Refresh 확률이 높을수록 rowhammer error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되는 refresh 빈도가 증가하여 동작 속도 저하 및 

추가 전력 소모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이전 access history 정보를 활용해 

refresh 확률을 고정시키지 않고 rowhammer error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때는 확률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확률을 최소화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어 refresh overhead를 감소시켰다 [12]. 정리하자면, 확률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counter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rowhammer 

error를 잘 막기 위해서는 refresh overhead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확정적인 refresh 방법 또한 활발히 연구되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주 activation 되는 row에 대해 count를 세고, 값이 

threshold에 도달하기 전에 주변 row를 refresh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counter로 인한 추가적인 resource가 발생하기 때문에, counter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Tree 구조의 

counter를 사용하여 counter 저장공간을 줄이는 연구와 [13,14], RI 내에 

activation 될 수 있는 row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해 counter 

수를 대폭 줄인 연구 등이 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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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RAM 구조 및 접근 방법 

 

PRAM은 기본적으로 Ge2Sb2Te5(GST) [16]와 같은 상변화 물질을 

이용해 data를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상변화 물질은 크게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고, 이 두 가지 상태 사이는 열을 가하여 서로 바뀔 수 있다. 

두 가지 상태 중 임피던스가 큰 상태는 amorphous state(bit “0”)이라 하고, 

임피던스가 작은 상태는 crystalline state(bit “1”)이라 한다. Crystalline 

state에서 amorphous state로 바꾸는 동작을 RESET이라 하며, RESET 

동작은 녹는점 이상의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반대로, amorphous 

state에서 crystalline state로 바꾸는 동작은 SET이라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PRAM chip의 구조는 DRAM chip과 거의 유사하다. PRAM chip을 

실제로 구현한 연구 [20]에 따르면, 그림 2.3과 같이 PRAM chip은 여러 

개의 partition으로 나뉜다. 각 partition은, 우선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의 

tile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의 tile은 4K개의 wordline, 2K개의 bitline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접근될 때는 전체 partition이 

하나로 묶여서 동작한다. 즉, partition의 전체 bitline 수는 2K*128개가 

된다. 하지만, column address에 의해 접근되는 Column은 128개가 하나로 

묶여 동작하여, 하나의 column address가 접근되면 128-bit가 한번에 

접근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 physical address가 접근되면, 우선 

decoding 과정을 통해 partition, row, column address가 구해지고, partition 

 
 

그림 2.3 PRAM chip의 기본 구조 



 

 14 

address에 따라 partition이 선택된 후, 해당 partition 안에서 row, column이 

address에 맞게 선택되어 마침내 128-bit이 접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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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RAM write disturbance error 관련 연구 

 

PRAM에서 write disturbance error(WDE)는 PRAM의 메모리 신뢰성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17]. WDE는 PRAM cell 간의 thermal 

disturbance 때문에 생기는 에러이다. Write 동작을 위해 하나의 cell에 

가해진 열이 wordline과 bitline을 타고 주변 cell로 확산되어 주변 cell이 

영향을 받게 되어 발생하게 된다. 앞의 2.4장에서 설명하였듯이, write 

동작 중 RESET 동작은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SET 동작은 비교적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 하나의 cell에 RESET 동작이 가해지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 확산되는 열이 주변 cell에 도달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도 

가능한 SET 동작을 일부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주변 cell에 결국 SET 동작이 유도되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WDE는 한 cell에 지속적인 RESET(1→0) 동작이 

일어날 때 주변 cell에서 SET(0→1) 동작이 유도되는 현상이다. 이는, 

주변 cell에 0이 저장되어 있을 때만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WDE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은 probabilistic modeling이다 [23]. Probabilistic modeling은 매 RESET 

동작마다 주변 cell에서 일정 확률로 에러가 발생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counter-based modeling이 더욱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2,24]. Counter-based modeling은 disturbance 에 노출된 

시간이 누적되어 일정 값 이상이 되는 순간 에러가 발생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100번의 RESET 마다 에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Probabilistic 

model의 경우 매 RESET 마다 0.01의 확률로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링하는 반면, counter-based modeling의 경우 100번째 RESET이 

들어오는 순간 에러가 발생하도록 모델링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적합한 모델로 밝혀진 counter-based modeling을 사용하도록 한다. 

WDE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Verify-n-Correct (VnC)이다. VnC는 매 write 마다 

주변 cell을 읽은 후 ECC를 통해 에러가 발생했는지 검사한 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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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를 고쳐서 다시 write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접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고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write를 할 때 마다 추가적인 read 및 write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작 

속도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cycle per 

instruction (CPI)가 2배정도 느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5,39]. 

WDE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word encoding 방법이다 

[25,38,39]. 이 방법은 WDE에 취약한 패턴을 없애도록 word를 encoding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추가적인 encoding/decoding 시간이 

필요하고, encoding 자체가 word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선 

압축을 한 후에 encoding을 진행하므로 압축 시간 또한 추가가 된다. 

게다가, 압축이 충분히 되지 않는 word는 encoding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word에서 WDE를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Decongest 라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40]. 이 방법은 자주 

접근되는 hot address를 WDE에 강인하게 설계된 spare region에 따로 

매핑해주는 방법이다. Spare region은 일반 PRAM cell 보다 크기가 2배 

크게 설계되어 WDE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spare 

region이 빠르게 wear-out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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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 관련 연구 

 

PRAM은 비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cell에 최대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 최대 횟수를 cell endurance라 한다. Cell 

endurance를 초과하여 write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그 cell은 더 이상 

data를 저장할 수 없게 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고, cell이 wear-out 

되었다고 표현한다. PRAM 모듈의 모든 cell이 wear-out 되지 않고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PRAM의 모든 cell이 균등하게 write 되어야 

한다. 이처럼 write 동작을 전체 메모리 영역에 균등하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을 wear-leveling 알고리즘이라 한다. 

기존의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active wear-leveling, passive wear-

leveling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ctive wear-leveling으로, 

mapping table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address mapping에 개입한다. 이 

종류의 알고리즘은 dynamic하게 mapping을 변경할 수 있어 wear-leveling 

효과가 좋은 반면 mapping table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장공간 overhead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access 

unit의 크기가 비교적 큰 (4KB 정도) storage device에 적합하다 [30]. 

하지만 이 방법을 access unit의 크기가 작은 (64B 정도) main memory로 

사용되는 device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8GB main memory를 

가정하고 access unit의 크기를 64B라 하자. 그러면 전체 access unit의 

수는 128M이고, mapping table entry 크기를 3B라 하면 전체 mapping table 

크기는 384MB가 된다. 이 overhead는 전체 메모리 크기의 거의 1/2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main memory에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인 passive wear-leveling의 경우, mapping table을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간단한 mapping function에 의해 address mapping이 

변경된다. 이러한 방법은 metadata를 거의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overhead가 적지만, wear-leveling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PRAM의 경우 cell endurance가 flash memory 보다는 크고, access uni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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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64B-512B) passive wear-leveling이 주로 

사용된다 [33,37]. Start-gap 알고리즘 [33] 은 이웃한 주소와 주기적으로 

address를 변경해 주는 알고리즘이다. Security Refresh [37] 는 저장된 key 

값과의 XOR 연산을 통해 address를 생성하는데, 이 key 값을 주기적으로 

변경시켜 주소를 바꿔준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매우 작은 overhead로 

상당한 wear-leveling 성능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 PRAM의 wear-leveling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wear-leveling 알고리즘이 WDE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write 주소를 바꾸게 되는데, 당연히 write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는지에 따라 WDE 발생도 달라지게 된다. Wear-

leveling 알고리즘과 WDE 발생의 관련성은 5.1장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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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owhammer Error를 줄이는 DRAM 

Address Remapping 

 

 

3.1 rowhammer error의 특징 

 

이 장에서는 rowhammer error 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Rowhammer errorr를 줄이는 address remapping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rowhammer error가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문제가 되는 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address remapping 방법이 설계된다. 

Rowhammer error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BER이 

매우 크며, 두 번째는 특정 부분에 집중된다. 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rowhammer error의 BER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Double-sided 

attack 방법으로 인해 row 당 최대 activation 수가 기본적인 rowhammer 

attack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다. 그림 3.1은 연구 [1]에서 진행한 

activation 당 rowhammer error의 수를 나타낸다. (a)는 activation interval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RI 값에 대해 rowhammer error의 수를 구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RI가 32ms일 때와 64ms일 때의 에러 수를 

비교해보면 모듈 A, B, 그리고 C 모두에서 10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그래프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RI 안의 

activation 수가 2배 증가하면 에러 수는 100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으로 인해 

rowhammer error의 BER은 100배 이상 증가하여 매우 큰 수준에 

도달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부분에 rowhammer error가 집중되는 특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는 특정 row나 subarray가 특히 rowhammer error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림 3.2는 실제 DRAM 모듈 6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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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에 따른 rowhammer error의 수 

 

 
 

(b) activation 수에 따른 rowhammer error의 수 

 

그림 3.1 RI와 activation 수에 따른 rowhammer error의 수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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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row 및 subarray 별 error 수의 상대 빈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의 

그래프들을 보면, row 별 error 수가 최대 4배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의 그래프에서 subarray 별로도 error 수가 크게 차이 나며, 

특히 어떤 subarray에서는 error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으면 

해당 부분에서 나오는 word에 더욱 많은 수의 rowhammer error가 

집중되게 된다. 

 

 
 

(a) row index에 따른 error 수 상대빈도 

 

 

 
 

(b) subarray index에 따른 error 수 상대빈도 

 

그림 3.2 row 및 subarray index에 따른 error 수의 상대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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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 word에 에러가 집중되면 BER이 같더라도 ECC 가 고칠 수 

없는 UE의 수가 크게 증가한다. 표 3.1은 UE가 발생한 word 수를 

나타낸다. 모듈 6개에 대해 전체 메모리 영역에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을 수행한 후의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왼쪽의 열은 해당 모듈에서 

발생한 전체 rowhammer error 수이며, 두 번째 열은 UE가 발생한 word 

수를 나타낸다. 세 번째 열은, 같은 수의 에러가 전체 메모리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UE의 기댓값이다.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 사이의 비율이 마지막 열에 나와있는데, 이 값이 

10-50 사이로 나타난다. 이는 특정 부분에 집중된 rowhammer error를 

전체 메모리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분산시킬 수 있다면 UE의 

수를 10에서 50배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3.1 row 및 subarray index에 따른 error 수의 상대 빈도 

 

Module Number of 

Errors 
Number of 

UE (X) 
EV of UE 

(Y) Ratio (X/Y) 

A 10,790 98 3.78 25.96 

B 14,977 113 4.95 22.83 

C 89,272 6,494 261.65 24.82 

D 136,008 10,655 473.76 22.49 

E 6,042 32 0.62 51.43 

F 13,758 21 2.47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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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RAM address remapping overview 

 

이 장에서는 rowhammer error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DRAM 

address remapping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rank 내의 chip 마다 서로 다른 row address를 전달하는 것이다. 각 chip 

마다 서로 다른 remapping function을 사용해 row address를 서로 다른 

값으로 remapping 하게 된다. 예를 들어, chip 0에서 row address가 2일 때 

다른 chip에서는 row 2가 아닌 다른 row가 선택이 된다.  

