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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RAM은 빠른 쓰기/읽기 속도와 무한한 쓰기 횟수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로 메인 메모

리로 사용되지만 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기 해 지속 인 원공 이 필요하다. 반면, PCM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원공  없이 장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으며 DRAM과 같이 바이트 단 의 근과 덮어쓰

기가 가능하다는 에서 DRAM을 체할 수 있는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PCM은 느린 쓰기/읽

기 속도와 제한된 쓰기 횟수로 인해 메인 메모리로 사용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DRAM과 PCM의 장

을 모두 활용하기 한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가 제안되었고 이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DRAM과 PCM으로 구성된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를 한 새로운 페이지 교체 기법을 제안한다. PCM

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제안 기법은 PCM 쓰기 횟수를 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다른 페이지 교체 기법에 비해 PCM 쓰기 횟수를 80.5% 인다.

키워드: PCM,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 페이지 교체 기법, 페이지 캐시

Abstract In modern computer systems, DRAM is commonly used as main memory due to its low 

read/write latency and high endurance. However, DRAM is volatile memory that requires periodic 

power supply (i.e., memory refresh) to sustain the data stored in it. On the other hand, PCM is a 

promising candidate for replacement of DRAM because it is non-volatile memory, which could sustain 

the stored data without memory refresh. PCM is also available for byte-addressable access and 

in-place update. However, PCM is unsuitable for using main memory of a computer system because 

it has two limitations: high read/write latency and low endurance. To take the advantage of both 

DRAM and PCM, a hybrid main memory, which consists of DRAM and PCM, has been suggested and 

actively studi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page replacement algorithm for hybrid main 

memory. To cope with the weaknesses of PCM, our scheme focuses on reducing the number of PCM 

writes in the hybrid main memory. Experimental results shows that our proposed page replacement 

algorithm reduces the number of PCM writes by up to 80.5% compared with the other page replace-

ment algorithms.

Keywords: PCM, hybrid main memory, page replacement algorithm, page c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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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인 메모리로 사용되는 DRAM

은 휘발성 메모리로 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기 해 지

속 인 력공 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DRAM의 력 

소비량은 컴퓨터 시스템 체 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어 리 이션의 메모리 워킹 셋(Memory 

Working Set)이 증가하면서 메인 메모리의 용량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DRAM의 메모리 집 도

가 한계를 맞이하면서 DRAM의 크기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DRAM의 력 소비량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특히 배터리 기반의 디

바이스나 서버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

므로 이를 해결하기 한 수단이 필요하다.

반면, PCM은 비휘발성 메모리  하나로 DRAM과 

달리 지속 인 력공  없이 장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한, DRAM과 같이 바이트 단 의 쓰기와 

덮어쓰기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이런 이유로 PCM

은 차세  메인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한 연구들이 활발

히 진행 이다[1,2]. 하지만, PCM의 느린 쓰기 속도와 

제한된 쓰기 횟수로 인해 당장 메인 메모리로써의 면

인 교체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PCM과 DRAM의 

장 을 모두 활용하기 해 DRAM과 PCM으로 구성된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가 등장하 다 [3, 4, 5].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는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 구조로 나

 수 있다. 그림 1(a)는 DRAM을 캐시로써 사용하고 

PCM을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구조이며 그림 1(b)

는 DRAM과 PCM을 메인 메모리로써 동일하게 사용하

는 구조이다. 그림 1(a)의 경우, 쓰기 요청이 자주 발생

하는 페이지를 단순히 DRAM에 둠으로써 PCM의 쓰기 

횟수를 일 수 있지만 그에 비해 그림 1(b)는 PCM의 

쓰기 횟수를 이기 해 DRAM과 PCM의 특성을 모

두 고려한 페이지 교체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RAM과 PCM으로 구성된 하이 리

드 메인 메모리를 한 새로운 페이지 교체 기법을 제

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이지 교체 기법은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 성능에 치명 인 PCM 쓰기 횟수

를 이기 해 쓰기 주의 페이지를 DRAM에 할당

하고 읽기 주의 페이지를 PCM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가 으로 PCM과 DRAM 간의 효율 인 페이

지 이동을 해 PCM에 있는 페이지에 쓰기 요청이 발

생하면 어느 정도 덮어쓰기를 허용한다. 실험결과를 보

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이지 교체 기법은 다른 페

이지 교체 기법과 달리 워크로드 특성에 계없이 높은 

메모리 률(Memory Hit Ratio)을 가지며 PCM 쓰

그림 1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 구조

Fig. 1 Hybrid main memory architecture

기 횟수를 다른 페이지 교체 기법에 비해 약 80%까지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 

PCM의 특성과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와 련된 연구

를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 기법에 한 설명을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실험결과와 함께 제안 기법의 효과를 입

증하고 5장에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PCM의 특성을 살펴보고 PCM과 DRAM

으로 구성된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를 한 페이지 교

체 기법들을 살펴본다.

