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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플래시 메모리는 빠른 처리 속도, 비 휘발성, 저 전력, 강한 내구성 등으로 인해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트 당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NAND 플래시 기반의 SSD (Solid State Disk)가 기존 기계적 메커니즘의 HDD 
(Hard Disk Drive)를 대체할 새로운 저장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SSD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

으며, SSD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계 고려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 SSD 제어기(controller), SSD 성능평가, SSD 설계, 대역폭(bandwidth), FIFO

I. 서 론

최근, 스마트, 모바일, 클라우드, 그린 등이 IT의 키워드로 떠오

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 이상적인 스토리지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NAND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가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개

의 NAND 플래시 칩과 제어장치로 구성된 SSD는 동일한 인터페

이스규격일지라도 내부 동작 속도 차이로 인해 전송 속도 면에서 

HDD보다 성능이 뛰어나 향후 HDD를 대체할 차세대 저장 장치

로 주목받고 있다. 기계적 메커니즘의 HDD와 달리 SSD는 플래

시 메모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기적 장치로서 이미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SSD를 구성하는 주요기술은 저장매체인 반도체 메모리, SSD 

제어기, 소프트웨어(파일시스템) 등이다. 첫 번째, 반도체 메모리

는 현재 낸드플래시가 주류이며, DRAM도 백업전원을 이용해 

휘발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서버용 SSD에 사용되

고 있다. 두 번째, SSD 제어기는 호스트와 메모리저장장치 간 고

속 인터페이스를 포함해 오류제어, 보안 등을 지원하는 CPU 및

하드웨어 로직으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SSD의 경

쟁력을 좌우한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는  주로 파일시스템을 의

미하며, SSD 컨트롤러 내 임베디드 CPU를 통해 주소 매핑, 성

능·신뢰성 내구연한 향상, 유연성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 논

문에서는 SSD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며, 
SSD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계 고려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

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SSD의 기본 구성

SSD는 여러 개의 NAND 플래시 메모리들이 병렬로 연결되는 

형태의 저장장치로서 멀티채널 병렬 처리를 통한 빠른 읽기 및 쓰

기 동작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SSD의 내부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Host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읽기 또는 쓰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

면 DRAM 버퍼를 거쳐서 제어부인 프로세서와 SRAM이 데이터

의 알맞은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DRAM 버퍼를 통해 NAND 플
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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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SD 내부 구조

SSD의 인터페이스와 FIFO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SSD 제

어기 내부에는 Host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Host 인터페이스와 

NAND 플래시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플래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

고 각각의 인터페이스 내부에는 FIFO 버퍼가 존재하여 데이터들

이 버스트 모드에 맞춰 전송될 수 있도록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

는 역할을 하게 된다. DRAM 버퍼에는 읽기와 쓰기를 위한 데이

터뿐만 아니라 메타 데이터도 저장하게 되는데 Host에서 플래시

로 또는 플래시에서 Host로 이동되는 데이터는 모두 DRAM 버퍼

를 거쳐야만 한다. 이로 인해 DRAM 버퍼의 대역폭은 SSD의 성

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Arbiter는 동시에 DRAM 버
퍼에 액세스하려는 인터페이스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SSD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에는 멀티채널 

구조가 적용되며, 이 구조에서는 여러 개의 메모리에 대한 동시 액

세스가 가능하고 한 번에 읽고 쓰는 데이터양이 많아져 전체적으

로 빠른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게 된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은 

크게 읽기와 쓰기 두 가지로 구분되며, 쓰기는 Host의 데이터를 

DRAM 버퍼를 거쳐 플래시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것, 읽기는 플

래시에 저장된 데이터를 DRAM 버퍼를 거쳐 Host로 불러 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쓰기의 경우, 플래시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

터가 Host 인터페이스 FIFO 버퍼에 임시로 저장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의 사이즈가 한 번에 전송 가능한 버스트 데이터 크기만큼 