그림 3.3은 DRAM address remapping 방법의 적용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전체 rank에 row 2, column 0이 접근 주소로 들어왔다고 

가정하자. Chip 0에서는 row 2, column 0을 그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다른 

chip에서는 다른 위치가 선택되어 chip 1에서는 row 3, chip 7에서는 row 1 

등 서로 다른 row가 선택된다. 만약에 row 2가 rowhammer attack을 받아 

에러에 취약해진 상태이면 (그림의 파란색 부분), chip 0에서 유래되는 8-

bit (word의 <0:7> 부분) 만이 취약한 부분에서 유래된 데이터이며, 다른 

chip에서 오는 8-bit 은 rowhammer error가 없는 부분이 접근된 

데이터이다. 즉, 전체 64-bit word 중 8-bit 만이 rowhammer error에 

 
 

그림 3.3 메인 메모리에 사용되는 DRAM의 기본 구조 

Row 2

Col 0

Chip 0 Chip 1 Chip 7

Rank 0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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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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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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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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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게 되고, 이에 따라 ECC로 고칠 수 있게 된다. 

Rowhammer error를 DRAM address remapping 방식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앞의 3.1에서 언급하였던 

rowhammer error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은 BER이 크고, 특정 부분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DRAM address remapping을 통해 이 두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먼저, address remapping 구조는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을 방어할 

수 있어 BER을 감소시킨다. 그림 3.4는 address remapping 구조 하에서의 

double-sided rowhammer attack 예시를 보여준다. Chip 0에 row 1, 3을 번갈아 

접근해 row 2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Chip 0은 

row 1, row 3이 접근되지만, 나머지 chip들에서는 address remapping 구조에 

의해 전혀 다른 row가 접근된다. 따라서 항상 chip 하나에서만 double-

sided attack이 가능하고 다른 chip들에서는 일반적인 single-sided attack이 

되어 BER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Address remapping 구조는 특정 영역에 집중된 rowhamer error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보인다. 다시 그림 3.4에서, chip 0의 row 2가 victim 

row이며 rowhammer error에 매우 취약하다고 가정하자. 다시 말해, 

rowhammer error가 row 2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 chip 0에서 row 

2, col 0이 접근되면 다른 chip에서는 공격받지 않은 다른 위치들 

(동그라미 위치)이 선택되어 집중된 에러를 여러 word로 분산시키는 

 
 

그림 3.4 address remapping 구조 하에서의 double-sided rowhammer attack 

시나리오 

…Row 3

Row 1

Row 2

Chip 0 Chip 1 Chi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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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진다. Chip 1에서 row 2가 선택될 때도 다른 chip에서는 row 2가 

아닌 다른 row들이 선택되며, 나머지 chip 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address remapping 구조를 통해 rowhammer error의 BER을 

낮추고 집중된 에러를 여러 word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rowhammer 

error를 ECC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위의 

두 가지 효과를 보이기 위해 어떠한 remapping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도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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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RAM Address remapping 조건 분석 

 

이 장에서는 rowhammer error의 BER을 낮추고 집중된 에러를 

분산시키는 address remapping 구조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remapping matrix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한다. Remapping matrix는 각 chip의 remapping function을 

column vector로 삼아, 그 집합을 matrix로 표현한 형태를 말한다. 그림 

3.5 (a)는 remapping matrix의 예시이다. Column vector 𝑐0, 𝑐1, … , 𝑐7  은 각각 

chip 0 부터 chip 7까지 사용되는 remapping 주소를 나타낸다. Matrix의 

row는 input address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rank에 row address 1이 

전달되면 matrix의 row 1이 선택되어 chip 0에서는 1, chip 1에서는 14, 

그리고 chip 7에서는 92가 remapped address로 선택되어 접근된다. 그림 

3.5 (b)는 remapping matrix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Remapping 

matrix의 element 𝑐𝑖(𝑘) 는 chip i에 input address로 k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접근되는 remapped address를 나타낸다. Remapping matrix의 column 수는 

기본적으로 rank 내의 chip 수로 정해져서 일반적으로 8개이지만, 추후 

ECC 구조를 고려했을 때는 ECC word의 symbol 수로 확장된다. Matrix의 

row 수는 2𝑛로 제한하여 input address의 least significant bits(LSBs) n개만을 

사용하여 remapping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remapping matrix를 정의하면, rowhammer error를 해결하는 

address remapping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이 특정 조건을 수학적으로 

만족하는 remapping matrix를 찾는 문제로 치환되게 된다. 먼저 BER을 

낮추기 위해 remapping matrix가 가져야 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BER을 낮추기 위해서는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나의 chip에서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이 될 때 다른 

chip에서는 이 attack이 불가능해야 한다. 더 자세하게는, 하나의 chip에서 

remapped address가 2 만큼 차이 나면, 다른 chip에서는 2만큼 차이 

나서는 안된다. 그림 3.6은 remapping matrix 상에서 이 조건을 표현한 

것이다. Input address가 k, l 일 때의 상황을 가정하면, remapping matri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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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mapping matrix의 예시 

 

 
 

(b) Remapping matrix의 일반적인 형태 

 

그림 3.5 remapping matrix의 예시 및 일반적인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Address

𝑘

    

…
… …

…

… …

Set of  Remapped

Addresses

Column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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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k 와 l 이 접근된다. 이 때 chip i, 즉 column 𝑐𝑖를 살펴보면 𝑐𝑖(𝑘) = 4,

𝑐𝑖(𝑙) = 6  로 remapped address 가 2 만큼 차이나 double-sided rowhammer 

attack 에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𝑐𝑖가 아닌 다른 column 𝑐𝑗 

에서는 𝑐𝑗(𝑘), 𝑐𝑗(𝑙)  가 2 만큼 차이 나면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𝑐𝑗(𝑘) = 5이면 𝑐𝑗(𝑙)은 3 이나 7 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조건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𝑐𝑖(𝑘) − 𝑐𝑖(𝑙)| = 2 → |𝑐𝑗(𝑘) − 𝑐𝑗(𝑙)|  ≠ 2 (3.1) 

 

다음으로 집중된 rowhammer error를 여러 word로 분산시키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집중된 에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조건은 인접한 주소를 분산시켜야 한다. 하나의 

chip에서 remapped address가 1 차이 나면, 다른 chip에서는 1 만큼 차이 

나면 안된다는 조건이다. 그림 3.7은 remapping matrix 상에서 이 조건을 

표현한 것이다. Input address k가 aggressor row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chip 

i에서는 row 4가 aggressor row가 되고, 이에 따라 row 5가 victim row가 

되어, input address가 l일 때 접근된다. 다른 chip j에서는 7이 aggressor 

row이므로, row 6 또는 8이 victim row가 된다. 따라서 input address l이 

접근될 때 6 또는 8이 remapped address로 되면 안된다. 다시 말해, 

 
 

그림 3.6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을 방지하는 remapping matrix의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𝑘

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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𝑐𝑗(𝑙)이 6 또는 8 이외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𝑐𝑖(𝑘) − 𝑐𝑖(𝑙)| = 1 → |𝑐𝑗(𝑘) − 𝑐𝑗(𝑙)|  ≠ 1 (3.2) 

 

또다른 집중된 에러를 분산시키는 조건으로는 취약한 주소를 

분산시키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input address k에 대해 각 chip의 

remapped address가 모두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remapping matrix의 

row 안의 8개 값이 모두 서로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row 4가 취약한 

row라고 가정하고 𝑐𝑖(𝑘) = 4  라 하면, 𝑐𝑗(𝑘) ≠ 4  이어야 다른 chip에서는 

취약한 row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𝑐𝑖(𝑘) ≠ 𝑐𝑗(𝑘)  (0 ≤ 𝑖,  𝑗 < 𝐶) (3.3) 

 

정리하면, 식 3.1, 3.2, 그리고 3.3을 만족시키는 remapping matrix는 

rowhammer error를 효과적으로 없앤다. 또한, 추가적으로 remapping 

matrix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하나의 

chip에서 input address가 다르면 remapped address도 달라야 한다는 

 
 

그림 3.7 집중된 error를 분산시키는 remapping matrix의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𝑘

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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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다. 만약 서로 다른 input address가 하나의 address로 remapping 

된다면 치명적인 메모리 동작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 조건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𝑘 ≠ 𝑙 → 𝑐𝑖(𝑘) ≠ 𝑐𝑖(𝑙) (3.4) 

 

최종적으로, 조건 3.1부터 3.4까지 만족하는 remapping matrix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matrix를 분석적으로 찾기 위해서 각 column 

vector 𝑐𝑖를 아래와 같은 affine form으로 제한한다. 

 

𝑐𝑖(𝑘) = (𝑎𝑖 ⋅ 𝑘 + 𝑏𝑖) 𝑚𝑜𝑑 2
𝑛

 (3.5) 

 

식 3.5와 같은 형태로 column vector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가능한 

column vector의 수를 줄이는 것이지만, 이 형태의 column vector 로 조건 

3.1부터 3.4까지를 만족하는 remapping matrix를 찾을 수 있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음 

장에서, 식 3.5 형태의 column vector를 가지면서 조건 3.1부터 3.4를 

만족시키는 remapping matrix를 수학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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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건을 만족시키는 Remapping Matrix 도출 

 

이 장에서는 앞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remapping matrix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앞서 식 3.5의 형태로 column vector가 

제한되었으므로, 이제 조건 3.1부터 3.4를 만족시키는 𝑎𝑖 와 𝑏𝑖 들을 

구하기만 하면 이로부터 remapping matrix를 만들 수 있다. 

가장 먼저, 조건 3.1을 만족시키기 위해 𝑎𝑖 와 𝑏𝑖 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도출하도록 한다. 조건 3.1은 |𝑐𝑖(𝑘) − 𝑐𝑖(𝑙)| = 2 →  |𝑐𝑗(𝑘) −

𝑐𝑗(𝑙)|  ≠ 2 이며, 아래 식을 만족시키는 𝑎𝑖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𝑎𝑖 + 𝑎𝑗) 𝑚𝑜𝑑 2
𝑛−1) ≠ 0  𝑎𝑛𝑑  0 < 𝑎𝑖, 𝑎𝑗 < 2𝑛−1 (3.6) 

 

즉, 조건 3.6을 만족시키는 𝑎𝑖  들로 remapping matrix를 만들면 조건 3.1이 

만족된다. 증명 과정은 아래에 서술되어 있다. 

Column vector 𝑐𝑖 는 식 3.5를 만족하므로, 아래와 같이 풀을 수 있다. 

