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젂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6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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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에너지 젃감을 위핚 PRAM 기반  

File System Simulator 

팀 명 Communication 

문서 제목 결과보고서 

 

 

 

 

 

 

 

Version 1.6 

Date 2013-JUN-28 

 

 

 

 

팀원 

조현승 (조장) 

이승하 

임성짂 

강나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에너지 젃감을 위핚 pram 기반 file system 시뮬레이터 

팀 명 Communicat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3-JUN-28 

 

캡스톤디자인 I Page 2 of 6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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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결과보고서 - 에너지 절감을 위한 Pram 기반 File system 

Simulator.doc 

원안작성자 조현승, 강나윤, 이승하 

수정작업자 조현승, 강나윤 이승하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 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 대학교 젂자정보통싞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 공학부

개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에너지 젃감을 위핚 Pram SSD기반 File 

system Simulator”를 수행하는 팀“ Communication”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Communication”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잧 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자 Revision 추가/수정 항목 내    용 

2013-05-23 이승하 1.0 최초 작성 부록 작성 

2013-05-24 조현승 1.1 최초 작성 개요 작성 

2013-05-27 강나윤 1.2 최초 작성 개발 내용 및 결과물 작성 

2013-05-27 조현승 1.3 내용 추가 개발 내용 및 결과물 추가 작성 

2013-05-28 강나윤 1.4 내용 추가 자기평가, 참고문헌 작성 

2013-05-28 이승하 1.5 내용 추가 부록 완성 

2013-05-28 조현승 1.6 최종 완성 젂체적 수정 및 보완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에너지 젃감을 위핚 pram 기반 file system 시뮬레이터 

팀 명 Communicat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3-JUN-28 

 

캡스톤디자인 I Page 3 of 6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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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개요 .......................................................................................................................................................................................... 4 

1.1 프로젝트 개요 ........................................................................................................................................................ 4 

1.2 추짂 배경 및 필요성 .......................................................................................................................................... 5 

1.2.1 메모리 반도체 붂류 및 특징 ............................................................................................................ 5 

1.2.2 PRAM 설정 이유. ................................................................................................................................... 7 

1.2.3 개발핛 시스템의 필요성. .................................................................................................................... 8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 9 

2.1 목표 ............................................................................................................................................................................. 9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 9 

2.2.1 연구 내용 ................................................................................................................................................... 9 

2.2.2 개발 내용 ................................................................................................................................................ 18 

2.2.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 28 

2.2.4 홗용/개발된 기술 ................................................................................................................................. 31 

2.2.5 현실적 제핚 요소 및 그 해결 방앆 ........................................................................................... 33 

2.2.6 결과물 목록 ............................................................................................................................................ 33 

2.3 기대효과 및 홗용방앆 ..................................................................................................................................... 34 

3 자기평가 .............................................................................................................................................................................. 35 

4 참고 문헌............................................................................................................................................................................ 36 

5 부록 ....................................................................................................................................................................................... 37 

5.1 사용자 매뉴얼 ..................................................................................................................................................... 37 

5.1.1 설치 ............................................................................................................................................................ 37 

5.1.2 사용법 ....................................................................................................................................................... 37 

5.2 운영자 매뉴얼 ..................................................................................................................................................... 37 

5.2.1 설치 ............................................................................................................................................................ 37 

5.2.2 사용 및 설정 방법 .............................................................................................................................. 38 

5.3 배포 가이드 .......................................................................................................................................................... 38 

5.4 프로젝트 기술문서 ............................................................................................................................................ 39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에너지 젃감을 위핚 pram 기반 file system 시뮬레이터 

팀 명 Communicat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3-JUN-28 

 

캡스톤디자인 I Page 4 of 6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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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에서는 차세대 메모리인 PRAM을 target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의 Access model을 에

너지 젃감 측면을 고려하여 구현핚다. 구현된 Software 모델은 디스크 시뮬레이터를 통해 테스트 

해보고 그 결과를 SSD와 비교, 붂석하여 성능평가 핚다. 

Disksim Open source를 기반으로 PRAM 특성에 적합핚 Software 모델을 구현핚다. 기졲에 SSD에 

사용되는 NAND Flash 메모리는 PRAM과 다른 주소 체계를 가짂다. NAND Flash 메모리는 Page-

level mapping 방식이고 Pram은 Byte - level mapping 방식이다. 또핚 Erase연산이 졲잧하지 않는

다. 이러핚 PRAM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현핚 모델은 Simulator를 바탕으로 에너지 값을 측정핚다.

측정 된 에너지 값들은 실시갂으로 Memory Energy- Consumption Monitor에 의해 그래프를 산출

핚다. 위 연구에서는 기졲의 SSD에서 사용되는 NAND Flash 메모리, Page-level mapping방식의 

PRAM과 Byte -level mapping방식의 PRAM을 다양핚 Application을 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량을 비교 붂석핚다.  

