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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플래시 메모리에 기반을 둔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내장형 시스템은 일
반적으로 빠른 부팅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부팅 과정에서 플래시 메모리용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
하는 마운트 시간은 요구되는 빠른 부팅 시간에 비해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하며, 이는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용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시간은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
의 부팅 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빠른 마운트 기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플래시 메모리용 파일 시스템의 빠른 마운트 기법을 제안한다. 전체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로그 데이터를 언마운트 시점에 플래시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저장해 두었다가 마운
트 시점에 다시 읽어 들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 전체를 스캔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즉 최소한의 메타데이터만을 스캔함으로써 고속으로 마운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 서  론

  핸드폰, PDA와 MP3 등과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저장매

체로 플래시 메모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물리적인 충격에 강해 휴대가 용이하고, 집적도가 높아 소형화 

기기에 적합하며, 전력을 적게 사용해 동일한 전력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팅 과정에서 수

행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마운팅(mounting) 과정은 

전체 부팅 과정에서 비교적 긴 시간을 차지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빠른 부팅시간을 제공해

야 할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부팅 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빠른 부팅을 위

해서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빠르게 마운팅 하는 기법

을 연구 및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AND 플래시 메모리 전용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의 수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같은 위치에 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삭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기 연산을 외부 갱신 기법

(Outplace Update)을 사용한다. 외부 갱신 기법은 갱신 연산을 

기존의 갱신이 일어나는 데이터에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미리 삭

제되어진 다른 블록에 수행하는 것이다. 갱신을 다른 위치에 

“이 논문은 2단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파일에 대하여 로그 구조로 그 정보를 

유지해야 하므로 NAND 플래시 전용 파일 시스템은 로그 구조 

파일 시스템(log-structured file system, LFS)[4]의 형태가 된다.

  로그 구조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긴 마운트 시간에 

대한 원인이 된다. 각 로그 정보들은 저장될 때 전체 플래시 

메모리 영역에 분산 저장 되고, 차후 새롭게 마운트 되는 시점

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전체 플래시 메모리 영역

을 읽어 들여 각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즉 마운트 시간은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에 비례하게 되

고 이 단계가 플래시 메모리용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시간을 

크게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빠르게 마운트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FTL에서도 

메타 데이터 스냅샷 기법과 유사하게 메타 데이터를 로그 형태

로 저장한 사례가 있다.[1] 전체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로그 데

이터를 언마운트 할 때 플래시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저장해 

둔 후, 다시 마운트  할 때 플래시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저장

된 로그데이터를 읽어 오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로그데이터

를 구성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 전체를 스캔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메타데이터만을 스캔해서 

빠른 마운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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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YAFFS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으로는 

YAFFS(Yet Another Flash Filing System)[6]가 있다. YAFFS는 

로그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갱신 영산을 

추가 연산으로 변형하여 처리하는 외부 갱신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의 제자리 덮어쓰기가 되지 않는 문제

점을 해결하였다.[2,5] 하지만 갱신된 데이터가 다른 곳에 기록

됨으로써 기존의 데이터가 플래시 메모리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또한 갱신 연산이 많이 질 경우, 한 파일에 대한 데

이터가 플래시 메모리 공간에 흩어지게 된다. 따라서 YAFFS의 

경우, 마운팅 시점에 전체 플래시 메모리를 스캔해야만 데이터

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최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마

운팅 과정에서 찾은 각 파일 데이터의 위치는 Tnode라는 자료

구조 형태로 RAM 상에 저장되며 Tnode들은 하나의 트리를 구

성하여 파일 연산시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은 YAFFS의 마운팅 

시간을 크게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2.2 RFFS

  RFFS(Reliable Flash File System)[3] 파일 시스템은 NAND 전

용 플래시 파일 시스템으로 빠른 마운트, 플래시 메모리의 수

명을 고려한 사용 균등화 기법,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지를 위

한 저널링 기법을 제공한다. YAFFS와 RFFS의 마운트 속도가 

데이터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RFFS가 더 빠른 마운트 속도를 

나타낸다. YAFFS의 플래시메모리 전체 스캔을 통한 정보 수집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 블록의 상태 정보와 Inodes 정보 포인

터를 위치 정보 영역에 유지한다.

