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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차세  메모리로 불리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는 빠른 속도, 비휘발성, 바이트 단  데이터 

근 등의 장 으로 많은 심을 갖고 있다.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하나인 PCM(PhaseChange 
Memory)은 높은 집 도로 재 상용화 단계이나 낮은 내구도를 지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한 마모

도 균등화 기법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마모도 균등화 기법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존하는 마모도 균등화 기법들의 한계를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한 새로운 블록 교환 마모도 균

등화 기법을 소개한다.

구  분 NAND DRAM PCM MRAM

읽기속도 15µs 10ns 68ns 35ns

쓰기속도 200µs 10ns 180ns 35ns

소거속도 2ms 없음 없음 없음

휘발성 비휘발성 휘발성 비휘발성 비휘발성

제자리
덮어쓰기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내구도 105 1015 >107 1015

근단 페이지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용  량 아주 높음 높음 높음 낮음

<표 1> 메모리 특성 비교[2]1. 서론1)

   최근 비교  높은 비용임에도 스토리지 성능 향상을 

해 디스크 기반의 하드디스크에서 래시 메모리 기반

의 스토리지 시스템으로의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

만 래시 메모리의 페이지 단  데이터 소거  제자리 

덮어쓰기(In-place Update)가 안 되는 문제 등[1]으로 보

다 높은 성능 요구의 한계에 달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차세  메모리라 불리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가 재 

많은 주목을 받으며 개발  상용화가 되고 있다.

 DRAM의 데이터 근속도  하드디스크의 비휘발성, 

바이트 단  근 등의 특성을 결합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는 재 FRAM, PCM, MRAM, STT-MRAM 등이 

존재하며 각각 조 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2] 이  

PCM은 높은 집 도를 바탕으로 보다 렴한 메모리를 만

들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보다 상 으로 낮은 내구도[3]를 지녀 이를 보완해  마

모도 균등화 기법이 필수 으로 요구되어진다. 배터리를 

이용한 비휘발성 메모리가 개발된 이후부터 바이트 단  

근을 사용하는 메모리의 메모리 균등화 기법은 꾸 히 

개발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와 마모도 균등화 

기법들에 한 비교  분석을 2장에서 기술하고 이를 통

해 존재하는 기법들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를 알아본

다. 3장에서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법의 제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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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0-0020730)

기법과 비교, 4장에서 제안된 기법들의 비교를 바탕으로 

체 인 결론을 도출한다.

2. 련지식

   2.1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는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메모리 특성을 활용한 빠른 

데이터 탐색속도, 높은 데이터 처리량, 비휘발성, 바이트 

단  데이터 근 등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재 

FRAM, PCM, MRAM, STT-MRAM 등이 개발되고 있으

며 삼성, IBM 등에서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표 1

에서와 같이 여러 개발 인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PCM은 높은 집 도를 지녀 상용화의 이 이 가장 높지만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보다 낮은 내구도(>10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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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분쓰기 시작-간격
세그먼트

교환
블록교환

메모리

사  용
음 없음 높음 음

메모리

잠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용범 모든쓰기
새로운

블록
세그먼트 모든블록

특  징
쓰기횟수

임

지스터

2개사용

세그먼트

리스트

이 LRU

사용

<표 2> 마모도 균등화 기법 특성 비교지니고 있다[3]. 이러한 단 을 극복하여 수명을 최 화하

기 해 여러 마도도 균등화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2.2 제안된 마모도 균등화 기법들

   2.2.1 부분 쓰기

메모리에 쓰는 양을 최소화하기 해 제안된 부분 쓰기

(Partial Writes) 기법[4]은 시스템의 캐쉬에서 메모리로 

쓰기 시도 시 데이터들을 추 하여 변경된 데이터만 기록

되도록 한다. 캐쉬의 변경사항을 알 수 있도록 L2 캐쉬 

라인에는 64B당 1b, L1 캐쉬 라인에는 32B당 8b를 표시

자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캐쉬 라인마다 0.2 ~ 

3.1%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써지는 데이터 량의 

축소로 쓰기 속도의 증가와 메모리 수명 증가 등의 장

이 발생되어 재 여러 시스템에 용되고 있다.