 

𝑎𝑖 ⋅ 𝑘 + 𝑏𝑖 = 𝑐𝑖(𝑘) + 𝑞 ⋅ 2𝑛 

𝑎𝑖 ⋅ 𝑙 + 𝑏𝑖 = 𝑐𝑖(𝑙) + 𝑞′ ⋅ 2𝑛 

 

(3.7) 

두 식을 서로 뺀 후, |𝑐𝑖(𝑘) − 𝑐𝑖(𝑙)| = 2  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𝑘 − 𝑙) ⋅ 𝑎𝑖 = 𝑠 ⋅ 2𝑛  ± 2 

→ 𝑘 − 𝑙 = (𝑠 ⋅ 2𝑛 ± 2)/𝑎𝑖  
(3.8) 

 

이와 유사한 과정을 𝑐𝑗 에도 적용하면 아래 식을 얻을 수 있다. 

 

(𝑘 − 𝑙) ⋅ 𝑎𝑗 = 𝑠′ ⋅ 2𝑛 + (𝑐𝑗(𝑘) − 𝑐𝑗(𝑙)) (3.9) 

 

식 3.8에 나온 대로 (𝑘 − 𝑙) 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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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𝑖𝑠
′ − 𝑎𝑗𝑠) ⋅ 2

𝑛 = 𝑎𝑖 ⋅ (𝑐𝑗(𝑘) − 𝑐𝑗(𝑙)) ∓ 2𝑎𝑗  (3.10) 

 

우선, |𝑐𝑗(𝑘) − 𝑐𝑗(𝑙)| = 2  라 가정해보자. 그러면 식 3.10의 좌변은 𝑆 ⋅ 2𝑛 

꼴이고, 우변은 2 ⋅ (𝑎𝑖 + 𝑎𝑗)  혹은 2 ⋅ (𝑎𝑖  −  𝑎𝑗)  꼴이다. 첫 번째로, 2 ⋅

(𝑎𝑖 + 𝑎𝑗)  꼴일 때는 식 3.6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해 좌변과 우변이 절대 

같을 수 없다. 두 번째로, 2 ⋅ (𝑎𝑖  − 𝑎𝑗)  꼴일 때는 식 3.6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해 −2𝑛 < 2 ⋅ (𝑎𝑖 − 𝑎𝑗) < 2𝑛이 성립하므로, 역시 좌변과 우변이 

절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모순이며 |𝑐𝑗(𝑘) − 𝑐𝑗(𝑙)| ≠ 2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조건 3.2를 만족시키는 𝑎𝑖와 𝑏𝑖들을 도출하도록 한다. 조건 

3.2는 |𝑐𝑖(𝑘) − 𝑐𝑖(𝑙)| = 1 →  |𝑐𝑗(𝑘) − 𝑐𝑗(𝑙)|  ≠ 1  이며, 이를 만족시키는 

𝑎𝑖들이 가져야 하는 조건은 식 3.6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증명 과정은 

아래에 서술되어 있다. 

식 3.7에서 두 식을 서로 뺀 후, |𝑐𝑖(𝑘) − 𝑐𝑖(𝑙)| = 1  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𝑘 − 𝑙) ⋅ 𝑎𝑖 = 𝑠 ⋅ 2𝑛  ± 1 

→ 𝑘 − 𝑙 = (𝑠 ⋅ 2𝑛 ± 1)/𝑎𝑖  
(3.11) 

 

이와 유사한 과정을 𝑐𝑗 에도 적용하면 아래 식을 얻을 수 있다. 

 

(𝑘 − 𝑙) ⋅ 𝑎𝑗 = 𝑠′ ⋅ 2𝑛 + (𝑐𝑗(𝑘) − 𝑐𝑗(𝑙)) (3.12) 

 

식 3.11에 나온 대로 (𝑘 − 𝑙) 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𝑎𝑖𝑠
′ − 𝑎𝑗𝑠) ⋅ 2

𝑛 = 𝑎𝑖 ⋅ (𝑐𝑗(𝑘) − 𝑐𝑗(𝑙)) ∓ 𝑎𝑗  (3.13) 

 

우선, |𝑐𝑗(𝑘) − 𝑐𝑗(𝑙)| = 1  라 가정해보자. 그러면 식 3.13의 좌변은 𝑆 ⋅ 2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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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이고, 우변은 (𝑎𝑖 + 𝑎𝑗)  혹은 (𝑎𝑖  −  𝑎𝑗)  꼴이다. 첫 번째로, (𝑎𝑖 + 𝑎𝑗) 

꼴일 때는 식 3.6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해 좌변과 우변이 절대 같을 수 

없다. 두 번째로, (𝑎𝑖  − 𝑎𝑗)  꼴일 때는 식 3.6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해 

−2𝑛−1 < (𝑎𝑖 − 𝑎𝑗) < 2𝑛−1이 성립하므로, 역시 좌변과 우변이 절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모순이며 |𝑐𝑗(𝑘) − 𝑐𝑗(𝑙)| ≠ 1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식 3.6을 만족시키도록 𝑎𝑖 들을 정하면 조건 

3.1과 3.2를 만족시키도록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조건 3.3, 즉 𝑐𝑖(𝑘) ≠

𝑐𝑗(𝑘)  (0 ≤ 𝑖,  𝑗 < 𝐶)을 만족하기 위한 𝑎𝑖, 𝑏𝑖  의 조건을 살펴보자. 식 3.5에 

의해, column vector 𝑐𝑖, 𝑐𝑗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𝑎𝑖 ⋅ 𝑘 + 𝑏𝑖 = 𝑐𝑖(𝑘) + 𝑞 ⋅ 2𝑛 

𝑎𝑗 ⋅ 𝑘 + 𝑏𝑗 = 𝑐𝑗(𝑘) + 𝑞′ ⋅ 2𝑛 

 

(3.14) 

두 식을 서로 빼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𝑎𝑖 − 𝑎𝑗) ⋅ 𝑘 + (𝑏𝑖 − 𝑏𝑗) − 𝑠 ⋅ 2𝑛 = (𝑐𝑖(𝑘) − 𝑐𝑗(𝑘)) (3.15) 

 

조건 3.3을 만족시키려면 좌변이 0이 되면 안된다. 즉 아래 식과 같이 

(𝑎𝑖 − 𝑎𝑗) ⋅ 𝑘 + (𝑏𝑖 − 𝑏𝑗) 가 𝑠 ⋅ 2𝑛 꼴이 아니어야 한다. 

 

(𝑎𝑖 − 𝑎𝑗) ⋅ 𝑘 + (𝑏𝑖 − 𝑏𝑗)  ≠ 𝑠 ⋅ 2𝑛  (3.16) 

 

마지막으로 조건 3.4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히 𝑎𝑖 가 

홀수이기만 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조건 3.1부터 3.4까지 만족시키면서 

column vector가 식 3.5 형태인 remapping matrix를 만들기 위해서는 

𝑎𝑖 , 𝑏𝑖들이 조건 3.6과 3.16을 만족시키고, 𝑎𝑖 가 홀수 이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𝑎𝑖, 𝑏𝑖 를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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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𝑖 = 𝑎 ⋅ 𝑖 + 𝑎0(𝑎 = 4𝑚, 𝑎0 𝑖𝑠 𝑜𝑑𝑑) 

𝑏𝑖 = 𝑏 ⋅ 𝑖(𝑏 𝑖𝑠 𝑜𝑑𝑑) 

 

(3.17) 

먼저 3.17을 만족하는 𝑎𝑖, 𝑏𝑖  가 조건 3.6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𝑎𝑖 + 𝑎𝑗 = 𝑎 ⋅ (𝑖 + 𝑗) + 2𝑎0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조건 3.6은 𝑎 ⋅

(𝑖 + 𝑗) + 2𝑎0 ≠ 𝑠 ⋅ 2𝑛−1  로 변환된다. 양변을 2로 나누면 𝑎/2 ⋅ (𝑖 + 𝑗) +

𝑎0 ≠ 𝑠 ⋅ 2𝑛−2  가 된다. 일반적인 n의 값은 2보다 훨씬 크므로, 우변은 

짝수이고 좌변은 짝수( 𝑎/2 ⋅ (𝑖 + 𝑗))  와 홀수( 𝑎0 )가 더해진 형태이므로 

홀수가 된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을 수 없고, 조건 3.6이 만족된다. 

다음으로 조건 3.16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3.17에 따라 

𝑎𝑖 , 𝑏𝑖 를 대입하면 (𝑎 ⋅ 𝑘 + 𝑏) ⋅ (𝑖 − 𝑗) ≠ 𝑠 ⋅ 2𝑛  이 된다. 𝑎 = 4𝑚이고 b가 

홀수이므로 𝑎 ⋅ 𝑘 + 𝑏  는 홀수가 된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은 절대 같을 

수 없고, 조건 3.16이 만족된다. 마지막으로, 𝑎𝑖 가 홀수 이어야 하는 

조건을 살펴보겠다. 𝑎𝑖 = 𝑎 ⋅ 𝑖 + 𝑎0  인데, 𝑎 ⋅ 𝑖  는 짝수이고 𝑎0 는 

홀수이므로 𝑎𝑖는 홀수이다. 

이제 rowhammer error를 해결하는 remapping matrix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건 3.17을 만족시키도록 column vector를 원하는 만큼 

생성하여 remapping matrix를 만들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𝑚 = 2, 𝑎0 =

1, 𝑏 = 5  일 때 8개의 column vector를 만들면 𝑐0(𝑘) = 𝑘, 𝑐1(𝑘) = 9𝑘 +

5, 𝑐2(𝑘) = 17𝑘 + 10,… 𝑐7(𝑘) = 57𝑘 + 35  가 되고, 이들을 묶어 remapping 

matrix를 만들면 그림 3.8의 예시와 같이 된다(𝑛 = 7로 설정). 그림 3.8의 

remapping matrix가 실제로 조건 3.1부터 3.4까지를 만족시키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도록 한다. 먼저 3.1을 확인하기 위해 matrix의 row 0과 

2를 비교해보자. Column 0에서는 값이 0, 2로 2만큼 차이 나지만, row 0과 2 

사이에서 2만큼 차이 나는 다른 column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건 3.2를 확인하기 위해 row 1과 2를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column 0에서만 1만큼 차이 나고 나머지 

column에서는 1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건 3.3을 

확인하기 위해 row 1의 8개 값을 보면, 모두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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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조건 3.4는 정수론적으로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인한 row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remapping matrix가 실제 DRAM 모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8 도출된 remapping matrix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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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Remapping Matrix의 적용 

 

이 장에서는 도출된 remapping matrix가 실제 DRAM 모듈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DRAM 모듈의 내부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3.9 (a)는 DRAM의 bank 내부 

구조에 대해 나타낸다. Tile의 matrix 형태로 bank가 구성되어 있으며, row 

decoder와 column mux가 주소에 따라 row와 column을 선택하는 구조이다. 

