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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래시 메모리는 강한 내구성과 소형화, 대용량화라는 특성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 및 관련 기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지움 횟수 제한이 있고 제자리 업데이트 시 지움 연산이 선행되어

야 한다. 또한, 쓰기 단위에 비해 지움 단위가 커서 연산시간이 많이 걸리며, 지움 대상 블록이 많은 경

우에는 쓰기 연산 지연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쓰기 연산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쓰기 

연산량에 따라 지움 연산을 제어하는 효율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을 제안하고, YAFFS에 구현하여 성능 

평가를 하였다. 

1. 서  론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은 항공, 가전 

기기, 자동차, 휴대폰, 공장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상 

충격에 약하고 크기가 큰 하드 디스크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한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사용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지우고 쓰기가 가능하며 

랜덤(Random) 접근이 가능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NOR와 NAND형 두 가지가 있으며, NAND 플래시 

메모리는 NOR에 비해 읽기 속도가 빠르며 직접도가 

높아 대용량인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된다[2, 

3]. 

 

<표 1> NAND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SAMSUNG K9F5608X0D) 

 

특   징 값 

Random Access 15 ㎲ 

Serial Page Access 50 ㎱ 

Program time 200 ㎲ 

Block Erase Time 2 ㎳ 

Page Program (512 + 16)Byte 

Block Erase (16K + 512)Byte 

 

 

 

플래시 메모리는 지움 연산 횟수의 제한이 있고, 

제자리 업데이트 시 지움 연산이 선행되어야 한다[1].  

NAND 플래시의 읽기, 쓰기 단위는 페이지(512B) 

이며 블록은 32개의 페이지로 구성된다. 지움 연산은 

블록단위로 작동하며 <표 1>에서와 같이 쓰기 연산에 

비해 지움 연산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YAFFS의 경우 페이지 단위로 쓰기 연산에 앞서 쓰기 

공간 확보를 하는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을 

수행하며, 지움 대상 블록이 많은 경우에 쓰기 지연의 

원인이 된다. 가비지 컬렉션 이란 유효한 데이터가 가장 

적은 블록을 선택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새로운 영역에 

복사하고 지움 연산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쓰기 연산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움 연산 횟수를 특정 시간 간격 동안 

제어하여 쓰기 연산의 지연을 보완하고, 쓰기 연산이 

적게 일어 나는 시기에 지움 연산 시도 횟수를 

증가시켜 여유 공간을 확보 하는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YAFFS 에 

대한 소개, 3 장에서는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의 

설계 및 구현, 4 장에서는 실험 및 성능평가,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은 2 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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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YAFFS 

 

대표적인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인 YAFFS[5]는  

페이지(page) 단위로 읽기, 쓰기 연산을 수행하며 

마운트 시 플래시 메모리의 모든 영역을 읽어 각 블록 

상태정보와 Inode 정보, Tnode 정보를 램(Ram)에 

유지한다. 블록 상태정보는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수 

(pagesInUse), 블록상태(blockState) 로 구성되며, 

Inode 정보는 디렉터리간의 관계와 파일 정보로 

구성된다. Tnode는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지움 연산 대상 블록을 찾기 위해 

메모리에 있는 블록 상태정보를 읽어, 지움 대상 블록의 

유효한 데이터를 복사 후 해당 파일 Inode 정보, Tnode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YAFFS는 쓰기 연산 시 지움 

연산을 선행하여 쓰기 공간을 확보한다. 이는 지움 대상 

블록이 많은 경우 쓰기 지연의 원인이 된다. 

YAFFS의 쓰기 연산과정은 (그림 1) 과 같이 쓰기 

연산이 시작되면 지움 대상 블록을 찾아 쓰기 공간 

확보를 한다. 지움 대상 블록이 있을 시 지움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이 완료되면 플래시 메모리에 쓰기 

영역을 할당 받아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와 같은 쓰기 

과정은 페이지 단위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그림 1) 쓰기연산 과정 

 

 쓰기 공간 확보 과정은 파일 시스템 작동을 위한 최소 

의 블록수인 예약블록(reserved block) 수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수행된다. 예약블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림 2) 와 같이 aggressive의 값이 0 

이 되어 블록 내 유효 페이지(valid page) 수가 3 

이하인 블록들 중에 가장 작은 유효 페이지를 가지는 

블록을 찾아 지움 연산을 수행한다. 지움 대상 블록을 

찾기 위해 검색하는 블록 수는 200 개로 제한된다. 

예약 블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ggressive 의 값이 1이 되어 플래시 메모리내의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유효 페이지수가 가장 작은 블록을 

지움 대상으로 선택하고 지움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1) 의 쓰기 연산 과정과 같이 매번 쓰기 연산이 

발생할 때 지움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시간 

운영체제(real-time operating system)의 경우 YAFFS의 

쓰기 연산과정은 지움 연산 때문에  임계시간(threshold 

time)을 초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YAFFS의 지움 연산을 읽기, 쓰기 연산량에 따라 

제어하고, 연산이 작게 일어 나는 경우에 더 많은 지움 

연산 기회를 부여하여 시스템의부하를 조절하는 

효율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을 제안한다. 

