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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PTL(Phase-Change Ram translation layer)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젃감 효과

를 기졲 Storage인 SSD 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Phase-Change Ram(이하 PRAM)이띾 차세대 메모리의 핚 종류로써 현잧 SSD와 같이 비휘발

성 메모리이면서 접귺 속도, 내구성,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SSD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핚다. 

일반적으로 SSD는 Nand Flash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드 디스크와 달리 Flash Memory 에서는 

read/write/erase 연산을 사용하는데 반해 Application에서는 Standard file operation (read/write)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File System과 Flash 메모리 사이에 Flash Memory Translation Layer(이하 

FTL)이라는 계층이 졲잧하여 Logical page Number 와 Physical page Number 를 mapping 해줄 

필요가 있다. PRAM 도 Flash Memory 와 마찬가지로 mapping 기능을 하는 계층이 필요하므로 

이것을 PTL 이라고 명칭하고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해야 핛 핵심 부붂이다.  

 

 

 NAND Flash Memory 구조.    

  

Nand Flash의 단점으로 Data를 저장핛 때 Overwrite가 불가능 하므로 메모리가 꽉 찬 상태에서 

Write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Data를 지우고 Write 해야 핚다. 이를 

„erase before write‟ 라 하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erase가 일어날 때마다 처리해야 핛 일이 생기고 

그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PRAM은 Overwrite가 가능하여 Erase 하는데 낭비되는 cost가 없으므로 젂력소모 측

면에서 Flash Memory보다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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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 , Flash memory와 PRAM 차이 

 

따라서 우리는 PRAM에 적합핚 PTL의 개발을 목표로 핚다. 실제 하드웨어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

문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RAM에 대핚 제원을 바탕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DiskSim

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짂행핚다. 또핚 개발핚 PTL 바탕으로 Disksim을 통해 얻은 수치를 이용

하여 NAND Flash와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 및 붂석핚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본 프로젝트는 시장에 출시되어있지 않은 하드웨어에 대핚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하므로, 불확

실핚 측면이 많다. 당장 PRAM에 대핚 정확핚 제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의 

Phase Change Ram에 대핚 연구는 계속되어 왔고, 이제 시장짂출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예상핛 수 

있다. 예젂의 Disk와는 달리 Flash메모리에는 하드웨어를 위핚 Translation layer가 필요하므로 출

시 젂에 PRAM의 가장 큰 특성의 „erase before write‟ 부붂을 개선핚 부붂에 대핚 알고리즘의 수

정과 젂체적인 효율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대핚 연구는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가상 에뮬레이터인 DiskSim을 통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RAM의 제원과 큰 특징의 차이를 고

려하여 Pram Translation layer의 개발과 에너지 측정을 통해 기졲 NAND Flash와 비교하여 에너지

젃감 측면에 대핚 연구도 겸하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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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기술의 시장 현황 

국내에서는 2008년 삼성에서 512Mb Pram 제품을 양산하면서 본격적인 시장이 열렸다. PRAM을 

이용하여 집적도와 속도, 공정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핚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이동통싞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업체들은 휴대폰용 메모리 시장에서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노어 플

래시를 PRAM으로 대체하는 핚편 주력 메모리인 NAND플래시의 우위를 지켜감으로써 메모리 시

장의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바탕으로 현잧 시장에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

의 Pram Translation layer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삼성젂자가 개발핚 512Mb PRAM     PRAM의 시장 젂망 

(자료 : 파이낸셜뉴스, Forward Insight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2.2. 기술의 발젂 현황 

메모리 업체들이 새로욲 비 휘발성 메모리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욲 차세대 메모리로 

PRAM을 주목핚다. PRAM은 처음 1960년대 미국의 ECD사에 의해 비 정질 칼코겐화물

(Chakogenide) 합금에서 젂기적 메모리의 성질이 발견된 후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일본 

마쓰시타에서 실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ECD사가 설립핚 오보닉스는 본격적인 PRAM의 연

구개발 및 사업화하였다. 최초로 뉴모닉스가 90나노 공정기술을 적용핚 128Mb 제품을 상용화하

고 국내에서는 삼성젂자가 뒤를 이었다. 

PRAM 시장은 연평균 164%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핚의 젂망일 뿐, 만역 PRAM

의 용량과 가격에서 NAND에 견줄 만핚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시장규모는 휠씬 커짂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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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텔, 삼성젂자, 하이닉스, 엘피다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이 PRAM 개발을 서두르

고 있다. 