Row decoder는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Global row decoder는 6-to-64 

decoder로 subarray 중 하나를 선택하는 decoder이다. Local row decoder의 

경우 subarray 안의 512개 row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9-to-512 

decoder이다. Local row decoder의 경우 input과 output이 큰 편이므로 그림 

3.9 (b) 와 같이 predecoder 2개와 AND gate 512개로 이루어져 있다. 9-bit 

주소가 두 개로 나뉘어 각각의 predecoder에 맞춰 들어가고, 미리 정해져 

있는 contact 위치에 따라 두 개의 predecoder에서 set 되는 line에 따라 

최종적으로 오른쪽의 512개 AND gate 중 하나가 set 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주소 0이 접근되었을 때, predecoder 1, 2 모두 가장 오른쪽 line이 set 

되고, 이에 따라 WL 0이 set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row decoder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remapping matrix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Remapping된 주소로 Predecoder의 line과 

wordline간의 contact 위치들을 변경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림 3.9 (c)는 

contact 위치 변경의 예시를 나타낸다. WL 0과 연결되어 있는 predecoder의 

line이 변경되어 이제는 주소 2가 접근되었을 때 WL 0이 선택되도록 

변경되었다. 이처럼 contact 위치를 변경시켜 자유롭게 remapping matrix에 

맞춰 row decoder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contact 위치만을 

바꾸어 remapping matrix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overhead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한 하드웨어 overhead 

관련 실험 결과는 3.6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owhammer error는 row 뿐만 아니라 

subarray 별로도 빈도수가 크게 차이 난다. 따라서 local row decod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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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AM bank의 구조 

 

 
 

(b) Row decoder의 구조 

 

 
 

(c) Remapping matrix에 맞게 수정된 row decoder의 구조 

 

그림 3.9 DRAM bank 및 row decoder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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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global row decoder에도 remapping matrix를 적용한다. 그림 3.10은 

이러한 two-level remapping 구조를 나타낸다. Input address를 LSB 9-bit(k) 와 

나머지 MSBs part(m) 두 개로 나눠 m은 remapping matrix 1에 맞게 수정된 

global row decoder에 의해 remapping되고, k는 remapping matrix 2에 맞게 

수정된 local row decoder에 의해 remapping 된다. 따라서 Remapped 

address의 MSB part 는 𝑐1,𝑖(𝑚) , LSB part는 𝑐2,𝑖(𝑘)  가 되어 전체 주소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address remapping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환경 구성 

및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3.10 two-level remapping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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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험 환경 구성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DRAM address remapping 구조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실험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 되었는지에 대해 우선 설명하도록 한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환경, 두 번째는 실제 

DRAM을 이용한 환경이다. 

우선 시뮬레이션 환경의 구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의 목표는 rowhammer error의 발생을 실제와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cell 마다 몇 번의 

activation 만에 rowhammer error 가 발생하는지, 즉 rowhammer threshold(RT) 

값을 모델링해야 하고, 또한 어떤 위치에서 rowhammer error가 

발생하는지 distribution을 모델링해야 한다. 그림 3.11은 이 두가지 

모델링의 예시를 보여준다. 먼저 rowhammer error의 총 개수가 정해지면 

각각의 RT값 마다 몇 개의 cell이 있는지를 모델링한다. 그림 3.11의 

예시에서는 총 9개의 에러가 있고 특정 모델에 의해 낮은 RT에 1개, 

중간 RT에 3개, 그리고 높은 RT에 5개가 할당된다. 이후, 각 RT값은 

전체 메모리 영역에서 특정 distribution 모델에 의해 위치가 정해진다. 이 

두가지 과정을 거치면 rowhammer error가 어느 위치에서 몇 번의 

activation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는 rowhammer simulation 환경을 얻을 

수 있다. 

먼저 RT값 별 cell 수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에서는 129개 모듈에 대해 직접 rowhammer attack을 수행하였는데, 각 

모듈 별로 최초 에러가 발생하는 activation 수(𝑎𝑡ℎ )와 RI 내의 maximum 

activation 에서의 에러 수(e)를 측정하였다. 그림 3.1의 (b)는 논문 [1]에서 

이러한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예시이다. 그래프의 x축은 

activation per RI인데, 이 값을 0에서 증가시키다 보면 에러 수가 최초로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𝑎𝑡ℎ 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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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시뮬레이션의 두 가지 모델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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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증가시키면 결국 Max activation에서 발생하는 에러 수, 즉 최대 

에러 수 또한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이 e 이다. 즉, 그래프의 두 점 

(𝑎𝑡ℎ, 0), (𝑎𝑚𝑎𝑥, 𝑒)  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논문 [1]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는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곡선이 대략적으로 6-7차 

함수라는 점이다. 이러한 그래프를 일반화시키면 그림 3.12 (a)를 얻을 수 

있다. 즉, x를 activation 수, y를 에러 수라고 했을 때 (𝑎𝑡ℎ , 0), (𝑎𝑚𝑎𝑥, 𝑒)  두 

점 사이를 잇는 6차 함수를 𝑦 = 𝑘(𝑥 − 𝑎𝑡ℎ)
6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러 발생 위치의 distribution을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논문 [1]에서 에러 발생 위치까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직접 11개의 DRAM 모듈에 대해 rowhammer attack을 가한 후, 

에러 발생 위치를 기록하여 각 row 별 error 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대략적으로 그림 3.12 (b)와 같이 나타난다. 즉, 두 개의 gaussian 분포의 

합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gaussian 분포는 일반적인 row와 취약한 row를 

대표하며, 평균적으로 𝑚𝑣~ 3 ∙  𝑚𝑛  / 𝑓𝑣~ 0.2 ∙  𝑓𝑛  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취약한 row는 일반적인 row에 비해 평균 3배의 error를 가지며, 취약한 

row의 수는 일반 row 대비 0.2 정도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포에 따르도록 distribution model을 설계하여 위치를 random하게 

추출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DRAM을 이용한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다양한 제조사, 제조일자, 크기를 가지는 11개의 DRAM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 기반의 rowhammer attack code를 사용해 double-

sided rowhammer attack을 수행하여 rowhammer error를 메모리 영역 전체에 

대해 유발시켰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원하는 대로 rowhammer attack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remapping 구조 또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evaluation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DRAM 모듈에서의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실제 DRAM 모듈 환경에서의 

실험은 DRAM 모듈이 이미 패키징 되어있기 때문에 chip 마다 

remapping을 다르게 만들기가 불가능하여 rowhammer attack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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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T 값에 따른 cell 수 모델링 그래프 

 

 
 

(b) Row 별 에러 수 모델링 그래프 

 

그림 3.12 시뮬레이션의 두 가지 모델링 그래프 



 

 43 

Remapping 구조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rowhammer attack은 

기존의 상태에서 그대로 수행하고 발생한 error의 위치만 remapping 

구조에 따라 옮겨 집중되는 error를 분산시키는 효과만 검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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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결과는 3.5장에서 서술한 two-level remapping 

구조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적용하였을 때 rowhammer error의 수와 

ECC로 고칠 수 없는 UE의 수 변화이다. 우선 표 3.2는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11개 모듈에 대해 remapping 구조에 따른 rowhammer error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장 먼저, baseline column은 remapping 구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 다른 column들, 즉 2 cols, 4 cols, 그리고 8 cols의 

경우 remapping matrix의 column 수를 의미한다. 8 cols의 경우 8개 chip에 

대해 모두 다르게 remapping function을 설정한 경우여서 앞에서 설명했던 

remapping 구조와 동일하며, 2 cols와 4 cols는 각각 2, 4가지의 remapping 

function만을 가지고 remapping 구조를 구현하여 구현 난이도를 낮추고자 

하였다. 이처럼 세 가지 remapping 구조를 적용한 결과, baseline에 비해 2 

cols, 4 cols, 8 cols 일 때 각각 50.16%, 25.25%, 12.79% 수준으로 rowhammer 

error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remapping 

function의 종류가 다양해 질 수록 동시에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에 

노출되는 chip 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 cols의 

경우 8개의 chip 중에 4개의 chip만이 동시에 double-sided rowhammer 

attack에 노출되므로 대략 5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3.4는 각각 SECDED, SSCDSD ECC 구조 하에서의 UE 수 

변화에 대해 나타낸다. 먼저 SECDED의 경우, 표 3.3의 baseline 에 비해 

2 cols, 4 cols, 8 cols 일 때 각각 9.91%, 1.78%, 0.2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DRAM에 흔히 사용되는 ECC인 SSCDSD의 

경우, 표 3.4의 baseline에 비해 2 cols, 4 cols, 8 cols 일 때 각각 8.76%, 

1.05%, 0.02%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8 cols를 

가지는 remapping matrix를 사용한다면 UE의 수를 0.02%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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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remapping 구조에 따른 rowhammer error 수 변화 

 

 
 

error num

module 

name
baseline 2 cols 4 cols 8 cols

a_31 3,500,000 1,756,203 884,305 448,355 

a_37 2,000,000 1,004,722 507,082 258,263 

a_41 270,000 135,107 67,661 33,937 

b_9 1,900,000 953,367 480,051 243,392 

b_10 2,700,000 1,354,785 682,178 345,874 

b_14 910,000 457,148 230,722 117,509 

b_15 1,200,000 602,127 303,190 153,721 

b_32 740,000 371,311 186,967 94,794 

b_33 730,000 366,294 184,440 93,514 

b_43 550,000 275,721 138,581 70,011 

c_31 330,000 165,308 82,962 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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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remapping 구조에 따른 UE 수 변화 (SECDED) 

 

 
 

UE num (SECDED)

module 

name
baseline 2 cols 4 cols 8 cols

a_31 840,110 84,956 15,444 2,340 

a_37 282,311 28,062 5,037 752 

a_41 5,319 524 95 15 

b_9 255,274 25,412 4,583 692 

b_10 507,659 50,935 9,223 1,395 

b_14 59,681 5,869 1,048 156 

b_15 103,204 10,203 1,834 276 

b_32 39,594 3,897 699 105 

b_33 38,539 3,792 680 102 

b_43 21,952 2,160 389 59 

c_31 7,936 781 141 22 

표 3.4 remapping 구조에 따른 UE 수 변화 (SSCD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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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값을 살펴보면, 표 

3.4의 8 cols column의 값은 0에서 142 사이로, 값 자체가 매우 작아 UE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remapping 구조는 rowhammer error의 

수를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UE 수를 매우 크게 줄여 SSCDSD ECC 

하에서는 UE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 Remapping matrix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remapping matrix의 type을 나누도록 한다.  

