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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데이터의 생산량은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어왔고,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저장
시스템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저장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성은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는 SSD를 신뢰성
높은 데이터 유지 보수가 가능한 RAID 그룹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SSD를 구성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특정
횟수 이상 쓰기를 반복할 경우 열화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RAID 그룹의 여러 SSD에서 동시에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성 불량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심각한 신뢰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AID 그룹 내에서 각 SSD가 차등으로 수명 마감이 유도
되도록 IO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SMART를 활용하여 각 SSD의 상태와 사용된
데이터 패턴에 따라 할당되는 IO 횟수를 단계별로 조절한다. 그리고 이 방법은 SSD의 차등 수명마감을 유도하기 때문
에 RAID에서 대량의 동시성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주제어 : 낸드 플래시 메모리, 레이드, IO조절, 저장시스템, 빅데이터

Abstract  Recently, data production has seen explosive growth, and the storage systems to store these 
big data safely and quickly is evolving in various ways. A typical configuration of storage systems is 
the use of SSDs with fast data processing speed as a RAID group that can maintain reliable data. 
However, since NAND flash memory, which composes SSD, has the feature that deterioration if writes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times are repeated,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simultaneous failure 
on multiple SSDs in a RAID group. And this can result in serious reliability problems that data cannot 
be recovered. Thu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method of throttling IOs so that each 
SSD within a RAID group leads to a different life-end. The technique proposed in this paper utilizes 
SMART to control the state of each SSD and the number of IOs allocated according to the data pattern 
used step by step. In addition, this method has the advantage of preventing large amounts of 
concurrency defects in RAID because it induces differential lifetime finishes of S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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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개인 SNS 활동까지 4차 산
업 시대의 데이터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거대한 데이터의 증가는 오늘날 빅데이
터라는 거대한 데이터 트렌드를 만들었고,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저장 시스템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1, 2]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
게 처리하기 위한 저장 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성은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SSD(solid state 
disk)[3-6]를 신뢰성 높은 데이터 유지 보수가 가능한 
RAID(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7-9] 
그룹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SSD를 구성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특정 횟수 이상 쓰기를 반복할 경우 열
화가 발생하는 특징 때문에 RAID 그룹의 여러 SSD에서 
동시에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동시성 불량은 다수의 SSD로 구성된 엔터프
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심각한 신뢰
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AID 그
룹 내에서 각 SSD가 차등으로 수명 마감이 유도되도록 
IO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각 SSD의 상태와 사용된 데이터 패턴에 따라 
RAID의 각 저장장치에 할당되는 IO 횟수를 단계별로 조
절하는 차등 IO 조절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주
기적으로 RAID 그룹 내에서 상태와 특성이 좋지 않은 
SSD의 수명 소비를 가속하여 그룹 내의 다른 SSD보다 
더 빠른 수명 마감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차등 수명 마
감이 유도된 SSD는 다른 SSD와 교체되고 RAID는 이렇
게 교체된 SSD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복구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장시간 유지
하기 위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향후 
RAID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 배경

2.1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
SSD를 구성하는 미디어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저전

력, 비휘발성, 빠른 처리 속도의 장점 때문에 다양한 저
장 장치의 미디어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제자리 갱신(in-place update)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쓰기 전 지우기(erase before wirte) 연산을 수

행해야 하고, 읽기 쓰기 연산은 페이지 단위로 처리되는 
반면 지우기 연산은 블록 단위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
다.[10, 11]. 이러한 플래시 메모리의 독특한 특성을 감
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FTL[12-14]이 사용된다. FTL은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멥핑하여 플래시 메모
리의 물리적인 특징을 감추는 특징이 있다.

