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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flash memory is widely deployed as a
storage medium for mobile and embedded systems. Since flash
memory has mainly two drawbacks of slow write speed and a
high cost per byte ratio, several techniques were developed to
address these problems. Specifically, the flash compression
layer (FCL) expands the storage capacity and the write
bandwidth by storing and transferring data in compression
form, and the flash translation layer (FTL) logically removes
erase operations of flash memory from a host system by
redirecting logical addresses to physical addresses. Both the
FCL and the FTL were individually developed, thus they use
redundant hardware components and are not efficient in some
case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middleware
that unifies the FCL and the FTL for high-speed and largescale flash memory based storage system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ompressed flash translation
layer (CFTL) expands the storage capacity by over 40% and
also reduces the write latencies by 18-19% that are mainly
due to its integrated architecture.1
I. 서론
최근 컴퓨팅 패러다임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전
환되어 감에 따라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휴
대용 정보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휴대기
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대신 플래시메모리를
보조기억장치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플래시메모리는 가
볍고 물리적인 충격에 강해 휴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저
전력으로 동작해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기 때문이다[1].
표 1인 플래시메모리의 특성을 다른 메모리 소자와 비
교한 것으로, 플래시메모리는 비교적 낮은 단가로 빠른 읽
기속도를 제공하는 영속성 있는 저장장치임을 알 수 있다.
플래시메모리는 크게 바이트단위 I/O를 지원하는 NOR형
과 페이지단위 I/O만을 지원하는 NAND형이 있다. NOR형
은 읽기속도가 빠른데 반하여 쓰기속도가 느려 주로 코드
용 메모리로 사용하며[7], NAND형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쓰기속도가 빠르고 단위 공간당 단가가 낮아 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로 사용한다[6].
1
본 연구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BK21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표 1. 다양한 메모리 소자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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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µs (512B)

2.6µs (512B)