R1 type은 조건 3.1, 3.2, 3.4만을 만족시키는 remapping matrix 이고 R2 

type은 조건 3.1부터 3.4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remapping matrix이다. 실제 

실험에서는 각 type 별로 표 3.5의 remapping matrix 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가장 먼저 집중된 에러가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변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13은 6개의 모듈에 대한 subarray, row 별 에러의 

상대 빈도 그래프이다. 먼저 (a) 는 subarray 별 에러 상대 빈도 

그래프인데, 검은색 그래프가 remapping 적용 전이고 회색 그래프가 

remapping 적용 후의 상대 빈도를 나타낸다. Remapping 적용 후인 회색 

그래프가 검은색 그래프에 비해 훨씬 더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 (b)는 row 별 에러 상대 빈도 그래프이며, 

마찬가지로 검은색 그래프가 remapping 구조 적용 전, 짙은 회색은 R1 

type remapping을 적용했을 때, 옅은 회색은 R2 type remapping을 적용했을  

  

표 3.5 실험에 사용된 remapping matrix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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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array 별 에러 상대빈도 그래프 

 

 

 
(b) Row 별 에러 상대빈도 그래프 

 

그림 3.13 remapping 전과 후 row, subarray 별 에러 상대빈도 



 

 49 

때를 나타낸다. R2 type matrix를 적용한 옅은 회색 그래프가 가장 균일한 

분포를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R1 type matrix, 그리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검은색 그래프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R1 type과 R2 type matrix가 각각 U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14는 SECDED ECC 

하에서 R1 type과 R2 type matrix들이 각각 얼마나 UE를 줄이는지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6개 모듈 모두, R1 type 보다 R2 type이 월등히 많이 

UE를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1 type matrix들은 0.1-0.2 정도의 UE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R2 type matrix는 대부분 0.1 이하의 값들을 보여 

 

 
 

그림 3.14 R1, R2 type matrix들에 대한 UE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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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는, R2 type matrix가 

평균적으로 3.50-7.33배 더 많이 UE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emapping matrix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켰을 때 UE를 

훨씬 잘 줄인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조건 3.1부터 3.4가 유의미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는 two-level 구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보도록 한다. 그림 

3.15 (a), (b)는 각각 SECDED, SSCDSD ECC 하에서 local decoder에만 

remapping을 적용한 single level과 global, local decoder 모두에 remapping을 

적용한 two-level remapping 구조에 대해 UE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single-level에 비해 two-level일 때가 UE 

비율이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실험환경에서 UE 수의 변화를 표로 확인해보도록 

한다. 표 3.6은 전체 11개 모듈에 대해 SECDED ECC 하에서 remapping 

구조를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UE 수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실제 

모듈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rowhammer attack 시에는 remapping 구조를 

적용할 수 없어 전체 rowhammer error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발생한 rowhammer error의 위치를 remapping 구조에 맞게 재배치해 UE 

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remapping 구조를 적용하지 않은 

baseline 구조에 비해 19.14%, 7.81%, 1.3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은 마찬가지의 결과를 SSCDSD ECC 하에서 얻은 

것인데, baseline 구조에 비해 16.88%, 7.10%, 2.4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시뮬레이션 환경의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당연히 실제 환경에서는 rowhammer error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remapping 구조로 인한 하드웨어 overhead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의 3.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predecoder와 

wordline간의 contact 위치만을 바꿔서 제안하는 remapping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각각의 column vector에 의해 형성된 8종류의 decoder를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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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DED 

 

 
 

(b) SSCDSD 

 

그림 3.15 single-level, two-level에 대한 UE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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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remapping 구조에 따른 UE 수 변화 (SECDED, 실제 환경) 

 

 
 

UE num (SECDED)

module 

name
baseline 2 cols 4 cols 8 cols

A 110 16 9 3

B 123 13 12 5

C 7,385 1,244 572 228

D 12,450 2,416 1,094 566

E 32 3 3 0

F 28 11 5 0

G 12 4 1 0

H 113 1 1 0

I 328 45 21 0

J 540 111 25 1

K 25 8 1 0

표 3.7 remapping 구조에 따른 UE 수 변화 (SSCDSD, 실제 환경) 

 

 
 

UE num (SSCDSD)

module 

name
baseline 2 cols 4 cols 8 cols

A 98 15 8 4

B 113 13 11 3

C 6,494 994 435 199

D 10,655 1,932 726 287

E 32 3 3 0

F 21 10 3 2

G 8 2 0 0

H 12 1 1 0

I 290 34 15 0

J 438 82 21 0

K 2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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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er와 IC compiler tool을 사용하여 합성 및 PNR 한 결과, global 

decoder의 경우 면적이 101.52에서 102.60 𝑢𝑚2 , critical path delay는 

0.4233에서 0.4308ns 사이로 나타난다. Local decoder의 경우 면적은 

1891.08에서 1910.88 𝑢𝑚2 , critical path delay는 0.6058에서 0.6885ns 사이로 

나타난다.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remapping이 없을 때의 decoder 

크기를 최소 (101.52와 1891.08  𝑢𝑚2 ), critical path delay를 최단 (0.4233과 

0.6058ns) 이라 하고 remapping을 했을 때는 모든 값을 최대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발되는 overhead 를 계산하면 0.02  𝑚𝑚2 

정도이다. CACTI simulation [15] 으로 얻어진 전체 chip 크기가 

11.107  𝑚𝑚2  정도임을 감안하면, 0.2% 보다 작은 면적이 증가한다. 즉, 

매우 작은 하드웨어 overhead가 발생한다. 

정리하면, 제안하는 remapping 구조는 ECC가 고칠 수 없는 UE 수를 

매우 큰 폭으로 줄인다.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최대 0.2% 미만 수준으로 

UE를 줄이고, 실제 환경에서 또한 최대 1.33% 미만으로 줄인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하드웨어 overhead는 0.2% 보다 작은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제안하는 remapping 구조가 UE를 매우 큰 폭으로 줄이기는 하지만, 

UE를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 게다가, ECC가 없는 DRAM system 또한 

존재한다. 이에, 제안하는 remapping 구조와 PARA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에러 발생을 측정해 보았다. PARA는 확률적으로 인접한 row를 activation 

하는 방법으로, 하드웨어 overhead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적인 

refresh 동작이 지나치게 많다는 단점이 있다. PARA가 remapping 구조와 

함께 사용된다면, 추가적인 refresh 동작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표 3.8, 3.9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각각 

remapping+PARA, PARA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 UE 발생 수를 나타낸 

표이다. 각 column 마다 PARA-p 라 되어있는데, p값은 refresh 확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p값이 작을수록 추가적인 refresh overhead가 작다. 표 

3.8을 보면, p가 0.0001일 때 까지 error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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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remapping 구조와 PARA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에러 수 

 

 
 

Error num (8 cols+PARA)

module 

name

PARA-

0.001

PARA-

0.0002

PARA-

0.0001

PARA-

0.00002

a_31 0 0 0 60 

a_37 0 0 0 64

a_41 0 0 0 0 

b_9 0 0 0 44 

b_10 0 0 0 63 

b_14 0 0 0 17 

b_15 0 0 0 12

b_32 0 0 0 9 

b_33 0 0 0 13 

b_43 0 0 0 9 

c_31 0 0 0 3 

표 3.9 PARA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 에러 수 

 

 
 

Error num (PARA)

module 

name

PARA-

0.001

PARA-

0.0002

PARA-

0.0001

PARA-

0.00002

a_31 0 0 8 394

a_37 0 0 5 239

a_41 0 0 0 14

b_9 0 0 9 219

b_10 0 0 11 306

b_14 0 0 3 132

b_15 0 0 5 131

b_32 0 0 1 75

b_33 0 0 1 88

b_43 0 0 0 61

c_31 0 0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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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Remapping 구조로 인해 error 발생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표 3.9 를 보면 0.0001 일 때 error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remapping 구조와 PARA 를 함께 사용한다면 refresh 

확률을 더 낮춰도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refresh overhead를 줄여 더욱 효율적으로 rowhammer error 를 없앨 수 있다. 

 

  



 

 56 

제 4 장 Write Disturbance Error를 줄이는 PRAM 

Address Remapping 

 

 

4.1 WDE와 rowhammer error의 유사성 

 

PRAM의 WDE는 하나의 cell을 기준으로 주변 cell에서 일어나는 

RESET 횟수가 누적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변 cell의 RESET 

횟수가 충분히 누적되기 전에 해당 cell에 write 동작이 새롭게 

가해진다면 그 동안 누적된 disturbance count는 다시 0으로 되어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WDE는 본질적으로 rowhammer 

error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Rowhammer error는 RI 시간 내에 일정 값 

이상 주변 row가 activation 되어야 발생하고, WDE는 해당 cell에 write 

되기 전에 주변 cell이 일정 횟수 이상 write 되어야 한다. 즉 두 현상 

모두 일정 기간 안에 특정 동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서도 WDE와 rowhammer error는 

유사하다. WDE는 주변 cell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128-bit 단위로 접근하는 PRAM의 접근 방식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row 쪽 방향 두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그림 

4.1은 이러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왼쪽 그림은 cell 하나가 

write 되었을 때 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이 실제 PRAM에서의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연속적으로 

여러 cell이 write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아래, 위 row쪽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WDE와 rowhammer error의 이런 유사성을 고려하면, DRAM에서 

rowhammer error를 위해 설계한 address remapping 구조가 PRAM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DRAM과 PRAM의 모듈 구조 또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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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기 때문에 address remapping 구조를 PRAM에서도 거의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오히려, remapping 구조는 PRAM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PRAM이 

DRAM보다 더욱 강력한 ECC를 사용한다. PRAM은 보통 72-8 혹은 144-

16 RS code를 사용하여 DRAM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에러를 고칠 수 있다. 

PRAM은 DRAM에 비해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한 ECC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UE 발생도 훨씬 적다. 두 번째 이유는 PRAM의 

memory scrubbing 사용에 있다. PRAM은 resistance drift 문제로 인해 

주기적으로 memory scrubbing을 해 준다. Memory scrubbing은 word를 읽은 

후 ECC로 에러 검출을 한 후 검출한 에러를 수정하여 다시 write 하는 

동작이다. 따라서 Memory scrubbing 주기 동안만 UE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memory scrubbing 동작 때 누적된 에러가 모두 수정될 수 있다. 

그림 4.2는 address remapping 구조가 적용되었을 때 WDE 발생이 

줄어드는 원리를 나타낸다. Chip 0에서는 row 2 부분에 WDE가 

발생하는데, 다른 chip에서는 전혀 다른 위치가 접근되므로 WDE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word중 1/8만 WDE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72-8 또는 144-16 RS code로 무조건 고칠 수 있게 된다. 즉, 

이론적으로 address remapping 구조와 ECC를 함께 사용하고 memory 

scrubbing 동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WDE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그림 4.1 PRAM 접근 방식을 고려한 WDE의 영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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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음 장에서는 PRAM에 address remapping 구조를 적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4.2 address remapping 구조를 적용했을 때 WDE 발생 

…Row 3

Row 1

Row 2

Chip 0 Chip 1 Chi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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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PRAM에 address remapping 구조를 적용했을 때 실험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표 4.1은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을 정리한 표이다. 