2.2 SSD로 구성된 RAID의 특징
RAID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RAID5[3]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저장 장치를 하나의 데이터 그룹으
로 묶어두고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
때 각 그룹마다 고장 회복을 위한 패리티가 생성이 되는
데, 이 패리티의 위치는 데이터 그룹이 변경될 때마다 다
른 저장 장치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Fig. 1. RAID5

Fig.1은 RAID5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예
제에서는 5대의 SSD를 묶어서 RAID로 구성하였고, 총 
n개의 데이터 그룹을 만들었다. 그룹 1에서는 5번째 
SSD에 패리티가 위치하였다. 그룹 2에서는 4번째 SSD
에 패리티가 위치하였다. 그림과 같이 RAID5는 패리티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패리티로 인해 하나의 
SSD에 쓰기 동작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SSD의 미디어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특정 
횟수 이상으로 데이터의 읽기 쓰기를 반복하면 미디어의 
특성이 저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
문에 데이터 처리량이나 쓰기 동작의 횟수를 기반으로 
수명 예측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RAID를 활용하
더라도 여러 대의 저장 장치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
면 불량을 복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정 횟
수의 데이터 처리량에 도달하면 수명 마감으로 인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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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확률이 올라가는 SSD의 특성으로 인해 RAID 그룹 
내에서 동일한 데이터량을 처리하면 동시에 여러 대의 
SSD에 수명 마감이 발생하여 고장 회복을 할 수 없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SSD를 RAID로 구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동시 수명 마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RAID 그룹 내에서 각 SSD들이 차등으로 
수명 마감이 유도되도록 데이터 처리량을 조절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각 SSD의 상
태와 사용된 데이터 패턴에 따라 할당되는 쓰기 동작의 
횟수를 단계별로 조절한다. 따라서 장시간 사용하여도 
RAID 그룹 내에 SSD에서 차등 수명 마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RAID로 회복 가능하며 대
용량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를 장시간 유
지 보수하는데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장점 있다.

3. 차등 수명 마감을 유도하는 안전한 쓰기 
동작 조절 기법

3.1 Smart를 이용한 수명 기반 정렬 정책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Smart(Self Monitoring 

Analysis Report Technology)[15] 정보를 기반으로 
각 SSD 쓰기 동작 횟수를 조절하여 차등 수명 마감을 유
도하는 것이다. Smart는 디바이스에서 내부적으로 사용
된 데이터의 처리량과 남아있는 수명을 호스트에게 전송
해 주거나 각 주요 카운트가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호스
트에게 알람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먼저 Smart를 이용하여 쓰기 횟수와 같은 디바이스 내
부의 수명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등 쓰기 동
작을 조절할 순서를 정한다.

Fig. 2. Ordering SSD based on Life

Fig.2는 Smart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수명을 기반으
로 쓰기 동작 조절을 하기 위한 SSD의 순서를 정하는 정
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SSD는 물리적으로 1에서 
5까지 순서대로 RAID에 연결되어 있지만, Smart를 이

용해 남아있는 수명을 확인했을 때 SSD5의 수명은 90%
이고, SSD3의 수명은 95%, 그리고 나머지 SSD들의 수
명은 100%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은 수명이 적은 순서
대로 정렬을 하고 만약 수명이 동일할 경우 물리적인 순
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렬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림의 예제는 논리적인 번호를 SSD5, SSD3, SSD1, 
SSD2, SSD4의 순서로 부여하여 정렬하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3.2 차등 수명 마감을 유도하는 쓰기 동작 조절 정책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등 쓰기 동작 조절 방법은 일

정 주기마다 RAID 그룹 중 하나의 SSD에 데이터 쓰기 
금지(No Data Write)를 하여 차등 쓰기 동작 조절을 수
행하며 이 방법을 통해 특정 SSD에 데이터 처리량을 줄
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RAID의 성능 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Fig. 3. Write Throttling Policy

Fig.3는 차등 쓰기 동작 조절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같이 각 SSD는 남아있는 수명과 연결된 순서대
에 따라 SSD5, SSD3, SSD1, SSD2, SSD4 순서대로 정
렬되여 논리적인 멥핑을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 
쓰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멥핑된 역순으로 데이터 쓰기 
금지 처리를 수행한다. 그림의 예제에서는 그룹 1에서 
SSD4에 대한 쓰기 금지 처리를 수행했다. 그다음 주기에
서는 SSD2가 쓰기 금지의 대상이다. 

