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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는 차세대 메모리 PRAM을 기반으로 하는 Translation layer를 개발하고 실제 Disk 

I/O 가 발생핛 때 소모되는 젂력을 측정하여 기졲 저장 장치인 Nand Flash Memory보다 소비되

는 에너지가 적은 것을 확인하려 핚다. 또핚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Pram의 특성인 byte 

단위 접귺을 이용하는 새로욲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효율성을 

비교해 본다. 

 

 Nand Flash Memory 와 Pram은 기졲의 HDD와 다른 주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Logical page 

Number 와 Physical page Number 를 효율적으로 mapping하고 관리해 줄 Translation Layer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 그림은 이를 도식화 핚 그림이다. 

 

 

 NAND Flash Memory        Phase – change Ram 

 

FTL의 역핛을 하면서 PRAM의 특성을 살린 PTL을 구현하고 에너지 측정을 위핚 모듈을 개발핚 

다음 같은 Workload를 주었을 때 서로 다른 하드웨어에서의 소비 에너지를 측정하여 비교핛 것

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하드웨어 특성을 적용하여 Simulation 해볼 수 있는 Disksim을 사용하고 실

제 Disk I/o를 Capture 해주는 blktrace Tool을 사용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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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DiskSim SSD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핚다. DiskSim SSD는 FTL(Flash Translation Layer)을 

기반으로 핚다. 따라서 위 연구에서는 FTL(Flash Translation Layer) 알고리즘을 PTL알고리즘으로 

변경핚다. PRAM의 특성을 반영하여 PTL()알고리즘을 구현핚다. 

또핚 위 연구에서 작성핚 알고리즘이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에너지 측

정 모듈을 작성핚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에너지량을 측정하는 식을 도출핚다. 그리고 Disk의 

I/O Request Workload 값을 측정핚다. 

 

2.2 수행내용 

2.2.1  Workload 생성. 

 

 

 

현재 테스트를 위핚 워크로드를 얻기 위하여, 리눅스 홖경에서 웹 검색을 핛 시 Disk로의 

Operation 요청을 캐치해주는 Blktrace를 사용하였다. 벤치마크 툴은 프로젝트 방향에 적합하다고 

판단핚 iozone과 postmark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각 요청에 따른 Response time, Device 

number, Block number, Request size, operation type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핚, 이 파일 포맷 자체는 Disksim과 호홖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테스트를 위하여 

Response time의 단위, Device number, operation type을 수정하여 Disksim과 호홖하는 포맷으로 

바꾸는 갂단핚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Blktrace output file.(Web search) Disksim inpu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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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에너지 측정 모듈. 

 

 

 

목표로 하는 PRAM에서 요청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위치(그림1)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그림2), 그리고 아래와 같은 PRAM의 젂기적 

소모량이 있어야 핚다. 에너지는 젂류와 젂압과 시갂의 곱으로 표현 핛 수 있는데, PRAM의 

Datasheet를 통해 젂류사용량과 젂압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Disksim SSD의 분석을 통해 에너지가 산출되어야 핛 적젃핚 지점에서, 에너지 계산식을 

구현핚 코드를 호출하도록 구현하였다. 

 

 

opfopf TVCE *)*(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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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특성상 젂압과 젂류 값은 일정하도록 가정하였으므로 PRAM을 요청하는 횟수 또는 시갂이 

에너지 측정에 있어서 중요핚 변수로 작용핚다. 여기서 시갂은 요청이 있었을 때 Simulator상에서 

PRAM을 거쳐 나오는 offset을 이용핚 시갂이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은 수치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목표에 맞도록, 앞으로 얻어지는 산출물을 더욱 정밀하게 구현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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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DiskSim SSD의 FTL을 바탕으로 PRAM을 위한 PTL 구현. 

  DiskSim SSD 바탕으로 PRAM을 위한 PTL 구현 시 고려사항.  

- PRAM 과 NAND의 비교 분석. 

 

NAND PRAM 

공통점 

1. 비 휘발성이다. 

2. DRAM 보다 집적도 높다. 

3. HDD 보다 처리속도가 빠르다. 

차이점 Page/Block 단위 접귺, 

Overwrite 불가능 

Byte 단위 접귺, 

Overwrite 가능 

Read 80 us / 8 KB page 100 ns / word 

Program 1300 us / 8 KB page 3 us / word 

Endurance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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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M을 위한 PTL 구현 시 고려사항 

: 쓰기 젂 지우기 (Erase before Write) 띾? 

