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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쓰기가 수행되어 소정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에 쓰기가 요청되었을 때 상기 페이지가 포

함된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로그 블록에 쓰기를 수행하고, 상기 페이지에 쓰기를 다시 요청받으면 상기 

로그 블록 내의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한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페이지에 연속적으로 쓰기가 요청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로그 블록 내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기반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1)에 마련되어 일반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한 블록들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3은 로그 블록과 데이터 블록에 대한 읽기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1)의 영역 분할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1)의 영역 분할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6은 로그 포인터 테이블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7은 로그 포인터 테이블 엔트리의 구조도,

도 8은 로그 포인터 테이블과 플래시 메모리(1)의 참조관계도,

도 9는 지우기-가능 블록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10은 단순 병합의 개념도,

도 11은 복사 병합의 개념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블록 병합을 수행함에 따른 블록의 전이관계를 보여 주는 관계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읽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쓰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15는 도 14의 블록 병합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 있어서 플래시 메

모리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지우거나 쓸 수 있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이다. 마그네틱 디스크 메모리를 기반

으로 한 저장장치에 비해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그것은 전력소모가 적으며 크기가 작아서 마그네틱 디스크 메

모리의 대안으로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플래시 메모리는 디지털 카메라, 모바일 폰,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모바일 컴퓨팅 기기를 위한 저장장치로서 각광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의 덮어쓰기가 자유로운 마그네틱 디스크 메모리와 달리 데이터의 덮어쓰기가 불가

능하다.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덮어쓰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지워야한다. 즉, 메모리 셀들을 쓰기 가능한 초

기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지우기(erase)라고 한다. 지우기는 일반적으로 쓰기에 비해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지우기는 쓰기보다 훨씬 큰 블록 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에 쓰기가 요청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지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지워진 부분은 다시 쓰기를 통해 복원되어야 하므로 최악의 경우 

데이터 하나의 쓰기 요청이 하나의 지우기와 지워진 단위 만큼의 쓰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우기와 쓰기

의 실행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쓰기의 수행 성능은 읽기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심지어 기계동작으로 인한 

필연적인 지연을 수반하게 되는 마그네틱 디스크 기반의 저장장치의 그것보다 낮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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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저장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쓰기의 성능개선은 핵심기술에 해당된다.

미국특허 No. 5,388,083은 요청된 쓰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지우기에 의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우기를 수행하

지 않고 빈 공간에 쓰는 대신 사용자가 요청한 논리적 주소를 플래시 메모리 상의 물리적 주소로 변환하는 캠(CAM)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캠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회로를 필요로 한다. 미국특허 No. 5,485,595는 

쓰기가 요청된 경우 지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빈 공간에 쓰는 대신 각 페이지의 부가 영역에 논리적 주소를 기입하며 

부가 영역에 기록된 논리적 주소를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읽기를 수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소변환 메커니즘은 NAND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와 같이 읽기의 단위가 큰 경우에는 흩어져 저장된 주소변환 정보

를 읽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미국특허 No. 5,845,313은 저장장치를 초기화할 때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논리적 주소를 스캐닝하여 별도의 RAM

에 직접 주소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 선형적 인 주소변환 테이블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소변환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RAM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저장용량이 32MB이고 페이지의 크기가 512

B인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의 주소변환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65,536개의 페이지 당 2B가 필요하므로 

총 128KB의 RAM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량은 모바일 기기 등 자원이 귀한 소규모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나치

게 크다.

미국특허 No. 5,404,485는 쓰기를 위해 새로운 블록(교체 블록)을 할당하고 할당된 블록에 쓰기를 수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쓰기를 위해 계속 새로운 블록이 할당되므로 동일한 페이지가 기록된 서로 다른 

버전의 복수개의 블록이 존재하게 된다. 즉, 묵시적으로 모든 블록마다 적어도 하나의 교체 블록이 존재할 것을 요구

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새로운 블록에 쓰여지는 페이지는 항상 이전 블록의 그것

과 동일한 위치에 쓰여져야 하므로,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만 잦은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페이지는 갱신이 거의 

없는 경우 특정 페이지의 내용만 상이할 뿐 나머지 페이지의 내용은 동일한 교체 블록이 복수개 존재하게 되어 플래

시 메모리의 저장공간의 낭비가 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모바일 기기 등 소규모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 시스템 및 그 관리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원 차단 등의 비상시에 일관성있는 데이터의 복원이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시스템 및 

그 관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FAT(File Allocation Table) 기반으로 한 DOS 파일시스템에서와 같이 특정 페이지에 대

한 데이터 갱신이 잦은 환경에서도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 시스템 및 그 관리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플래시 메모리에 소정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 있어서, (a) 쓰기가 수행되어 소정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에 쓰기를 요청받는 단계; (b) 상기 페이지가 포함된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로그 블록에 쓰기를 수

행하는 단계; (c) 상기 페이지에 쓰기를 다시 요청받는 단계; 및 (d) 상기 로그 블록 내의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

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b)단계는 (b11)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거나, (b21) 상기 로그 블록을 할당하

는 단계; 및 (b22) 상기 쓰기가 요청된 페이지의 상기 데이터 블록에서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에 소정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 있어서, (a) 소정 페이지에 쓰기를 요청받는 단계; (b) 상기 페이지

가 포함된 제1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는 제1-1 로그 블록을 할당하는 단계; (c) 상기 제1-1 로그 블록 내의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 (d) 상기 페이지에 쓰기를 다시 요청받는 단계; 및 (e) 상기 제1-1 로그 블록 내

의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에 의해서

도 달성된다.