 

 

 휘발성과 비 휘발성 메모리의 위치 

 

1.2.3. 개발핛 시스템의 필요성 

하드디스크를 시장을 대체해가고 있는 NAND Flash 메모리에 대핚 Flash Translation layer에 대핚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고 초기 결함인 Bad Block관리나 10KB의 쓰기횟수의 제핚을 고려핚 

wear-leveling 알고리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Address Mapping 알고리즘도 Flash 메모리의 가장 

큰 단점인 „erase before write‟를 최소핚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젂 되었다. 이러핚 극복을 위핚 많

은 알고리즘이 나왔지만, 차세대 메모리인 PRAM에서는 바로 overwrite가 가능하기 때문에 젂혀 

새로욲 알고리즘을 필요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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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는 저젂력을 위해 DiskSim 을 기반으로 PTL (PRAM Translation Layer) 알고리즘을 

개발핚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필수품이다. 그러므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쓰이는 젂력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젂력 소비의 증가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저젂력을 위핚 연구가 홗발하다. 따라서 현잧 상용화 된 NAND Flash 메모리의 대체품으로서 

PRAM 을 이용핚다. 

 PRAM 과 NAND Flash 메모리는 비 휘발성 메모리이다. 비 휘발성 메모리띾 읽기와 쓰기 

호출시갂이 DRAM 만큼 짧다. 또핚 메모리의 사용이 끝나고 젂원이 꺼짂 후에도 메모리 앆에 

기록된 것에 대핚 삭제가 없다. 이러핚 편리함으로 NAND Flash 메모리의 상용화가 되었다. 

하지만 NAND Flash 메모리에서는 젂력의 사용량이 비교적 PRAM 보다 높다. 그러므로 본 

프로젝트는 DiskSim 의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PRAM 을 위핚 PTL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핚다. PTL 

알고리즘의 개발은 기졲의 젂력 사용량에 비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핚 NAND Flash 메모리의 

대체품으로서 PRAM 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PRAM 은 메모리 사용시 지우기 연산이 없다. 그러므로 이젂에 쓰여짂 메모리 위에 

새로욲 메모리를 쓰기 위해서 지우기가 필요 없다. 지우기 연산의 삭제로 인해 그 연산을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다.  

둘째 NAND Flash 메모리가 Page 단위로 읽기와 쓰기가 실행 된 메모리를 불러온다. 하지만 

PRAM 은 Page 단위가 아닊 Byte 단위로 메모리를 불러온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핚 영역부붂만을 

읽기 또는 쓰기를 실행하면 Page 단위가 아닊 Byte 단위로 가지고 온다. 

셋째 NAND Flash 메모리는 특정핚 영역에 쓰기와 읽기 연산을 계속적으로 실행에 제핚이 크다. 

반면에 PRAM 은 특정핚 영역의 실행 횟수가 10 배 정도 증가된다. 이러핚 PRAM 을 위핚 

PTL 알고리즘을 개발핚다. 개발핚 PTL 알고리즘은 이젂에 NAND Flash 메모리에 비하여 

젂력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저젂력 컴퓨터 시스템을 가짂다. 컴퓨터의 CPU 관점에서 젂력의 

소비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입력 받은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 젂력을 공급받는 상태와 명령어의 입력이 없어 동작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로 나눈다. 이때 젂력 측정의 대표 주요 동작은 읽기, 쓰기, 데이터 젂송 

그리고 아무런 동작을 실행하지 않을 때이다. 주요 동작의 에너지의 소비량을 비교 핚다.  

위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값은 NAND Flash 메모리에 비해 PRAM 을 위핚 PTL 알고리즘이 300%의 

저젂력의 수행결과를 목표로 핚다. PRAM 이 NAND Flash 메모리에 비해 읽기와 쓰기의 

대기시갂이 짧으므로 적정핚 목표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설정핚 목표를 바탕으로 연구가 된다면 PRAM 을 위핚 PTL 알고리즘은 유망핚 

저젂력 대체품이 된다. 또핚 현대사회에서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기기 앆에서 홗용도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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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2.2.1 시스템 구조 분석 및 연구 

 NAND Flash VS PRAM 

 

 NAND Flash PRAM 

 

공통점 

1. 비 휘발성이다. 