3. 제안하는 고속 마운트 기법

3.1 제안하는 기법

  새롭게 제안하는 고속 마운트 기법은 기존의 YAFFS를 기반

으로 하였으며, 마운트 시점에서 기존의 전체 플래시 메모리 

영역을 읽는 방법과 달리, 파일 정보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로 구성된 메타 데이터를 구성하여 플래시 메모리

의 일정 영역에 저장 후 그 내용만을 읽어 들임으로써 마운트 

시 읽어 들이는 청크의 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마운트 

시간은 읽어 들이는 청크의 수에 비례하므로 새롭게 제안하는 

기법은 마운트 시간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읽어 들이는 청크

의 수가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에 비례하기보다 저장된 파일의 

수와 크기에 비례하게 되므로 플래시 메모리의 전체 용량에 크

게 관계없이 고속으로 마운트를 할 수 있다. 

3.2 구현 과정 

  새롭게 제안하는 고속 마운트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마운트 시 만들어지는 파일 정보를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도

록 하는 최소한의 메타 데이터 정보 내용을 우선적으로 결정해

야한다. 결정된 메타 데이터는 언마운트 시점에서 생성되어 플

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진다. 이 때 저장될 메타데이터는 빠른 

마운트를 위해 플래시 메모리의 일정 영역에 저장되어야 한다. 

만약 플래시 메모리의 특정 소수 영역만을 메타데이터를 위해 

사용할 경우 그 영역은 마운트, 언마운트 시마다 새롭게 바뀌

어져야하므로 빠르게 삭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즉 이를 피

하기 위한 메타 데이터의 삭제 균등화 정책이 요구되어진다.

위의 과정까지 진행 후에는 NAND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처리를 고려해야한다. 즉 메모리 사용 

중 발생하는 배드 블록 및 1bit error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언마운트 시점에서 저장할 메타 데이터가 다 저장되기도 

전에 시스템이 꺼지는 경우의 해결책도 필요하다. 첫 번째 경

우는 생성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ECC를 생성하여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마운트 시 현재 저장된 메타 데이터

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파일 정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즉 각 에러 발생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에러에 대해 또 다른 방법으로 파일 정보를 구성해야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4. 구현

4.1 메타 데이터 구성 내용

  제안하는 고속 마운트 기법에서 저장할 메타 데이터는 마운

트 시점에 가장 먼저 하는 동작은 플래시 메모리의 각 청크의 

메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어 들여 청크 비트맵과 블록의 상

태를 결정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위

의 과정을 고려하면 파일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청크에 

대한 오브젝트 헤더와 데이터 청크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청크의 정보는 Tnode 형태로 구성되어 있

는데 그림 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internal  Tnode는 또 다

른 Tnode를 가리키고 있고 실제 데이터 관련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데이터의 주소는 leaf node인 level0 Tnode에 저

장되어있다. 즉 각 오브젝트 헤더와 함께 그 오브젝트 헤더가 

파일인 경우 그 파일에 해당하는 level0 Tnode를 저장한다면 

전체 파일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YAFFS_Tnode의 구성

  저장할 메타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의 seek time과 read 

time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내용은 연속적으로 저장한다. 즉 

각 오브젝트 헤더를 연속해서 저장하되, 그 내용이 파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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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림 2와 같이 그 파일의 사이즈와 level0 Tnode의 내용을 

저장한다.

그림 2 고속 마운트 기법에서의 

메타 데이터의 구성

  기존 시스템처럼 새로운 시스템도 플래시 메모리의 각 청크

의 메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어 들이면서 각 블록의 정보와 

청크 비트맵을 저장해야하는데, 그림 3과 같이 저장할 메타 데

이터의 가장 앞부분에 저장한다.

  블록 정보는 블록 정보 하나의 크기가 8Byte이고, 하나의 블

록의 크기가 16KByte이므로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가 M 

Byte라고 하면 M/16KB*8 = M/2048 Byte, 즉 전체 플래시 메모

리 크기의 1/2048 size를 갖는다. 청크 비트는 1bit가 각각의 청

크에 할당되어지므로 하나의 청크 크기가 512Byte라고 하면 

M/512 Bit = M/4096 Byte의 청크 비트 영역이 필요하다. 즉 청

크 비트는 전체 플래시 메모리 크기의 1/4096 size를 갖는다. 