상기 (b)단계는 (b1) 제2 데이터 블록 및 이에 대응되는 제2 로그 블록을 기초로 제3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블록 병

합을 수행하는 단계; 및 (b2) 상기 제2 데이터 블록에 대한 지우기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유 블록을 상기 제1 로그 블

록으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b1)단계는 상기 제1-1 로그 블록을 할당하기 위한 자유 블

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수행되거나,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는 기존의 로그 블록이 모두 사용 중일 경우 수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b1)단계는 (b11) 상기 제2 로그 블록의 페이지와 상기 제2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의 배열순서가 동일하고

일대일 대응되는 경우 상기 제2 로그 블록을 상기 제3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시키는 교환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거나,

(b12) 상기 제2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쓰기 요청된 경우 상기 제2 로그 블록의 자유 페이

지에 상기 제2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상기 제3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복사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거나,

(b13)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유 블록에 상기 제2 로그 블록에 존재 하는 최신 페이지들을 복사하고, 나머지 

자유 페이지에 상기 제2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상기 제3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단순 병합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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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e)단계는 (e1) 상기 제1-1 로그 블록 내에 자유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1-2 로그 블록을 할당

하는 단계; 및 (e2) 상기 제1-2 로그 블록 내의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e1)단계는 (e

11) 상기 제1-1 로그 블록의 페이지와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의 배열순서가 동일하고 일대일 대응되는 경우

상기 제1-1 로그 블록을 제2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시키는 교환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및 (e12) 상기 제1 데이터 블

록에 대한 지우기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유 블록을 상기 제1-2 로그 블록으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거나,

(e21) 상기 제1-1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쓰기 요청된 경우 상기 제1-1 로그 블록의 자유 

페이지에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2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복사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및 (e22)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에 대한 지우기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유 블록을 상기 제1-2 로그 블록으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거나,

(e31) 자유 블록에 상기 제1-1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최신 페이지들을 복사하고, 나머지 자유 페이지에 상기 제1 데

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2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단순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및 (e32) 상기 제1 데

이터 블록 또는 상기 제1-1 로그 블록에 대한 지우기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유 블록을 상기 제1-2 로그 블록으로 할

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상기 (e2)단계는 (e21) 쓰기가 요청된 페이지의 상기 데이터 블록에서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소정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있어서, (a) 로그 

포인터 테이블에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 중 블록 주소 부분이 기록된 엔트리를 검색하는 단계; (b) 검색된 엔트

리에 상기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c) 검색된 엔트리에 기록된 대

응 로그 블록의 물리적 주소와, 검색된 논리적 주소의 상기 검색된 엔트리에서의 기록 위치를 참조하여 상기 로그 블

록의 해당 페이지에 접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읽기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c)단계는 상기 로그 블록의 해당 페이지에 접근 함에 있어 상기 검색된 논리적 주소의 상기 검색된 엔트리에서

의 기록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데이터 블록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로그 블록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와 상기 제1 데이

터 블록에 대응되는 제1 로그 블록의 페이지의 배열순서가 동일하고 일대일 대응되는 경우 상기 제1 로그 블록을 제2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시키는 단계; 및 (b) 주소 변환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

모리 관리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데이터 블록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로그 블록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쓰기 요청된 경우 상기 제1 로그 

블록의 자유 페이지에 대응 제1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2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주

소변환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또한,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데이터 블록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로그 블록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유 블록에 제1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최신 페이지들을 

복사하고, 나머지 자유 페이지에 대응 제1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2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a)단계 이전에 (a0) 상기 (a)단계 또는 (b)단계의 수행 중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은 (c) 상기 (a)단계 또는 (b)단계의 수행 중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상기 복구 정보를 

참조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복구 정보는 상기 자유 블록의 리스트, 로그 블록의 리스트, 상기 로그 블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인 로그

포인터 테이블을 포함하며, 상기 로그 포인터 테이블에는 로그 블록에 대응되는 갯수의 로그 포인터 테이블 엔트리가

구성되어 있고, 각 엔트리에는 대응 데이터 블록의 논리적 주소와 해당 로그 블록의 물리적 주소가 매핑되어 있으며, 

해당 로그 블록 내의 각 페이지들의 물리적 배열 순서에 따라 해당 데이터 블록의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가 기

록되어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은,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데이터 블록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로그 블록을 포함하는 플