쓰기 금지 처리를 위한 주기는 성능의 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각 SSD의 1회 쓰기 동작 
처리를 1MB/s로 가정하고 성능의 오차 허용범위가 1%
라고 가정하면 5개의 SSD로 구성된 RAID에서는 한 그
룹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5MB/s의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20번의 RAID 그룹에 쓰기 요청(100BM/s)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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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1대의 SSD에 대해 쓰기 금지 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RAID를 구성하는 SSD의 수를 로 그리고 성능
의 오차 허용 범위를 라고 가정하면, 쓰기 동작 조절을 
처리하는 주기는 RAID에 쓰기 동작을 요청하는 기준으로 

 ×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수식의 다른 응용은 



 주기마다 대의 SSD에 대해 쓰기 금지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Fig. 4. Period of No Data Write

Fig.4는 5대의 SSD로 구성된 RAID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등 쓰기 동작 조절 정책을 적용했을 때 쓰기 
요청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데이터 쓰기 금지 처리를 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예제에서는 성능의 오차 
허용을 2%로 가정하였고, 주기는 10이고, 이것은 
RAID에 10회의 쓰기 요청을 하거나 RAID에 50MB의 
쓰기 요청을 할 때마다 1대의 SSD에 대해 쓰기 금지를 
수행할 수 있는 주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의 예제에
서는 RAID 구성을 할 때 모든 SSD의 수명이 동일하고 
이에 따라 논리적인 멥핑은 SSD1, SSD2, SSD3, SSD4, 
SSD5 순으로 물리적 연결의 순서와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다. 쓰기 금지 수행 주기는 각각   개의 주기에서 
시작해서 1씩 감소하여 1번의 주기가 될 때까지 주기 그
룹이 있으며 각 주기 그룹별로 쓰기 금지를 수행하는 대
상은 정렬된 논리적 멥핑의 역순으로 번째 SSD에서 주
기 그룹이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쓰기 금지가 수행된다. 
그림의 예에서는 가 5이기 때문에 총 4개의 주기 그룹

이 있고 각 주기 그룹별로 4, 3, 2, 1번의 쓰기 금지가 
수행된다. 첫 번째 주기 그룹에서는 각 주기마다 SSD5, 
SSD4, SSD3, SSD2 순서로 쓰기 금지가 수행되었고, 두 
번째 주기 그룹에서는 SSD5, SSD4, SSD3 순서로 쓰기 
금지가 수행된다. 이러한 쓰기 금지 수행은 마지막 주기 
그룹의 SSD5에 대한 쓰기 그룹이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그림의 예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AID 그룹에 대해 
100번의 쓰기 요청이 수행되었을 때 SSD1에서 SSD5까
지 각각 100, 99, 98, 97, 96회의 쓰기 요청이 처리되었
다. 즉 성능 오차 허용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SSD의 쓰
기 동작을 조절하였고, 데이터 처리량 및 쓰기 동작 횟수
를 기반으로 수명이 소비되는 SSD의 특성상 차등으로 
수명 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등 쓰기 조절 정책은 RAID를 
구성하는 SSD에 차등으로 쓰기 동작을 분배하여 일정 
횟수 이상  쓰기 동작을 반복하면 고장 발생 가능성이 증
가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는 SSD가 차등으로 수명이 마
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SSD는 데이터를 저
장하는 미디어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제자리 갱신이 
불가능하고 데이터를 쓰고 지우는 단위가 다른 특징 때
문에 단순히 외부에서 쓰기 연산 횟수를 측정하는 것으
로 SSD 내부적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쓰기 연산과 지
우기 연산의 횟수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차등 쓰기 동작 조절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외부 쓰기에 
의해 확산되는 쓰기 증폭 계수(write amplication 
factor)를 고려하여 SSD의 수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다.