되면 DRAM 버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Arbiter에 DRAM 
버퍼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게 된다. 플래시 인터페이스 FIFO 버

퍼를 비롯한 여러 인터페이스 FIFO 버퍼들이 동시에 DRAM 버
퍼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Arbiter는 중재 기법을 통해 그 

중 하나의 인터페이스 FIFO 버퍼에 권한을 부여하고, Arbiter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FIFO 버퍼는 DRAM 버퍼에 데이터를 전

송하게 된다. DRAM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는 플래시 인터페이스 

FIFO 버퍼가 비어있는 경우 Arbiter를 통해 다시 권한을 부여받

아 FIFO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버스트 데이터 단위로 데이터

를 플래시로 전송하게 된다.

그림 2 SSD 제어기 내부의 인터페이스 FIFO 버퍼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FIFO 버퍼의 사이즈는 한번에 전송 가능

한 버스트 데이터 크기의 두 배이며, 이는 인터페이스 FIFO 버퍼

의 데이터가 비워지는 동안에도 다음 전송을 위한 데이터를 미리 

인터페이스 FIFO 버퍼에 채워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효율

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멀티채널 구조의 SSD에서는 

각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의 합과 DRAM 버퍼의 대역폭 차이로 인

해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FIFO 버퍼 사이즈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

는다. 동시에 여러 인터페이스 FIFO 버퍼들이 Arbiter에게 

DRAM 버퍼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Arbiter는 한 번에 하

나의 인터페이스에만 DRAM 버퍼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데 이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인터페이스 FIFO 버퍼들은 권한을 

부여받을 때까지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며, 결국 DRAM 버퍼 대

역폭에 의한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인터페이스 FIFO 버퍼 사이즈와 

상관없이 DRAM 버퍼 대역폭에 의해 전송 성능은 한계가 발생하

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DRAM 버퍼의 대역폭이 전체 인터

페이스들의 대역폭 합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면 DRAM 버퍼가 처

리할 수 있는 대역폭은 크지만,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이 작아서 인터

페이스 FIFO 버퍼에 버스트 데이터 크기만큼 데이터가 채워지기 위

해 시간이 지연되고 DRAM 버퍼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SSD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대역폭에 따른 채널수 최적

화와 인터페이스 FIFO 버퍼 크기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먼저, 
DRAM 버퍼의 대역폭은 동작 주파수와 1클록 당 전송 가능한 데이

터 크기의 곱으로 표현된다. 단, DDR2인 경우에는 1클록 사이클 당 

2배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므로 대역폭도 2배가 된다. 식 (1)에서 

BWDRAM은 DRAM 버퍼 대역폭, fDRAM은 DRAM 버퍼 동작 

주파수, 32bit는 1클록 당 전송 가능한 데이터 크기를 의미한다.

         ×  (1)

전체 인터페이스 대역폭은 호스트 인터페이스 대역폭과 NAND 
플래시 인터페이스 대역폭의 합이며, 전체 NAND 플래시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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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대역폭은 각 채널당 대역폭과 채널수의 곱이다. 식 (2)에서 

BWNANDtotal는 NAND플래시 인터페이스 대역폭의 합, 
fNAND는 NAND 플래시 동작 주파수, 8bit은 1클록 당 전송 가

능한 데이터 크기, Nchannel은 NAND 플래시 채널수를 의미한다.

      

     × × 

   

     (2)

따라서, 대역폭이 최적화되는 경우는 DRAM 버퍼 대역폭과 모

든 인터페이스 대역폭의 합이 같을 때이고, 그 때의 NAND 플래

시 채널수는 식 (3)을 만족하는 가장 근접한 정수이다. 식 (3)에서 

Nchannel은 NAND 플래시 채널 수, BWDRAM은 DRAM 버퍼 

대역폭, BWhost는 Host 대역폭, BWNAND는 NAND 플래시 

인터페이스 채널당 대역폭을 의미한다.