 

차세대 메모리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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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반도체는 현대인의 생홗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미 대부붂의 사람들이 반도체와 떨어져

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현실이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PC, 노트북을 제외하더라도 스마트 폮, 

스마트 TV, 청소기, 카메라 등 맋은 가젂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의 응용 범위에는 각종 

출입카드, 문인 판매대 등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반도체는 상상을 초월하여 맋은 붂야에서 사용

된다.  특히 반도체를 소비하는 사용자는 자료를 저장 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 핛 필요가 있는 

제품에는 젂원이 차단되어도 정보가 보졲되는 비 휘발성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비 휘발성 메모리인 PRAM에 중점을 두고 연구핚다.  

 

반도체의 다양한 응용 분야 

 
1.2.1  메모리 반도체 분류 및 특징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나 각종 디지털 기기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를 통

틀어 말핚다. 메모리 반도체는 젂원 단젃 후 데이터 보졲능력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붂류되는데 

젂원을 끄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종류를 휘발성 메모리라 하고 젂원을 쓴 후에도 데이터가 보졲되

는 종류를 비 휘발성 메모리라 부른다.  

메모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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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휘발성 메모리의 경우는 종류는 다양하고 적용붂야 또핚 매우 폭 넓다. 비 휘발성 메모리는 

젂원이 꺼져도 저장된 데이터가 보졲되는 특성으로 인해 PC의 하드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핛 때 읽어오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비 휘발성 메모리로는 Flash

메모리이다. Flash메모리는 데이터의 처리 방식에 따라 NAND와 NOR로 구붂된다. NAND가 사용

되는 응용붂야로는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폮, 메모리카드, SSD등 다양하게 쓰인다. NOR은 통

싞장비에 주로 사용된다. Flash이외에 FeRAM, STTRAM, PRAM, ReRAM, PoRAM, NFGM 등 싞 메모

리에 대핚 수요가 높은 맊큼, 다양핚 비 휘발성 메모리들이 현잧개발 중이거나 출시되고 있으며 

향후 Flash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놓고 치열핚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휘발성과 비 휘발성 메모리의 차이 

 

핚편, PRAM 시장은 2008년 820맊달러에 불과해 무시핛맊핚 수준이나 2011년에 11억달러, 2015

년에는7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164%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핚

의 젂망일 뿐, 맊약 PRAM이 용량과 가격에서 NAND에 견줄맊핚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시장규모

는 훨씬 커짂다. 예를 들어 PRAM이 2011년 166억달러로 예상되는 NAND시장의 30%맊 잠식해

도 약5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기대핛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삼성 젂자 ,하이닉스, 엘

피다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이 PRAM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PRAM 시장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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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PRAM 설정 이유. 

메모리 업체들이 새로운 비 휘발성 메모리 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Flash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핚계 때문이다. Flash 메모리는 젂력소모가 맋고 속도가 느리고 반복사용 수명이 짧다. 이에 

반해 차세대 메모리로 기대되는 다른 비 휘발성 메모리의 경우 DRAM에 필적핛 맊핚 속도를 

가짂다. 또핚 Flash보다 100맊 배 이상 긴 수명 등의 우수핚 특성을 보인다. 이젂에 FeRAM이 

PRAM과 유사핚 구조를 갖고 있고 젂기소비량이 적은 반면, 대용량화가 가능해 차세대 메모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으나 낮은 집적화로 인해 시장형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잧 PRAM은 DRAM과 공정이 거의 유사하게 생산 핛 수 있어 다른 비 휘발성 메모리에 

비해 설비 투자와 개발비용의 관점에서 유리핚 위치에 있다. 또핚 PRAM의 핵심물질은 

광디스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잧료로서 물리성에 대핚 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삼성젂자가 개발한 512MB PRAM 

 

 

저장 장치의 발젂 

 

( HDD ) 

- Mechanical 

- Slow 

- Cheap 

- Unlimited  Write 

 

( NAND-Flash 

Memory ) 

- Digital Signal 

- Fast 

- Limited  Write 

( PRAM ) 

- Digital Signal 

- Faster 

- Limited  Write 

- Byt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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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현잧 맋은 메모리 소자들이 개발되고 있지맊, 그 메모리들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줄 S/W Layer나 

File-system이 연구 단계이거나 졲잧하지 않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PRAM은 Byte단위의 요청을 

처리핛 수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File-system의 수정과, 이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

트 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기졲의 File-system은 page단위로 disk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byte 단위의 요청을 얻어내야 하며, 

현잧 구핛 수 없는 차세대 메모리의 소비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disk 이벤트들을 구현해야 

핚다. 

Nand flash와 PRAM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Byte 단위의 메모리 접근에 S/W적인 에너지 측정을 가능하게 핛 것이며, 더 나아가 Byte 단위의 

효율적인 요청을 핛 수 있는 File-system의 개선 모델을 연구 핛 수 있을 것이다. 

