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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재된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제시한 문제점들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추가적인 수명 연장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페

이지 이주 오버헤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러한 내재된 문제점들의 원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 번째, 

세 가지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구성한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각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위험성을 토대로 이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해결 방안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추가적인 수명 연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

행하는 모든 시스템 환경에 적용 가능하므로, 기존 기법들의 장점들을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추가적인 

수명 연장을 기대 할 수 있다.

키워드: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마모도 평준화(wear leveling),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 

페이지 이주(page migration), 위험성 분석(ri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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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기존의 마그네틱 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2019년도까지 연 평균 4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낮은 전력, 높은 집적도, 낮은 지연시간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임베디드 장치(스마트폰, IoT: Internet 

of Things), 소형 저장 매체(USB, SD 카드), 보조 기억 장치(SSD: 

Solid State Drive)와 같은 다양한 분야 걸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저장 매체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들은 연산 단위의 불균형, 쓰기 전 소거, 낮은 

수명과 같은 특수한 성질이다.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보완하고 해결하

기 위해, 최근에는 플래시 사상 계층(FTL: Flash Translation Layer)

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플래시 

사상 계층에서 수행되는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낮은 수명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들의 적용 및 개선을 통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기존의 수명 연장 기법들은 단일 기법만을 기준으로 수명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행하

는 환경에서는 각 기법들이 내재하고 있는 장점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단일 환경에서 

수행하는 기법들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다. 첫째, 이들은 

기법 상호간의 적용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블록만의 집중적 마모도 

증가의 위험성이 있다. 둘째, 각 기법들의 독자적 수행에서 유발되는 

상호 방해로 인해 각 기법들이 내재하고 있는 장점들을 수행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 끝으로, 마모도 평준화에 의해서 가비지 컬렉션 

정책으로 유도된 블록들의 불필요한 쓰기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기법들 간의 상호 적용에서 초래되는 

위험성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러한 위험성들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의 수명 저하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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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1. Wear-out by intensive erase 

operations in a particular block

Risk. 2. Weaknesses of garbage collection 

techniques due to wear leveling

Risk. 3. Potential risks of pages migrated 

from wear leveling

Fig. 1. Inherent Risks by Garbage Collection and Wear Leveling Interference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위험성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원인들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후, 제시한 세 가지 위험성들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초래 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위험성들을 토대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보다 나은 수명 

연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다.

II. Background and Related Works

기존의 저장 매체와는 달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수한 성질은 

연산 단위의 불균형, 쓰기 전 소거, 낮은 수명 등이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연산 단위는 페이지와 블록으로 구성되어있다. 페이지는 

쓰기와 읽기 연산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이며, 블록은 일정한 페이지들

의 묶음으로 소거 연산의 단위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의 쓰기 연산을 

수행한 페이지에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 위해서는 반드시 페이지가 

소거된 상태여야 한다. 이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쓰기 전 소거” 

문제라 부른다. 이러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 연산은 페이지를 

구성하는 플래시 셀의 수명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신중히 수행해야 

한다. 표 1은 최근에 주로 사용하는 플래시 셀들의 주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2].

Description MLC TLC

read latency 60us 100us

program latency 800us 2.4ms

erase latency 1.5ms 3.0ms

bit per flash cell 2bit 3bit

endurance 104 103

price per bit low very low

Table 1. Characteristics of flash cells

이러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소프트웨어 계층인 플래시 

사상 계층(FTL: Flash Translation Layer)을 구현하여 활용한다. 

플래시 사상 계층은 크게 주소 변환 테이블, 가비지 컬렉션, 마모도 

평준화 및 기타 모듈로 구성된다. 주소 변환 테이블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 주소를 논리 테이블 주소에 매핑하여, 쓰기 전 소거 

문제를 해결한다. 한편, 연산 단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효화된 

물리 주소에 대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한다. 가비지 컬렉션은 많은 공간 확보와 블록의 수명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마모도 평준화는 커널 데이터, 음원 파일과 같이 

거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블록들을 

가비지 컬렉션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낮은 수명 문제를 해결한다.

플래시 사상 계층에서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낮은 수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가비지 컬렉션을 이용하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CB(Cost Benefit), CAT(Cost Age Time)가 있으며, 

BET(Bit Erase Table)는 대표적인 마모도 평준화 기법이다. CB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블록에 대해 다른 블록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비지 컬렉션 블록으로 선정하는 기법이다[3]. 