 

 

Free Block > 

Threshold?

Aggressive = 0

Garbage Collection 시작

예

Aggressive = 1

아니요

(총블록수/16)  > 

200?

반복횟수= 200
반복횟수=총블록

수/16

예

아니요

가장 작은 pageInUse를

가지는 Block 존재?

예

아니요

Garbage Collection 종료

<Garbage Collection 수행>

 1. Delete된 File의 Data인 경우

 2. Data Chunk가 없는 Delete된

   object header인 경우

 3. 유효한 Data, object header인 경우

반복횟수=총블록수
pageInUse=3

pageInUse=Chunks

PerBlock(32)

Block중에 가장 작은

pageInUse값을 가지는

Block찾음

 

 
(그림 2) 지움 연산 수행 과정 

 

3. 설계 및 구현 

 

3.1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 설계 

 

제안하는 가비지 컬렉션 기법은 읽기, 쓰기 연산량을 

측정하여 지움 연산 횟수를 제어한다. 이는 쓰기 연산의 

누적 평균을 측정하여 지움 연산 횟수를 제어한다. 쓰기, 

지움 연산량이 감소하면 지움 연산 시도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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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쓰기 연산량이 증가하면 지움 연산 시도 

횟수를 감소시켜 지움 연산으로 인한 시스템의 부하를 

조절하게 된다. 쓰기 연산량과 지움 연산량이 적은 

경우에는 연산량을 측정하는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연산량이 증가 하는 경우를 감지하게 한다. 연산량이 

증가 하는 것을 감지하면 지움 연산 시도 횟수를 감소 

시켜 시스템 부하를 조절하게 된다. 

파일 시스템 마운트 후 쓰기 연산의 n 번째 시간 

까지의 누적 평균 En 을 (식 1)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cur

n

i

i

n
W

n

W

E ×+
−

×−
=

∑
−

= α
α

1

1

1

1
    (식 1) 

 

(식 1) 은 기존의 가비지 컬렉션 평준화 기법[4]으로 

α 는 가중치(0<α<1)를 나타내며 Wi 은 i 번째 시간 

간격 동안 쓰기 요구량을 나타내고, Wcur 는 가장 최근 

시간 간격 동안의 쓰기 요구량을 나타낸다. 

가비지 컬렉션 평준화 기법은 쓰기량에 따라 지움 

대상 블록에 대한 검색 시도 횟수를 결정하여 쓰기 

연산을 보장한다. 가장 최근의 시간 간격 동안의 쓰기 

요구량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가장 최근 시간 간격 

동안에 쓰기 요구량(Wcur)이 많으면 다음 시간 간격 

동안에도 쓰기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가비지 컬렉션 평준화 기법은 연산량이 

적은 경우에도 지움 연산의 횟수가 쓰기 연산량에 

의존적이어서 비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식 1) 을 

쓰기, 지움 연산량에 따라 적응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 나도록 하기 위하여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rvalnadj TEE
int

)1( ×±×= β ,(0<Tinterval, β <1) 

           (식 2) 

 

Eadj 는 다음 시간 간격 동안의 지움 시도 횟수, β 는 

지움 연산 증가 비율, Tinterval 는 시간 간격을 의미하며 

연산량에 따라 변한다.  

(식 2)는 기존의 가비지 컬렉션 평준화 기법에 시스템 

연산량 변화에 따라 쓰기 공간확보를 더욱 용이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 구현 시 

이용할 공식이다. 

 

 

3.2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 구현 

 

제안하는 가비지 컬렉션 기법을 YAFFS에 구현하기 

위해서 가비지 컬렉션 평준화 기법[4]를 (그림 3) 와 

같이 수정 하였다. 

기존의 YAFFS에 연산량 측정을 위해 임의로 정한 

시간 간격 동안의 쓰기 수, 지움 연산 횟수를 의미하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Yaffs_CheckIntervalGarbage-

Collect() 는 시간 간격 내에 허용된 지움 시도 횟수를 

모두 소비 하였는지 여부와 시간 간격에 도달 여부에 

따라 Yaffs_ChangeIntervalAndGCCount() 함수를 호출 

하여 쓰기 수, 지움 시도 횟수를 초기화 된다. 

 

Yaffs_GarbageCollectBlock()

Yaffs_FindDirtiestBlock()

Yaffs_WriteDataToFile()

Yaffs_CheckGarbageCollection()

쓰기연산시작

지움연산수행

지움연산횟수 1 증가

지움대상블록검색

지움대상존재?

유효페이지할당후복사

블록정보갱신

예

아니요

페이지쓰기수행

쓰기횟수 1 증가

지움시도횟수검사

지움시도횟수

=  0 

?