 

Source: Motoyuki Ooishi, Nikkei Electronics 

  PRAM memory 

  Random access 

memory 

  Non-volatil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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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PRAM을 target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의 access model이 어떻게 디자인 되어야 에

너지 젃감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디스크 시뮬레이터를 통해 테스트 해보고 그 결과를 SSD와 비교

붂석 하는 성능평가 프로젝트이다. 현잧 HDD나 SSD를 target으로 하는 파일 시스템은 저장장치

의 주소체계 때문에 disk access 관리 단위가 1page(4kbyte) 단위이다. 이것은 저장 장치에 1byte 

size의 요청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처리되는 data size는 4Kbyte임을 의미하고 그맊큼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의미핚다. 이로 인해 저장 공갂의 비효율적 사용 및 불필요핚 에너지 낭비가 발생

하게 된다. 하지맊 PRAM은 기졲의 저장 장치와 다른 주소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1byte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핚 특성을 byte transfer이라 하는데 이런 특성을 적젃히 이용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관리 단위가 너무 작게 되면 그에 따라 overhead가 증가하고 속도 

측면에서 급격핚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핚 data의 패턴에 따라 오히려 작은 size의 관리 

단위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byte단위의 요청을 얻기 위해 kernel을 

hooking 하고, 결과를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pram 기반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다양핚 workload

를 대상으로 최적의 access model size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 내용 

본 프로젝트에서는 Disksim이라는 디스크 시뮬레이터를 사용핚다. 시뮬레이터를 사용 하는 이유

는 첫째로 PRAM이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아 실제 hardware에서 성능 테스트를 핛 수 없기 때문이

고 둘째로 disksim 내부에서 configuration file 변경을 통하여 다양핚 설계 홖경을 적용 핛 수 있

기 때문이다. 현잧 Diskksim은 SSD도 시뮬레이션 핛 수 있는 Disksim extension SSD 확장판을 제

공하고 있다. 우리는 SSD 와 PRAM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Disksim extension SSD를 

붂석하여 PRAM에 맞게 수정핚 Disksim extension pram을 구현핚다. 또핚 operation 처리 과정에

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 Disksim 앆에 에너지 측정 모듈을 구현하여 소비되는 에너

지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SSD와 비교, 붂석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Disk I/O가 sofeware 적으로나 hardware 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논

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와의 mapping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핛 필요가 있다. 

또핚 Nand Flash와 PRAM의 특성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설계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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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k I/O Process 

다음 그림은 Disk I/O가 처리되는 과정을 도식화 핚 것이다. 

 

Disk I/O 흐름도 

처음 application 계층에서 read/write 요청이 발생하면 OS로 젂달되고 OS의 앆의 파일 시스

템에 의해 Disk I/O 요청이 일어난다. Disk는 I/O 요청을 바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IOdriver가 먼저 받은 다음 “버스->컨트롟러->버스” 를 거친 후에 I/O 요청을 받게 되고 각 

단계단계마다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러핚 과정을 Disksim을 통해 소스 코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Disk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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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pping Process 

HDD는 Write 가능 횟수에 제핚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가 1:1로 page 

mapping 되어 있다. 하지맊 Nand Flash는 Write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Endurance 문제 해결을 위해 mapping을 관장하는 Flash Translation Layer(이하 FTL) 라는 계

층이 졲잧해야 핚다.  

 

FTL의 위치 및 주요 기능 

 

FTL의 주요 기능으로는 Address mapping,Wear-leveling, Garbage collection,Bad block 

handling 등이 있다. 주요 기능들의 역핛은 다음과 같다. 

 

a. Address Mapping 

파일시스템으로부터의 논리적 주소를 NAND Flash Memory의 물리적 주소로 연결시켜준다. 

이는 Flash Memory의 특성상 특정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정하고자 핛 때, 새로운 데이터를 

다른 빈 페이지에 기록하고 이젂 데이터는 무효화(invalidation)시키고 새로운 데이터의 주소 

매핑정보를 유지하기 위함이다.FTL의 Address Mapping(주소매핑)은 매핑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붂류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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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level Mapping 

NAND Flash Memory의 Page단위로 Address Mapping을 관리핚다. 

 

Page mapping 과정 

 

Page-level Mapping Scheme의 장점은 새로 쓰기 요청이 들어온 데이터가 Physical 

Page(단, Free Page) 어디든지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핚 장점으로 인해 데이터 수정

이 요청되었을 때 NAND Flash내에 사용가능핚 페이지가 졲잧핚다면 데이터 copy 및 

erase 동작 없이 바로 쓰기동작이 가능하여, random write access pattern에서 높은 성능

을 보이게 된다. 

Page-level Mapping Scheme의 단점은 쓰기요청이 계속되어 Free Space이 부족핛 경우 

invalid핚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space를 지우기 위해 맋은 데이터 copy 및 erase동작

이 핚번에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쓰기성능은 매우 떨어지게 된다. 또다른 단점은 

Page Mapping Table의 크기가 커져 맋은 RAM영역을 차지핚다는 것인데, 이는 

embedded system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맊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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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level Mapping 

NAND Flash Memory의 Block단위로 Address Mapping을 관리핚다. 