   2.2.2 시작-간격 기법

시작-간격 기법(Start-Gap Wear Leveling)[5]은 모든 

쓰기가 메모리에 평등하게 써지도록 사상(mapping)을 주

기 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Start와 Gap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지스터를 필요로 하며 Start 지스터는 

메모리 체 사상의 시작 라인을 가리킨다. 한 Gap 

지스터는 처음엔 체 사상의 끝 라인을 가리키고 쓰기가 

한번 수행될 때 마다 한 라인씩 이동하며 쓰기가 수행될 

때 gap 지스터가 가리킨 곳을 피해서 데이터가 할당된

다. start와 gap 지스터가 가리킨 메모리 라인이 동일해

지면 start 지스터는 다음 라인을 가리키고 gap 지스

터는 다시 체 메모리 사상의 끝을 가리켜 데이터 쓰기

가 한곳에 집 되지 않고 균등하게 기록되도록 한다.

   2.2.3 세그먼트 교환 기법

세그먼트 교환 기법(Segment Swapping)[6]은 마모도 

균등화를 해 많이 사용된 역과 사용이 은 역을 

교환하는 기법이다. 근 빈도를 기록하기 해 메모리 

체를 세그먼트로 나 어 각 세그먼트 마다 ‘write_count‘ 

변수를 두어 쓰기가 발생하는 횟수를 한다. 세그먼트

의 크기에 따라 이 기법을 해 사용 되는 메모리 크기가 

달라지므로 마모도 균등화가 잘 용되고 메모리 사용량

이 은 최 의 세그먼트 크기를 찾아야 한다. 한 세그

먼트 교환이 실행되는 주기도 시스템 성능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합한 실행 주기를 찾아야 한다. 두 가지 요소

의 최 화 값은 실험에 의해 기존보다 메모리 수명이 10

배가 높아지는 1MB의 세그먼트 사이즈, 2×106에 한번 씩 

실행되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세그먼트 교환이 빈번히 

발생될 경우 근이 은 역이 계속 교환될 수 있으므

로 ’last_swapped’ 변수를 두어 최근 교환된 세그먼트를 

기억해 두 개 이상의 근이 빈번한 세그먼트가 같은 세

그먼트로 교환될 경우가 없도록 하 다. 이 기법의 단 은 

체 메모리의 쓰기 수를 추 하여야 하고 강제 교환 시 

세그먼트 두 개의 값이 서로 교환되는 쓰기가 필요하므로 

시스템의 성능 하가 발생되는 것이다.

   2.2.4 마모도에 따른 메모리 할당 기법

마모도에 따른 메모리 할당 기법(Age-Based PCM 

Wear Leveling with nearly zero search cost)[7]은 블록

을 할당 할 경우 마모도가 가장 은 메모리 역을 블록 

탐색 비용 없이 할당하는 기법이다. 마모도 측정을 해 

MMU에 ‘Counter Cache’를, 메모리에는 쓰기 횟수를 기록

하는 ‘Counters’가 필요하며 운 체제에 마모도 측정을 

리하는 ‘Lifetime Aware Management’를 구  하여야 한

다. 측정된 마모도 값을 이용하여 마모도가 가장 은 블

록을 새로운 블록으로 강제  할당을 해주도록 한다. 마모

도 균등화가 잘 이루어지고 블록 탐색 비용이 은 등다

른 마모도 균등화 기법보다 성능이 좋지만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규모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구

가능성이 높지 않은 단 이 있다.

   2.3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용 일시스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의 기존의 스토리지와 다른 특

성을 이용하기 해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용 일시

스템인 BPFS[8], SCMFS[9] 등이 제안되고 있다. 두 일

시스템 모두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의 특성을 살려 최

의 성능을 내도록 고안되어있다. BPFS는 기존의 쉐도우 

페이징(shadow paging) 기법을 변경해 Shot-Circuit 

Shadow Paging(SCSP)를 이용, 데이터 변경 시 쓰기를 

최소화 시키며 원자  쓰기가 가능할 경우 메타 데이터의 

변경을 최소화 하 다. SCMFS는 기존 일시스템의 트

리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일을 하나의 역으로 다루며  

가상 페이지화 시켜 운 체제의 메모리 리 시스템을 이

용하여 페이지 변환을 통해 원하는 일에 근할 수 있

도록 하 다. 트리구조를 사용하지 않아 데이터 근이 빠

르고 미리 일 역을 할당한 (null) 일을 이용해 일 

생성의 비용을 이는 등의 장 이 있다.