2.1 PCM의 특성

표 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PCM은 DRAM과 달리 

비휘발성을 가지므로 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기 한 

력량이 DRAM에 비해 약 10배 다. 하지만, PCM은 

다른 쓰기/읽기 속도를 가지며, 특히 PCM의 쓰기 속도

는 DRAM의 쓰기 속도보다 약 7배 느리다는 단 이 

있다. 한, PCM은 약 번의 제한된 쓰기 횟수를 가

진다. 이런 이유로 DRAM과 PCM으로 구성된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 시스템에서 PCM 쓰기 횟수를 이

는 것은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의 성능과 PCM의 수

명에 직 인 향을 끼친다.

표 1 PCM과 DRAM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DRAM and PCM

PCM DRAM

Non-volatility O X

Write latency 350ns 50ns

Read latency 100ns 50ns

Static power 1.0 W/GB 0.1 W/GB

Enduranc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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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련 페이지 교체 기법

기존 연구에서는 PCM의 느린 쓰기 속도와 제한된 쓰

기 횟수를 고려해 DRAM과 PCM으로 구성된 하이 리

드 메인 메모리에서 PCM의 쓰기 횟수를 이는 것에 

집 하 다. PDRAM[5]의 경우, PRAM과 DRAM으로 

구성된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에서 PRAM에 할당된 

페이지의 쓰기횟수를 기록하면서 특정 페이지의 쓰기횟

수가 한계 을 넘으면 DRAM에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

식으로 PRAM의 쓰기 횟수를 다. 하지만, 이 기법

은 페이지의 특성(쓰기/읽기)을 악하지 않고 PRAM에 

페이지를 할당함으로써 불필요한 PRAM 쓰기를 발생시

킨다는 단 이 있다. 4개의 LRU 큐를 이용한 페이지 교

체 기법[4]의 경우, 페이지의 특성이 반 된 weighting 

value를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계산하여 페이지의 

치를 조정함으로써 PCM 쓰기 횟수를 다. 하지만,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weighting value를 계산하는 

것에 한 오버헤드가 있다. CLOCK-DWF[3]의 경우,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페이지 근 방식(쓰기/읽기)에 

따라 페이지를 DRAM 는 PCM에 할당하고 PCM에 

있는 페이지의 쓰기 요청이 발생하면 해당 페이지를 

DRAM으로 이동한 뒤 쓰기 요청을 처리함으로써 PCM

의 쓰기횟수를 다. 하지만, 이는 읽기가 많은 워크로

드에서는 쓰기 주의 페이지를 할당하기 한 DRAM

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한 

DRAM과 PCM이 모두 여유 공간이 없을 때, PCM의 

쓰기요청을 DRAM에서 처리하기 한 페이지 이동이 

DRAM에서 PCM으로 페이지 이동을 래하면서 불필

요한 페이지 이동과 오버헤드를 발생한다는 단 이 있다.

3. 제안 기법

PCM의 쓰기횟수를 이기 해 본 논문의 제안 기

법은 쓰기 요청이 많은 페이지를 DRAM에 읽기 요청

이 많은 페이지를 PCM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

고 PCM과 DRAM 간의 불필요한 페이지 이동을 이

기 해 PCM에 있는 페이지에 쓰기 요청이 발생했을 

때 덮어쓰기를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PCM의 쓰기 

횟수를 효율 으로 처리한다. 본 기법의 동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1)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스토

리지에서 읽어온 페이지를 DRAM에 할당한다. 2) 

DRAM과 PCM 간의 페이지 이동은 제안 기법의 Lazy 

migration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3) 불필요한 페이지는 

PCM에서만 스토리지로 내보낸다. 본 논문의 제안 기법

은 기존의 CLOCK 알고리즘 [6]에서 사용되는 참조/쓰

기 비트 외에 Lazy Count (이하 LC)를 각 페이지마다 

설정한다. DRAM 는 PCM에서의 페이지 리는 기

존의 CLOCK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페이지가 참조되면 

참조비트를 설정하고 페이지에 쓰기요청이 발생하여 페

이지가 업데이트되면 쓰기비트를 설정한다.