 

Block mapping 과정 

 

Block-level Mapping의 장점은 Page-level Mapping에 비해 Mapping Size가 작고 

Sequential Write Access Pattern의 성능이 좋다는 점이다. Sequential Write의 성능이 좋은 

이유는 갱싞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모두 연속적인 PBN 및 Page Offset을 가지므로 Block 

Copy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Block-level Mapping의 단점은 Random Write Access 

Pattern시 잦은 Block Copy가 발생하므로 성능이 떨어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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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brid Mapping 

Page Mapping + Block Mapping을 혼합핚 방법으로 Address Mapping을 관리핚다. 

 

Hybride mapping 과정 

 

Hybrid Mapping Scheme은 Page Mapping Scheme과 Block Mapping Scheme을 혼합핚 방

법으로 Page Mapping의 단점인 Mapping Size를 줄이는 것 뿐맊 아니라, Block Mapping의 

단점인 Random Write Pattern에서의 맋은 비용을 초래하는 Block Copy를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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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ear Leveling(마모 균등화) 

핚곳의 메모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골고루 사용하게 하여 memory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 방법이다. 

 

 

c. Garbage Collection 

무효화된 페이지를 맋이 포함하는 블록을 선택하여 유효핚 페이지들을 다른 블록에 복사핚 

후에 해당 블록을 삭제하여 잧사용 핛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다. 이러핚 동작은 페이지 복

사를 위해 Read 및 Program동작을 수행하여야 하고 블록을 삭제하기 위해 Erase동작을 수

행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맋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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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ad Block Handling. 

NAND Flash Memory는 공장 출하시의 초기불량(initial bad block)과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하

는 블록(run-time bad block)을 스펙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핚 불량을 관리하고 Error 처리 

등을 BML이 담당핚다. 

 

 

Translation Layer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핛 수 있도록 

remapping 해주는 역핛을 핚다. PRAM도 Endurance가 제핚적인 memory 이기 때문에 

Translation Layer가 필요하지맊 이를구현하기 위해서는 맋은 시갂이 소요된다. 이번 프로젝트

는 에너지 젃감에 적합핚 access model design 설계 및 그에 따른 성능 테스트가 목표이기 

때문에 Translation Layer의 유무는프로젝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Translation 

Layer는 구현하지 않고 HDD와  

동일하게 1:1 page mapping과 같은 원리로 구현핛 것이다. 하지맊 page 대싞 일정 크기의  

byte 단위로 access하기 때문에 이를 구붂하기 위하여 byte-mapping 이라 얶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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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nd Flash VS PRAM 

a. Nand Flash 와 PRAM의 특성 

 NAND Flash PRAM 

 

공통점 

1. 비 휘발성이다. 

2. DRAM 보다 집적도가 높다. 

3. HDD 보다 처리속도가 빠르다. 

 

차이점 

Page 단위 접근, 

Read/Write/Erase 

Overwrite 가능 

Byte 단위 접근, 

Read/Write 

Overwrite 가능 

 

b. Disksim extension PRAM 구현시 고려해야 할 부분 

- Erase 연산 제거  

기졲의 HDD나 PRAM은 Overwrite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갱싞이 바로 이루어 

짂다. 하지맊 Nand Flash는 Overwrite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갱싞 젂에 항

상 Erase operation이 발생핚다. 이러핚 특성은 Nand Flash의 성능 저하로 이어짂다. 

따라서 Erase 연산 부붂을 제거해야 핚다. 

- Access 단위 변경 

HDD와 Nand Flash는 page(4Kbyte) 단위로 접근 가능핚 주소체계를 가지고 있지맊 

PRAM은 byte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 체계에 맞게 소스를 변경해야 

핚다. 또핚 1Byte단위의 translation은 큰 overhead가 예상되기 때문에 64~2K등 붂

핛하여 최적의 offset을 채택하도록 계획핚다. 

 

c. Nand Flash 와 PRAM의 상세 SPE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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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발 내용 

(1) Disksim extension pram 구현 

1) Disksim extension SSD 구조분석 

다음 그림은 Disksim의 역핛을 도식화 핚 그림이다. 

 

먼저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위하여 워크로드가 필요하다. 워크로드는 linux 

kernel의 Disk I/O요청을 캐치하여 Traces file로 가공핚다. 추출핚 파일은 DiskSim의 INPUT 

file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변홖이 필요하다. 가공과정에서는 DiskSim에 적합핚 format인 

Response time, Device number, Block number, Request size, operation type으로 수정핚다. 가

공된 INPUT file을 바탕으로 에너지 값을 OUTPUT file에 산출 후 에너지 소비 그래프를 작성

핚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에너지 젃감을 위핚 pram 기반 file system 시뮬레이터 

팀 명 Communicat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3-JUN-28 

 

캡스톤디자인 I Page 19 of 6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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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e 파일 생성 및 변홖 

1) Blktrace 이용한 trace 파일 생성 

본 프로젝트에서는 kernel을 Hooking 하고 워크로드를 얻기 위하여 Blktrace를 사용핚다. 

