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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렬 에이티에이 케이블과 연결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장치

요약

본 발명은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인 SATA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SATA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와, SATA 케이블과
연결되고, 상기 SATA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그리고 상기 SATA 케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SATA 어댑터
와, 상기 SATA 어댑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신호에 따라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제어하는는 메모리 제어기 그
리고 상기 SATA 어댑터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SATA 어댑터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에 송수신
되는 신호들을 인터페이스하는 SATA 장치 제어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호스트 시스템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SATA 통신 계층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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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SATA 저장 장치의 상세한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 : 메모리 시스템 100 : 호스트 플랫폼

101 : SATA 호스트 제어기 102 : SATA 어댑터

110, 210 : 직렬 물리적 인터페이스 플랜트

111, 211 :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

112, 212 :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

113, 213 ; 호스트 소프트웨어 제어 버퍼 메모리 DMA 엔진

200 : SATA 저장 장치 201 : SATA 어댑터

202 : SATA 장치 제어기 203 : 메모리 제어기

204 :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220 : SATA 엔진

231 :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 독출기 232 : 명령 식별기

233 : 특수 기능 레지스터 설정기 234 : 데이터 핸들러

235 : 메모리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직렬(Serial)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호스트 플랫폼과 연결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로서 대표적인 것은 ROM(Read Only Memory)이다.
ROM은 최초 데이터 쓰기(write)를 하고 나면 오로지 데이터 읽기(read) 동작만 가능하다. 그러나, EPROM(Erase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가 개발되면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 불휘발성 반도체 메
모리는 이제 쓰기, 읽기 그리고 소거(erase)가 가능한 메모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휘발성 메모리는 소형이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안정성이 높아서, 휴대용 전자 장치 예컨대, 디지털 카메라, PDA 등의 데이터 저장 장치로 널리 사용
된다.

최근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사용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동작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큰 불휘발성 반도체 메
모리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가 필
요하다.

직렬 ATA(Advanced Technology Atteachment) Specification Version 1.1내에 기술된 내용이 이하 포함된다. 직렬
ATA(이하, SATA)는, APT 테크놀러지, DELL 컴퓨터, IBM, Intel, Maxtor, Seagate 테크놀러지 사 등에 의해서 표준화
된 것으로, 하드디스크와 같은 대용량 보조기억장치를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현재 SATA는 1세대 1.5Gp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나 차후 3 세대에서는 6.0Gbps의 속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SATA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E-IDE(Extended-
Integrated Drive Electronics)와 같은 ATA 인터페이스와도 응용 레벨에서 동일하므로, ATA 인터페이스에서 개발된 소
프트웨어가 SATA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인 직렬 ATA 케이블과 연결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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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SATA(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케이블과 연결된 SATA 저장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와, 상기 SATA 케이
블과 연결되고, 상기 SATA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그리고 상기 SATA 케이블로부터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SATA 어댑터와, 상기 SATA 어댑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신호에 따라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제어하는 메모
리 제어기 그리고 상기 SATA 어댑터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SATA 어댑터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에 송수신되는 신호들을 인터페이스하는 SATA 장치 제어기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SATA 어댑터와 상기 SATA 장치 제어기는, 상기 SATA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전기적 신
호를 논리적 신호로 변환하는 직렬 물리적 인터페이스 플랜트 블록과, 상기 직렬 물리적 인터페이스 플랜트 블록으로부터
의 상기 논리적 신호를 받아들여서 SATA 프로토콜 통신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 그
리고 상기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과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과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인터페이스하는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하는데 필요
한 제어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상기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에 저장된 제어 값들을 독출하는 독출기와, 상기 독
출기에 의해 독출된 제어 값들 중에서 명령어를 검출하는 명령어 식별기와, 상기 명령어 식별기에 의해 검출된 명령어에
응답해서 상기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에 저장된 제어 값들에 대응하도록 특수 기능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설정기와, 상기 특
수 기능 레지스터에 설정된 내용에 근거해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 또는 소거하는 메
모리 인터페이스 블록 그리고 상기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과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 블록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로부터 기입될/독출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핸들러를 더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인 SATA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SATA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구현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호스트 시스템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 도면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메모리 시스템(10)은 호스트 플랫폼(host patform)(100)을 포함한다. 호스트 플랫폼(100)은 저장
장치로서 SATA 저장 장치(200)를 운영한다. 여기서, 호스트 플랫폼(100)은 PDA,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시스템, 휴대용
전화기 등과 같이 데이터 저장 장치를 필요로 하는 전자 장치들 가운데 하나이다.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플랫폼(100)은 SATA 케이블(300)을 통해서 SATA 저장 장치(200)와 연결된다. 호스트 플랫폼
(100)은 SATA 호스트 어댑터(102)를 통해서 SATA 케이블(300)과 연결되고, SATA 저장 장치(200)는 SATA 장치 어댑
터(201)를 통해서 SATA 케이블(300)과 연결된다. 호스트 플랫폼(100)은 SATA 케이블 상의 모든 SATA 전송들을 제어
하고 관리하기 위한 호스트 제어기(101)를 포함한다.

SATA 저장 장치(200)는 SATA 저장 장치(200)와 SATA 케이블(300)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SATA 장치 제
어기(202)를 포함한다. 메모리 제어기(203)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204)에/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 또는 소거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204)는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모듈들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도 2는 SATA 통신 계층들을 보여주고 있다. 도 2에서 실선은 호스트 플랫폼(100)과 SATA 저장 장치(200)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을 나타내고, 점선은 논리적 연결을 나타낸다. 즉, 호스트 플랫폼(100)과 SATA 저장 장치(200)의 각 계층들은
서로 대응한다. 이하 설명에서는 호스트 플랫폼(100)의 각 계층들(110-113)을 기준으로 설명할 것이나, SATA 저장 장치
(200)의 각 계층들(210-213)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ATA 프로토콜에 따른 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블록은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serial digital transport
control) 블록(112)과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serial digital link control) 블록(111)이다.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
(111)은 직렬 라인과 관련된 동작을 제어한다.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112)은 호스트 플랫폼(100)과 관련된 동작을
제어한다.