래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플래시 메모리의 소정 영역을 할당하고 할당된 영역에 복구 정보로서 상

기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로그 블록의 리스트, 및 상기 로그 블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기록하는 단계; (b)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상기 복구 정보를 기초로 현재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된 상태를 점검하여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c) 오류가 발생된 경우 상기 복구 정보를 참조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기반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시스템은 플래시 메모리(1), ROM(2), RAM(3) 및 프로세서(4)를 구비한다. 프로세서(4)는 통상 RO

M(2)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와 결합되어 플래시 메모리(1) 또는 RAM(2)에 대한 일련의 읽기 또는 쓰기 명령

을 발한다. 플래시 메모리(1)에는 본 발명의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에 따른 쓰기와 읽기가 수행된다. ROM(2)과 RA

M(3)에는 프로세서(4)에서 수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코드 또는 관련 데이터 구조가 저장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1)에 마련되어 일반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한 블록들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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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를 참조하면, 플래시 메모리(1)에는 복수개의 데이터 블록과 적어도 일부의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도록 마련되는 

로그 블록이 존재한다. 「데이터 블록」은 일반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을 가리키며, 「로그 블록」은 데이터 블록의

소정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 할당되어 수정 내용을 기록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블록을 가리킨다. 따라서, 로그 

블록은 오직 하나의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며 해당 데이터 블록의 수정된 페이지들을 저장한다. 로그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들은 데이터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보다 우선적으로 참조된다. 이처럼 우선적으로 참조되는 

페이지를 본 명세서에서는 「유효 페이지」라고 한다. 더불어, 물리적으로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유효 

페이지에 의해 그 내용이 무시되는 페이지는 논리적인 의미에서 「무효 페이지」라고 부른다.

도 3은 로그 블록과 데이터 블록에 대한 읽기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사용자로부터 논리적 주소(Logical address)와 함께 소정 페이지에 대한 읽기가 요청되면 프로세서

(4)는 RAM(3)에 기록되어 있는 로그 포인터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로그 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

할 경우 그 로그 블록에 요청된 페이지가 유효하게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요청된 페이지가 유효하게 저

장되어 있으면 로그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읽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데이터 블록에 기록된 해당 페이지를 읽는다. 로

그 포인터 테이블은 후술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1)의 영역 분할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플

래시 메모리(1)는 맵 영역, 로그 블록 영역, 데이터 블록 영역, 및 자유 블록 영역으로 분할될 수 있다. 맵 영역에는 주

소변환 정보가 저장되고, 로그 블록 영역은 로그 블록으로 할당되기 위한 영역이며, 데이터 블록 영역은 일반 데이터

가 기록되는 영역이고, 자유 블록 영역은 로그 블록 또는 데이터 블록으로 할당하기 위한 영역이다. 여기서, 각 영역은

논리적으로 분할된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서로 뒤섞여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데이

터 블록 영역, 로그 블록 영역, 및 자유 블록 영역은 그러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1)의 영역 분할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플래시 메모리(1)는 맵 영역, 체크 포인트 영역, 로그 블록 영역, 데이터 블록 영역, 및 자유 블록 영역으로 분할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4의 영역 분할에 비해 체크 포인트 영역이 새롭게 마련되어 있다. 체크 포인트 영역에는 데

이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복구 정보가 기록된다. 한편, 도 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맵 영역에는 주소변환 정보가 저장

되고, 로그 블록 영역은 로그 블록으로 할당되기 위한 영역이며, 데이터 블록 영역은 일반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이

고, 자유 블록 영역은 로그 블록 또는 데이터 블록으로 할당하기 위한 자유 영역이다. 맵 영역에 기록되는 주소변환 정

보 및 체크 포인트 영역에 기록되는 복구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로그 포인터 테이블」은 로그 블록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이다. 로그 포인터 테이블에는 대응 데이터 블록의 

논리적 주소, 해당 로그 블록의 물리적 주소, 및 로그 블록 내의 각 페이지들의 물리적 배열 순서에 따라 해당 데이터 

블록의 갱신된 페이지의 오프셋값(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이 기록된다. 로그 포인터 테이블은 본 실시예에 따

라 RAM(3)에 구축되어야 하므로 프로세서(4)가 로그 블록 영역을 스캔하여 구성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로그 포인터 

테이블에는 로그 블록에 대응되는 갯수의 로그 포인터 테이블 엔트리가 배치되어 있다. 해당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와

함께 쓰기 또는 읽기 명령이 요청되면 프로세서(4)는 로그 포인터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엔트리의 존재여부에 따라

로그 블록 또는 데이터 블록에 접근하게 된다.