Fig. 5. Internal Write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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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의 설정에서 RAID는 섹터멥핑 FTL을 적
용한 5대의 SSD로 구성하였고, 한 그룹당 하나의 패리티 
데이터를 유지하는 RAID5를 적용하였다. 또한 각 SSD
는 100MB로 782개의 블록으로 설정하였다. 각 블록은 
128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각 
페이지는 1024B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패리티를 포함하여 약 5G에서 50TB까지 임의
로 발생시켜서 쓰기 연산을 수행하며 차등 수명 마감이 
유도되는 것을 평가하였다.

Fig.5는 RAID 그룹에 패리티 데이터가 포함된 5GB
에서 5TB의 데이터를 쓰기 처리했을 때 내부적으로 발
생한 쓰기 연산의 횟수이다. RAID 그룹의 특성상 SSD 
1대당 1GB에서 1TB의 쓰기 연산을 나누어서 수행했고, 
각 SSD는 차등 쓰기 조절 정책을 적용하여 전체 데이터
에 대한 96%에서 100%의 차등 쓰기 연산을 수행하였으
며 100% 경우 쓰기 조절을 적용하지 않은 RAID의 SSD
와 동일하다. 실험의 결과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
성 때문에 1GB를 데이터 쓰기 연산을 처리할 때 내부적
으로 6,864,471회(약 6.54GB)에서 7,177,512회(약 
6.84GB)의 쓰기 연산이 수행되었고 5TB의 데이터 쓰기 
연산을 처리할 때 7,496,944,408회(약 6.98TB)에서 
7,809,510,687회(약 7.27TB)의 쓰기 데이터가 처리되
었다. 실험의 결과에서 쓰기 증폭 계수를 고려한 내부적
인 쓰기 요청의 횟수가 쓰기 조절을 4% 적용한 96%에서 
약 4.36%에서 4%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니 1GB
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313MB의 연산을 줄였던 반면 
1TB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는 약 312GB의 데이터 처
리 연산을 줄였기 때문에 차등 조절 쓰기 조절 정책을 적
용하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수록 실제로 조절되는 데이
터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Erase Count
 

Fig.6은 RAID 그룹에 패리티 데이터가 포함된 5GB
에서 5TB의 데이터를 쓰기 처리했을 때 낸드 플래시 메
모리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지우기 연산의 횟수이다. 각 
SSD가 1GB에서 1TB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차등 쓰기 
조절 정책을 적용하여 쓰기 연산을 96% 처리한 SSD는 
지우기 연산이 52527회에서 58237864회 발생했고 
100% 처리한 SSD는 54959회에서 60665978회 발생했
다. 이것은 차등 쓰기 조절 정책을 적용한 비율과 유사하
며 96%를 적용한 SSD에서 약 4.42%에서 4%의 지우기 
카운트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Life Span

Fig.7은 각 SSD가 1GB에서 1TB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소모되고 남은 수명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각 블록은 최대 100,000만 회 
쓰고 지우기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실험의 결과에서 
5GB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각 블록의 블록당 평균 지우
기 횟수의 수는 68회에서 71회였고 5TB의 데이터를 처
리할 때 74,473회에서 77,578회였다. 이 결과를 그림에
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남은 수명의 비율로 환산하면 
5GB의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에는 약 99.93%에서 
99.9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5TB의 데이터를 처
리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남아있는 지우기 횟수를 소진했
을 때에는 25.52%에서 22.42%였다. 따라서 차등 쓰기 
조절 정책을 96% 적용한 SSD가 100% 사용을 한 SSD보
다 남아있는 수명이 약 3.1%의 마진을 갖는 것을 확인하
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저장 시
스템에서 다수의 SSD로 RAID를 구성하였을 때 SS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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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미디어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으로 인해 동
시 수명 마감이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차등 쓰
기 조절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는 RAID를 구성
할 때 Smart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수명을 기준으로 논
리적인 멥핑을 구축하고, 이후 멥핑의 역순으로 쓰기 요
청에 대한 주기별로 성능의 오차 허용 범위 내에서 하나
의 SSD에 대해 차등으로 쓰기 금지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차등 쓰기 조절 정책이 
SSD의 수명 마감을 차등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
였다. 향후 실제 차등 수명 마감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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