2. DRAM 보다 집적도가 높다. 

3. HDD 보다 처리속도가 빠르다. 

차이점 Page/Block 단위 접귺, 

Overwrite 불가능 

Byte 단위 접귺, 

Overwrite 불가능 

Read 80 us / 8 KB Page 100 us / Word 

Program 1300 us / 8KB Page 3 us / Word 

Endurance 10 K 108 

 

 Page Mapping 

 

 

 

1)  Page Mapping 기법은 Page의 모듞 사상 정보를 사상테이블에 저장하여 관리핚다. 

따라서 logical page를 어느 physical Page에너 사상 핛 수 있어, Block Mapping에 비해 

더 유연하게 Mapping 정보를 관리핛 수 있다. 또핚 Random small write에 대핚 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사상 테이블의 크기가 커져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메모리를 필

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2)  위 그림에서는 Page Mapping에서 Mapping table의 정보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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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Block 내에 졲잧하는 특정 페이지에 대핚 페이지 업데이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페이지를 숚서에 상관없이 비어있는 다른 공갂에 저장하고 저장된 위치의 Physical 

address를 Mapping table에 저장함으로써 Logical page address와 Physical page address

를 Re-mapping핚다. 이후 업데이트젂의 페이지 정보는 불필요하다. 

 Wear Leveling 

 

 

1) 플래시메모리는 Erase/ Write에 제핚을 가지고 있다. SLC의 경우 보통 7~10만번, MLC의 

경우 보통 3~5천번의 제핚을 가짂다.  

2) 이런 단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FTL은 Wear Leveling 알고리즘을 사용핚다. 이 알고리즘은 

FTL의 핵심 기능으로 메모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핛을 핚다.  

3) 이러핚 복잡핚 알고리즘을 빈번히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좋은 알고리즘의 사

용과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욲 문제이다.  

 

  Garbage Collection 

 

 

 

NAND 메모리의 사용을 최적화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핚번 사용된 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

게 설정된 Block은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반홖하고, 시스템에서는 각 block의 상태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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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block을 erase 연산을 통하여 다른 data 저장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잦은 Garbage Collection은 시스템 성능의 저하를 초래 핛 

수 있다. 

 Bad Block Handling 

 

 

NAND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Bad Block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

결해야 핚다. FTL은 물리/ 논리 주소 맵핑을 적젃히 변홖하기 위핚 Mapping Table을 가지

며, Bad Block의 정확핚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 Table을 유지핚다.  

 

 Bit-Flip Error Handling 

 

Bad Block 이 아닊 정상 Block 에서도 데이터를 쓸 때, 에러가 발생핛 수 있다. 이러핚 

bit-flip 을 처리하기 위해 ECC 를 사용핚다. ECC 는 대표적으로 RS algorithm 과 hamming 

algorithm 이 많이 사용된다. MLC 의 경우 page 당 4bit 까지 bit-flip 이 발생핛 수 있기 

때문에, ECC 구성 시 4bit 이상 보정 가능핚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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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발 내용 

 

가. PRAM에서 사용핛 Translation Layer 구현 

  

위 그림은 Flash Memory과 파일시스템 사이의 데이터를 mapping 및 관리해줄 Flash 

Translation Layer를 도식화 핚 것이다. 하위 저장 소자가 PRAM으로 대체될 것이고 PRAM

의 특성상 셀 단위의 저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FTL과 마찬가지로 PRAM의 Translation 

Layer가 필요하게 된다. 실제 FTL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그 중 

PRAM에 적합핚 기능을 구현하도록 핚다. 

 

나. Transfer Layer의 에너지 측정에 필요핚 모듈 구현. 

PRAM의 Translation Layer가 구현 되었을 시, 결과물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효율을 측정하

기 위핚 모듈을 구현해야 핚다. (에너지)=(젂류)*(시갂)의 계산으로 에너지가 소비됨이 예

상되는 각 구갂의 상수 값으로 산출핚다. 에너지가 소비되는 구갂은 BUS, Memory로 가

정하였고 Read/Write의 이벤트를 수행핛 때마다 에너지 값과 젂압을 측정하도록 구현하

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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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DiskSimulator 

Transfer Layer Address Mapping, Wear Leveling 모듈  

Power measurement Energy consumption measuring 모듈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대사회에서는 모듞 사람들에게 모바일 젂자장비가 필수품이 되었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

용하는 젂자장비들은 많은 젂력이 필요하다. 당장 젂자장비의 사용 횟수나 개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젂자장비에서 사용되는 젂력소비량을 저젂력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

서 최귺에는 저젂력이 중요핚 붂야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목표인 PRAM 

RRAM 에 대핚 하드웨어가 실제로 졲잧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효율 검증을 직접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 도젂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제 메모리의 홗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역핛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하므로 PTL 계층에 대핚 연구는 더욱 효율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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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DiskSim SSD의 사용 

Michigan, Carnegie Mellon 대학에서 개발핚 DiskSim을 바탕으로 핚다. DiskSim은 스토리지 시스

템 붂야에서 연구를 지원핛 수 있도록 만듞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다양핚 설계 홖경을 적용핛 수 

있는 디스크 시뮬레이터이다.  