도 7은 로그 포인터 테이블 엔트리의 구조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로그 포인터 테이블 엔트리에는 데이터 블록의 논리적 주소(log_blk)와 해당 로그 블록의 물리적 주

소(phy_blk)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가 기록된 순서대로 해당 로그 블록 내의 대응 페이지의 논

리적 주소 page #0, page #1,‥,page #N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1개의 블록에 16개의 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 논리적 주소가 02FF(16진수)라면, 앞의 세자리 02F는 블

록 주소를 의미하고, 마지막 한자리 F는 해당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의 오프셋값이 된다. 따라서, 로그 포인터 테이

블의 log_blk 중 02F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대응 로그 블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응 로그 블록이 존재

하면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 02FF, 또는 오프셋값 F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로그 블록 내의 

갱신된 페이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page #0가 F라면 로그 블록 내의 첫 번째 물리적 페이지에 요청

된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요청된 논리적 주소 중 일부분, 즉 블록 주소 부분만을 사용하여 로그 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로그

블록에 접근하는 것을 「블록 어드레싱」이라 정의하고, 요청된 논리적 주소 전체(또는 오프셋값)를 사용하여 해당 

로그 블록의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것을 「페이지 어드레싱」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본 발명은 블록 어드레싱과 페이

지 어드레싱을 함께 채용하여 동일한 페이지가 여러번 갱신되더라도 하나의 로그 블록에 이를 모두 기록할 수 있다.

도 8은 로그 포인터 테이블과 플래시 메모리(1)의 참조관계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log_blk를 참조하여 해당 데이터 블록에 대한 로그 블록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phy_blk를 참조하여 대응 로그 블록이 기록된 위치를 알 수 있다. 또한, 로그 포인터 테이블 엔트리에는 본 실시예에 

따라 해당 로그 블록의 각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 page #0, page #1,‥,page #15가 기록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의 

각 블록에는 16개의 페이지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갱신된 페이지들은 로그 블록에 기록됨에 있어 해당 데이터 블록의 대응 페이지와 동일한 위치에 기록된

다. 실제로, 로그 블록에 갱신된 페이지가 처음 기록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와 동일한 위치에 기록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즉, 해당 데이터 블록의 소정 페이지가 나머지 페이지가 한번

씩 갱신되기 이전에 재차 갱신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그 블록의 나머지 빈 공간에 기록된다.

도 9는 지우기-가능 블록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데이터 블록의 모든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갱신되면 로그 블록의 페이지들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 데

이터 블록의 각 페이지들에 일대일 대응된다. 이같은 경우에는 로그 블록이 해당 데이터 블록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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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블록을 지우더라도 데이터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처럼 더 이상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완전히 새도우된) 데이터 블록은 「지우기-가능(erasable) 블록」이라고 부른다. 지워진 블록은 「자유(fr

ee) 블록」이라 한다. 지우기-가능 블록은 언제라도 지울 수 있으며 자유 블록은 필요에 따라 데이터 블록 또는 로그 

블록으로 할당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블록 병합(block merge)」이 수행된다. 블록 병합은 원칙적으로 쓰기가 반복되어 로그 블록에

쓰기 가능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루어진다. 이같은 경우, 블록 병합을 통해 로그 블록과 해당 데이터 블록

을 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고 기존의 로그 블록은 지워서 자유 블록으로 만들어준다.

특히, 데이터 블록의 모든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갱신되어 로그 블록과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 배열이 동일한 경

우 수행되는 블록 병합은 「교환 병합(switch merge)」이라고 부른다.

로그 블록의 페이지와 해당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의 배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병합(simple merge)」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로그 블록이 현재 모두 사용 중이기 때문에 새로 요청된 쓰기를 수행하기 위해 로그 블록이 다시

할당되어야 할 경우에도 수행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병합 대상이 되는 로그 블록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자유 페이지

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만약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단 한번씩만 갱신된 경우라면 비어 있는 페이지들을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

지들로 채움으로써 로그 블록을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블록 병합을 「복사 병합(copy merge)

」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블록 병합은 교환 병합, 단순 병합, 및 복사 병합의 세 가지가 있다.

교환 병합은 도 9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블록의 모든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갱신된 로그 블록을 

그대로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수행된다. 블록의 전이는 데이터 블록 또는 로그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의 복

사없이 주소변환 정보만을 갱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맵 영역에 기록된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하여 사용자가 요청

한 논리적 주소에 대해 해당 로그 블록이 매핑되도록 한다. 맵 영역에는 블록 어드레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 블록

마다의 주소변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무효 페이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효 페이지로 인해 그 내용이 무시

되는 페이지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유효한 페이지일 수 있다.

단순 병합에 의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자유 블록의 동일한 위치에 데이터 블록의 유효 페이지 및 해당 

로그 블록의 유효 페이지를 기록하여 새로운 데이터 블록이 생성된다. 이에 기존의 데이터 블록과 로그 블록은 지우

기-가능 블록이 된다.

