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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방법, 및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은,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
된 내용을 교대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사상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상기 사상 영역에서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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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계층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a는 종래 기술에 따라 사상 테이블과 데이터가 저장된 플래시 메모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b는 종래 기술에 따른 전체 사상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라 저장된 플래시 메모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a와 도 4b는 도 3에 도시된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 갱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사상테이블을 도시한 도면,

도 6a와 도 6b는 도 3에 도시된 플래시 메모리에 사상테이블을 기록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를 평준화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0a와 도 10b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를평준화하기 위한 메모리와 램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a와 도 11b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를 평준화하기 위한 메모리와 램을 도시한 도면,

도 12은 물리주소 변환테이블이 저장된 사상 영역을 도시한 도면,

도 13a와 도 13b는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른 클러스터 체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라 클러스터 체인 방법에서 파일을 쓰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0 : 플래시 메모리 310 : 마스터 블럭

320 : 사상 영역 330 : 데이터 영역

340 : 교대 영역 500 : 사상 테이블

1100 :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방법, 및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 플래시 변환 계층의 교대 사상 방법 *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데이터의 소거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집적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데이터의 기록 및 삭제가
자유로운 램의 장점과 전원의 공급 없이도 저장된 데이터를 보존하는 롬의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최근 디지털 카메
라, PDA, MP3 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저장 매체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가 기존의 다른 메모리와 크게 다른 점은 메모리 데이터의 변경이 전기적 소거 과정과 프로그램 과정으로 비
원자적(non-atomic)이라는 점이다. 초기 상태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각 비트는 1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소정의 위치에 데
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하나의 비트를 1에서 0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나, 일단 0으로 기록된 비트를 1로 되돌리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소정의 위치의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치를 포함하는 일정량의 메모리 블럭을 전기적 소거
과정을 거쳐 1로 재초기화 한 다음에야 새로 기록할 수 있다.

파일 시스템이 소정의 블럭 사상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 주소를 이용하여 쓰기 등의 동작을 하
면 블럭 사상에 필요한 메모리는 절약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플래시 메모리 변경의 비원자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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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즉, 소정의 위치의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 해당 메모리 블럭을 전기적으로 소거한 후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
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메모리 블럭에는 기존의 데이터도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도 기록되어 있지 않
으며 전혀 다른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원자적 특성에 기인하는 상황은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대처하
지 못한다.

따라서, 파일 시스템이 플래시 메모리를 하드 디스크와 같은 블럭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블럭을 사상해주는 소프트웨어
인 플래시 변환 계층(FTL:Flash Translation Layer)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플래시 변환 계층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계층(100)이 도 1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파일 시스템(110)이 작업하려는 파일의 논리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플래시 변환 계층(120)에 제공하면, 플래시 변환 계
층(120)은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논리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사상 정보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
로 변환한다. 그리고, 플래시 변환 계층(120)이 파일의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130)에
게 해당 파일에 대한 작업을 요청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130)는 파일의 물리적인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플래시 메모리
(140)에 기록된 파일에 대해 작업을 수행한다.

플래시 메모리(140)는 블럭과 페이지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블럭과 페이지의 크기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마다 다르게 정
해질 수 있는데, 일예로 전체 크기가 16메가바이트이면서 블럭의 크기가 16 킬로바이트이고, 페이지의 크기가 512 바이트
인 플래시 메모리는 1024개의 블럭으로 구성되며 각 블럭은 32개의 페이지로 구성된다. 이때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은 페
이지 단위이고, 전기적 소거는 블럭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대형화 될수록 플래시 변환 계층이 블럭 사상에 필요한 메모리 요구량도 증가하게 된다.

도 2a에 종래 기술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플래시 메모리(200)에는 데이터와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가 가지는 사상 테이블이 기록되는데 사상 테이블은 플래시 메모리의 여러 블럭에 분산되어 저장되며, 사상테이블
1(210),... 사상테이블4(240)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가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먼저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200)에 분산되어 있는 복수개의 사상 테이블들을
합쳐서 전체 사상 테이블을 생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래 기술에 의하여 플래시 메모리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사상 테이블을 생성하여야 하므로 동작 시간이 지연되고, 사상 테이블에는 모든 데이터의 사상 정보가 포함되어
야 하므로 용량이 커져서 플래시 메모리를 낭비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 평준화 방법 *

플래시 메모리는 각 블럭마다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유한한 수명을 가진다. 이러한 수명은 블럭에 수행된 전기적 소거
횟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전기적 소거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으로 많아지면 데이터의 기록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적 소거 회수의 상한은 통상 10만번 내지 100만번 이상으로 플래시 제품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특정 블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전기적 소거가 수행되면 상기 특정 블럭만 수명을 다해 더이상 데이터의 기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블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전기적 소거가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 블럭이 고르게 사용되면
서 소거되도록 하여 모든 블럭의 수명을 평준하게 유지시키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 마모도 평준화 방법이 제안되어 왔
다.