시뮬레이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gem5 simulator 

[] 부분인데, 이 부분은 CPU, 즉 cache를 통과한 memory 접근 trace를 

얻기 위한 부분이다. CPU는 4-core, out-of-order 구조로 설정하였고 동작 

속도는 4GHz이다. L1 cache는 instruction cache와 data cache 각각 32KB, 8-

way set-associative cache로 설정하였으며 L2 cache는 256KB, 16-way로 

설정하였다. Gem5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memory trace는 nvmain 

simulator [] 를 기반으로 자체 설계된 시뮬레이터를 통해 WDE 발생을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PRAM은 8GB, 1 channel, 1 rank, 8 banks 구조를 

가정하였고, WDE model은 counter based model에 WDE 발생 threshold를 

1000으로 설정하였다. Workload는 SPEC2006 [] 기반의 mixed workload를 

사용하였다. SPEC2006 workload 중 misses per thousand instructions (MPKI) 가 

높은 workload들을 골라 CPU의 각 core 에서 workload를 수행하도록 

했고, 표 4.2에서 mix1부터 mix7까지의 mixed workload가 어떠한 

workload를 기반으로 생성되었는지 볼 수 있다. 

표 4.1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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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얻어진 PRAM address remapping의 

효과를 나타낸다. Baseline 결과는 address remapping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UE 수를 나타낸다. 8 cols 는 8 column address remapping을 적용했을 때의 

UE 수이다. Baseline과 비교했을 때 0.18-0.45% 수준으로 UE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cols+scrub은 memory scrubbing까지 고려했을 때의 

결과이다. Memory scrubbing 동작을 적용하면 UE를 거의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PRAM에 address remapping 구조를 적용했을 때 

강력한 ECC와 memory scrubbing 동작 덕분에 UE를 거의 제거할 수 있어 

WDE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4.2 mixed workload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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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address remapping 적용 시 UE 수 변화 

 

 
 

UE num

workload 

name
baseline 8 cols

8 cols+

scrub

Mix_1 37,399 102 3 

Mix_3 37,690 143 2 

Mix_4 33,892 113 3 

Mix_7 1,782 8 0 

Mix_9 2,388 7 0 

Mix_10 34,710 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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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Write Disturbance Error를 줄이는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 

 

 

5.1 wear-leveling 알고리즘과 WDE의 관련성 

 

본격적으로 WDE를 줄이는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 앞서,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과 WDE 발생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write 주소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WDE를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 그림 5.1은 기존의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인 start-gap과 SR이 WDE를 얼마나 줄이는지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두 알고리즘이 비슷한 수준으로 

WDE를 줄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30-50%의 WDE를 없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WDE 감소 효과를 보이지만 WDE를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없애지는 못한다. 

WDE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변 cell의 write 수가 WDE threshold 값에 

 

 
 

그림 5.1 start-gap, SR 알고리즘의 WDE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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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 전에 해당 cell에 write 해 주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각 address마다 counter를 할당하여 disturbance 횟수를 

세고, disturbance count 값이 WDE threshold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write를 

해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counter overhead 문제이다. 1GB 당 counter 저장에 32MB가 

필요하여, 전체 메모리 크기의 1/32 수준의 overhead를 발생시킨다. 또한 

re-write 동작으로 인한 성능 저하 및 추가적인 wear-out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Wear-leveling 알고리즘의 본질이 address mapping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황에 맞도록 설계한다면 WDE threshold 전에 

해당 cell에 write 동작을 할당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접근되는 hot 

address에 대해서만 counter 및 mapping table을 할당하여 저장공간 

overhead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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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 overview 

 

이 장에서는 WDE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5.2는 제안하는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가장 먼저 write 

address가 접근되면, hot address detector(HAD)를 거치게 된다. 이 HAD는 

각 주소의 값과 write counter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에 많이 접근된 

주소를 list에 가지고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HAD list의 최대 entry 

수는 전체 address 수의 일부 (3% 수준) 로 제한되어 있어 저장공간 

overhead를 크게 줄일 수 있다. HAD에 의해 hot address로 판단된 

address는 hot address mapp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hot address 

mapping은 mapping table과 free queue 정보를 사용해 active wear-leveling을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그림 5.3과 같이 메모리 영역의 일부를 hot 

region으로 할당하여 hot region 내에서 hot address mapping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HAD에 의해 cold address로 판명된 경우는 passive wear-leveling을 

통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linear mapping을 사용한다. 

 

 
 

그림 5.2 제안하는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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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일부 

주소에 대해서만 counter 및 mapping table 정보를 저장하여 metadata 

overhead를 최소화하였다. WDE 발생 및 cell wear-out 문제는 자주 

접근되는 hot address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hot address에 대해서만 

counter 및 mapping table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저장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두 번째, wear-leveling 성능을 기존 passive wear-leveling 기반 

알고리즘보다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hot address에 

대해서는 mapping table 기반 active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지원하므로 

일반적인 passive wear-leveling 기반의 알고리즘보다 wear-leveling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WDE를 매우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주소를 바꾸는 과정인 swap 동작을 잘 설계하여 

WDE threshold 값에 disturbance count가 도달하기 전에 write를 할당하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었다. 정리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overhead로 wear-leveling 성능이 좋으며 WDE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다음 장들 에서는 제안하는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Hot address mapping과 cold address mapping 방법에 

 

 
 

그림 5.3 hot region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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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각 설명하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WDE 발생을 막도록 

설계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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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ot region의 구조 및 hot address mapping 

 

이 장에서는 hot region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5.4는 hot region의 구조를 나타낸다. 가장 먼저 맨 위를 보면, 전체 

partition이 여러 sub-partition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sub-partition마다 안의 일부 영역을 hot region으로 할당한다. 두 번째 

그림의 회색 점선 박스 부분이 최초의 hot region 영역이다. 즉, hot 

region은 특별한 영역 이 아니라 일반적인 메모리 영역의 일부를 임의로 

hot region이란 이름으로 따로 빼놓은 형태이다.  

이와 같이 최초의 hot region을 할당하였는데, 이 영역이 한 곳에 

고정되면 심각한 wear-out 문제를 발생시킨다. Hot region 자체가 hot 

address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write 동작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hot region이 고정된다면 hot region만 wear-

out이 빠르게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ot region을 주기적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hot region slide 동작을 통해 hot region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킨다. 매 slide interval (SI) 번의 write 마다 slide 동작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Slide 동작은 hot region안의 가장 앞의 hot unit과 가장 뒤의 unit 

바로 다음의 normal unit을 swap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림 5.4의 마지막 

그림은 hot region의 가장 앞인 (0, 0) unit과 가장 뒤 unit 바로 다음인 (8, 0) 

unit 간에 swap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swap이 되면 (8, 0)에 

위치하던 normal unit이 (0, 0) 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0, 0) 위치는 더이상 

hot region이 아니게 된다. 반면, (8, 0) 위치는 (0, 0)에 있던 hot unit이 이동 

했으므로 새롭게 hot region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hot region은 자연스럽게 

한 칸 이동하여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어 slide 동작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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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hot region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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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SI번의 write 마다 slide 동작을 수행하면 결국에는 전체 

메모리 영역이 모두 hot region을 균등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림 5.5는 

slide 동작에 따라 hot region이 이동하는 cycle을 표현한다. Hot region의 

위치는 hot region pointer(HRP)로 표현할 수 있다. HRP는 hot region 내 

가장 앞의 unit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최초 상태에서는 HRP가 (0, 0)이고, 

한 번의 slide 마다 HRP가 1씩 움직여서 (1, 0), (2, 0) 과 같이 변하게 된다. 

Hot region이 계속 이동하면 sub-partition 내의 가장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Sub-partition의 row 수, column 수를 각각 r, c라 하고, hot region의 column 

수를 a라 하자. 그러면 그림의 세번째 상태와 같이 HRP는 (0, c)가 된다. 

여기서 계속 slide 동작이 수행되면 hot region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마지막으로 HRP가 (𝑟 − 1, 𝑐 + 𝑎 − 1)  에 도달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slide 되면 다시 최초 상태로 돌아와서 cycle이 완성된다. 

 

 

 

 

  

 

 
 

그림 5.5 hot region의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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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hot address mapping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hot region에 hot address가 어떤 

방법으로 mapping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Hot address 

mapping은 기본적으로 mapping table과 free queue 정보를 활용한 dynamic 

mapping 형태이다. 그림 5.6은 hot address mapping 과정을 표현한 

예시이다. 가장 먼저, 그림의 (a)는 hot region의 최초 상태일 때 mapping 

table과 free queue를 나타낸 것이다. 최초 상태일 때는 hot region의 모든 

unit이 mapping 되어 있지 않은 free unit 상태이다. 따라서 mapping table은 

비어있고, free queue에는 hot region안의 모든 unit 위치가 저장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주소 0x00이 접근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0x00은 

mapping table에 없기 때문에 새롭게 unit을 할당해 주어야 한다. Free 

queue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0, 0) unit을 pop 하여 0x00과 mapping해 

준다. 이제 그림의 (b)를 보면, 0x00 – (0, 0) mapping이 mapping table entry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주소인 0x40이 

접근되면, mapping table을 먼저 확인하여 entry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free queue에서 (1, 0)을 꺼내 할당해 준다. 그림의 (c) 상태를 보면 

0x40 – (1, 0) 이 mapping table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다시 0x40이 접근되면, mapping table을 확인했을 때 

entry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존재하는 mapping을 우선 

invalidate 시킨다. 즉, 0x40 – (1, 0) mapping을 무효화시키고 (1, 0) 위치는 

다시 free queue의 가장 왼쪽 부분에 넣어준다. 그리고 queue의 가장 

오른쪽에서 새로운 위치인 (2, 0)을 꺼내 다시 0x40과 mapping 시켜준다. 

그림 (d)를 보면 mapping table entry가 0x40 – (2, 0) 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시 0x40이 접근되면 (2, 0)을 free queue에 넣어주고 

(3, 0)을 가장 오른쪽에서 꺼내 mapping을 시켜주게 된다. 여기서, 기존 

mapping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free queue에 넣어줄 때 가장 왼쪽에 

넣어줘 wear-leveling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 mapping 이 된 unit은 많이 

접근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넣어 최대한 늦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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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hot address mapping 과정 예시 



 

 72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매 write 마다 mapping을 항상 

변경하기 때문에 wear-leveling 효과가 극대화 된다. 그림 5.6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0x40에 집중된 write가 (1, 0), (2, 0), (3, 0) 으로 

분산되어 mapping 된다. 정리하면, mapping table과 free queue를 활용한 

active wear-leveling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hot address mapping은 wear-

leveling 효과를 극대화한다. 

