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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SD의 TRIM 명령어 처리 성능을 LBA 범 의 특성  개수에 따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Ext4 일 시스템에서의 TRIM 명령어 처리 성능을 개선하 다. 부분의 SSD

에서 LBA 범 의 크기가 크고, 섹터 번호가 정렬  연속되어 있으며, 하나의 TRIM 명령어로 다수의 

LBA 범  정보를 달할수록 TRIM 명령어의 처리 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Ext4 일 시스템은 이와 같이 다수의 LBA 범  정보를 달할 때 그 성능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

나의 TRIM 명령어 당 하나의 LBA 범  정보만 달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하

나의 TRIM 명령어로 최  64개의 LBA 범  정보를 달하도록 Ext4 일 시스템을 개선하 고, 

Filebench를 이용한 성능 평가에서 일 삭제 성능이 최  3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키워드: 고체 상태 디스크, 낸드 래시 메모리, TRIM 명령어, Ext4 일 시스템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TRIM commands on various SSDs and, 

based on our analysis results, we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se TRIM commands in the Ext4 file 

system. We observ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TRIM commands improves as the size of the 

LBA-range increases, the sector number is aligned and continuous or more LBA-ranges are notified 

via a single TRIM command. However, although the performance is better when multiple LBA-ranges 

are informed by a single TRIM command, the Ext4 file system issues a single TRIM command for 

every LBA-range. In this paper, we modify the Ext4 file system to convey at most 64 LBA-ranges 

per TRIM command. Evaluations through Filebench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file deletion 

operations is improved by up to 35%.

Keywords: solid state drive, NAND flash memory, TRIM command, Ext4 fi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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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AND 래시 메모리 기반 SSD (solid state drive)

는 기존의 HDD (hard disk drive)에 비해 속도가 빠르

고, 에 지 효율이 좋으며, 충격에 강하다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개인 사용자를 한 PC

뿐만 아니라 고성능 서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도 

리 활용되고 있다.

NAND 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HDD와 다른 특징들

을 가지고 있다. (1) NAND 래시 메모리는 다수의 

래시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래시 블록은 

보통 64-128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2)읽기 /쓰

기 요청은 페이지 단 로 수행되며 삭제 요청은 래시 

블록 단 로 이루어진다. (3)어떤 페이지에 새로운 데이

터를 쓰기 해서는 그 페이지가 속한 래시 블록을 

먼  삭제해야 한다.

앞서 언 한 특징들로 인해 SSD 내부 으로 데이터 

복사가 발생한다. 어떤 페이지에 새로운 데이터를 쓰기 

해서는 먼  그 페이지가 속한 래시 블록 체를 지

워야 한다. 이때, 그 래시 블록 내의 다른 페이지들에 

장되어 있는 유효한 데이터는 삭제되어서는 안 되므로, 

다른 래시 블록으로 복사한 뒤 해당 래시 블록을 삭

제해야한다. 이러한 추가 인 데이터 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SSD의 성능이 크게 하될 수 있다.

SSD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데이터 복사를 이

기 해 TRIM 명령어가 도입되었다. TRIM 명령어는 

호스트에서 삭제 가능한 데이터에 한 정보를 SSD에 

달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이다. TRIM 명령어를 통해 

삭제 가능한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LBA (logical block 

address) 범 들의 치 정보(섹터 번호, 크기)가 SSD

에 달된다. 를 들어, 일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삭

제된 경우, 그 일의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LBA 범

들의 치 정보가 TRIM 명령어를 통해 SSD에 달

된다. SSD에서는 해당 일의 데이터에 해서, 앞서 

언 한 추가 인 데이터 복사과정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이처럼 TRIM 명령을 통해 SSD의 내부에서 발

생하는 불필요한 데이터 복사를 일 수 있고, 이에 따

라 SSD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용 SSD에서 TRIM 명령어

로 달되는 LBA 범 들의 연속성, 정렬 여부, 크기  

개수에 따른 TRIM 명령어 처리 성능을 분석하 다.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사용된 모든 SSD에서 LBA 범 들

이 서로 연속되고, 4KB에 정렬된 경우에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 다. 한, LBA 범