복사 병합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데이터 블록에 기록된 유효 페이지를 로그 블록의 자유 페이지에 복사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존의 데이터 블록은 지우기-가능 블록으로 전이된다. 블록 병합에 있어서 지칭되는 무효 페

이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맨 먼저 참조되지 않는 페이지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유효한 페이지일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블록 병합을 수행함에 따른 블록의 전이관계를 보여주는 관계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자유 블록은 로그 블록 또는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된다. 로그 블록은 교환 병합 또는 복사 병합을 

통해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되거나 단순 병합을 통해 지우기-가능 블록으로 전이된다. 데이터 블록은 교환 병합, 단순 

병합 및 복사 병합을 통해 지우기-가능 블록으로 전이될 수 있다. 지우기-가능 블록은 지워짐으로써 다시 자유 블록

으로 전이된다.

블록 병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메모리(1)에 존재하는 자유 블록과 지우기-가능 블록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자유 블록과 지우기-가능 블록의 리스트는 RAM(3)에 로그 포인터 테이블과 함께 기록되는 데이터 

구조로서, 맵 영역 또는 체크 포인트 영역에 기록될 수 있다.

자유 블록의 리스트, 지우기-가능 블록의 리스트, 및 로그 포인터 테이블은 시스템이 초기화될 때 RAM(3)에 복원되

어야 한다. 체크 포인트 영역은 이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복구 정보가 기록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할당된 영역이다. 체크 포인트 영역이 설정되는 경우, 여기에는 복구 정보로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자

유 블록의 리스트, 지우기-가능 블록의 리스트, 및 로그 블록의 리스트가 저장된다. 특히, 체크 포인트 영역에는 블록 

병합의 수행 중 시스템의 폭주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 등으로 정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 병합을 수

행하기 이전에 어떤 블록 병합을 수행할 것이며 그 결과 어떤 블록이 어떤 블록으로 전이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플랜 

로그(plan log)가 저장된다. 플랜 로그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블록 병합의 종류, 자유 블록에서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

되는 블록, 자유 블록에서 로그 블록으로 전이되는 블록, 데이터 블록에서 자유 블록으로 전이되는 블록, 로그 블록에

서 자유 블록으로 전이되는 블록의 물리적 주소가 기록된다. 체크 포인트 영역에는 주소변환 정보의 구축을 위해 필

요한 정보(예를 들면 주소변환 정보가 저장된 위치)도 기록된다. 체크 포인트 영역 자체의 위치는 플래시 메모리(1)의

미리 정해진 블록에 기록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을 시스템 초기화에 수반되는 데이터 구조 구축 및 복구 방법, 읽기방

법 및 쓰기방법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먼저 시스템 초기화에 수반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은 데이터 구조 구축 및 복구 방법을 의미한다. 즉, 쓰기 및 

읽기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자유 블록의 리스트, 지우기-가능 블록의 리스트, 로그 블록의 리스트 및 로그 포인터 테

이블) 및 주소변환 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의 일관성(integrity) 검사를 수행하여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복구 

정보를 바탕으로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 1의 시스템이 초기화되면 프로세서(4)는 RAM(3)에 로그 

포인터 테이블, 자유 블록의 리스트, 지우기-가능 블록의 리스트, 및 로그 블록의 리스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프로세서(4)는 플래시 메모리(1)의 체크 포인트 영역의 가장 최근에 기록된 페이지로부터 복구 정보를 읽어들인다

. 복구 정보가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 영역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자유 페이지(비어있는 페이

지)의 직전에 위치한 페이지에 최신의 복구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술한 가장 최근에 기록된 페이지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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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가능한 한 복구 정보의 기록순서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로그 포인터 테이블은 복구 정보에 지정된 로그 블록들의 모든 페이지들을 스캐닝하여 매 페이지마다 부가되어 있는 

영역에 저장된 논리적 주소를 읽어냄으로써 구축할 수 있다. 맵 영역에서도 주소변환 정보는 순차적으로 기록되므로 

마지막으로 기록된 페이지(첫 번째 자유 페이지의 직전에 위치한 페이지)를 최종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초

로 주소변환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자유 블록 리스트와 지우기-가능 블록 리스트는 또한 복구 정보를 토대로 그대로

복구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플랜 로그를 참조하여 구축한 정보(자유 블록의 리스트, 지우기-가능 블록의 리스트, 로그 블록의 리스트 및

로그 포인터 테이블)를 검증한다. 다시 말해, 블록 병합을 수행하는 도중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경우 등이 발생되어 

구축한 정보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동작이 중단되는 경우는 첫째, 체크 

포인트 영역에 복구 정보를 쓰는 중, 둘째 블록 병합을 수행하는 중, 셋째 맵 영역에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하는 중, 넷

째 지우기 중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구축된 정보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맞지 

않을 경우 복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체크 포인트 영역에 복구 정보를 쓰는 중에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경우: 체크 포인트 영역의 첫 번째 자유 페이지를

찾아 이 페이지가 실제로 자유 페이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데이터를 읽어 확인한다. 만약 자유 페이지가 비어있지 않

다면 체크 포인트 영역에 복구 정보를 쓰는 중에 시스템의 동작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쓰기가 수행되기 전이므로 별개의 복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다만 최종적으로 기록된 복구 정보를 무

시한다.