그림 3 고속 마운트 기법에서의 메타 데이터 시작 부분

4.2 메타 데이터의 구현

  새로운 파일 시스템에서 마운트 시 빠른 검색을 수행하기 위

해 메타데이터가 저장될 플래시 메모리 상의 고정위치는 최초 

메모리 위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메타 데이터의 삭제 균등화 

구현을 위해 그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한 고정된 더 큰 영역이 

요구되므로 저장할 메타 데이터 전체 내용을 직접 저장하지 않

고 저장할 메타 데이터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만 저장한다. 

이는 메타 데이터 헤더의 형태로 저장된. 실제 메타 데이터의 

내용은 일반 데이터 영역에 일반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같이 

저장한다.

그림 4 전체 플래시 메모리 내에서의 메타 데이터 헤더 영역

4.2.1 메타 데이터 헤더

  메타 데이터 헤더 영역은 최초 메모리 위치에서부터 일정 영

역을 할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플래시 메모리 크기의 1/32

를 할당하였고, 메타데이터 헤더의 크기는 하나의 청크보다 작

으므로 청크 단위로 읽고 쓰는 NAND 플래시메모리의 특성에 

맞게 하나의 청크에 저장된다. 또한 저장은 언마운트 시에 이

루어지며, 저장 방법은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메타 데이

터 헤더 영역 내의 이전에 사용된 청크 영역의 다음 청크에 메

타 데이터 헤더를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청크의 

사용된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메타데이터 헤더의 삭제 균

등화를 구현할 수 있다.

  메타 데이터 헤더의 세부 내용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이

전에 작성된 메타 데이터 헤더는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현재 사용되는 메타 데이터 헤더가 어느 부분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의 마운트 시간을 최소화 

하기위해 헤더 영역 내 각 청크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플

래그(flag)를 각 청크의 스페어 영역에 둔다. 이 값은 각 청크의 

태그에 포함된 2bit 크기의 metaSymbol의 값을 통해 확인한다. 

최초 이 값은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초기 값인 11(2)으로 세

팅되어있으며 사용이 되어 진 경우 그 값을 10(2)으로 바꾸게 

된다. 또한 현재 사용할 메타 데이터 헤더의 위치를 찾기 위해

서 읽어 들이는 최대 청크의 수는 전체 저장 가능한 블록의 수 

N에 하나의 블록의 청크의 수 32의 합인(N+32)이 되고, (N+32)

개 이하의 청크만을 읽어 들임으로써 메타 데이터 헤더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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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타 데이터 헤더의 세부 내용

4.2.2 메타 데이터

  메타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의 일반 데이터가 저장되는 후

반부 영역에 저장된다. 메타 데이터는 스페어 영역 중에서 태

그 영역을 기존의 스페어 영역의 그것과 다른 형태로 이용한

다. 메타 데이터의 태그에는 다음 메타 데이터 청크를 가리키

는 필드와 현재 청크에서 유효한 데이터 수 등이 저장된다. 다

음 메타 데이터의 주소 필드를 통해 연속적으로 메타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게 된다. 

4.3 고속 마운트 기법에서의 마운트/언마운트 과정

4.3.1 언마운트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속 마운트 기법은 메타 데이터를 언

마운트 시점에서 저장하는 과정을 필료로 한다. 메타 데이터 

저장 순서는 그림 6와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6 언마운트 시의 

메타 데이터 저장 과정 

4.3.2 마운트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속 마운트 기법은 언마운트 시에 저

장된 메타 데이터를 마운트 시점에서 읽어와 파일 시스템을 구

성해야 한다. 이 과정은 그림 7에 나타나있다. 

그림 7  마운트 시의 파일 시스템 구성 과정

5. 실험 결과

  제안된 빠른 마운트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YAFFS와의 성능을 비교한다. 펜티엄4 2.4GHz 프로세서를 장착

한 PC 환경에서 수행되어지며, YAFFS를 동작시키기 위해 레드

햇 리눅스 9 운영체제 기반에서 동작한다.

  성능 측정은 YAFFS에서 제공하는 RAM Emulation을 이용하

여 수행된다. 마운트 시간은 파일 정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므로 다양한 상황 하에서 성능의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초기 

상태, 용량이 큰 파일로 구성된 경우, 용량이 작은 파일로 구성

된 경우 세 가지 상황을 구성한다. 플래시 메모리 용량 또한 

마운트 시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1MB에서 32MB까지의 다양한 

플래시 메모리 용량에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이용했을 

때 페이지 읽기 횟수와 스페어 영역 읽기 횟수를 측정하여 비

교한다. 