아니요

예

시간간격재계산

지움시도횟수재계산

쓰기횟수 초기화

지움연산횟수백업

쓰기횟수백업

예

시간간격도달

?
예

아니요

쓰기연산완료

쓰기연산완료

?

예

메타갱신및 Inode, 

Tnode 갱신

아니요

Yaffs_ChageIntervalAndGCCount()

Yaffs_CheckIntervalGarbageCollect()

지움시도횟수 1 감소

아니요

 

(그림 3)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작동 과정 

 

또한, yaffs_ChangeIntervalAndGCCount() 함수는 (식 

2) 의 지움 연산 증가 비율 β 에 따라 지움 시도 

횟수를 증가 혹은 감소 시킨다. 지움 시도 횟수가 모두 

소비되지 않았다면, 지움 대상 블록을 검색하는 

Yaffs_Find-DirtiestBlock() 함수를 호출 하여 지움 

연산을 수행한다. 지움 연산이 완료 되면 쓰기 연산을 

수행하고, 시간 간격 동안 쓰기 연산 횟수를 의미하는 

쓰기 연산 수를 1 증가 시킨다. Yaffs_WriteDataToFile() 

함수에 의한 쓰기 연산이 완료 되면 파일 오브젝트 

헤드 정보 (Inode) 를 갱신 하고, 데이터의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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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나타내는 Tnode를 갱신한다.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을 YAFFS에 구현 하기 

위해 <표 2> 와 같은 함수를 추가하였다. 

 

 

<표 2>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의 주요함수 

 

 
 

구현상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실수 연산이 지원 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소수점 자리 연산을 피하기 위해 

곱하기 연산 후 나누기 연산을 수행 하였다. 

 

 

4. 실험 및 성능평가 

 

실험 환경은 <표 3> 와 같이 PXA255-Pro III 

임베디드 실험용 보드에서 하였다. 64MB NAND 플래시 

메모리에 수정한 YAF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하여 

제안한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의 성능 평가를 

실험 하였다. 

읽기, 쓰기, 지움 연산량 비율은 트레이스 센터(Trace 

Distribution Center)에서 제공하는 트레이스 데이터를 

분석 하여 적용하였다[6].  

 

<표 3> PXA255-Pro III 임베디드 보드  

항  목 명  세 

CPU Intel PXA255 

SDRAM 128 MB SDRAM 

NOR 32 MB (Intel) Flash 

Memory NAND 64 MB (Samsung) 

 

실험방법은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한 YAFFS와 기존의 

YAFFS에 동일한 연산량을 적용하였고, Tinterval 을 

1000ms 으로 하였고, 쓰기와 지움 연산량이 누적 

평균의 50%에 못 미칠 경우에는 Tinterval 을 200ms 이 

되도록 하였다. 지움 시도 횟수는 누적 평균의 50% 

비율로 증가 시켜 실험하였다. 

 

 

(그림 3) YAFFS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특정 시간 

간격 동안에 발생한  지움 횟수 비교 

 

 
(그림 4) YAFFS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특정 시간 

간격 동안에 발생한 쓰기 연산 횟수 비교 

 

(그림 3)와 같이 YAFFS 의 가비지 컬렉션의 경우 

11번째 시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지움 대상 블록에 

대해 지움 연산을 수행하였고, 지움 연산에 의해 쓰기 

연산이 지연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은 11번째 시간과 15번째 시간 사이에서 

지움 연산 횟수를 제한하여 쓰기 연산에 용이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와 (그림 6) 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간격의 변화와 지움 연산의 시도 횟수를 보여준다. 

실험을 위해 쓰기 연산과 지움 연산이 작은 경우에서 

실험 하였다. 15번째와 19번째 시간 간격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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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erval 이 200 ms 으로 변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에서 14번째 시간 간격 동안 연산수가 적게 

발생 하였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줄이고 지움 연산 

시도 횟수를 늘려 주었다. 연산수가 적어 부하가 작은 

때 지움 연산을 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림 5)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간격 변화 

 

그리고, (그림 6) 에서 15번째와 19번째 시간 간격 

사이에서 지움 연산 횟수가 줄어 든 것 처럼 보이지만 

시간 간격이 100 에서 20으로 변화 된 것을 감안하면 

시간 간격 100 동안 실제로는 33회 지움 연산 시도를 

하였다. 

 

 

(그림 6)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지움 연산 시도 횟수 

 

 따라서, 실험 결과 제안하는 적응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법은 쓰기 연산의 지연을 예방하고 연산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움 연산 시도를 늘려 쓰기 공간 

확보에 용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제안한 기법을 YAFFS에 적용한 실험을 통해 연산이 

작게 발생하는 경우에 지움 연산 시도횟수가 늘어나 

쓰기 공간확보에 용이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았고, 

가비지 컬렉션 횟수가 평준화 되어 읽기, 쓰기 

지연시간이 줄어든 것을 보았다. 하지만, 지움 연산 

증가 비율과 시간 간격 결정을 위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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