2. 블록 병합을 수행하는 중에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경우: 플랜 로그에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될 것으로 기재된 블록

의 모든 페이지에 제대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유효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하나의 페이지라도 유효하지 

않다면 블록 병합 도중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블록 병합을 다시 수행함으

로써 데이터를 올바르게 복구할 수 있다.

3. 주소변환 정보의 갱신 중에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경우: 플랜 로그에 데 이터 블록으로 전이될 것으로 기록된 블록

으로부터 논리적 주소를 읽어들여 맵 영역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하는 중에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블록으로부터 얻은 논리적 

주소와 해당 물리적 주소를 바탕으로 주소변환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복원이 가능하다.

4. 지우기 중에 시스템 동작이 중단된 경우: 플랜 로그에 자유 블록으로 전이될 예정으로 기록된 블록들이 실제 자유 

블록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자유 블록이 아니라면(페이지가 전부 비어 있지 않다면) 비어있지 않은 블록에 대해 지우

기를 다시 수행한다.

시스템 초기화에 수반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을 통해 전술한 바와 같이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고 일관성 

검사까지 완료되면 읽기 및 쓰기를 할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읽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읽기방법을 개관하면, 프로세서(4)는 요청된 페이지가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하고, 

검색된 로그 블록으로부터 해당 페이지를 읽어온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프로세서(4)는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를 기초로 로그 포인터 테이블을 순차적으로 검색

하여 부합하는 엔트리가 있는지 살펴본다(1301단계).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는 블록 어드레싱 부분과 페이지 

어드레싱 부분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어드레싱 부분을 참조하여 엔트 리를 검색한다. 부합되는 엔트리가 발

견되면(1302단계), 발견된 엔트리를 검색하여 요청된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1303단계)

해당 페이지가 발견되면 이를 읽는다(1305단계). 이 때, 동일한 페이지가 둘 이상 발견되면 동일한 오프셋값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을 최신의 것으로 간주하여 로그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읽는다. 부합되는 

엔트리가 발견되지 않거나(1302단계), 대응 로그 블록에 해당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으면(1304단계) 요청된 논리적 

주소를 기초로 데이터 블록 내의 해당 페이지를 읽는다(1306단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쓰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쓰기방법을 개관하면, 프로세서(4)는 요청된 페이지가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색하

고, 로그 블록이 존재할 경우 로그 블록에 요청된 페이지와 동일한 위치의 페이지가 사용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검

사한다. 사용가능하면 해당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 블록의 사용가능한 다른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며, 로그 블록에 사용가능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로그 블록을 새롭게 할당하여 동일한 위치에 쓰

기를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서(4)는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에 기초하여 로그 포인터 테이블을 검색한다(1401단계

). 엔트리가 발견되면(1402단계), 해당 로그 블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엔트리를 검색하여 요청된 페이지와

동일한 오프셋값을 갖는 페이지가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1403단계), 사용가능하면 해당 페이지에 쓰기를 수

행한다(1404단계). 여기서, 사용가능한 페이지라 함 은 로그 블록의 해당 페이지에 아직 쓰기가 수행되지 않아 비어

있는 페이지(자유 페이지)를 말한다. 자유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엔트리를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가 유효한지 

여부(우선적으로 참조되는지, 즉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로그 포인터 테이블의 해당

엔트리에 쓰기가 수행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에 대응하는 물리적 주소를 기입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쓰기 요청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하나의 쓰기만으로 완료된다.

대응 로그 블록은 발견되었으나 오프셋값이 같은 페이지가 이미 사용되었다면(1403단계), 로그 블록 내에 다른 자유 

페이지가 할당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1406단계), 할당된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한다(1407단계). 두 개 이상의 자

유 페이지가 존재한다면 로그 블록의 시작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페이지를 할당할 수 있다. 이

어서, 로그 포인터 테이블의 대응 엔트리에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에 대응되도록, 할당된 페이지의 물리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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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기록한다(1405단계).

로그 포인터 테이블을 검색한 결과 요청된 페이지에 대한 대응 엔트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새 로그 블록이 할당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1408단계). 새 로그 블록으로 할당될 자유 블록이 남아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새 로그 블록으로 할

당하고(1408단계), 자유 블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블록 병합을 통해 자유 블록을 생성한 다음 생성된 자유 블록을 

새 로그 블록으로 할당한다(1409단계). 할당된 로그 블록에 있어서 쓰기가 요청된 페이지와 동일한 오프셋값을 갖는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한다(1410단계). 다음으로, 로그 포인터 테이블에 대응 엔트리를 생성한다(1405단계).

도 15는 도 14의 블록 병합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블록 병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그 블록 내의 페이지 배치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수행된다. 보다 구체

적으로, 프로세서(4)는 로그 블록의 모든 페이지가 대응 데이터 블록의 그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1501단계), 그러하면 로그 블록의 모든 페이지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한다(1502단계).