직렬 물리적 인터페이스 플랜트(serial physical iterface plant) 블록(110)은 SATA 케이블(300)에 접속하는 어댑터
(102)를 포함하며, 전기적인 직렬 신호(serial signal)를 논리적인 병렬 데이터(parallel data)로 변환하고 그의 역변환 동
작도 수행한다.

직렬 디지털 링크 컨트롤 블록(111)은 물리적 계층인 직렬 물리 인터페이스 플랜트(110)에 대한 제어 기능을 가지며, 전송
계층인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112)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직렬 디지털 링크 컨트롤 블록(111)은 8 비트/
10 비트 인코딩(encoding), 스크램블링(scrambling) 그리고 CRC(Cyclic Redundancy Checking) 등을 수행해서 직렬 라
인 전송(serial line transmission)을 보장한다.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112)은 프레임 정보 구조(Frame Information Structure : FIS) 구성(construction) 및 복원
(decompress) 기능을 수행한다. FIS는 SATA 전송 계층(112)에서 응용 계층인 호스트 소프트웨어 제어 버퍼 메모리
DMA 엔진(host software control buffer memory DMA engine)(113)으로부터의 명령(command)을 전달하기 위해 구
성하는 프레임이다. 이 블록(112)에서는 응용 계층(113)으로 오류 보고(error report)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데이터 송
수신에 있어서 링크 계층(111)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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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SATA 저장 장치(200)의 상세한 기능적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SATA 저장 장치(200)는 SATA 엔진(220)
을 포함한다. SATA 엔진(220)은 도 1에 도시된 SATA 어댑터(201)와 SATA 장치 제어기(202)에 대응한다. SATA 엔진
(220)은 도 2에 도시된 SATA 통신 계층들 즉, 직렬 물리 인터페이스 블록(210),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211) 그리고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212)을 포함한다. 상기 각 블록들(210-212)의 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다.

메모리 제어기(203)는 응용 계층(213)에 대응한다. 메모리 제어기(203)는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hadow Register
Block : SRB) 독출기(231), 명령 식별기(command detector)(232), 특수 기능 레지스터(Special Function Register :
SFR) 설정기(233), 데이터 핸들러(234)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235)를 포함한다.

메모리 제어기(203)는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212)에 내장된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를 통해서 직렬 디지털 전
송 제어 블록(212)과 연결된다.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212)은 프레임 정보 구조의 구성 및 복원에 따라서 셰도우 레
지스터 블록(SRB)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 독출기(231)는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미 도시
됨)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하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204)의 상태 정보를,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에 저장되도
록,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212)으로 전송한다.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240)에/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값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응용 계층인 메모리 제어기(203)의 모든 동작은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
에 저장된 값을 읽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명령 식별기(232)는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 독출기(231)에서 독출된 내용 중에 포함된 명령어(command)가 어떤 종
류의 명령어인 지를 식별한다.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 설정기(233)는 명령 식별기(232)에서 식별된 명령어에 따라서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SRB) 내의 데이터에 대응하도록 특수 기능 레지스터(SFR)에 데이터를 설정한다. 데이터 핸들러
(234)는 제어 신호들을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서 ECC(Error Control Coding)을 수행한다. 또한, 데이터 핸들러(234)는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240)에 저장될 데이터 또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240)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관리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 블록(235)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240)에/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하거나 소거한다.

앞선 설명들에 있어서, 상기 기능적 블록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또는 하드웨어적인 방법 또는 그 두 방법들의 적절합
조합 등 여러 방법으로 구현 가능한다.

예시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에는 다양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범위는 그러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인 SATA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SATA 불휘발
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구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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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A(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케이블과 연결된 SATA 저장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와;

상기 SATA 케이블과 연결되고, 상기 SATA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그리고 상기 SATA 케이블로부터 데이터 신호
를 수신하는 SATA 어댑터와;

상기 SATA 어댑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신호에 따라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기; 그리고

상기 SATA 어댑터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SATA 어댑터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에 송수신되는
신호들을 인터페이스하는 SATA 장치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ATA 저장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ATA 어댑터와 상기 SATA 장치 제어기는,

상기 SATA 케이블을 통해 수신된 전기적 신호를 논리적 신호로 변환하는 직렬 물리적 인터페이스 플랜트 블록과;

상기 직렬 물리적 인터페이스 플랜트 블록으로부터의 상기 논리적 신호를 받아들여서 SATA 프로토콜 통신에 적합한 데
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 그리고

상기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과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직렬 디지털 링크 제어 블록과 상기 메모리
제어기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인터페이스하는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ATA 저장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디지털 전송 제어 블록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로/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하는데 필요한 제어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ATA 저장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상기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에 저장된 제어 값들을 독출하는 독출기와;

상기 독출기에 의해 독출된 제어 값들 중에서 명령어를 검출하는 명령어 식별기와;

상기 명령어 식별기에 의해 검출된 명령어에 응답해서 상기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에 저장된 제어 값들에 대응하도록 특수
기능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설정기와;

상기 특수 기능 레지스터에 설정된 내용에 근거해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로부터 데이터를 기입/독출 또는 소거
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블록; 그리고

상기 셰도우 레지스터 블록과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 블록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로부터 기입될/독출
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핸들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ATA 저장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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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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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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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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