    

    
                (3)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채널당 FIFO 버퍼의 사이즈는 

버스트 데이터 크기만큼만 존재하면 되고, 최대 효율을 위해서는 

FIFO 버퍼에 채워진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간동안에도 FIFO 버퍼

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여분의 공간이 더 있으면 된다. 모든 채널에 

순차적으로 동등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는 Round-Robin 방식에 

의해 중재된다고 가정하면 인터페이스 FIFO 버퍼의 사이즈는 식

(4)과 같이 결정된다.

       

 ×    
   (4)

식 (4)에서 SNANDbuffer는 플래시 인터페이스 FIFO 버퍼 사

이즈, Sburst는 버스트 데이터 크기, BWNAND는 NAND 플래

시 채널당 대역폭, BWtotal은 모든 인터페이스 대역폭의 합을 의

미한다. 수식을 통해 버스트 데이터 크기가 128Byte이고, NAND 
플래시 대역폭이 40MByte/s, 전체 인터페이스 대역폭의 합이 

320MByte/s인 경우에는 채널당 버퍼 사이즈가 144Byte, 전체 인

터페이스 대역폭의 합이 160MByte/s 인 경우에는 채널당 버퍼 

사이즈가 160Byte일 때 제어기 효율은 최적화가 된다.

III. SSD 설계의 고려사항

SSD 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료 배치방법 (data placement), 
병렬성 (parallelism), 쓰기 순서 (write ordering), 작업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등과 같이 네 가지 사항으로 분류된다.

3.1 자료 배치방법

SSD의 칩 간의 신중한 자료 배치를 위하여 부하  균형 (load 
balancing) 뿐만 아니라 wear-leveling이 필요하다.

Wear-Leveling 이란, 플래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블록 당 쓰

기 횟수를 관찰하여 특정 블록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하게 분

배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특정 블록에만 데이터가 쓰기 동작 되

는 것을 방지해 플래시 디스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각 블록이 소거될 수 있는 한계 횟수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 특정 몇 블록에 쓰기 및 소거 동작이  집중되게 된다면, 일
부 블록은 일찍 수명을 다하게 되어서 저장장치로서의 내구성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Wear-Leveling 기법은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삭제색인 

(cleaning index) 을 이용한 블록삭제 방법, Greedy 방법 및 

Cost-benefit 방법, 로그 구조 파일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JFFS/YAFFS의 순차적 저장방식 등이 있다.

3.2 병렬성

플래시 칩의 대역폭과 동작율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메모리 요소들은 병렬성을 갖고 동작해야 한다. 병렬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병렬 요구, ganging, interleaving, 
background cleaning 방식 등이 있다.

3.3 쓰기 순서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속도가 가장 느린 삭제 작업이며 이것은 덮어쓰기(Overwrite)가 

불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으로 인해 쓰기 작업에 의해 유발

된다. NAND 플래시 특성 상, 소규모, 무작위 순서의 쓰기 동작의 

처리는 어려운 과정으로 SSD 설계에 중요한 이슈이다. SSD 내부

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TL(Flash Translation Layer)
의 로그 관리기법과 쓰기 버퍼 관리 기법 등이 사용된다.

3.4 작업부하 관리

SSD의 성능은 작업부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순

차적인 작업부하의 경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순차적이지 않은 

작업부하의 경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

IV. 결 론

SSD는 동일한 인터페이스규격일지라도 내부 동작 속도 차이로 

인해 전송 속도 면에서 HDD보다 성능이 뛰어나 향후 HDD를 대

체할 차세대 저장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SSD를 구성하는 주요기

술은 저장매체인 반도체 메모리, SSD 제어기, 소프트웨어(파일시

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SSD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며, 대역폭에 따른 채널수 최적화와 인터

페이스 FIFO 버퍼 크기의 최적화하여 SSD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효율적인 SSD 제어기 설계가 향후 연

구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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