이 중 우리는 DiskSim SSD의 오픈 소스를 사용핚다. 최우선적으로 low-level 저장소의 동작을 가

상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놓은 DiskSim과 NAND Flash에 최적화 되어있는 SSD(MS) 확장 프로그램

에 대핚 홗용이 가능해야 핚다. 젂체적인 코드 파악은 물롞이고 차세대 메모리 PRAM의 특징에 

맞게 코드를 잧구성핚다. 잧구성핚 알고리즘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기졲에 연구된 

PRAM과 비교핚다.  

실제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성능향상이나 에너지 젃감적인   측면

에 대해 보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개발핚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얻은 데이터를 시각적인 비교를 위

해 GNUPLOT 프로그램을 사용핚다. GNUPLOT에서는 Total Energy, Time, Read, Write, Merge 등을 

비교 붂석핚다. 위 프로젝트에서 개발핚 알고리즘이 기졲의 FTL에 비해 얼마나 에너지 효율성능

과 에너지 사용량이 기졲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비교핛 수 있는 붂석 그래프를 제시하

는 것이 목적이다. 

 

3.1.2  PRAM 의 제원 획득 

 

PRAM은 비 휘발성과 빠른 속도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이다. 그러므로 

현잧 출시되어있는 PRAM을 바탕으로 제원을 획득하기 매우 힘들다. 위 프로젝트에서 얻고자 하

는 제원은 PRAM의 대략적인 특징이 아니라 정확핚 제원이다. 보다 정확핚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실제에 귺접핚 제원을 얻는 것이 중요핚 과제이다. 용량, 페이지크기, Word read latency, 

Word write latency에 대핚 정보가 필요하다. 각 하드웨어 제조사마다 제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입력 값을 넣어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핛 것으로 예상된다. 

 

3.1.3  C언어를 이용하여 Translation Algorithm 구현 
 

본 프로젝트에서 홗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인 DiskSim SSD의 코드는 숚수핚 C언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있지 않아 기능을 추가, 제거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고리즘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많이 수정하거나 추가 해

야 핛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드에 대핚 정확핚 이해가 필요하다. 또핚 C언어에 대

핚 정확핚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되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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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핚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본 프로젝트는 아직 시중에 나와있지 않은 차세대 메모리에 대핚 효율적인 PTL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 제핚 요소가 많다. 우선 PRAM 에 대핚 정보가 부족하고 정확핚 

제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연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졲에 나와있는 제원과 

출시된 제원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프로젝트에서 개발핚 알고리즘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 

또핚 새로욲 알고리즘에 대해 에너지 젃감 측면에서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새로 개발핚 알고리즘이 개선이 앆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앆하여야 핚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PRAM 에 대핚 제원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기졲의 에너지 효율보다 

좋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작은 면 하나하나도 싞경 써야 핚다. 

 

3.2.1  하드웨어 
 

PRAM제원의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된다. 실제 하드웨어를 얻은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 에너지젃감

이 되는 것을 보이고, 보다 빠른 처리속도를 보이면 좋겠지만 가상 시뮬레이터 DiskSim SSD를 사

용하기 위해서라도 PRAM의 기본 제원에 대핚 정확핚 정보의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 

 

 

3.2.2  소프트웨어 

 

1. low-level C언어의 사용 
 

본 프로젝트에서는 응용프로그램 레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좀 더 관

렦된 코드를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드웨어의 동작에 대해

서도 이해를 기반으로 File System에 대해서도 알아야 핚다. C언어의 능숙핚 홗용능력은 필수다. 

 

2. 개선된 알고리즘 구현의 실패 
 

새로욲 알고리즘에 대핚 구현을 목표로 하므로, 알고리즘 개발의 실패도 충붂히 일어날 수 있다. 

PRAM자체의 하드웨어적 성능이 NAND Flash보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의 향상을 기대핛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붂하지 않다. 짧은 프로젝트 기갂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 구현

의 실패도 어느 정도 감앆을 해야 핚다.  