  성능 측정 결과는 마운트 동안 플래시 메모리에서 읽어 들인 

페이지 수와 스페어 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마운트 시간

이 읽어 들이는 메모리의 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마운트 시간을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페이지 별 

탐색 및 읽기 예상 소모 시간을 가정한다. 실제 페이지 탐색 

및 읽기 소모 시간은 플래시 메모리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

반적인 속도와 유사하고 계산이 용이하도록 페이지 탐색 속도 

10us/page, 읽기 속도 100ns/bytes 로 가정한다.

  초기 상태에서 마운트 성능을 분석하였다. 초기 상태에서, 기

존의 방법은 블록이 완전히 비어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최소한 블록의 첫 번째 페이지의 스페어를 읽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블록을 탐색하기 전에 블록의 손상 상태를 알기 위해서 

블록의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의 스페어 영역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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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초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블

록 수의 세 배에 해당 하는 수의 스페어 영역을 읽어 들여야 

한다. 그에 비해 제안한 방법은 메타 헤더 청크를 탐색하기 위

해서 플래시 메모리 전반부의 일부 영역의 스페어만 읽어 들이

고, 초기 상태에서는 메타 데이터 청크가 전체 플래시 메모리

의 0.07% 의 크기를 차지하는 블록 정보 및 청크 비트로만 이

루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에 해당하는 페이지만 읽어 들이면 된

다. 자세한 성능의 평가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초기 상태에 대한 성능 평가

Flash 
Memory Size 방법

read 
whole 
page

read 
spare 
only

예상 소모 시간

1MB
기존 scan 0 192 2.3ms

Fast scan 3 4 0.23ms

2MB
기존 scan 0 384 4.6ms

Fast scan 4 4 0.30ms

4MB
기존 scan 0 768 9.2ms

Fast scan 7 4 0.49ms

8MB
기존 scan 0 1536 18.4ms

Fast scan 13 4 0.87ms

16MB
기존 scan 0 3072 36.8ms

Fast scan 25 4 1.6ms

32MB
기존 scan 0 6144 73.6ms

Fast scan 49 4 3.1ms

그림 8 초기상태에서의 마운트 속도 그래프

  두 번째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용량이 큰 파일

로 구성된 경우의 마운트 성능을 분석하였다. 저장된 데이터는 

YAFFS 소스 파일 중 YAFFS_guts.c를 플래시 용량 메가바이트 

당 5개씩 사본을 사용하였다. YAFFS_guts.c는 137.1Kbytes의 크

기로 각 사본 당 275page를 차지하고 메가바이트 당 5개씩 저

장되므로 총 파일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체 플래시 메모리 영역

의 67%가 된다. 각 파일에 대해 하나의 청크를 가리키는 메타 

데이터의 크기는 2byte이다. 각 오브젝트 마다 오브젝트 헤더

가 저장된 청크를 가리키기 위해 4byte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오브젝트가 파일일 경우 삭제된 파일일 때는 현재 가비지 컬렉

션 처리가 되지 않은 데이터 청크의 수를 저장하기 위해 추가

적으로 4byte, 유효한 파일일 경우 파일 크기를 저장하기 위한 

4byte와 데이터 청크의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 데이터 청크의 

수 * 2byte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실제 파일 시스템에 저

장된 오브젝트 헤더와 데이터 청크의 크기와 메타 데이터 크기

의 비를 추정해 보면, 오브젝트 헤더 청크를 위해 약 8byte, 데

이터 청크를 위해 2byte 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총 파일 시스템 영역 중 데이터 청

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평균적으로 유효한 

청크에 대해 약 2byte 가량의 메타 데이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파일 시스템 내의 유효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

의 비는 약 256 : 1 정도로 추산 할 수 있다.