3.1 DRAM에서 PCM으로의 페이지 이동

DRAM에 여유 공간이 없을 때, 기존의 CLOCK 알

고리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DRAM에서 PCM으로 이동

될 페이지를 찾는다. 먼 , CLOCK-hand가 가리킨 페

이지의 참조비트를 확인한다. 해당 페이지의 참조비트가 

설정되어 있다면 CLOCK-hand는 이를 리셋하고 다음 

페이지를 가리키지만 반 의 경우 해당 페이지의 쓰기

비트를 확인한다. 만약 쓰기비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

면 해당 페이지를 PCM으로 이동시키지만 설정되어 있

다면 본 기법은 페이지 이동을 결정하기 해 마지막으

로 해당 페이지의 LC를 확인한다. LC가 Threshold보

다 작으면 LC를 증가시킨 뒤, 다음 페이지를 가리키지

만 LC가 한계 보다 크다면 이는 충분히 DRAM에 상

주할 기회를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페이지를 PCM

으로 이동시킨다. PCM으로 이동된 페이지는 PCM에서

의 Lazy migration을 해 LC가 기화된다.

3.2 PCM에서 DRAM으로의 페이지 이동

본 기법에서는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 내에서 불필요

한 페이지 이동을 이기 해 PCM에 있는 페이지에 

쓰기요청이 발생하면 덮어쓰기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 

하지만 특정 페이지에 쓰기요청이 자주 발생할 경우를 

비하여 DRAM에서와 같이 해당 페이지의 LC를 사용

하여 PCM에서 DRAM으로의 페이지 이동을 결정한다. 

PCM에서 DRAM으로의 페이지 이동은 다음과 같은 과

정을 통해 이 진다. 1) DRAM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DRAM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쓰기 요

청이 발생한 페이지를 PCM에서 DRAM으로 이동시킨 

후 쓰기 요청을 처리한다. 2) 만약 DRAM의 여유 공간

이 없다면 쓰기 요청이 발생한 페이지의 LC를 확인한다. 

만약 LC가 0일 경우, 본 기법은 해당 페이지의 덮어쓰기

를 한번 허용하여 요청된 크기만큼 쓰기 요청을 처리한

다. 하지만 반 로 LC가 1일 경우, 해당 페이지는 다시 

쓰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하여 DRAM으

로 해당 페이지를 이동시켜 쓰기 요청을 처리한다.

3.3 PCM에서 스토리지로 페이지 이동

PCM의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기법은 CLOCK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CLOCK-hand

를 이용해 참조비트가 설정 안 된 페이지를 해당 페이

지를 스토리지로 페이지를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페이지

를 한 여유 공간을 만든다. 그림 2는 제안 기법의 를 

표 한 것이다. 먼 ,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고 DRAM에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자. 이때 DRAM에 여유 

공간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CLOCK-hand

가 가리키는 3번 페이지는 참조비트와 쓰기비트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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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페이지 교체 기법의 

Fig. 2 The example of proposed page replacement algorithm

되어있기 때문에 LC를 확인한다. 페이지 3번의 경우, 

LC는 4이며 이는 Threshold보다 작기 때문에 CLOCK- 

hand는 이를 1 증가시키고 다음 페이지(페이지 35번)를 

가리킨다. 반면 35번 페이지의 경우, 참조비트가 설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페이지는 DRAM에서 PCM으로 

이동된다. PCM의 경우, 일반 인 CLOCK 알고리즘과 

같이 참조비트만으로 페이지를 스토리지로 방출함으로

써 그림 2와 같이 6번 페이지가 방출될 페이지로 선정

된다. 하지만, PCM에 있는 페이지(페이지 11번)에 쓰기 

요청이 발생할 경우 해당 페이지의 LC를 확인한다.

4. 실험  평가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을 검증하기 해 DRAM 기반

의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 시뮬 이터를 구 하 으며 

이를 이용해 CLOCK 알고리즘[7]과 CLOCK-DWF[3], 

제안 기법의 메모리 률과 PCM의 쓰기횟수를 비교

하 다. 실험에 사용된 메모리 트 이스는 기존 연구에

서와 같이 valgrind[8]의 cachegrind를 수정하여 Ubuntu 

12.04에서 gedit가 실행되는 동안 참조된 메모리 주소와 

페이지 근 방식(쓰기/읽기)을 추출하 다. 한, 추출

된 메모리 트 이스의 최  메모리 사용량을 하이 리

드 메인 메모리의 용량으로 설정하고 DRAM의 용량은 

체 용량의 1%∼95%로 조 하면서 실험하 다. 본 논

문의 제안 기법에서 필요한 LC의 Threshold는 DRAM

에서는 8로 설정하고 PCM의 경우 LC를 비트처럼 사용

하기 때문에 Threshold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CLOCK

의 경우, DRAM과 PCM에 각각 용하 으며 다른 페

이지 교체 기법과 달리 PCM에서 DRAM으로의 페이지 

이동이 없다. CLOCK-DWF는 해당 논문에서와 같이 

각각의 라미터에 한 Threshold를 설정하 다.