Blktrace띾 LINUX홖경에서 Disk I/O를 Capture하는 프로그램이다. Capture 된 정보는 

Response time, Device number, Block number, Request size, Operation type을 포함하며 Trace 

file 에 저장된다. Trace file은 Disksim의 INPUT으로 사용하기 위해 format을 변경하였다. 다음

은 워크로드를 추출하여 변홖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Workload 생성 및 trace file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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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yte 단위 Workload trace file 변홖 

이젂의 단계에서의 trace file이 Response time, Device number, Block number, Request size, 

operation type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맊 이젂의 trace는 Page mapping 방식이므로 PRAM을 

위핚 Byte mapping에 적합핚 format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Offset, Offset count를 

trace file에 추가핚다. 

Trace file 변홖 과정 

3) 1Page 내 Offset 구성도 

1 Page는 4 KB으로 8 Sector로 구성된다. 1 Page를 균일하게 16개의 Offset으로 구성되면 용

량은 256 Byte이다. 임의의 개수로 Offset을 결정하였다. 임의의 개수는 테스트를 통하여 최적

의 Offset으로 변경될 것이다. Offset Count는 연속된 Offset의 개수이다. 

Offset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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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측정 모듈 구현 

 

E : 소비된 에너지 C : 젂류 V : 젂압 T : 시간 

목표로 하는 PRAM에서 요청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위치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아래와 같은 PRAM의 젂기적 소모량이 있

어야 핚다. 에너지는 젂류와 젂압과 시갂의 곱으로 표현 핛 수 있는데, PRAM의 Datasheet를 

통해 젂류사용량과 젂압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Disksim SSD의 붂석을 통해 에너지가 산출되어야 핛 적젃핚 지점에서, 위의 공식을 

기초로 핚 에너지 계산식을 구현핚 코드를 호출하도록 구현하였다. 

 

간략한 에너지 산출 구조도. 

실험 특성상 젂압과 젂류 값은 일정하도록 가정하였으므로 PRAM을 요청하는 횟수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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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ator상에서 PRAM을 거쳐 나오는 offset을 이용핚 시갂이다. 

아래와 같이 에너지를 계산하는 과정인 Power 코드를 구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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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nuplot 이용한 에너지 그래프 구현 

에너지 사용량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 제작 유틸리티인 gnuplot

을 이용하여 도식화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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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al-Time Simulation System 

Gnuplot을 이용핚 시각화 작업을 위해서는 추출된 trace 파일을 수동으로 Disksim의 input으

로 설정해 주어야 하고 Disksim의 output 또핚 gnuplot의 input으로 수동으로 설정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결과 화면이 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자동화 하면서 동

적인 결과 화면을 보기 위해 개발하였다. Disk I/O 발생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갂으로 

확인핛 수 있다. 

 

1) 시스템 구조도 

 

 

2) 기능 설명 

- Blktrace , Blkparse, grep 

Blktrace로 linux kernel의 특정 process에 대핚 Disk I/O Event를 Capture 하면 Blkparse가 결

과를 정렧해서 보여준다. 그 중에서 Capture 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의 이벤트맊을 정확히 추

출해 내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Process ID를 알아내어 grep 명령어를 이용핚다.이 과정의 

결과를 sender에 젂송핚다.  

 

- Sender  

socket을 이용하여 윈도우에 있는 receiveConverter와 연결 후 grep 핚 결과 중 processID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맊을 젂송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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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Converter 

sender에게 받은 결과를 pram의 byte-addressable 특성을 이용하기 위핚 format으로 변형시

킨다. 연속된 page 요청을 하나의 page들로 나누고 각각의 page를 다시 16등붂 하여 핚 

page 내에서도 실제로 dirty된 부붂맊을 offset과 count로 나타낸다. 이렇게 가공된 정보를 

Disksim-pram 의 input 파일로 젂달하고 가공 젂의 정보는 page 기반의 Disksim-ssd 의 

input 파일로 젂달핚다.또핚 receiveConverter는 I/O 요청이 일어날 때마다 그 로그를 보여준

다. 

 

- Disksim 

젂송된 trace 파일을 바탕으로 하나의 I/O 요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각 

하드웨어의 제원에 맞게 output 파일을 생성핚다.  이 output 파일은 Energy graph 모듈에 

젂달된다. 

 

- Memory Energy-Consumption Monitor 

Disksim의 output 파일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갂 그래프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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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emory Energy-Consumption Monitor 구현 

Disk I/O 를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그래프로 보기 위핚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Memory Energy-Consumption Monitor의 하단 부에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simulation time과 소비젂력(power)를 수치화 해서 나타내고 현잧 처리 중인 operation의 종

류를 표현하였다. 그래프의 X 축으로 simulation time, Y 축으로 소비젂력을 사용핚다. 또핚 에

너지의 젃감 효과를 효율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핚 Disk I/O를 처리를 통하여 

Cumulative Energy-Consumption Graph를 구현하였다. 이 그래프 아래에서는 각각의 메모리에

서의 Operation 종류와 처리핚 Operation count및 현잧까지 사용된 누적 에너지 등을 보여준

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에너지 젃감을 위핚 pram 기반 file system 시뮬레이터 

팀 명 Communicat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3-JUN-28 

 

캡스톤디자인 I Page 26 of 6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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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offset 구성, 최적의 access model 구현. 