의 크기가 크고, 하나의 TRIM 명령어에 여러 개의 

LBA 범 에 한 치 정보를 달하여 수행할수록 성

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분석 결과 , LBA 범 의 개수에 따른 TRIM 

명령어의 성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xt4 일 시스템

의 TRIM 명령어 성능을 개선하 다. 기존 Ext4 일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이 삭제될 경우, 그 일의 데이

터가 장되어 있는 LBA 범 들에 해 TRIM 명령어

를 수행한다. 이때 하나의 TRIM 명령어를 통해 다수의 

LBA 범  한 치 정보를 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LBA 범  하나당 각각 하나의 TRIM 명령어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TRIM 명령어로 다수

의 LBA 범 에 한 치 정보를 달하도록 Ext4 

일 시스템  련 블록 I/O 계층을 개선하고 이에 따

른 성능 향상 정도를 측정하 다.

2. 배경지식

2.1 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SSD는 NAND 래시 메모리 에서 기존의 블록 인

터페이스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래시 변환 계층

(FTL)이라고 불리는 펌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FTL의 가

장 요한 역할  하나는 쓰기 요청을 효율 으로 처리

하는 것이다. 호스트로 부터 쓰기 요청이 발생할 경우, 

FTL은 해당 데이터를 미리 삭제된 래시 블록에 기록

하고, 그 데이터의 LBA와 실제 데이터가 기록된 래시 

페이지 간의 매핑 정보를 유지한다. 해당 LBA에 해 기

존 데이터가 있다면, 무효화시키고 추후에 가비지 컬 션

(garbage collection)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삭제한다.

SSD 내부의 미리 삭제된 래시 블록의 수가 일정 

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FTL에서는 가비지 컬 션

을 통해 무효화된 데이터를 삭제한다. 가비지 컬 션에

서는 정해진 정책에 따라 빅  블록(victim block)을 선

정하고 그 블록을 삭제한 뒤 재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빅  블록 내의 유효한 페이지들을 다른 래시 블록에 

복사하고 해당 빅  블록을 삭제한다. 이러한 빅  블록 

내에 유요한 페이지가 많아 복사과정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SSD의 성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2 TRIM 명령어

TRIM 명령어는 가비지 컬 션에서 발생하는 불필요

한 데이터 복사를 이기 해 도입되었다[4]. 호스트의 

일시스템은 어떤 일이 삭제된 경우, 그 일의 데이

터가 장된 LBA 범 의 치정보를 TRIM 명령어를 

통해 SSD로 달한다. 이러한 LBA 범 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삭제되어도 무방하므로, FTL에서 가비

지 컬 션 에 이 데이터에 해서는 더 이상 복사과

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TRIM 명령어를 운 체제[1,2,5,6]  SSD 내

부[3]에서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한 방안  TRIM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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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어의 특성[7]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7]에

서는 TRIM 명령어 처리 이후의 유휴시간(idle time)의 

유무에 따른 SSD의 성능을 측정하여 이에 따른 TRIM 

명령어의 활용 방안에 한 방향을 제시하 는데, 본 논

문에서는 LBA 역의 특성에 따른 TRIM 명령어의 처

리 성능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활용 기법을 제안한다.

3. SSD의 TRIM 명령어 처리 성능 분석

3.1 성능 측정 환경

본 논문의 성능 측정 환경은 다음과 같다. 인텔 i7-3770 

3.4GHz 로세서와 8GB DRAM을 장착한 PC를 사용

하 으며, 우분투 13.04 운 체제를 사용하 다. 측정에 

사용된 SSD는 삼성 840 250GB SSD, 인텔 320 120GB 

SSD  Jasmine 보드를 이용하여 직  구 한 페이지 

매핑 기반 FTL이 용된 SSD이다[8].

3.2 LBA 범 의 특성에 따른 TRIM 명령어 처리 성능

SSD의 TRIM 명령어 처리 성능은 달된 LBA 범

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LBA 

범 들의 연속 여부, 정렬 여부  크기에 따른 TRIM 

명령어의 처리 성능을 분석하 다.