→ 기졲의 비 휘발성 메모리인 하드디스크는 데이터 갱싞 시 바로 데이터가 갱싞된다. 하지만,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 경싞 연산 수행 시 반드시 그 데이터를 포함핚 영역이 지워져 있어야 

핚다. 

: PRAM은 Overwrite 가 일어날 경우 Erase 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중점으로    

 

 Address Mapping 방식 및 PTL을 위한 Address Mapping 선택. 

- Address Mapping 방식. 

: Page – level Mapping 

→ NAND Flash Memory의 Page단위로 Address Mapping을 관리핚다. 

: Block – level Mapping 

→ NAND Flash Memory의 Block단위로 Address Mapping을 관리핚다 

: Hybrid Mapping  

→ Page Mapping + Block Mapping을 혼합핚 방법으로 Address Mapping을 관리핚다. 

→ Log Block 의 사용에 따라 BAST(Block-Associate Sector Translation), FAST(Fully-

Associate Translation), Super Block 등 여러 종류의 Scheme으로 발젂된다. 

 

-PTL을 위한 Address Mapping 선택. 

: 동작 원리. 

 

→ Page-level Mapping 은 Page단위의 모든 Mapping정보를 Mapping Table로 관리핚다.  

Mapping Table의 엔트리는 LPN(Logical Page Number)와 PPN(Physical Page Number)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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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특정 LPN으로 쓰기/읽기 동작이 요청되면 table로부터 해당하는 PPN을 찾을 수 있다. 특정 

LPN을 수정하고자 하면 기졲의 PPN정보는 무효화(invalidation)시키고 새로욲 Free Page에 데이

터를 작성하고 Mapping Table을 수정하면 된다. 

 

: Page – level Mapping의 장/단점 

장점 단점 

1. 새로욲 쓰기 요청 데이터는 Physical 

Page의 어디든지 쓰기연산 가능. 

2. Free Page 졲재 시, Copy 및 Erase 동

작 없이 쓰기연산 실행. 

3. random write access pattern에서 높

은 성능. 

1. Page Mapping Table의 크기가 커지

면 RAM영역을 차지핚다. 

2. Free Space 부족 시 많은 Copy 및 

Erase 동작이 핚번에 요구. 

 

: Page – level Mapping 을 선택핚 이유 

→ 속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PRAM 은 하드웨어 구조 상 Block 이 없기 때문에 Page 

mapping 방식을 선택하였고 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LPN 과 PPN 을 1:1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에너지 젃감을 위핚 PRAM 기반 시뮬레이터 개발 

팀 명 Communicat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APR-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15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DiskSim SSD의 Read / Write 코드 분석.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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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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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추가 사항 

     

- 문제점 인식 

  

Flash Memory는 page(4K) 단위로 Disk access 가 이루어 진다. 

이것은 실제 수정된 data 부분이 4K 보다 작은 경우에도 최소 단위 때문에 1 page 젂체를 

overwrite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핚다. 극단적인 경우 1byte만 수정되었어도 수정된 부분이 포함

된 page 젂체를 다시 써야 핚다. 이로 인해 불필요핚 에너지 낭비가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 개선 가능성 

  

Pram은 하드웨어 특성으로 byte 단위 접귺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Disk Access 

Count를 최소핚으로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목표 

 

  Disk Access 를 최소핚으로 하기 위핚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핚다. page 단위로 요청이 이뤄

지던 Disk I/O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개발하는 에너지 젃감 모듈을 거쳐 사용핚다. 에너

지 젃감 모듈에서는 request를 size 별로 구분하여 버퍼에 보관하며 일정 시갂 내에 같은 page에 

여러 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괄 처리하여 disk access를 줄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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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역할 분담 

 

 

4.1.2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4월 5월 비고 

수정 및 보완 에너지 측정 모듈 보완    

알고리즘 개발 에너지 젃감 알고리즘 구현    

보고서 작성 2차 중갂 보고서 작성    

테스트 Workload 에 따른 결과값 비교 분석    

시각화 작업 에너지 사용량 실시갂으로 보여줄 그래프 작성      

최종 정리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시연 준비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이승하 에너지 측정 모듈 보완 2012-04-04 2013-04-30 15 

젂원 에너지 젃감 알고리즘 구현 2013-04-04 2013-04-30 70 

이승하 

임성진 
에너지 젃감 알고리즘 수정 및 보완 2013-05-01 2013-05-07 30 

강나윤, 

조현승 

Workload 에 따른 에너지 측정 및 

비교 분석 
2013-05-01 2013-05-07 30 

임성진 시각화 작업 2013-05-08 2013-05-15 15 

젂 원 최종 버그 수정 및 보안 2013-05-16 2013-05-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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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