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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log-structured NAND flash file systems has a scalability problem that the
initialization cost at mount time is increased as a capacity of flash memory media. To solve this
problem, new initialization techniques such as Snapshot and Log-based method were presented.
However, these techniques cannot prevent the increment of crash recovery cost when a file
system was not cleanly unmoun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itialization and crash recovery
mechanism of JFFS, YAFFS, CFFS, Snapshot, and Log-based method. We propose the
performance model of an each of those technique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models, we
could find out that crash recovery cost of existing flash file system is increased by a capacity of
flash memory media. Therefore we conclude that we need a new NAND flash file system model
which has not influenced by a capacity of flash memory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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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File System)[4] 등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기법들
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초기화 속도의 향상을 이루

임베디드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플래쉬 메모

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화 속도 향상을 이루

리(flash memory)의 용량은 1년에 2배에 가까운

기 위한 시스템은 많이 제시 되었지만 아직까지 비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플래쉬 메모리 발전 속

정상 종료가 일어난 크래쉬(crash) 상황에서의 초기

도와는 달리, 플래시 파일 시스템들은 아직 충분한

화 속도 문제를 해결한 시스템은 제시되지 않았다.

확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파일 시스템

플래쉬 메모리가 주로 사용되는 임베디드 시스

의 초기화를 수행하는 기법이 플래쉬 메모리 용량

템 환경은 전원이 유실될 우려가 다른 컴퓨팅 환경

에 비례함으로써 큰 용량의 메모리가 장착된 장치

에 비해 매우 높다. 배터리를 주 전력으로 사용하는

일수록 초기화 시간이 매우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

핸드폰, PDA 등의 이동형 장비의 경우에는 전력이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JFFS나 YAFFS 같은 슈퍼

유실될 확률이 더 크다. 때문에 크래쉬 상황에서의

블록을

초기화 속도도 역시 보장 되는 플래쉬 메모리 파일

사용하지

않는

로그

기반

구조

(Log-Structured)[1]의 플래쉬 파일 시스템들에서

시스템은 필수적일 것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는 JFFS, YAFFS, CFFS, 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하드디스크

냅샷 기법, 로그 기반 기법의 초기화 성능, 크래쉬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슈퍼블록의 개념을 이용

복구 성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였다. 분석된 모

한 접근을 통해 설계된 스냅샷 기법[2], 로그 기반

델을 통해 이러한 기법들의 초기화, 크래쉬 복구 시

기법(Log Based Method)[3], CFFS(Core Flash

간이 플래시 메모리의 사용/비사용 용량에 비례함을
보이고 사용/비사용 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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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쉬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Ⅱ. 플래쉬 파일 시스템의 초기화 기법

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행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실험결과
[2,3]에서도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JFFS, YAFFS는 기본적으로 [1]과 같은
로그 구조 기반의 파일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로
그 구조 기반의 파일 시스템은 슈퍼블록과 같은 약
속된 위치에 메타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특징

JFFS와 YAFFS의 초기화 성능이 저하되는 가장

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을 시작할

큰 이유는 하드디스크 파일 시스템과는 달리 슈퍼

때 이 메타데이터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메인 메모

블록이 없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위치나 정보를

리에 정보를 정리하여 저장하는 초기화라는 작업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단점을

필요한 것이다.

해결하기 위해 슈퍼블록의 개념을 이용한 스냅샷

그림 1.은 JFFS의 초기화 알고리즘을 보이고 있
다. JFFS는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 데이터와
합쳐서 페이지 단위로 저장을 한다.

기법, 로그 기반 기법, CFFS 파일 시스템 등이 제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법 별로 슈퍼블록의 명칭을 스냅샷 기법은

초기화 시에 메타데이터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스냅샷(Snapshot), 로그 기반 기법은 로그 세그먼트

는 모든 페이지의 모든 내용의 읽기 작업이 필요하

디렉토리(Log-Segment Diretories), CFFS 파일

다. 이러한 작업을 그림 1.에서는 전체페이지 읽기

시스템에서는

(Full page read)라 한다.

block)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슈

아이노드

맵

블록(i-node

map

퍼블록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슈퍼블록을 이용한 플
래쉬 파일 시스템은 정상적인 종료가 이루어졌다면
초기화시 플래시 메모리를 스캔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초기화 성능이 플래쉬 메모리 용량
이 증가함에 따라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 JFFS의 초기화 알고리즘

그림 3.은 슈퍼블록을 이용한 플래쉬 파일 시스템의
초기화 알고리즘을 보이고 있다.

YAFFS는 JFFS가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데이터
를 읽어야 한다는 초기화 알고리즘의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 파일의 메타데이터인 아이노드를 한 페
이지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YAFFS는
여분 공간(spare area)의 ChunkID를 통해 메타데
이터와 파일 데이터의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JFFS와는 달리 메타데이터가 있는 페이지가
아닌 경우에는 여분 공간의 읽기만 하고 지나 갈
수 있어 효율적인 초기화가 가능하다.

그림 2.는

YAFFS의 초기화 알고리즘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슈퍼블록을 이용한 초기화 알고리즘
하지만 슈퍼블록을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은 크
래쉬가 일어난 경우에는 슈퍼블록을 활용 할 수 없
게 된다. 그러면 YAFFS와 유사하게 플래시 메모리
전체를 스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므로 초기화
성능이 플래쉬 메모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행
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모델링을 통한 성능 분석
그림 2. YAFFS의 초기화 알고리즘
JFFS에 비해 개선되었기는 하지만 전체 여분 공
간을 읽어야 하는 이 알고리즘은 플래쉬 메모리 용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각 파일 시스템의 초기화
기법과 크래쉬 복구 기법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수학적으로 동작을 모델링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였다.