3.2.1 성능 측정 방법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SSD의 TRIM 명령어의 처

리 성능을 측정하 다. 2GB 역에 임의 정보를 쓴 뒤, 

해당 역의 데이터에 해 TRIM 명령을 수행하고, 각 

TRIM 명령어의 처리 시간을 측정하 다. TRIM 명령

어는 IOCTL의 SG_IO 모드를 통해 SSD로 달되었다.

표 1은 본 성능 측정에서 고려한 LBA 범 의 특성들

을 정리한 것이다. LBA 범 의 연속 여부는 연속됨과 불

연속으로 나 어 고려했다. 연속됨은 서로 연속된 LBA 

범 에 해 TRIM 명령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불연속은 각각의 TRIM 명령어가 서로 연속되지 않은 임

의 치의 LBA 범 에 해 수행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정렬 여부는 LBA 범 의 시작 섹터가 그 LBA 범 의 

크기에 정렬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를 들어, LBA 범

의 크기가 4KB일 때, 정렬됨의 경우에는 달되는 

LBA 범 의 시작 섹터가 0 혹은 8과 같이 4KB에 정렬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정렬 안 됨의 경우 1 혹은 7과 같

이 시작 섹터가 4KB와 정렬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LBA 범 의 크기는 4KB부터 128KB까지로 

설정하고 TRIM 명령어의 처리 성능을 측정하 다.

표 1 LBA 범 의 특성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LBA ranges

Continuos Yes No

Aligned Yes No

Size 4KB, 8KB, 16KB, 32KB, 64KB, 128KB

3.2.2 성능 측정 결과

그림 1은 삼성 840 SSD의 성능 측정 결과를 나타낸

다. 각각의 그래 는 TRIM 명령어 하나의 처리 시간을 

나타내며, 체 으로 약 1,000㎲이상의 처리 시간을 나

타내었다. LBA 범 의 특성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LBA 범 의 크기가 클수록, 단  크기 당 처리 시간이 

감소하 고, LBA 범 의 시작 섹터가 그 크기에 정렬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처리 성능이 

높았다. LBA 범 의 연속 여부와 련해서는, 일반 인 

상과는 다르게 연속인 경우의 성능이 불연속인 경우

에 비하여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 1 삼성 SSD의 TRIM 처리 성능

Fig. 1 The performance of the TRIM commands on 

Samsung SSD

그림 2는 인텔 320 SSD의 성능 측정 결과를 나타내

는 그래 이다. 체 으로, 200μs 내외의 삼성 SSD보다 

빠른 TRIM 명령어 처리 속도를 나타내었다. LBA 범

의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연속 여부를 제외하고는 

삼성 SSD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LBA 범 의 연속 

여부의 경우 삼성 SSD와는 다르게 일반 인 상처럼 

연속일 때의 성능이 불연속일 때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Jasmine SSD를 이용한 실험결과도 Intel SSD와 비슷

한 경향을 나타내며,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생략하 다.

와 같이 측정된 TRIM 명령어 처리 성능의 특성은 

근본 으로 SSD의 내부 FTL이 TRIM 명령어를 처리

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각 SSD의 성능을

그림 2 인텔 SSD의 TRIM 처리 성능

Fig. 2 The performance of the TRIM commands on Intel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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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TRIM 명령어 처

리와 련된 내부 FTL의 구조  동작 방식을 악하

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에 이와 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3.3 하나의 TRIM 명령어에 의해 달되는 LBA 범 의 

개수에 따른 성능

TRIM 명령어에 사용되는 버퍼 한개 당 최  64개의 

LBA 범 의 정보가 SSD로 달될 수 있다. 이 장에서

는 하나의 TRIM 명령어로 달되는 LBA 범 의 개수

에 따른 TRIM 명령어의 처리 성능을 측정하 다.

3.3.1 성능 측정 방법

3.2장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2GB의 역에 한 TRIM 

명령어의 처리 성능을 측정하 다. LBA 범 의 크기는 

16KB로 고정하 고 각각의 연속된 TRIM 명령어들에는 

연속된 LBA 범 가 달되게 하 다. 하나의 TRIM 명

령어가 달하는 LBA 범 의 개수는 1-64개로 설정하

여 그 개수에 따른 TRIM 명령어의 처리 성능을 측정하

다. 하나의 TRIM 명령어에 달되는 LBA 범 의 수

에 따라 달된 TRIM 명령어의 총 개수는 표 2와 같다.