Erase

Cost/MB

-

30~40

NOR-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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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PROM인 플래시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삭제연산을 선행해야 하는데, 삭제 단위는 쓰기 단위보다
크며 수행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특성은 플래시메모
리를 주 메모리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보
조기억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하드디스크용 파
일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저해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삭제연산을 감출 수 있는 플래시 변
환계층이 파일시스템과 플래시메모리 사이의 미들웨어
형태로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다[2, 3, 8]. 플래시 변환계층
은 쓰기연산 시에 파일시스템이 생성한 논리주소를 플래
시메모리상의 이미 삭제연산을 수행한 영역에 대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빠른 주소변환을 위해
주소변환 테이블은 SRAM을 사용해 구성한다. 플래시 변
환계층을 사용하면 호스트 시스템에서는 FAT와 같은 일
반 자기디스크용 파일시스템을 사용해서도 플래시메모리
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래시 변환계층을 사용하여 삭제연산을 감춰
도 플래시메모리의 쓰기속도는 다른 메모리 소자와 비교
해 상대적으로 느려 여전히 쓰기 성능을 개선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와 비교해 단위 공간당 단가가
수십 배 가량 높기 때문에 한정된 기억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
법에는 데이터 압축기법이 있다[4, 5]. 압축기법을 활용해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록함으로써 플래시메모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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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대역폭과 기억공간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플
래시 압축계층은 이러한 기능을 호스트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미들웨어로 하드웨어 압축기와 쓰기버퍼로 구성한
다[13].
플래시 변환계층과 플래시 압축계층은 서로 독립적으
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주 메모리 등
과 같은 하드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플래시 압축계층에서 가진 블록내부의 유효한 페
이지의 개수와 같은 정보를 플래시 변환계층에서 삭제블
록을 선택하는 과정에 사용한다면 보다 삭제정책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변환계층과 플래시 압축
계층을 통합해 압축 플래시 변환계층을 설계해 중복된 하
드웨어 비용을 제거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한다. 제
안하는 압축 플래시 변환계층의 성능은 공인된 벤치마크
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플래시메모리의 기억공간을 40%이상 확장하고 쓰기연산
속도를 18-19%가량 개선함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플래시 변환
계층의 원리와 다양한 세부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
서는 플래시 압축계층의 고안 배경과 동작원리에 대해 살
펴본다. 4장에서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해 설계한 압
축 플래시 변환계층에 대해 기술하고, 5장에서는 시뮬레
이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한다. 그리고 6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행하는 도중에 폴트가 발생하면 데이터의 일관성을 깨뜨
릴 수 있다.
이러한 블록단위 주소변환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기법
은 교체블록 기법은 그림 1(c)와 같이 블록 내부의 페이지
에 대한 갱신요청이 발생하면 교체블록을 할당해 쓰기를
수행하고 이를 연결리스트로 구성해 향후 읽기연산 시에
이 리스트를 역순으로 검색해 가장 늦게 수정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안된 로그블록 기법은 그림 1(d)
처럼 페이지단위 주소변환과 블록단위 주소변환 기법을
병합한 형태로 비교적 큰 단위로 요청되는 순차 입출력은
블록단위로 처리하고, 작은 단위로 요청되는 임의 입출력
은 페이지 단위로 로그구조 파일시스템[15, 16]과 유사하
게 로그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다[3]. 이를 통해 주소변환
테이블의 크기를 줄이고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다.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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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 3 4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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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플래시 변환계층
플래시 변환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FTL)은 플래시
메모리의 삭제연산을 감추기 위한 미들웨어로 호스트 시
스템의 파일시스템과 플래시메모리 사이에 위치한다. 삭
제연산은 쓰기연산 시에 파일시스템이 생성한 논리주소
를 플래시메모리상의 이미 삭제연산을 수행한 영역에 대
한 물리주소로 변환함으로써 감춰진다. 비교적 수행시간
이 오래 걸리는 삭제연산을 감추고 I/O를 하나의 단위
(atomic operation)로 처리해 하드디스크와 같은 단일 저장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상단에서 일반 파일시스템을 사용
해서 플래시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는 현
대의 운영체제의 기본 철학처럼 정책(policy)과 기능
(mechanism)을 각각 파일시스템과 저장장치로 구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기능에 해당하는 FTL은 크게 호스트시스
템에서 독립된 하드웨어 형태[2, 3, 8]와 호스트시스템 내
부의 디바이스드라이버 형태[14]로 구현할 수 있다.
FTL은 주소변환 단위에 따라 크게 페이지(쓰기)단위 주
소변환과 블록(삭제)단위 주소변환으로 나뉜다. 페이지단
위 주소변환은 그림 1(a)와 같이 정교하게 주소를 변환하
기 때문에 성능은 좋은데 반하여 주소변환 테이블의 크기
가 커져 제작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블록단
위 주소변환은 그림 1(b)처럼 비교적 비정교하게 주소를
변환해 주소변환 테이블의 크기는 작지만, 내부의 한 페이
지에 대한 수정연산이 발생해도 전체 블록을 삭제하고 갱
신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수

그림 1. 플래시 변환계층의 설계기법에 따른 동작예제.