3. 새로운 마모도 균등화 기법 제안

표 2와 같이 시작-간격 마모도 균등화 기법은 데이터 

쓰기 시 블록 할당을 균등히 하여 블록 사용을 균등화시

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블록을 할당할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세그먼트 교환 기법은 데이터 근빈도에 따라 

데이터 강제 교환을 하지만 모든 데이터의 쓰기 횟수를 

기록해야 하며 세그먼트를 교환하는 쓰기가 추가로 발생

되어 로그램의 수행이 늦춰지는 단 이 있다.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사용하기 해 용 일시스템을 용 

하 을 경우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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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록 재할당을 한 이  LRU리스트

리를 해 제안된 두 일 시스템 모두 일의 메타데이

터를 담은 아이노드를 트리구조로 리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아이노드의 근 속도를 최 화한다. 하지만 일의 

생성  삭제가 빈번히 일어날 경우 제자리 덮어쓰기가 

가능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의 특성상 해당 데이터 블

록을 가르키는 아이노드 내의 블록은 제자리 덮어쓰기를 

이용하여 할당된다. 즉, 새로운 블록을 할당할 경우에 사

용되는 메모리 균등화 기법이 용되지 못한다. 한 세그

먼트 교환기법이 용되었을 경우 상 으로 크기가 작

은 데이터 블록 포인터의 빈번한 쓰기로 인해 해당 세그

먼트 체가 강제 교환이 이루어져 여러 쓰기 비용이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이  LRU(Least 

Recently Used) 리스트를 활용한 새로운 마모도 균등화 

기법을 제안한다. LRU는 리스트 내의 지정한 값이 가장 

은 노드를 희생자(Victim)로 선정하여 제거하는 방식이

다. 제안한 방식은 제자리 덮어쓰기를 이용한 데이터 쓰기 

시 해당 블록의 쓰기 횟수가 되는 특성을 이용한다. 

그림 1과 같이 MainLRU 리스트에 되는 블록의 횟수

를 기록하고 일정 값(메모리 마모도의 1/20) 이상이 되면 

강제로 해당 블록을 새로 할당하도록 하여 한 블록에서의 

일정 수 이상의 연속 제자리 덮어쓰기를 방지한다. 한 

MainLRU 리스트의 항목이 지정한 크기에 도달하여 새로

운 블록 추가가 안 될 경우 새로 할당되는 블록을 Sub 

-LRU 리스트에 추가한다. SubLRU 리스트 한 지정한 

크기가 되면 가장 쓰기횟수가 은 블록을 삭제하고 새로 

할당되는 블록을 리스트에 추가하여 새로운 블록이 리스

트에 항상 추가되도록 한다. 한 SubLRU 리스트의 가장 

높은 쓰기 횟수가 MainLRU의 가장 낮은 횟수보다 크면 

해당하는 리스트들을 교환하여 강제 재할당 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LRU 리스트를 이용한 블록교

환 방법을 이용하면 일정 쓰기 횟수 이상일 경우 강제 교

환을 실시, 시작-간격 기법과 같이 블록을 새로 할당할 

경우에만 마모도 균등화가 되는 기법을 보완 할 수 있고 

블록 단 의 LRU 리스트로 쓰기 횟수를 리하므로 세그

먼트 교환 기법과 같이 세그먼트 단 의 강제 블록 재할

당으로 인해 생성되는 세그먼트 역들의 임시보 , 해당 

역에 다시 쓰기 등의 불필요한 쓰기를 막을 수 있다.

상용화가 되어가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활용하기 

한 방법들은 재 많은 주목을 받아가며 연구  개발 

되고 있다[12]. 이러한 기술들의 활성화를 해 PCM 등의 

낮은 내구성을 해결하는 마모도 균등화 기법은 SSD(Solid 

State Disk)처럼 필수 이다. 향후 제안한 기법의 실제 

용과 이  LRU 리스트의 합한 크기, 정책 등을 실험을 

바탕으로 기  되어야 하며, 제안한 기법의 효용성에 해 

다시 연구하도록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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