표 2 TRIM 명령어당 LBA 범 의 개수와 달된 TRIM 

명령어의 총 개수

Table 2 The number of TRIM commands according to the 

number of LBA-ranges

The number of

LBA-ranges

The number of

TRIM commands

1 131.072

16 8.192

32 4.096

64 2.048

3.3.2 성능 측정 결과

그림 3은 각각의 SSD에서 체 2GB 역에 한 

TRIM　명령어들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그

래 이다. 체 으로, 모든 SSD에서 하나의 TRIM 명

그림 3 LBA 범  개수에 따른 TRIM 명령어 처리 성능

Fig. 3 The performance of TRIM commands with various 

number of LBA ranges

령어에 의해 달되는 LBA 범 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체 처리 시간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Jasmine SSD의 경우, 하나의 TRIM 명령어가 64개의 

LBA 범 를 처리하는 경우에 하나의 LBA 범  정보만 

달하는 경우에 비해 처리 시간이 약 92.3% 감소하 다.

 성능 측정 결과를 통해, 동일한 크기의 역에 

해 TRIM 명령을 수행해야하는 경우, 하나의 TRIM 명

령어에서 보다 많은 LBA 범 에 해 처리하도록 한다

면 체 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4. TRIM 명령어 처리 성능 향상을 한 Ext4 

일 시스템 개선

4.1 기존의 문제   개선 사항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 한 분석 결과 , LBA 역

의 개수에 따른 TRIM 명령어 처리 성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xt4 일 시스템에서의 TRIM 명령어의 처

리 성능을 개선하 다.

Ext4 일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삭제되는 경우, 

TRIM 명령어를 통해 해당 일이 삭제되었음을 SSD에 

알린다. 어떤 일이 삭제되면, 해당 일의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LBA 역들의 치 정보를 Ext4 일 시

스템의  자료구조에 리스트의 형태로 유지한다. 추후

에 해당 이 처리(journal commit)될 때, 리스트의 모

든 LBA 역들에 해 각각 하나의 TRIM 명령어가 수

행된다. 이 게 각각의 LBA 역당 하나의 TRIM 명령

어가 수행되는 이유는 기존 리 스 커 의 블록 I/O 계

층이 읽기/쓰기와 같은 하나의 LBA 역을 상으로 수

행되는 블록 I/O 요청에 최 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일 시스템은 BIO라는 자료구조를 통해 읽기/쓰기와 같

은 블록 I/O를 커 의 블록 I/O 계층에 요청하게 되는데, 

이 BIO는 LBA 역 하나를 상으로 하는 I/O요청만 

지원한다. 따라서 그림 4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TRIM

에 해서도 각각의 LBA 역들에 해 하나씩의 BIO

를 통해 블록 I/O 계층에 요청되고, 블록 I/O 계층에서는 

요청된 BIO마다 하나의 TRIM 명령어를 생성하여 SSD

에 요청하게 된다. 결국, LBA 역마다 각각 하나의 

TRIM 명령어에 의해 처리된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블

록 I/O 계층과 Ext4 일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 다. 우선, 다수의 LBA 역을 

상으로 하는 TRIM 명령을 지원하도록 BIO 자료 구조, 

I/O 스 러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련 

블록 I/O 계층을 개선하 다. 그리고 개선된 BIO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다수의 LBA 역을 하나의 BIO를 이

용하여 TRIM 명령을 요청하도록 Ext4 일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개선하 다. 그림 5와 같이  처리



56 정보과학회 컴퓨 의 실제 논문지 제 21 권 제 1 호(2015.1)

그림 4 기존 TRIM명령어 생성 구조

Fig. 4 The current implementation

그림 5 개선된 TRIM 명령어 생성 구조

Fig. 5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technique

과정에서 최  64개의 LBA 역들을 묶어 TRIM 명령을 

한 BIO를 생성하고, 블록 I/O 계층에서는 해당 BIO당 

하나의 TRIM 명령어를 생성하여 처리하도록 수정하 다.

4.2 성능 측정

앞서 언 한 개선 사항으로 인한 성능 향상 정도를 측

정하기 해 Jasmine 보드를 이용한 SSD에서 Postmark 

 Filebench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하 다. 