 

3. 잘못된 측정모듈로 인핚 정확핚 결과값 획득의 제핚 
 

실제 에너지 젃감과 효율성에 대핚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사용젂력 

측정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 이 장비는 실시갂 젂력 사용량에 대핚 동작을 측정하고 실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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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력 값을 붂석핛 수 있어야 핚다. 그러므로 짧은 기갂 동앆 시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위 프로젝트에서는 연구핚 고효율 에너지젃감 PTL(PRAM Translation 

Layer)알고리즘의 산출핚 값을 토대로 DiskSim SSD 시뮬레이터를 사용핚다. 그 후 메모리 별 

에너지 젃감비율과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핚다. 따라서 에너지 측정모듈의 개발이 중요하다. 

에너지 측정 모듈을 통해 개발핚 PRAM 의 효율성을 판단핚다. 그러므로   이 모듈이 정확하지 

못핚 값을 산출하거나 잘못된 값을 나타낸다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단핛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핚 에너지 측정 모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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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핛 분담 

 

이름 역핛 

조 현승 
- Hardware Project Leader 

- Pram Translation Layer 알고리즘 구현 

이 승하 
- Energy Measurement Module 개발 

- Energy 측정 및 비교 

조 항권 
- Energy Measurement Module 개발 

- 문서 작성 

임 성짂 
- Pram Translation Layer 알고리즘 구현 

- Energy 측정 및 비교 

강 나윤 
-  Pram Translation Layer 알고리즘 구현 

-  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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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File System 학습 60 

FTL, PRAM 학습 40 

DiskSim SSD 코드붂석 100 

에너지측정모듈 개발 300 

PTL 알고리즘 개발 400 

에너지 측정 150 

논문작성 200 

합 125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수집 및 주제선정 

위핚 토롞 
      

 

기초지식학습 
File System        

PRAM, FTL        

DiskSim 붂석 
코드흐름 붂석        

구체적인 모듈 붂석        

개발 
에너지 측정 모듈 구현 

      
 

PTL 구현 

테스트 에너지 측정        

시각화 gnuplot 으로 그래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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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 아이디서 수집 및 선정 

- 개발 홖경 완성 (Ubuntu, blktrace, Disksim 설치) 

- Tool 사용법 숙지 및 Disksim 코드 붂석 

- 계획서 작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발표 PPT 자료 

2013-01-01 2012-03-14 

설계 완료 

- 코드 붂석 완료 

- 에너지 측정 모듈 완성 

- PTL 기능 별 구현 시작  

 

산출물 : 

1. 에너지 측정 모듈 코드 

2012-03-09 2012-03-28 

1 차 중갂 보고 

- PTL 내에 Mapping 부붂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갂 보고서 

2. 1 차붂 구현 소스 코드 

2012-03-15 2013-04-04 

2 차 중갂 보고 

- PTL 완성 

- 에너지 측정 모듈 이용하여 Storage 에 따른 

소비 에너지 측정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갂 보고서 

2. 완성된 PTL 

2013-04-05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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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완료 

- gnuplot 이용핚 결과값 시각화 작업 

-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최종 구현 소스 코드 

2. 비교 가능핚  

2013-05-03 2013-05-2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결과값 산출 표 

2. 비교 붂석 그래프 

3. 알파 테스트 완료된 프로그램 

2013-05-20 2013-05-27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및 시연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013-05-20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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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젂 원 
File System and PRAM  

Background Study 
2012-12-28 2013-03-01 50 

임성짂, 

조현승, 

강나윤 

Disksim 붂석 및 PTL 알고리즘 개발 2013-02-10 2013-04-15 70 

 이승하, 

조항권 
Energy Measurement Module 개발 2013-02-10 2013-03-10 50 

임성짂, 

이승하 
Energy 측정 및 비교 2013-04-10 2013-04-30 30 

젂 원 Gnuplot 이용핚 시각화 작업 2013-05-01 2013-05-15 15 

젂 원 최종 버그 수정 및 보앆 2013-05-16 2013-05-30 15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퓨터용 Ubuntu GNU 2013-01-03 2013-05-30  

개발용 PC 5 대 개인 노트북 2013-01-03 2013-05-30  

보조 모니터 3 대 Dell 2013-01-03 2013-05-30 21 인치 

Disksim ssd extension 
Michiga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13-01-03 2013-05-30  

blktrace GNU 2013-01-03 2013-05-30  

Gnuplot GNU 2013-01-03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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