CAT 기법은 CB 기법의 장점을 내포하고 블록의 마모도 정도를 

고려하여 가비지 컬렉션 대상 블록을 선정한다[4]. 대표적인 마모도 

평준화 기법인 BET는 일정 기간 동안 가비지 컬렉션에서 참여하지 

않은 블록을 판단하고, 이러한 블록들을 가비지 컬렉션 정책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여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연장시켰다[5].

III. Analysis of Inherent Risks by Garbage 

Collection and Wear Leveling

이 장에서는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위험성을 제시한다. 이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위험성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서술한다. 다음은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위험성들이다.

1.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 기법 상호간의 적용에서 발생하

는 특정한 블록의 집중적인 소거 연산 발생의 위험성

2. 마모도 평준화로 야기되는 동작으로 인해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

이 내재하고 있는 장점들을 수행할 수 없는 위험성

3. 마모도 평준화를 통해서 선정되고 이주한 페이지들이 초래하는 

불필요한 쓰기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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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서술한 위험성들은 마모도 평준화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위험성들이다. 즉, 이들은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행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에 

해당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위험성들의 고찰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을 통해 위험성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1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4개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블록은 

4개의 페이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1에서 제시한 4개의 

블록에 대해, 블록 0, 2, 3은 가비지 컬렉션 대상 블록이고, 블록 

1은 마모도 평준화 대상 블록으로 가정했다.

먼저 위험성 1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한다. 위험성 1은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 기법들을 동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특정한 블록만이 

집중적으로 소거 연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다. 그림 1의 위험성 

1을 보면, 마모도 평준화를 통해 블록 1이 가비지 컬렉션에 참여할 

경우, 블록 1의 페이지들은 블록 2와 블록 3으로 나누어 이주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은 블록 1, 2, 3을 주로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블록 0과 블록 1을 주로 선택한다. 이러한 

경우, 블록 0이 빠르게 마모되어, 이로 인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명이 낮아 질 수 있다.

위험성 2는 마모도 평준화로 인하여 가비지 컬렉션 기법의 장점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단점이 유발되는 위험성이다. 이는 그림 1의 

위험성 2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블록 0과 블록 3은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 소거 연산이 많이 이루어졌고, 블록 2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거 

연산을 수행했다. 여기서 블록 2는 다음 가비지 컬렉션 대상 블록에 

해당한다. 관련 연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은 

오랫동안 소거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블록들을 선정한다. 하지만, 

그림 1의 위험성 2의 경우, 블록 1의 페이지들이 블록 2로 이주하게 

되면, 기존의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은 그 외에 블록들을 선정하여 

마모도 불균형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3은 마모도 평준화에 의해서 이주되는 페이지들

이 전체 블록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림 

1의 위험성 3에서 블록 1의 페이지들이 전체 블록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이후 마모도 평준화의 수행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비지 컬렉션의 수행에서는 매번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페이지를 이주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는 불필요한 

페이지 이주에 해당한다. 이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많은 지연시간

을 요구하는 가비지 컬렉션의 오버헤드라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쓰기를 통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 감소에 영향을 초래 한다.

IV.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Prolongation 

of NAND Flash Memory Lifetime

이전 장에서는 마모도 평준화와 가비지 컬렉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 마모도 평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성들에 

대해 서술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위험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위험성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마모도 평준화로 인해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의 동작이 

방해 받을 수 있다. 가비지 컬렉션 기법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거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블록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위험성 1과 위험성 2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먼저 마모도 

평준화 기법은 가비지 컬렉션 대상 블록들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소거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블록의 페이지 이주를 회피하도록 유도한

다. 또한 마모도 평준화는 국부적인 블록들만을 집중적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고르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마모도 평준화를 통해 이주하는 페이지들이 고르게 분포 

할 경우, 낸드 플래시는 이로 인해 내재된 수명 저하의 원인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는 위험성 3에 해당한다. 이 원인은 모든 마모도 평준화 

기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모도 평준화로 인해 이주한 페이지들을 추적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페이지들의 추적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마모도 평준화

를 통해서 이주하는 페이지들은 쓰기 연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페이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페이지들을 가지고 있는 블록들

을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결과적으로,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이 가비지 컬렉션 정책 보다는 

마모도 평준화 정책을 통해 이주하는 페이지들의 관리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페이지들의 관리를 

통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수명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들

을 완화시키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보다 더 연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가비지 컬렉션과 마모도 

평준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이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제시한 위험성들을 기반으로, 

기법들의 상호 작용 및 간섭으로 인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 

저하 가능성의 상황들을 서술하였고, 그에 따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보다 더 나은 수명을 가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위험성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마모도 평준화로 이주한 페이지들이 

전체 시스템 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위험성들에 대한 시스템 구현 및 실험을 통해 해당 사실의 

실질적 영향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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