모델에서

 와  는

각각 한 페이지 내의 데

  는

의 수이다.

이터 공간과 여분 공간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
미한다.

는

블록의 수,

파일의 개수,

  는

 는

슈퍼블록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페이지

          

(3)

사용되지 않은

슈퍼블록을 이용한 플래쉬 파일 시스템은 슈퍼

각 파일에 포함된 평균 페이지

블록 공간의 데이터를 읽어 메모리의 여러 장소에
분포되어있는 메타데이터들의 위치를 찾아 메타데

개수를 의미한다.

이터의 데이터를 읽는다. 따라서 슈퍼블록과 메타데
이터블록의 전체 페이지에 대해 읽기 수행을 한다.
JFFS는 그림 1.과 같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비정상 종료 시에도 같은 성능을 보인다.
초기화 시간
였다.

는

 를

분석하여 (1)과 같이 표현하

메모리내의 “사용된” 페이지 개수이다.

           

(1)

JFFS는 모든 페이지의 데이터를 읽어 메타데이
터를 읽어와 초기화 작업을 하므로 전체 플래쉬 메
모리 공간에 대해 읽기 수행을 한다.

슈퍼블록을 이용한 플래쉬 파일 시스템의 크래
쉬 복구과정은 크게 슈퍼블록의 유효성 검사, 메모
리의 스캔 2개의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다.

  는

  는

스냅샷을 이루고 있는 페이지의 수이고
유효성 검사를 과정의 모델이다.
4.1 스냅샷 기법의 크래쉬 복구 성능

YAFFS는 그림 2.와 같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

표현 하였다.

고, 비정상 종료 시에도 같은 성능을 보인다.
초기화 시간

 를

분석하여 (2)와 같이 표현하

 를

크래쉬 복구 시간

 는

분석하여 (4)와 같이

YAFFS의 초기화 성능이

다.

         

였다.

                 

(2)

(4)

스냅샷 기법은 구조적으로 YAFFS의 시스템

YAFFS는 블록의 첫 번째 페이지 여분 공간을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YAFFS의 스캔 과정

읽어 해당 블록이 비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내용

과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용량

이 있다면 페이지들을 검사한다. 페이지들의 여분공

과 파일 수에 비례하여 크래쉬 복구 시간이 늘

간을 검사하여 메타데이터이면 데이터들을 읽고 파
일 데이터라면 여분공간만 읽고 지나간다.
의 분석결과를 보면

 가  에

YAFFS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초기화 성능에 작
용하는 가장 큰 요소는
리고

  등의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영향도 받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플래쉬 메모리의 용량이 커질수록 전체 수행 시간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남을 알 수 있다.
4.2 로그 기반 기법의 복구 성능
로그 기반 기법의 크래쉬 복구 시간
하여 (5)와 같이 표현 하였다.
그의 전체 개수를,
파일의 개수,

  는

  는

 를

여기서

분석

은

로

크래쉬로 인해 유실된

유실된 데이터 페이지의 수

이다.

          
             

(5)

로그 기반 기법이 제시된 논문 [3]에는 슈퍼블
록의 유효성 검사 기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슈퍼블록을 이용한 플래쉬 파일 시스템의 초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링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화 성능은 약간의 차이는 보이기는 하지만 슈퍼블

유효성 검사에 대한 고려는 이 모델에서는 제외

록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큰 차

하였다.
로그 기반 기법은 파일에 일어나는 쓰기/지움

이를 보이지 않는다.
초기화 시간

 를

분석하여 (3)과 같이 표현하

연산을 모두 로그로 기록하기 때문에 YAFFS와

다르게 크래쉬 복구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로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사용되
지 않는 블록은 한 번의 여분 공간 읽기만 수행
한 후 생략하고, 유실된 파일에 대해 아이노드
와 데이터 페이지를 구분하여 읽어들인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로그를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추가되었지만 그로 인해 전체 파일의 개수와
비례하는 읽기 시간이 없어지고 유실된 아이노
드와 데이터에 대해서만 읽기를 수행하면 된다.
4.3 CFFS의 복구 성능
CFFS의 크래쉬 복구 시간

 를

과 같이 표현 하였다.

   는

block의 페이지 수이고,

  는

분석하여 (6)
i-node map

메모리의 총 블

록 수이다.

           

(6)

CFFS는 YAFFS와는 다르게 플래쉬 블록들을
inode-stored 블록, data 블록, free 블록 3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4] 이렇게 함으로써 크래
쉬 복구시 스캔 과정에 페이지단위로 스페어 영

저 자 소 개

역을 읽어 메타데이터 여부를 확인하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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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래쉬 파일 시스템
Email : tkkim@os.korea.ac.kr

의 용량과 파일의 수에 비례하여 크래쉬 복구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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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화 시간, 크래쉬 복구 시간이 플래쉬 메모리
의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문제를 보이기 위해
모델링을 하였다. 모델링 결과 그로 인한 영향이 실
제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초기화나 크래쉬 복구 과정이 플래쉬 메모
리의 용량, 파일의 수, 사용 용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플래쉬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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