참고로, SSD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해당 SSD의 여유 

장 공간(over-provisioning space)의 크기에 따라 성

능이 크게 달라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성능 측정의 편의

를 해 여유 장 공간 크기의 조 이 가능한 Jasmine 

SSD만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4.2.1 Postmark 결과

Postmark는 표 인 일 시스템 벤치마크로 크기

가 작은 일에 한 처리 성능을 측정하기 해 주로 

사용된다. Postmark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정된 개수의 디 토리를 생성한 뒤, 각 디 토리에 정

해진 개수의 일들을 생성한다. 그리고 일 생성/삭제

/읽기/쓰기로 구성된 트랜젝션을 설정된 회수만큼 수행

한 뒤, 모든 일과 디 토리를 삭제하고 총 수행 시간

을 출력한다. 본 실험에서는 표 3에서 나타내는 두 가지 

설정을 사용하 다.

그림 6은 Postmark의 수행시간을 하나의 TRIM 명령

표 3 Postmark 설정

Table 3 Postmark configurations

Initial files File size I/O size Dirs. Trans.

PM-A 45,000 16KB 16KB 10 100,000

PM-B 60,000 16KB 16KB 10 100,000

그림 6 Postmark 수행 시간

Fig. 6 The elapsed time of the Postmark

어가 달하는 LBA 역 치 정보의 개수에 따라 나타

낸 그래 이다. TRIM 명령어의 LBA 역 개수가 1인 

경우는 기존 방식의 성능을 나타내며, 16, 32, 64개인 

경우에는 제안된 개선 사항들이 용된 성능을 나타낸

다. 체 으로 제안된 개선 사항들에 의해 SSD의 성

능이 효과 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하나의 TRIM 

명령어가 달하는 LBA 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

능향상의 정도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PM-A

의 경우에는 하나의 TRIM 명령어가 64개의 LBA 역 

정보를 달하는 경우에는 약 10%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와 같은 Postmark의 실험 결과를 통해, 일 생성, 

읽기, 삭제 등이 고루 포함된 일반 인 일 시스템 워크

로드를 수행하는 응용 로그램의 수행 시간이 본 논문의 

개선 사항을 통해 약 10%정도 향상될 것으로 상된다.

4.2.2 Filebench 결과

Filebench는 일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을 한 

벤치마크로 메일/ 일/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같은 애 리

이션에서 발생하는 워크로드를 생성해 다. 본 실험에

서는 FILEMICRO_DELETE라는 일 삭제 성능을 측

정하기 한 워크로드를 사용하 다. 이 워크로드에서 

Filebench는 정해진 개수의 일을 생성하고 다수의 스

드를 이용해서 모두 삭제하면서 일 삭제 요청의 

IOPS를 측정한다. 본 실험에서는 30,000개의 16KB 

일과 16개의 스 드를 이용하 다.

그림 7은 Filebench를 이용한 성능 측정 결과를 나타

낸 그래 이다. Postmark와 마찬가지로, 체 으로 개

선 사항이 용된 경우에 일 삭제 성능이 향상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TRIM 명령어로 64개 

LBA 역의 치 정보를 달하는 경우, 생성되는 T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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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ilebench 수행 시간

Fig. 7 The elapsed time of the Filebench

명령어의 개수가 1.5%로 어듦에 따라서 일 삭제 성능

이 약 35%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주로 일 삭제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응용 로그램의 경

우, 약 30%정도의 수행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BA 범 의 크기, 연속  정렬 여부, 

개수에　따라 SSD에서의 TRIM 명령어 처리 성능을 측

정하 다. 이 에서 LBA 범  개수에 따른 TRIM 명령

어의 성능 측정 결과에 따라 Ext4 일 시스템에서의 

TRIM 명령어 처리 성능을 개선하 다. 기존 Ext4 일 

시스템 에서는 하나의 TRIM 명령어마다 LBA 역 하

나의 치정보만 달하 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  64개 

LBA 역의 치 정보를 하나의 TRIM 명령어를 이용

하여 달하도록 개선하 다. Postmark와 Filebench 벤

치마크를 이용한 성능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개선

을 통해 최  35%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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