이처럼 FTL은 주소변환 테이블을 사용해 삭제연산을
감출 수 있어 플래시메모리의 쓰기 성능을 개선하고 일반
파일시스템을 사용해 제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시
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에서 비휘발성 주 메모리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FTL을 사용해 삭제연산을 논리적으로 감춰도
플래시메모리의 쓰기속도는 다른 메모리 소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여전히 쓰기 성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드 디스크와 비교해 수십
배 가량 단위 공간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억공간을 효율
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 플래시 압축계층이 제안되었다.
III. 플래시 압축계층
플래시 압축계층(Flash Compression Layer, FCL)은 데이
터를 압축해 전송하고 저장함으로써 플래시메모리의 쓰
기 대역폭과 기억공간을 실질적으로 확장한다. 데이터 압
축의 일반적인 특성은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를 압축해도
압축률에 따라 압축 페이지의 크기가 다양해 진다는 것이
다. NOR형 플래시메모리는 바이트 I/O를 지원하기 때문
에 다양한 크기의 압축페이지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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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페이지 I/O만의 지원하는 NAND형 플래시메모리
는 압축페이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서 FCL은 플래시메모리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
로 설계되었다.
과거 NAND형 플래시메모리가 개발되기 이전에 NOR
형 플래시메모리를 데이터 저장장치로 널리 사용하던 시
대에는 NOR형 플래시메모리를 위한 압축기법이 몇 가지
제안된 바 있다[4, 5]. 최근에 NAND형 플래시메모리가 출
시 이후에 NOR형 플래시메모리는 주로 코드용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코드 메모리에 압축기법을 적용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NOR형 플래시메모리 압축에 대
한 연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코드 메모
리는 쓰기연산의 비율이 적고 코드를 압축하게 되면 코드
의 수행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의 플래시메모리 압축에 대한 연구는 주로
NAND형 플래시메모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도 대용량 저장장치로 널리 사용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플래시 압축계층에 대해 주로 살펴본다
[13].
NAND형 플래시메모리에 압축페이지를 저장하면 그림
2와 같이 내부파편이 발생해 압축효율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이때 내부 파편이 발생한 영역에 이보다 작은 크
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
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페이지로 구성된 블록
에 대해 비교적 긴 수행시간을 갖는 삭제연산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AND형 플래시메모리에서 페이
지 크기와 입출력 단위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압축기법을
사용하여도 공간확장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복된 입출력 연산의 수행을 야기한다. 그리고 작은 플래시
페이지 크기는 플래시 메모리의 CMOS 회로설계를 복잡
하게 해 공정의 효용을 낮추고 FTL에서 사용하는 주소변
환 테이블의 크기를 키우게 된다.
그래서 위의 설계요소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파편
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법으로 페이지 그룹화 기법
이 제안되었다[13]. 페이지 그룹화 기법을 사용한 FCL의
동작원리는 그림 3과 같다. 각각의 메모리 페이지는 개별
적으로 압축되어 쓰기버퍼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이때
쓰기버퍼는 바이트단위 I/O를 지원해야 하며 예외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휘발성이어야 한다. NOR형 플래시
메모리와 배터리 부착형 RAM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
쓰기버퍼에 압축 페이지를 저장할 때는 내부파편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그룹화하는데 크게 3가지 서로 다른 그룹
화 기법이 있다[12]. 이후에 쓰기버퍼의 사용비율이 임계
값을 넘으면 쓰기버퍼의 그룹 중 가장 내부파편을 적게 가
진 그룹을 선택해 저장장치인 NAND형 플래시메모리에
실제로 저장한다.
그리고 FCL에서는 압축과 복원에 따른 지연시간을 감
출 수 있도록 입출력 버스보다 압축 및 복원 속도가 빠른
X-RL과 같은 고속 하드웨어 압축기를 사용한다[9, 10].
FCL에서 X-RL을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X-RL이 플래시
페이지 크기와 같은 작은 크기의 페이지에 대해서도 압축
효율이 좋고 하드웨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I/O Unit

I/O Unit

I/O Unit

I/O Unit

I/O Unit

I

II

III

IV

Compress
Grouping

Compress
Grouping

Compress
Grouping

Compress
Grouping

I
(G1)

Compress

Store

III
(G1)

II
(G2)
Write-back

I

Original
Memory Page

III

Flash Page

Compressed
Data

IV
(G2)

Write Buffer

Write-back

II

IV

Flash Page

그림 3. 플래시 압축계층의 동작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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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Page

그림 2. 내부파편 문제.

일반적으로 내부파편은 큰 입출력 단위를 사용하거나
작은 플래시 페이지 크기를 사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 입출력 단위를 키우거나 플래시 페이지
크기를 키우는 형태로 설계를 변경하면 이 보다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큰 입출력 단위는 임의점근 시에 입
출력 연산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접한 페이지에 대한 중