로그 블록의 모든 페이지가 데이터 블록의 그것과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고 모두 유효하면 교환 병합이 수행된다. 한

편, 프로세서(4)는 교환 병합을 수행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영역에 복구 정보를 기록한다(1503단계). 다만, 1503단계

는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수행여부는 시스템 설계자의 선택사항이다. 교환 병합을 위해, 프로세서(4)는 상기 로그 블

록을 새로운 데이터 블록이 되도록 맵 영역의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한다(1504단계). 즉, 로그 블록이 새로운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되면 사용자 관점에서 논리적 주소에 대응되는 물리적 주소가 변경되므로 주소변환 정보의 갱신이 필

요하게 된다. 실제로, 맵 영역의 첫 자유 페이지에 갱신된 주소변환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맵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기록되며 더 이상 자유 페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자유 블록을 맵 영역으로 할당하여 기록한다. 자유 블록의

할당방법은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 그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데이터 블록은 지우기-가능 블록으로 전이

되며 따라서 데이터 블록을 지운 다음 체크 포인트 영역에 기록된 자유 블록 리스트를 갱신한다(1505단계).

로그 블록의 어느 한 페이지라도 데이터 블록의 그것과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 병합이 수행된다. 마찬

가지로, 프로세서(4)는 단순 병합을 수행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영역에 복구 정보를 기록한다(1506단계). 1506단계 

또한 시스템 설계자의 선택사항이다. 이어서, 자유 블록을 할당받아 여기에 로그 블록의 유효 페이지를 복사하고(150

7단계),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기록한 다음(1508단계), 자유 블록이 새로운 데이터 블록이 되

도록 맵 영역의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한다(1509단계). 자유 블록의 할당방법은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 그것과 동

일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로그 블록과 데이터 블록은 지우기-가능 블록으로 전이되며 따라서 로그 블록과 데이터 블

록을 지운 다음 체크 포인트 영역에 기록된 자유 블록 리스트를 갱신한다(1510단계).

로그 블록의 모든 페이지가 데이터 블록의 그것과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데이터 블록의 일부 페이지가 로그 블록

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 병합이 수행된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서(4)는 복사 병합을 수행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영역

에 복구 정보를 기록한다(1511단계). 1511단계 또한 시스템 설계자의 선택사항이다. 이어서, 데이터 블록의 유효 페

이지를 읽어 로그 블록에 복사한다(1512단계). 다음으로, 로그 블록을 새로운 데이터 블록이 되도록 맵 영역의 주소

변환 정보를 갱신하고(1504단계), 데이터 블록을 지운 다음 체크 포인트 영역에 기록된 자유 블록 리스트를 갱신한다

(1505단계).

이처럼, 데이터 갱신을 위한 로그 블록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블록을 할당받아 로그 블록으로 전이시키고 

여기에 쓰기를 수행한다. 자유 블록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 로그 블록을 할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로그 블록 중

임의 의 하나를 선택하여 블록 병합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자유 블록을 확보하고 난 다음 로그 블록을 할당해야 한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블록 병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블록들의 향후 사용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사용 가능성은 수행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특징에 종속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LRU와 같은 일반화된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을 제공한다. 

종래에는 하나의 데이터 블록의 일부를 갱신하기 위해 나머지 부분까지 복사하거나 대규모의 주소변환 정보를 필요

로 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동일한 페이지에 연속적으로 쓰기가 요청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로그 블록 내에

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아가, 블록 병합 수행 중에 전원 차단 등

을 이유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일관성있는 데이터의 복원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플래시 메모리에 소정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 있어서,

(a) 쓰기가 수행되어 소정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에 쓰기를 요청받는 단계;

(b) 상기 페이지가 포함된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도록 마련된 로그 블록에 쓰 기를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페이지에 쓰기를 다시 요청받는 단계; 및

(d) 상기 로그 블록 내의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

리 쓰기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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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11)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21) 상기 로그 블록을 할당하는 단계; 및

(b22) 상기 쓰기가 요청된 페이지의 상기 데이터 블록에서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4.
플래시 메모리에 소정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 있어서,

(a) 소정 페이지에 쓰기를 요청받는 단계;

(b) 상기 페이지가 포함된 제1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는 제1-1 로그 블록을 할당하는 단계;

(c) 상기 제1-1 로그 블록 내의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

(d) 상기 페이지에 쓰기를 다시 요청받는 단계; 및

(e) 상기 제1-1 로그 블록 내의 비어있는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

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1) 제2 데이터 블록 및 이에 대응되는 제2 로그 블록을 기초로 제3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블록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및

(b2) 상기 제2 데이터 블록에 대한 지우기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유 블록을 상기 제1 로그 블록으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b1)단계는 상기 제1-1 로그 블록을 할당하기 위한 자유 블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b1)단계는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는 기존의 로그 블록이 모두 사용 중일 경우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b1)단계는

(b11) 상기 제2 로그 블록의 페이지와 상기 제2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의 배열순서가 동일하고 일대일 대응되는 경우 