  마운트 수행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캔 과정에서 대부

분의 작업은 유효한 청크의 스페어를 읽어 들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걸리는 시간이 12 * n us 라고 하면 이를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마운트 가속으로 대체 했을 때 63 * n / 256 us 정도의 

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수행시간을 약 

2% 가량으로 단축시키는 효과이다. 그리고 기존의 스캔 과정에

서는 청크 내용이 변경 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청크

나 소프트 삭제 된 파일의 청크들 중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 되

지 않은 청크까지도 스페어 영역을 읽어야 하지만 메타 데이터

의 경우에는 그러한 청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더

욱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표 에서 예상 소모

시간을 비교해 보면 기존의 방법에 대해 제안한 방법의 소모시

간이 용량에 관계없이 약 평균 6.2%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오브젝트 헤더를 읽어 들이기 위해서 소모되는 시간과 

메타 데이터에 오브젝트에 대한 메타 데이터 뿐만 아니라 블록 

정보와 청크 비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Flash Memory 
Size

방법
read 

whole 
page

read 
spare 
only

예상 소모 시간

1MB
기존 scan 6 1472 18.0ms

Fast scan 16 4 1.1ms

2MB
기존 scan 14 3130 38.4ms

Fast scan 37 7 2.42ms

4MB
기존 scan 25 6532 80.0ms

Fast scan 80 6 5.11ms

8MB
기존 scan 57 12780 157.0ms

Fast scan 156 8 9.92ms

16MB
기존 scan 112 26126 320.6ms

Fast scan 318 12 20.2ms

32MB
기존 scan 210 50234 616.0ms

Fast scan 620 8 39.2ms

표 2   용량이 큰 파일로 구성된 경우의 성능 평가

그림 9 용량이 큰 파일로 구성된 경우의 마운트 속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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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용량이 작은 파

일로 구성된 경우의 마운트 성능을 분석하였다. 저장된 데이터

는 YAFFS 소스 파일 중 YAFFS_ecc.h를 플래시 용량 메가바이

트 당 500개씩 사본을 사용하였다. YAFFS_ecc.h는 0.9Kbytes의 

크기로 각 사본 당 3page를 차지하고 메가바이트 당 500개씩 

저장되므로 총 파일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체 플래시 메모리 영

역의 73%가 된다. 여기서 실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오브젝트 

헤더와 데이터 청크의 크기와 메타 데이터 크기의 비를 추정해 

보면 소수의 큰 파일이 있을 때와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YAFFS_ecc.h 와 같은 경우 하나의 파일을 위해 저장되는 오브

젝트 헤더에 1page, 데이터 청크에 2page 가 할당되고, 메타 

데이터의 경우 오브젝트 헤더와 파일 크기를 위해 8byte, 데이

터 청크의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 2byte가 필요하게 되므로 3페

이지 당 10 byte 즉 실제 차지하는 공간과 메타 데이터의 비는 

30 : 1 가량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제안한 방법

을 사용하여 마운트 할 때 메타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데 소모

되는 시간에 비해 오브젝트 헤더를 읽어 들이는데 소모되는 시

간의 비율이 크다. 그러므로 시간 단축의 효과가 다른 상황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표에서 기존 방식에 대한 제안한 방식의 

예상 소모 시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약 62.5%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용량이 작은 파일이 다수 있을 경우 다른 상황에 비

해 성능 향상의 폭이 적다.

Flash Memory 
Size

방법
read 

whole 
page

read 
spare 
only

예상 소모 시간

1MB
기존 scan 542 1634 53.8ms

Fast scan 554 5 40.0ms

2MB
기존 scan 1063 3420 108.0ms

Fast scan 1097 6 69.2ms

4MB
기존 scan 2232 6716 221.2ms

Fast scan 2315 8 145.9ms

8MB
기존 scan 4276 13658 433.3ms

Fast scan 4435 10 279.5ms

16MB
기존 scan 8567 28264 878.9ms

Fast scan 8834 9 556.7ms

32MB
기존 scan 16872 57412 1751.9ms

Fast scan 17231 11 1085.7ms

표 3   용량이 작은 파일로 구성된 경우의 성능 평가

그림 10 용량이 작은 파일로 구성된 경우의 마운트 속도 그래프

6. 결론과 향후 과제

  이 기법은 삭제 균등화를 고려하여 플래시 메모리 전체 영역

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에러 감지 및 처리

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파일 시스템이 안전하게 언마운트 

되지 못한 경우 기존의 방법을 통해 오류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파일 시스템인 

YAFFS에 비해 마운트 시간이 현저히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초기 상태와 큰 파일로 구성되는 경우에서 기존 파일 시스

템에 비해 마운트 시간이 6.2%로 단축되고, 작은 파일이 다수 

있는 경우는 62.5%로 단축됨으로써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NAND 플래시의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 전용 파일 시스템은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에 비해 복잡

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발견되어진다. NAND 플래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시

점에서 본 논문과 같은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

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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