이상에서 살펴본 현재까지 고안된 FTL과 FCL은 개별적
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주 메모리
와 같은 하드웨어를 중복해 사용하는 문제를 갖는다. 또한
FCL이 관리하는 블록내부의 유효한 페이지의 개수와 같
은 정보를 FTL이 삭제블록을 선택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
다면 보다 삭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FTL와 FCL을 통합한 형태의 압축 플
래시 변환계층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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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압축 플래시 변환계층
제안하는 압축 플래시 변환계층(Compressed Flash
Translation Layer, CFTL)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4와
같다. CFTL의 구조는 크게 FTL에 해당하는 주소 변환테
이블이 위치한 좌측부분과 FCL에 해당하는 압축기와 복
원기 그리고 쓰기버퍼로 구성된 우측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쓰기버퍼의 크기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160KB로 설정한다[14]. 다이어그램에 제시된 하드웨어
이외에도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주 메모리용 DRAM이 기
본적으로 사용된다. 다이어그램상에 CFTL로 표시된 부분
은 SOC(System on Chip)형태로 구현하면 보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CFTL의 구조는 몇 가지 경우의 입출력 연산
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쓰기연산의 경우 임계 값보다
압축률이 좋은 경우에 쓰기 버퍼에 기록해 그룹화하게 되
는데 이 경우 데이터를 압축해 크기가 줄어들었고 쓰기버
퍼의 속도가 저장장치보다 빠르기 때문에 쓰기 성능을 개
선할 수 있다. 또한 입력의 경우에도 요청 페이지가 쓰기
버퍼에서 적중하면 읽기속도가 빠른 쓰기버퍼에 대한 선
인출 효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쓰기와 읽기가
요청되는 경우 각각의 연산이 쓰기버퍼와 저장장치에 분
산돼 병렬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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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압축 플래시 변환계층의 블록 다이어그램.

다음으로 FTL과 상호작동을 위해서 쓰기버퍼에서 압축
페이지 그룹을 저장장치의 플래시 페이지에 실제로 기록
하는 경우에, FTL의 주소변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메타데
이터를 함께 저장한다. 메타데이터는 NAND형 플래시메
모리의 모든 플래시 페이지에 존재하는 16B 또는 64B 크
기의 여분의 공간(spare area)을 활용해 저장한다. 메타데
이터는 각각의 압축 페이지의 논리주소와 크기 그리고 전
체 페이지에 대한 에러 검사코드이다. 여분의 공간의 크기
가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의 플래시 페이지에 저장할 수 있
는 최대 압축 페이지의 개수(N) 는 수식 1과 같은 제한된다.



 

S spare − S ECC
 =  S spare − S ECC 
N =

 S storage
lg S storage 
+ lg S page  
 lg
S
page



(1)

여기서 Sspare는 여분 공간의 크기를 SECC는 에러 검사코드
의 길이를 Spage는 플래시 페이지 크기를 그리고 Sstorage는 플
래시 메모리의 총 용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분의 공
간의 크기가 16B인 경우에는 4이고 64B인 경우에는 19로
충분히 많은 압축 페이지를 한 플래시 페이지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의 CFTL의 동작원리는 로그블록 기법의 FTL과 유
사하다[3]. 즉 시스템이 시작하는 경우에 메타데이터를 읽
어 주소변환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와 쓰
기 연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플래시메모리의 사용률이 일
정비율 이상이 되면 가장 유효한 페이지의 숫자가 적은 블
록을 선택해 해당 블록의 총 삭제횟수를 고려해 삭제연산
을 수행한다.
V. 성능 평가
이 장에서는 CFTL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
과정과 결과를 제시한다. 다양한 설계 환경에 따른 성능분
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
하였다. 이때 벤치마크는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 평가에 널
리 사용하는 Canterbury Corpus 벤치마크를 사용하였다
[11]. 공인된 벤치마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실험
결과를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적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향상 비율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성
능지표를 새롭게 정의한다. 먼저 압축률(CR)을 압축 페이
지의 크기를 소스 페이지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즉 압축률이 낮을수록 높은 압축효율을 의미한다. 내부파
편 비율(IFR)은 내부 파편의 크기를 소스 페이지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실질 압축률(ECR)을
NAND형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한 압축 페이지들의 평균
압축률과 평균 내부파편 비율의 합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실질 압축률은 총 사용된 플래시 페이지의 개수 분에 총
저장한 메모리 페이지의 개수가 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CFTL의 설계 목표는 쓰기 대역폭
과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쓰기연산 시간을 단
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쓰기 대역폭의 확장 비율(EWB)은
1/CR-1과 같이 평균 압축률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으며,
기억공간의 확장비율(ESC)은 1/(CR+IFR)-1=1/ECR-1과 같
이 실질 압축률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그림 5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압축단위에 따른 압축률
을 보인다. CFTL은 입출력 연산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서 압축단위를 저장장치의 플래시 페이지 크기와 동일하
게 설계하였다. 즉 플래시 페이지 크기가 제품에 따라
512B와 2KB인 경우, X-RL 알고리즘을 사용한 CFTL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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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벤치마크에 대한 평균 압축률은 각각 약 59.3%와
57.3%이다.