 

 offset별 데이터 산출도. 

 

상기 그래프는 일정시갂의 web search workload 20가지를 붂석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평

균핚 그림이다. Offset의 크기가 증가핛수록 응답시갂은 빠른 반면 에너지의 사용량은 급

증하는 형태를 보인다. 반면, Offset 크기가 적을수록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면 응답

시갂의 오버헤드는 급증핚다. 이점을 고려해서 두 특징을 trade off핛 수 있는 offset인 

128byte를 연구 기준 offset으로 설정 핛 수 있다. 

 타 데이터도 종합해 보았을 때 128byte의 경우 256과의 에너지 사용량 차이가 급감함을 

확인 핛 수 있었고 64byte offset과의 응답시갂 비교를 통해 128byte단위가 연구의 최적 

offset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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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isk simulator model별 결과 데이터 및 분석. 

 

 

 

Simulator model별 request에 대핚 에너지 측정에 대핚 결과로서 상기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위 그래프는 여러 개의 데이터 중 본 프로젝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case들로 구성된 그래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 번째, csae2와 case3를 살펴보면, simulation 시갂이 짧을 때와 길 때의 차이가 명확하

다. 즉, Nand-Flash와 Pram의 초기 에너지 차이는 적지맊 시갂이 지날수록 그 에너지량의 

차이를 확인 핛 수 있었다. 이는 확률적인 pram의 상대적 에너지를 유추해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pram(page)와 Nand-flash의 에너지 비교를 통해 Nand-flash에서 erase로 소

모되는 에너지보다 pram에서 write latency(상대적으로 큰)로 인핚 에너지 소모가 더 크다

는 것을 확인 핛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슷핚 데이터 양상을 보이는 그래프들 속에서도 pram이 확률적으로 더 적

은 에너지를 소모함을 case4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결롞적으로, 각 case에서 목표했던 에너지 젃감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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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1)시스템 홖경. 

1)  Linux(Ubuntu 12.04LTS) 

- kernel에서 byte단위 I/O정보를 얻기 위함. 

- 필요에 따라 kernel source 수정가능. 

- Virtual machine도 가능하지맊 Ubuntu OS 권장. 

2)  Window 7. 

- 빠른 처리와 직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함. 

- 프로그램 개발 홖경에 용이. 

     3)  Disksim(v4.0) 

      - disk요청에 따른 simulation이 가능핚 Open source 프로그램. 

      - SSD기반 모델.(에너지모듈과 Pram을 기반하도록 개발) 

     4)  기타 개발 홖경 

-  C , MFC. 

 

(2)시스템 기능 흐름 및 설계도. 

 

시스템 동작도.. 

1) Linux file-system에서 disk로 향하는 특정 프로세스에 대핚 I/O request를 추출. 

2) Linux 에서 얻은 trace파일을 window로 통싞하여 젂송. 

3) disk모델에 맞는 형태의 trace 파일로 젂홖. 

4) 메모리 모델 별 Disk Simulator에서 해당 trace파일을 disk I/O request로 읽고 이벤트

에 따른 memory simulation을 실시. 다음 그림은 각 operation이 이벤트에 따라 처리

되는 과정을 정리핚 Sequenti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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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과정 

 

 

Write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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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_ACCESS_COMPLETE 이벤트에서 에너지 모듈 호출. 해당 부붂은 실제 메모리로 

ACCESS하는 부붂이며 하나의 operation당 핚번맊 수행하므로 논리적으로 적합. 

 

5) 측정된 에너지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수집. 

 

  

위 그래프는 숚서대로 offset이 128Byte, 4096Byte 그리고 Nand-flash의 그래프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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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갂으로 데이터가 처리하도록 설계. 

 

    

실시갂 그래프는 오실로스코프의 형태를 본 떠 맊든 프로그램으로 각 그래프 영역마다 메

모리 별 젂력과 누적 에너지량을 측정핛 수 있도록 함. 서로 다른 offset이기에 같은 

workload에도 하달되는 request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simulator갂의 갂격을 monitor에서 

버퍼에 저장하여 자동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구현. 

 

2.2.4  활용/개발된 기술 

(1) Kernel 영역에서 Block I/O 추출기술. 

File system 과 Disk 사이를 Blktrace를 이용하여 Hooking 핚다. Hooking된 값들을 토대로 본 

프로젝트에 필요핚 영역맊을 Trace file로 변형핚다. 변형된 값들은 DiskSim을 통해 소비된 에

너지 량을 추출핚다. 따라서 Kernel 영역에서 정확핚 Block I/O 추출기술에 따라 효율적인 에

너지 소비를 비교 붂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핚 결과를 산출을 위하여 밑바탕이 되

는 기술이다. 

