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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SD(Solid State Disk Drive)는 다수의 래시 메모

리로 이루어진 장장치이다. SSD 는 력  높은 

내구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 기존의 장 장치보다 빠

른 읽기 속도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세  장장

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임베디드나 DB환경에서도 

SSD가 리 쓰여지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에서 요한 

고려사항인 력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논문에

서는 DIPM on/off 상태에서 SSD 응답시간에 해 측

정하고 분석하 다. 

I. 서론 

  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디스크와 같은 비휘발성의 

특성을 지니면서 소비 력이 고 물리 인 충격에 

강하며 한 무게가 가볍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장매체로 

SSD(Solid State Disk)가 있다. [1]

일반 으로 HDD의 경우 컴퓨  시스템에서 지 않

은 력비율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 사용자뿐

만 아니라 력소모에 의존 인 임베디드와 많은 력

이 필요한 DB환경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 [2]

이에 따라 화 되는 SSD에 한 력 연구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SSD의 력 측정에 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SSD의 력에 향

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원인에 한 연구는 미비한 편

이다. 한 력소비가 요한 임베디드 환경이나 

력 소비량이 많은 DB환경에서 SSD를 사용할 경우 

력소모가 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력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논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있다. 2장

은 본문에서 사용한 련 측정 도구들을 언 한다. 3

장은 본 논문에서 다룬 실험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실험 결과 내용을 통한 결론을 기술한다. 

II. 본론

2.1 회로 설계

 우선 SSD의 력인 를 알기 해서, 의 

식에 따라 와 를 구해야 한다. [3]

 직  SSD의 압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

로, 를 구하기 해서 SSD에 걸리는 압 = 

(Power Supply의 공 압 - 0.5Ω 항에 걸리는 

압)을 이용하 다.

 체 인 회로에 흐르는 류는 항에 흐르는 류

와, SSD에 흐르는 류가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에 흐르는 류의 값을 구함으로써 SSD에 흐르는 

2010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5�7�1� �-



 OCZ SSD Intel SSD

Capacity 30GB 40GB

Memory Type MLC MLC

Buffer size 64MB 32MB

Read 220MB/s 170MB

Write 130MB/s 35MB

 OCZ SSD Intel SSD

DIPM on 0.72s 0.92s

DIPM off 0.56s 0.49s

류 를 구할 수 있다.

   



 결과 으로  × 의 수식을 이용하여 

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림1. 회로 설계

2.2 동기화를 맞추기 한 GPIO Signal 이용

 SSD의 보다 정확한 력 측정을 해, 시작과 끝의 

Sync를 맞추는 장치를 이용하 다. AD-USBSERIAL

은  USB TO SERIAL 변환보드로서, TTL Level (5V), 

RS-232C Level(±12V) 신호 모두 지원한다.  그리고 

GPIO 4핀을 ON/OFF제어 가능하다. [4]

Ⅲ. 실험

3.1 SSD

 실험에서는 두 종류의 SSD를 사용하 다.

표1. Specification of SSDs

3.2 실험

 실험에서는 DIPM(Device Initiated Power Management)

의 on/off 상태에 따라 두 종류의 SSD에 Random 

Write의 Operation을 주고, 응답이 걸리기까지의 시간

을 측정하 다.

표2. DIPM 상태에 따른 SSD의 응답시간

그림2. Intel SSD에서 DIPM on 상태일 때의 응답

3.3 력측정 장치

 력을 측정하기 해서 사용한 DAQ(Data AcQuisition) 

장치는 내셔  인스트루먼트 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LabView[5]라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여 력을 측정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DIPM on/off 상태에서 SSD 응답시간

에 해 측정하 다. DIPM on 상태(노트북의 력 

모드)에서는 로그램 실행 후 SSD가 활성화 되기 

해 DIPM off 상태(데스크탑의 일반 력 모드)보다 좀 

더 높은 기 시간이 요구되었다. 이는 DIPM on 상태

에서는 력으로 SSD를 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력 상태에서보다 일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많은 워

크로드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심한 지연이 이어질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쓰기 패턴에 한 SSD의 력소모

와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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