상기 제2 로그 블록을 상기 제3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시키는 교환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b1)단계는

(b12) 상기 제2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쓰기 요청된 경우 상기 제2 로그 블록의 자유 페이

지에 상기 제2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상기 제3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복사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b1)단계는

(b13)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유 블록에 상기 제2 로그 블록에 존재 하는 최신 페이지들을 복사하고, 나머지 

자유 페이지에 상기 제2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상기 제3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단순 병합을 수행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1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는

(e1) 상기 제1-1 로그 블록 내에 자유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1-2 로그 블록을 할당하는 단계; 및

(e2) 상기 제1-2 로그 블록 내의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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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1)단계는

(e11) 상기 제1-1 로그 블록의 페이지와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의 배열순서가 동일하고 일대일 대응되는 경

우 상기 제1-1 로그 블록을 제2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시키는 교환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및

(e12)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에 대한 지우기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유 블록을 상기 제1-2 로그 블록으로 할당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e1)단계는

(e21) 상기 제1-1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쓰기 요청된 경우 상기 제1-1 로그 블록의 자유 

페이지에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2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복사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및

(e22)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에 대한 지우기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유 블록을 상기 제1-2 로그 블록으로 할당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e1)단계는

(e31) 자유 블록에 상기 제1-1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최신 페이지들을 복사하고, 나머지 자유 페이지에 상기 제1 데

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2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단순 병합을 수행하는 단계; 및

(e32) 상기 제1 데이터 블록 또는 상기 제1-1 로그 블록에 대한 지우기를 수행하여 얻어진 자유 블록을 상기 제1-2 

로그 블록으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e2)단계는

(e21) 쓰기가 요청된 페이지의 상기 데이터 블록에서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자유 페이지에 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방법.

청구항 16.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소정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있어서,

(a) 로그 포인터 테이블에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 중 블록 주소 부분이 기록된 엔트리를 검색하는 단계;

(b) 검색된 엔트리에 상기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c) 검색된 엔트리에 기록된 대응 로그 블록의 물리적 주소와, 검색된 논리적 주소의 상기 검색된 엔트리에서의 기록 

위치를 참조하여 상기 로그 블록의 해당 페이지에 접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읽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로그 블록의 해당 페이지에 접근함에 있어 상기 검색된 논리적 주소의 상기 검색된 엔트리에서의 기록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읽기방법.

청구항 18.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데이터 블록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로 그 블록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데이터 블록의 페이지와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에 대응되는 제1 로그 블록의 페이지의 배열순서가 동일하고 

일대일 대응되는 경우 상기 제1 로그 블록을 제2 데이터 블록으로 전이시키는 단계; 및

(b)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19.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데이터 블록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로그 블록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들이 모두 한번씩만 쓰기 요청된 경우 상기 제1 로그 블록의 자유 페이지에 대응

제1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2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0.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데이터 블록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로그 블록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유 블록에 제1 로그 블록에 존재하는 최신 페이지들을 복사하고, 나머지 자유 페

이지에 대응 제1 데이터 블록의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2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주소변환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1.
제18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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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상기 (a)단계 또는 (b)단계의 수행 중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정보를 기록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c) 상기 (a)단계 또는 (b)단계의 수행 중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상기 복구 정보를 참조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복구 정보는 상기 자유 블록의 리스트, 로그 블록의 리스트, 상기 로그 블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인 로그

포인터 테이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 포인터 테이블에는 로그 블록에 대응되는 갯수의 로그 포인터 테이블 엔트리가 구성되어 있고, 각 엔트리

에는 대응 데이터 블록의 논리적 주소와 해당 로그 블록의 물리적 주소가 매핑되어 있고, 해당 로그 블록 내의 각 페

이지들의 물리적 배열 순서에 따라 해당 데이터 블록의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 포인터 테이블은 상기 로그 블록들이 기록된 로그 블록 영역을 스캔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6.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데이터 블록을 갱신하기 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로그 블록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관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플래시 메모리의 소정 영역을 할당하고 할당된 영역에 복구 정보로서 상기 데이터 블록 및 상기 로그 블록의 리스

트, 및 상기 로그 블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기록하는 단계;

(b)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상기 복구 정보를 기초로 현재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된 상태를 점검하여 오류 발생 여부

를 확인하는 단계; 및

(c) 오류가 발생된 경우 상기 복구 정보를 참조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복구 정보는 자유 블록의 리스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 포인터 테이블에는 로그 블록에 대응되는 갯수의 로그 포인터 테이블 엔트리가 구성되어 있고, 각 엔트리

에는 대응 데이터 블록의 논리적 주소와 해당 로그 블록의 물리적 주소가 매핑되어 있고, 해당 로그 블록 내의 각 페

이지들의 물리적 배열 순서에 따라 해당 데이터 블록의 요청된 페이지의 논리적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389867

- 12 -

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389867

- 13 -

도면5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389867

- 14 -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389867

- 15 -

도면10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389867

- 16 -

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389867

- 17 -

도면15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