Hot region의 slide 동작이 일어나면 이에 따라 mapping table과 free 

queue를 변경시켜야 한다. 그림 5.7에 이 상황이 표현되어 있다. Hot 

region에서 제외되는 unit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림 5.7 

(a)의 경우 제외되는 unit (0, 0)이 mapping table에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단순히 mapping table entry 값을 새로 hot region에 포함되는 

unit의 위치인 (8, 0)으로 변경시켜주면 된다. 제외되는 unit이 free queue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림 (b)와 같이 새로 포함되는 unit인 (8, 0)으로 

바꿔주면 된다. 다만, 새로 포함되는 unit은 일반 메모리 영역에서 

편입되는 것이므로 write 가 적게 할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외되는 unit의 기존 free queue 내의 위치에 관계 없이 새로 포함되는 

unit은 무조건 free queue의 가장 오른쪽에 넣어 바로 mapping될 수 

 

 
 

그림 5.7 slide 동작 시 (a) mapping table, (b) free queue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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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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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normal address mapping 

 

이 장에서는 hot address가 아닌 일반적인 주소가 어떻게 mapping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일반적인 normal address는 hot region을 

제외한 일반적인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다. 그림 5.4에서 보여지는 slide 

동작에 의해 normal unit (8, 0)이 (0, 0)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매 slide 

동작마다 하나의 normal unit이 a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8은 hot region이 아닌 일반 메모리 영역인 normal 

region의 slide cycle을 보여준다. Normal region의 시작 지점을 normal region 

pointer (NRP) 라 하면, 최초 시점에서 NRP는 (a, 0)이다. normal region 안의 

전체 unit 수는 𝑟 ⋅ 𝑐  이므로, 𝑟 ⋅ 𝑐  번의 slide 후에는 normal region 전체가 

왼쪽으로 a 만큼 이동하게 된다. 즉, 두 번째 그림처럼 NRP가 (0, 0)이 

된다. 여기서 다시 𝑟 ⋅ 𝑐  번의 slide 후에는 NRP가 (−𝑎, 0)가 되고, 계속 

진행되면 결국에는 다시 NRP가 (a, 0)로 돌아온다. 

Normal address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PRAM에 접근되는 physical 

address로부터 decoding 된 row, column address에 의해 거의 그대로 

결정된다. 가장 먼저, row, column address로부터 얻어진 위치 (row, column) 

을 x라 하자. 그림 5.9는 일반적인 normal region의 모습을 나타낸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hot region이 제외된 normal region은 

 

 
 

그림 5.8 normal region의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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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메모리 영역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다. 기존의 위치 x는 이 

영역 안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즉, Normal address가 

mapping 되는 절대적인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RP와 x를 

더해야 한다. 그림 5.9의 왼쪽 그림을 보면, hot region을 기준으로 normal 

region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a) 부분은 hot region의 

왼쪽, (b) 부분은 hot region의 오른쪽 부분을 의미한다. (a) 부분은 NRP와 

x를 더한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반면, (b) 부분은 hot region의 

크기인 a 만큼 추가적으로 더해 주어야 한다. 구해진 위치 (그림에서 

square symbol) 가 (b) 영역에 있을 조건은 𝑁𝑅𝑃 < 𝐻𝑅𝑃 ≤ 𝑁𝑅𝑃 + 𝑥  이다. 

정리하자면, input address에 의해 결정된 위치 x는 아래 식과 같이 y로 

변환되어 최종 위치가 결정된다. 

 

𝑦 = {
𝑁𝑅𝑃 + 𝑥 + (𝑎, 0)          (𝑁𝑅𝑃 < 𝐻𝑅𝑃 ≤ 𝑁𝑅𝑃 + 𝑥)

𝑁𝑅𝑃 + 𝑥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5.1) 

 

그림 5.4의 상황에서 위의 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한다. 

그림 5.4의 최초 상태에서 NRP는 (a, 0), HRP는 (0, 0) 이므로 NRP는 

HRP보다 작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항상 식 5.1의 아래 

부분이 선택되어 𝑦 = 𝑁𝑅𝑃 + 𝑥  가 된다. 이제 slide 동작으로 인해 그림 

5.4의 아래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되면 NRP가 (0, 0), HRP가 (1, 0)이 되어 

 

 
 

그림 5.9 normal region의 일반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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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0, 0)일 때는 식 5.1의 아래 부분이 선택되고, x가 다른 값일 경우 위 

부분이 선택된다. 그림 5.4의 아래 그림에서 hot region의 왼쪽에 있는 

unit은 (0, 0) 하나이고,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 

5.1이 알맞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normal address mapping을 수행하면 한 주소가 한 

위치에 고정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NRP 값이 slide 동작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고정된 x 값에 대해 y 값이 계속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x에 write 동작이 집중되어도 여러 위치로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wear-leveling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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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WDE 제거 조건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wear-leveling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WDE를 없애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WDE를 없애는 방법은 WDE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unit에 swap 동작을 

할당하여 write  동작을 하게 만들어 WDE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먼저 region 이동 주기를 정의한다. Region의 

이동 주기란 region 안의 모든 unit이 swap 될 때 까지 필요한 write 수를 

의미한다. 그림 5.10은 hot region과 normal region의 이동 주기를 나타낸다. 

먼저 hot region의 이동 주기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5.10의 (a)는 hot 

region 전체가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Hot 

region 내의 전체 unit 수가 𝑟 ⋅ 𝑎  이고 한 번의 slide로 하나의 unit이 

이동하므로 hot region 전체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write 수는 𝑟 ⋅ 𝑎 ⋅ 𝑆𝐼이고, 

이 값이 hot region의 이동 주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그림 5.10의 (b) 

상황처럼 전체 normal region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𝑟 ⋅ 𝑐 ⋅ 𝑆𝐼  번의 write가 

필요하고, 이 값이 normal region의 이동 주기가 된다. 

이처럼 각 region의 이동 주기를 구한 이유는 이 값이 WDE 방지 

조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Region의 이동 주기 만큼의 write 수 안에 

region 내의 모든 unit이 WDE threshold 미만으로 disturb 되면 WDE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region이 모두 이동하기 전에 하나의 unit이라도 

WDE threshold 이상으로 disturb 되면 해당 unit에서 WDE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즉, region의 이동 주기가 rowhammer error에서의 

RI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hot region 내에서 WDE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우선, 최소한의 write 수로 WDE를 발생시키는 worst case scenario를 

생각해보자. Hot region내의 모든 unit이 mapping 되어 있어 free unit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주소만이 계속 접근될 때 하나의 위치에 

지속적인 write 동작이 할당되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unit이 계속 write 

되면, 그림 5.11과 같이 주변 unit에 disturbance가 발생한다. 주변 uni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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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t region의 이동 주기 

 

 
 

(b) Normal region의 이동 주기 

 

그림 5.10 각 region의 이동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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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E threshold (WT) 만큼 disturbance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 ⋅ 𝑊𝑇 만큼의 

write가 필요하다. 이 이유는 RESET 동작에서만 disturbance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RESET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SET 동작으로 data가 

다시 1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2배의 write가 필요하다. Hot region에서 

WDE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region의 이동 주기가 2 ⋅ 𝑊𝑇  번의 write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2 ⋅ 𝑊𝑇  번의 write가 수행되어 WDE가 

발생하기 전에 전체 hot region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즉, 아래 식과 같이 

WDE 발생 조건을 정리할 수 있다. 

 

𝑟 ⋅ 𝑎 ⋅ 𝑆𝐼 <  2 ⋅ 𝑊𝑇 (5.2) 

 

WT 값은 일반적으로 수천 수준인데, 보수적으로 1000으로 가정한다. 

r은 sub-partition의 row 수, a는 hot region의 column 수이므로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하다. Slide 동작은 두 번의 추가적인 write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게 할수록 overhead가 작기 때문에 SI값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slide 동작을 적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적당한 값으로, 

𝑟 = 64, 𝑎 = 1 을 가정하면 SI를 32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정리하면, 

WT가 1000일 때 r=64, a=1, SI=32 로 설정하면 hot region 내에서 WDE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normal region내에서 WDE를 방지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마찬가지로 worst case scenario를 분석해보자. 그림 5.12는 worst 

case scenario로 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나타낸다. 왼쪽 상황은 한 개의 

normal unit이 2 ⋅ 𝑊𝑇  번 접근되어 주변 unit에 WT번 disturbance를 하는 

상황이고, 오른쪽 상황은 아래, 위의 unit이 WT번 접근되어 가운데 

unit에 WT번 disturbance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hot 

address의 write 수가 normal address의 write 수 보다 크다는 점이다. 즉, 

normal address중 하나의 위치가 2 ⋅ 𝑊𝑇  번 접근되었으면 hot region의 

모든 위치는 최소 2 ⋅ 𝑊𝑇  번 이상 접근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왼쪽 상황은 hot region의 모든 위치가 2 ⋅ 𝑊𝑇 번 접근되었고  



 

 80 

  

 

 
 

그림 5.11 hot region에서 WDE를 일으키는 worst case scenario 

 

 
 

그림 5.12 normal region에서 WDE를 일으키는 worst cas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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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황은 WT 번만 접근되었다. 최소 전체 write 수를 비교해보면 

왼쪽 상황은 𝑟 ⋅ 𝑎 ⋅ 2𝑊𝑇 +  2𝑊𝑇 , 오른쪽 상황은 𝑟 ⋅ 𝑎 ⋅ 𝑊𝑇 +  2𝑊𝑇  로 

오른쪽 상황이 더 적은 write 수로 WDE를 유발한다. 따라서 오른쪽 

상황이 worst case scenario가 된다. Normal region의 이동 주기가 이 write 

수보다 작으면 WDE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아래 식을 

만족시키면 WDE가 방지된다. 

 

𝑟 ⋅ 𝑐 ⋅ 𝑆𝐼 <  𝑟 ⋅ 𝑎 ⋅ 𝑊𝑇 + 2 ⋅ 𝑊𝑇 (5.3) 

 

앞의 식 5.2로부터 r, a, SI, WT 값은 결정이 되었으므로, c 값만 

추가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c가 32이면 식 5.3이 만족되어 

WDE가 방지된다. 다음 장에서 식 5.2, 5.3을 만족시키도록 구한 r, c, a, SI 

값을 사용해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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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장 먼저,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하드웨어 overhead에 대해 살펴보자.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하드웨어 overhead를 발생시키는데, 첫 번째는 spare region overhead이다. 

본 알고리즘은 기본 PRAM array 이외에 hot region의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메모리 크기 대비 hot region의 

크기는 a/c 로 구할 수 있다. a가 1, c가 32이므로 이 overhead는 3.13% 

수준이다. PRAM은 원래 wear-leveling 및 error correction 용도로 spare 

region을 활용한다. Wear-leveling의 경우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3.13% 수준, ECC의 경우 12.5% 정도를 사용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wear-leveling 알고리즘이면서 동시에 error 발생도 막기 때문에 기존의 

wear-leveling과 비슷한 수준인 3.13%의 spare region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hot address detector 내의 counter 및 hot address mapping에 

사용되는 mapping table과 free queue를 저장하는 overhead가 발생한다. 