줄일 수는 있지만, 이 결과가 쓰기연산 속도 자체의 단축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ompression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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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하는 압축 플래시 변환계층의 성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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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압축단위에 따른 압축률.

그림 6은 벤치마크 프로그램 별 내부파편 비율이다. 평
균 내부파편 비율은 플래시 페이지 크기가 512B인 타입 I
의 경우 약 11.7%이고 페이지 크기가 2KB인 타입 II의 경
우에는 약 24.3%이다. 작은 플래시 페이지 크기를 사용하
면 내부파편을 더 많이 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플래시
페이지 크기와 무관하게 벤치마크 fax의 경우 내부파편을
거의 제거하는데 이는 해당 벤치마크의 평균 압축률이 약
16%로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제안하는 CFTL에서
내부파편 비율은 압축률의 평균과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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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쓰기연산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CFTL에 기반한
NAND형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에 벤치마크를 순차적으
로 저장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쓰기버퍼로는 읽기연산
의 속도는 빠른데 반하여 비교적 쓰기연산의 속도가 느린
NOR형 플래시메모리와 읽기 및 쓰기연산의 속도가 모두
빠른 배터리 부착형 DRAM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표 2
와 같이 평균적으로 18-19%가량 쓰기연산 시간을 단축하
였다. 이는 대부분의 쓰기연산이 저장장치인 NAND형 플
래시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쓰여지지 않고, 압축된 형태
로 쓰기버퍼에 쓰여져 그룹화되어 여러 압축 페이지가 한
번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쓰기버퍼에서 저장장치로 실제
로 데이터가 쓰여질 때 쓰기버퍼에서 한 페이지를 읽는 동
안의 시간이 일반 시스템과 비교한 추가비용이 되지만, 쓰
기버퍼로 사용한 NOR형 플래시메모리와 DRAM 모두 읽
기연산의 속도가 빨라 이로 인한 성능손실을 전체 성능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쓰기버퍼로 비교적 단가가 높고 실행시간에 전
력을 많이 소모하는 배터리 부착형 DRAM을 사용한 경우
와 이와는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NOR형 플래시메모리를
사용한 경우에 성능상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CFTL
의 쓰기버퍼는 NOR형 플래시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동
일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전원소모를 줄이고 생산단가
를 낮출 수 있다.

15

VI. 결론

10
5
0
text

play

html

Csrc

lisp

Excl

tech

poem

fax

SPRC

man

AVG

Benchmark

그림 6. 플래시 페이지 크기(FPS)에 따른 벤치마크 별 내부파편
비율.

표 2는 저장장치로 NAND형 플래시메모리 타입 I을 사
용한 경우에 제안하는 CFTL의 성능을 요약한 것이다. 저
장공간의 확장비율은 40%이상이며, 쓰기 대역폭 확장비
율은 약 49%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향상은
쓰기버퍼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쓰기 대역폭 확장비율은 쓰기 연산시의 입출력 버스 사용
량의 감소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소모전력을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 대용량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 설계를 위해 호스트시스템과 플래시메모리 사이의
미들웨어 형태로 압축 플래시 변환계층을 설계하고 성능
을 분석하였다. 압축 플래시 변환계층은 하드웨어 비용을
낮추고 성능향상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플래
시 변환계층과 플래시 압축계층을 통합해 설계하였다. 시
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플래시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실질적으로 40%이상 확장하고 쓰기연산 시간을
평균적으로 18-19%가량 단축시킴을 확인하였다. 추가적
으로 쓰기 대역폭을 약 49%가량 확장함을 보였는데 이는
제한하는 시스템이 전력 소모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압축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압
축해 전송하고 저장함으로써 플래시메모리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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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인 느린 쓰기연산 문제와 단위 공간당 높은 단가 문
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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