4.1 메모리 률

그림 3은 각각의 페이지 교체 기법이 용된 하이 리

드 메인 메모리의 메모리 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DRAM의 크기가 50%일 때까지는 

각각의 페이지 교체 기법의 메모리 률은 비슷하다. 

하지만, DRAM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안 기법을 제외한 

나머지 페이지 교체 기법의 메모리 률은 감소한다. 

이는 다른 페이지 교체 기법과 달리 제안 기법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DRAM에 먼  페이지를 할당하고 

DRAM에 여유 공간이 없을 때 DRAM에서 PCM에 페

이지를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이 게 함으로써 본 논문

의 제안 기법은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의 공간을 충분

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본 논문의 제안 기법

이 다른 페이지 교체 기법과 달리 워크로드의 특성에 

계없이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의 용량을 충분히 사용하

여 CLOCK에 비해 약 4.3%, CLOCK-DWF에 비해 약

그림 3 메모리 률

Fig. 3 Memory hi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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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높은 메모리 률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PCM 쓰기 횟수

그림 4는 각각의 페이지 교체 기법이 용된 하이 리

드 메인 메모리의 PCM 쓰기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CLOCK의 경우, PCM에 쓰기 횟수를 이기 한 동작

이 없기 때문에 의 그래 처럼 가장 많은 PCM 쓰기 

횟수를 가진다. CLOCK-DWF는 DRAM의 크기가 약 

60%일 때까지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이지 교체 기

법과 비슷한 PCM 쓰기 횟수를 가지지만, DRAM의 크

기가 60% 이상일 때는 제안 기법에 비해 더 많은 PCM 

쓰기횟수를 가진다. 이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때, 

CLOCK-DWF는 페이지 근 타입이 쓰기일 때 페이지

를 DRAM에 할당하고 읽기일 때 PCM에 페이지를 할당

하기 때문에 읽기 요청이 많은 워크로드에서는 PCM의 

공간만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 CLOCK-DWF는 PCM

의 쓰기 횟수를 이기 해 PCM에 있는 페이지에 쓰기 

요청이 발생하면 해당 페이지를 DRAM에 옮겨 쓰기 요

청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DRAM과 

PCM 모두 공간이 없을 때, PCM에서 DRAM으로의 페

이지 이동으로 인해 반  방향으로의 페이지 이동이 발

생시킨다는 에서 본 논문의 제안 기법과 달리 매번 페

이지 크기 (4KB)만큼 PCM을 쓰기 한다는 단 이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CLOCK에 비

해 약 72.3%, CLOCK-DWF에 비해 약 80.5%까지 

PCM의 쓰기횟수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PCM 쓰기 횟수

Fig. 4 The number of PCM write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CM의 단 인 느린 쓰기 속도와 제

한된 쓰기횟수를 보완하기 해 DRAM과 PCM으로 구

성된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를 한 새로운 페이지 교

체 기법을 제안한다. PCM의 쓰기 속도는 DRAM의 약 

7배이며 DRAM과 달리 PCM의 쓰기 횟수는 제한되어

있다는 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페이지 교

체 기법은 PCM의 쓰기 횟수를 이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쓰기 요청이 많은 

페이지를 DRAM에 상주시키고 읽기 요청이 많은 페이

지를 PCM에 상주시키는 것에 집 한다. 한 PCM에 

있는 페이지에 쓰기 요청이 발생할 경우, DRAM의 여

유 공간 유무와 본 기법에서 설정한 LC에 따라 효율

으로 페이지를 PCM에서 DRAM으로 이동시켜 쓰기 요

청을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PCM

의 쓰기횟수를 효과 으로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LC라는 추가 인 변수를 

기존의 CLOCK 알고리즘에 추가하여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를 한 페이지 교체 기법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하지만 추가 인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각 워크로드

에 한 한계값을 설정해야한다. 따라서 추가 인 변

수 없이 하이 리드 메인 메모리의 페이지를 리할 수 있

는 페이지 교체 기법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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