그림 5.13를 보면, 전체 4K rows, 2K cols를 가지는 partition을 우선 여러 

sub-partition으로 나눈다. Sub-partition의 row, column 수인 r, c값이 각각 64, 

32이므로 partition 내에 총 4096개의 sub-partition이 있다. 각 sub-

partition마다 있는 HAD, mapping table, free queue의 크기를 모두 더하면 

 

 
 

그림 5.13 sub-partition 별 metadata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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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B (각 entry당 8B, 총 64개 entry) 가 되고, 전체 partition에 대해서는 

약 2KB의 overhead가 발생한다. 정리하면, 1GB partition 기준 2KB의 

metadata 저장공간이 발생하게 되어 구현 가능한 수준의 overhead를 

보여준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해 CPU와 PRAM이 시스템의 main memory로 

사용되는 환경을 구현하여, SPEC2006 기반의 mixed workload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4.2장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과 workload 구성은 앞의 표 4.1과 4.2와 

같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 하에서, wear-leveling 성능과 WDE 방지 

성능, 그리고 performance overhead에 대해 측정하였다. 우선, 앞에서 구한 

조건 대로 𝑟 = 64, 𝑐 = 32, 𝑎 = 1, 𝑊𝑇 = 1000  값을 사용하고, 다양한 SI 

값에 대해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wear-leveling 성능은 normalized 

lifetime (NL) 값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NL값은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𝑁𝐿 =
(𝑡𝑜𝑡𝑎𝑙 𝑤𝑟𝑖𝑡𝑒𝑠)

(𝑤𝑜𝑟𝑠𝑡 𝑊𝑂) ⋅ (𝑡𝑜𝑡𝑎𝑙 𝑎𝑑𝑑𝑟𝑒𝑠𝑠 𝑛𝑢𝑚𝑏𝑒𝑟)
 (5.4) 

 

식에 따르면, NL값의 분모는 모든 unit 중 가장 많이 wear-out 된 값 만큼 

전체 unit이 write 되었을 때의 값이고 분자는 전체 write 수이다. 따라서 

NL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며, 1에 가까울수록 write가 전체 주소에 

균등하게 분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5.14는 여러 workload에 대해 SI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NL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Baseline 결과는 

아무런 wear-leveling 알고리즘도 사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SI 값으로는 32, 

128, 256, 그리고 512가 사용되었다. 가장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결과는 SI 

값에 관계 없이 baseline에 비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NL값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Mix 1, 6, 7과 같은 workload 

에서는 알고리즘 사용 시 NL 값이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SI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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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값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SI값이 작을수록 NL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값이 작으면 slide 동작을 더욱 자주 한다는 

의미이고, slide 동작을 자주 할수록 write가 더욱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Mix 4, 7과 같이 몇 군데 

이러한 경향성이 벗어나는 경우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slide 

동작으로 인해 유발되는 추가적인 write 동작 때문이다. 한 번의 slide 

동작은 2번의 추가적인 write를 유발한다. 따라서 SI가 작을수록 

추가적인 write가 많아지고, 이 부분이 NL값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때는 경향성이 역전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WDE 감소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5.15는 여러 SI 

값에 대해 baseline과 비교한 WDE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먼저 SI가 

32일 때의 결과를 살펴보자. 5.6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 경우는 

WDE를 완전히 없애는 경우이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도 WDE를 거의 

없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데, 이 이유는 

HAD의 동작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6장에서는 이상적인 HAD 

동작을 가정하고 조건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실제 HAD 동작은 완벽하지 

않아서 normal address 보다 적게 접근된 hot address가 있을 수 있다. 

 

 
 

그림 5.14 여러 SI 값에 대한 NL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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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 때문에 WDE가 일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baseline과 

비교하여 0.1% 미만의 굉장히 적은 WDE만이 발생하게 되어 ECC 및 

memory scrubbing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른 값의 SI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SI가 증가할수록 WDE 발생 또한 증가하며 비교적 

큰 SI에서도 WDE를 10-20%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nstructions per cycle (IPC) 가 얼마나 감소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값이 많이 감소할 수록 시스템의 performance가 

많이 저하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IPC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slide 동작으로 인한 추가 write이다. 이 요인은 

당연히 SI가 작을수록 심각하게 작용한다. 두 번째는 HAD 및 mapping 

table을 지나면서 걸리는 시간이다. 매 write 마다 해당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IPC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요소는 SI값과 상관 없이 

일정하다. 그림 5.16을 보면 여러 SI 값에 대해 IPC 감소 정도가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요소가 SI가 작을수록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SI가 

작을수록 IPC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가 32일 

때는 8-11% 정도이고, SI가 512일 때는 4-6% 수준이다. 

정리하면, SI값에 따라 wear-leveling 성능, WDE 감소 성능과 동작 

 

 
 

그림 5.15 여러 SI 값에 대한 WDE 비율 결과 

 



 

 86 

속도 간의 trade-off 관계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WDE를 완전히 없애는 

SI=32와 비교적 큰 SI를 대표하는 SI=256 두 case를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그림 5.16 여러 SI 값에 대한 IPC 감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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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른 연구와의 비교 

 

이 장에서는 SI=32, SI=256 두 가지 경우를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wear-leveling 효과와 WDE 방지 

효과를 모두 보이는 알고리즘이므로, 기존의 wear-leveling 알고리즘과 

WDE 방지 알고리즘이 함께 사용된 경우와 비교하도록 한다. Wear-

leveling 알고리즘으로는 start-gap과 SR을 사용하고, WDE 방지 

방법으로는 VnC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5.17은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먼저 그림 5.17 (a)에 

나와 있는 WDE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SI=32일 때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start-gap+VnC, SR+VnC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비율이 0.1% 수준으로 매우 작게 나타나, 

효과적으로 WDE를 없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NL 값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그림 5.17 (b)를 보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NL 값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art-gap과 

SR에 VnC가 붙게 되면 VnC가 유발하는 추가적인 write 때문에 NL 값이 

2% 정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부분적으로 active 

wear-leveling을 지원하여 passive wear-leveling인 start-gap 과 SR에 비해 

NL을 향상시킨다. 그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모든 workload에서 3% 

이상 높은 NL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IPC 감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5.17 (c)와 같이, 

VnC가 함께 사용되면 IPC 감소가 최소 25%에서 40% 이상까지 생기게 

된다. 이는 VnC가 매 write 마다 추가적인 read 및 write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8%-11%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최소 10% 이상 크게 향상된 동작 속도를 

보이게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기존의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존의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는 WDE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WDE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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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DE ratio 

 

 
 

(b) NL 

 

 
 

(c) IPC 감소 

 

그림 5.17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기존 연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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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처럼 함께 사용되었을 때 

WDE를 제안하는 방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없앨 수는 있으나, wear-

leveling 성능 및 IPC 성능 측면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비해 안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비교적 빠른 IPC 

속도를 보이면서 기존보다 향상된 wear-leveling 성능 및 WDE 방지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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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접근하는 주소를 재정렬하는 방법을 통해 메모리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DRAM은 scale down 되면서 

rowhammer error라는 새로운 형태의 에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제안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 chip 마다 

서로 다른 주소를 전달하여 rowhammer error를 줄이고 분산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Rowhammer error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최대한 

줄이는 remapping matrix를 수학적으로 도출하였고, 도출한 remapping 

matrix를 two-step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99% 

이상의 UE를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법의 또 다른 이점은 알고리즘 적용의 범용성에 있다. 

이 방법은 구현 overhead가 크지 않고 latency 증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rowhammer 방지 방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도 

PARA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PARA의 단점을 보완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rowhammer error를 방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A 이외의 

방법과도 함께 사용되어 에러를 더욱 잘 방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추가 연구 과제로는 좀 더 간단한 remapping 

function의 설계가 있다. 현재 도출한 remapping matrix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chip 마다 서로 다른 decoder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단순한 swap operation 

만으로 remapping function을 설계하여 모든 chip이 동일한 decoder를 

사용해도 구현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추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RAM에서 발생하는 WDE 문제 또한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선, PRAM의 WDE가 DRAM의 rowhammer error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앞의 DRAM address remapping 구조를 PRAM에 적용시켜 

보았고, 시뮬레이션 결과 매우 큰 폭으로 WDE 발생 수를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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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E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PRAM wear-leveling 

알고리즘 또한 제안되었다. Wear-leveling 알고리즘의 swap 동작을 잘 

설계하여, WDE가 발생하기 전에 항상 swap 동작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WDE를 방지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동적으로 SI 값을 조절하여 

wear-leveling 및 WDE 방지 성능과 동작 속도 간의 trade-off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만약 system이 WDE에 취약한 상태이면 SI값을 줄여 

WDE를 방지하도록 만들고, WDE에 취약하지 않은 일반적인 메모리 

접근을 하는 상황이라면 SI 값을 높여 동작 속도를 증가시키는 

adaptive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추가 연구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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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density and operation speed of a memory device are greatly 

improved, resulting the reliability of the device has been severely threatened. 

Increased density reduces the memory cell size, reducing the stability of the data 

stored in the cell. Increased speed introduces faster voltage changes, increasing the 

interference between data. Under these conditions, when intensive read/write 

operations occur at one location, an error is easily occurred in the neighboring cells 

due to the interference. This paper presents various methods for distributing intense 

approaches to multiple locations. 

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DRAM),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memory device, a phenomenon named as rowhammer error is emerged as a problem. 

Rowhammer error represents a loss of data stored in a DRAM cell caused by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due to repetitive access to the same and/or adjacent 

rows. Due to the high error rate and concentrated occurrence of rowhammer errors 

in specific rows and columns, these errors cannot be corrected by the conventional 

error correcting code (ECC) commonly used in DRAM devices. This paper proposes 

a different approach to handle rowhammer errors by distributing them across 

different DRAM rows and columns so that the attack cells are not concentrated on 



 

 99 

specific rows and columns. By using different address mappings to different chips 

and arrays in a DIMM, the proposed remapping effectively distributes errors over 

different rows and columns. As a result, the proposed remapping scheme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multiple errors in a single word, and consequently, reduces 

uncorrectable errors under single error or single symbol correcting ECC. 

In 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PRAM),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next-generation memory devices, a phenomenon called write disturbance 

error(WDE) becomes a problem. WDE is a phenomenon in which an error occurs in 

adjacent cells when intensive write operations occur in a cell. This phenomenon is 

similar to rowhammer error in DRAM and thus, it can be solved by distributing the 

errors in a manner similar to DRAM address remapping. Moreover, we present 

another method for solving WDE in PRAM. PRAM is a non-volatile memory with 

limited cell endurance, and thus uses a wear-leveling algorithm to distribute write 

operations over the entire memory space. Existing wear-leveling algorithms are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WDE and cannot efficiently remove WDE. The 

proposed method is to prevent the WDE by modifying the wear-leveling algorithm 

to assign write operation to the cell before the WDE occurs.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write disturbance errors and short endurance issues mostly take place in hot 

addressed cells, the proposed algorithm first detects hot addresses and maps them to 

hot regions, which are customized memory regions designed to be robust to write 

disturbance errors and to support effective wear-leveling. The hot region is not fixed 

to a specific part, but it moves over an entire memory space to make every cell belong 

to hot region in a uniform manner. On the other hand, the cold addresses are mapped 

in a normal memory region by simple linear mapping to reduce the hardware 

overhead. The proposed algorithm reduces the write disturbance errors by more than 

80% and the wear-leveling performance is also enhanced by more than 3% compared 

to other wear-leveling algorithms. 

 

Keywords : rowhammer error, write disturbance error, memory reliability, 

address remapping, wear-lev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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