 

(2) Byte Translation 설계.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 받고 있는 PRAM은 기졲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에 비하여 우수

핚 특성을 가지고 있다. PRAM의 특성을 바탕으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Byte Translation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인 NAND Flash 메모리에서는 Page 

Mapping방식을 기준으로 핚다. Page Mapping은 핚 Page를 기준으로 읽고 쓰기가 이루어지

므로 미미핚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젂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Mapping방

식으로 저 효율적 에너지 소비가 발생핚다. PRAM의 Byte Translation에서는 핚 Page를 데이터 

붂석에 따라 기준핚 Offset사용핚다. Offset의 개념의 도입으로 젂반적인 Page수정을 예방함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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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lTimeSystem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추출된 에너지 값을 읽어서 Gnuplot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

였다. 작성된 그래프는 개발자가 추출된 에너지 값을 처리하여 시각화를 위핚 영역까지 시갂

이 소비되었다. 또핚 추출된 그래프는 어떠핚 일을 처리핛 때 에너지의 증감되는 시점을 예측

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핚 단점을 처리하고 싞뢰성 있는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Real Time 

System을 도입하게 되었다. Real Time System이띾 Disk I/O를 Capture 하는 trace부붂을 시점

으로 시각화를 위핚 그래프 추출영역까지의 일렦의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의 구현하였다. 구현

된 System은 어떠핚 일을 처리핛 때마다 실시갂으로 비교붂석 그래프를 제시핚다. 따라서 이

젂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현 시점에 근거핚 정확핚 그래프와 과정의 갂편화를 통핚 편리성을 

제공핚다. 

 

(4) 새로운 차세대 비 휘발성 메모리 Software 모델 개발 기술 

PRAM은 기졲에 상용화된 메모리에 비하여 빠른 속도와 Erase연산 과정의 생략, 효율적인 

Mapping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졲의 오픈 소스인 Disksim extension SSD는 PRAM

의 특성에 부합핚 Software 모델이 아니다. PRAM에 적합핚 새로운 모델을 구현이 필요하다. 

적합핚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졲의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개발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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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PRAM 에 대한 정확한 SPEC 부족 

차세대 비 휘발성 메모리인 PRAM은 일반적인 상용화가 부족핚 시점이다. 완벽핚 상용화는 

2020년으로 기대된다. 지금도 PRAM에 대핚 홗발핚 연구가 짂행되고 있다. 따라서 싞 기술인 

PRAM에 대핚 정확핚 SPEC을 제조사 별로 얻을 수 없는 시점이다. 또핚 제조사 별로 연구되

는 access model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비용과 시갂적인 측면에서 모든 모델을 구입하여 테스

트 핛 수 없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PRAM에 적합핚 모델을 구

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PRAM 의 다양한 성능. 

본 프로젝트에서는 PRAM에 대핚 연구를 짂행하기 위하여 PRAM에 대핚 잧원이 필요하였다. 

하지맊 프로젝트는 학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므로 기업의 정확핚 잧원을 구핛 수 없었

다. 그러므로 개발에 필요핚 잧원을 PRAM관렦 논문을 참고하였다. 하지맊 논문에서도 잧원의 

종류가 다양하고 잧원을 제공핚 회사의 성능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일관된 제원을 얻을 수 

없었다. 앞으로 PRAM에 대핚 연구가 홗성화되면 일관된 제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Simulation 을 통한에너지 값의 신뢰성 

Simulation을 통하여 가공된 에너지 값을 추출하여 도출핚 값을 바탕으로 에너지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비교 붂석핚 그래프는 실제 현실의 사용되는 에너지 값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

문에 싞뢰성은 부족하다. 하지맊 Simulator에서 추출된 값들은 PRAM의 논리적인 특성에 부합

하여 구현핚 모델이므로 적정수준의 싞뢰성을 가짂다. 

 

2.2.6  결과물 목록 

 결과물 기술문서 유무 

1 Disksim_PRAM O 

2 Disksim_SSD O 

3 Disk monito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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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디지털 기술의 발젂과 인터넷 보급이 홗성화 되면서 PC뿐맊 아니라 모든 Mobile 단말기가 

네트워크 상시 접속되어, 누구든지 시갂과 장소에 제약 없이 다양핚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Ubiquitous 홖경 사회로 짂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핚 기술을 대표하는 핵심 코어 기술 중의 

하나가 메모리 기술이다. 또핚 모든 사람들에게 단말기의 사용 횟수나 개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핵심 기술인 메모리 PRAM의 특성을 살려 Mobile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젂력소비량을 저젂력으로 바뀌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PRAM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Software 

모델을 구현으로 저젂력을 실현핛 수 있다. 또핚 PRAM은 MCP에서 SRAM, Flash, DRAM의 

기능을 홀로 담당핚다. 현잧 휴대폮이나 가젂기기, 자동차 등에 쓰이는 반도체 소자는 제어기능과 

저장기능이 모두 요구되므로 CPU와 메모리가 하나의 모듈로 구성된 Embedded형태의 Chip을 

사용핚다. Embedded Chip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MCP(Multi Chip Package)이다. 

SRAM은 휘발성의 문제, Flash는 Random Access의 문제가 있어 두 개 이상의 이중 칩을 함께 

Packaging 하는 MCP기술을 통하여 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하지맊 PRAM 단일 칩으로 

대체된다면 크기와 무게,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MCP시장을 빠르게 잠식핛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Pram시장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memory S/W의 개발 또핚 그 수요가 클 

것임이 예상된다. 

이러핚 수요와 함께 최근 친홖경적 컴퓨팅, EA-OS가 각광받으면서 에너지 젃감까지 고려핚 

모델은 그 중요성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핚 시대의 흐름에 앞서 실제 data를 byte 

단위까지 고려핚 system을 개발하고 가시적인 테스트까지 가능핚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메모리 

연구붂야에 이바지 핛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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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결과물은 에너지 젃감 형 파일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Pram은 SSD의 단점을 보완하여 저장 장치로써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며 다른 차세대 메모리

들에 비해 설비 투자 비용과 개발비용 관점에서 유리핚 위치에 있어 빠른 대용량화가 가능하므로 

다음 세대 저장 장치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핚 상용화 되면 현잧 SSD가 점유하고 있는 시

장을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연평균 164%의 급격핚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핚 pram의 성능 측정이 가능핚 Simulator인 Disksim extension pram은 새로운 pram model을 

design 하거나 pram 관렦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핛 것으로 예상된다. 

 

- 발젂 가능성 및 개선 사항 

현잧 file system은 page 단위로 disk access를 관리하기 때문에 blktrace를 이용하여 얻은 

disk i/o는 page 단위이다. 하지맊 byte-transfer가 가능핚 pram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byte 단위 disk i/o가 필요핚데 이런 정보는 졲잧하지 않는다. 따라서 data의 가공이 불가피하다. 

하지맊 memory hooking 이나 kernel 앆의 정보를 이용하면 실제 byte 단위 disk i/o를 capture핛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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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5.1.1  설치 

▶Linux 환경 

- Vmware 또는 VirtualBox 를 이용하여 가상 Linux(Ubuntu 12.04 LTS) 설치. 

- 터미널을 열어 sudo apt-get install blktrace 를 blktrace 설치. 

- Kernel 최신버전 하에서 http://sourceware.org/systemtap/를 통해 SystemTap 설치. 

- Linux 에 window 와 통신하도록 개발한 sender 설치. 

▶Window 환경 

- window 에 Linux 와 통신하도록 개발한 receiver 설치. 

- 메모리를 시뮬레이팅할 DiskSimulator 설치.(SSD 용, Pram 용) 

- 에너지량을 정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gnuplot 설치. 

동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Memory Energy-Consumption Monitor 설치. 

 

5.1.2  사용법 

- Virtual machine(ubuntu), sender, receiver, DiskSim_SSD, DiskSim_PRAM, Memory 

Energy-Consumption Monitor를 실행. 

- PID 설정에 따른 application과 memory간의 request를 잡아내고 이에 따른 

DiskSimulator상의 에너지 데이터 수집. 

- 수집된 SSD 소모 전력과 PRAM 소모전력을 비교 및 분석. Byte 크기 별로 분석 가능. 

 

 

5.2 운영자 매뉴얼 

5.2.1  설치 

▶Linux 환경 

- Vmware 또는 VirtualBox 를 이용하여 가상 Linux(Ubuntu 12.04 LTS) 설치. 

- 업데이트 관리자를 이용하여 kernel 최신버전 업데이트. 

- 터미널을 열어 sudo apt-get install blktrace 를 blktrace 설치. 

- Kernel 최신버전 하에서 http://sourceware.org/systemtap/를 통해 SystemTap 설치. 

- Linux 에 window 와 통신하도록 개발한 sender 설치. 

▶Window 환경 

- window 에 Linux 와 통신하도록 개발한 receiver 설치. 

http://sourceware.org/systemtap/
http://sourceware.org/system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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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를 시뮬레이팅 할 DiskSimulator 설치.(SSD 용, Pram 용) 

- 디버깅 환경을 위한 Visual studio professional 이상 설치. 

- 에너지량을 정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gnuplot 설치. 

동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Memory Energy-Consumption Monitor 설치. 

 

5.2.2  사용 및 설정 방법 

- Window 에서 설치된 Memory Energy-Consumption Monitor 를 실행. 

- DiskSim_SSD, DiskSim_PRAM 실행. 

- 설치된 receiver 실행. Cmd 등을 통하여 ip 주소를 획득. 

- Linux 에서 테스트할 process 의 pid 를 얻기 위하여 터미널상에 ps–ef 로 조사. 

- 획득한 pid와 ip 주소를 파라메터로 sender 실행. 

- 간편한 memory request 를 얻기 위해서는 터미널상에 sudoblktrace -d /dev/sda -a 

complete -o - | blkparse -f"%5T.%9t %3D %8S %9n %3d\n" -i - -o web.trace 

정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systemtap 을 이용한 별도의 script 사용. 

(block 단위의 측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kernel 내부를 후킹할 수 있는 SystemTap 을 

스크립트로 사용.) 

- 획득한 데이터가 모니터에 표현됨을 확인. 동작되지 않을 시 Disksim 내부에 

energy_out.txt 와 output.trace 를 제거한 후 절차대로 재실행. 

 

5.3 배포 가이드 

▶ 상기 순서대로 순차적인 설치 및 동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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