기존의 마모도 평준화 방법은 플래시 메모리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횟수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의 각
데이터 블럭마다에 유지하므로 메모리 용량이 낭비되고 관리가 어려우며 성능상의 오버헤드를 수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
다.

*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클러스터 교체 방법 *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파일에 대한 갱신이 반드시 원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디렉
토리나 FAT(File Allocation Table)등의 메타 데이터 및 파일 데이터의 변경을 모두 플래시 변환 계층이 제공하는 원자적
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트랜잭션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현에서는 만일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트랜잭션을 개시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됨이 보장되므로 시스템이 비정상
적으로 종료하더라도 파일 시스템 검사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빠르게 재기동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래시 변환 계
층이 제공하는 원자적 쓰기는 직접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 주소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비원자적 쓰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
다.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비원자적 쓰기를 허용하면서 원자적 복구도 가능하도
록 하는 최적화된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플래시 변환 계층 구현시 요구되는 메모리 용량을 감소시키
고 시스템 기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방법, 플래시 메모리 쓰기 방법, 플래시 메모리 읽기 방법, 플래시
메모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성능상의 오버헤드 없이 플래시 메모리의 전체 블록을 고르게 사용되면서 소거되도록 하여 모든 블
럭의 수명을 평준하게 유지시키는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방법,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소정의 데이터를 트랜잭션에서 제외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파일시스템의 성능을 전체적으로 향
상시키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 관리 방법, 플래시 메모리 파일 갱신방법,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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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
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교대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
보를 사상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상기 데
이터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상기 사상 영역에서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사상 정보는 상기 데이터 블럭의 논리블럭번호이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을 교대 영역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교대 영역의 임의
의 블럭에 기록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 블럭에 기록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상기 데이터 블럭의
논리블럭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 영역의 위치에 기록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는 교대 영역과, 상기 교대 영역에 포함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가지는 사상 영
역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쓰기 방법으로서,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블럭 쓰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상 영
역에서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관한 사상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 결과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
한 사상 정보가 없으면, 상기 교대 영역에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을 쓰고, 상기 사상 영역에 상기 데이터 블럭에 대
한 사상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검색 결과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가 있으면,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을 상기 데이터 영역에 쓰고, 상기 사상 영역에 존재하는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를 삭
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데이터 영역에 기록
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는 교대 영역과, 상기 교대 영역에 포함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가지는 사상
영역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읽기 방법으로서,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블럭 읽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상
영역에서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관한 사상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 결과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가 없으면, 상기 데이터 영역으로부터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을 읽는 단계와, 검색 결과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가 있으면, 상기 상기 교대 영역으로부터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을 읽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데이
터 블럭이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데이터 블럭
이 기록되는 교대 영역과,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상기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가지는 사상 테이블이 기록되며, 상기
데이터 블럭이 데이터 영역에 기록될 때는 상기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가 삭제되는 사상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영역, 상기 교대 영역, 상기 사상 영역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마스터 블럭을 더 포함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 블럭의 물리 블럭 번호는 논리 블럭 번호와 일대일로 대응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사상 영역은 소정의 수의 블럭을 포함하고, 각 블럭은 소정의 수의 페이지를 포함하며, 제1 사상
테이블은 제1 블럭의 제1 페이지에 기록되고, 상기 제1사상 테이블의 내용이 변경된 제2 사상 테이블은 제1 블럭의 제2
페이지에 기록되며, 상기 제1 블럭의 페이지가 모두 기록되면 제 n사상 테이블은 제2 블럭의 제1 페이지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를 평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기동후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데
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1단계와, 상기 데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가 소
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면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가 더 작은 데이터 블럭과 교환하는 제2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단계는, 미사용중인 물리 블럭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판단결과 미사용중인 물리 블럭
이 존재하면 상기 데이터 블럭의 위치와 상기 미사용중인 물리 블럭의 위치를 교환하는 단계와, 판단결과 미사용중인 물리
블럭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 블럭의 위치를 상기 데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보다 더 작은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를 가지는 물리 블럭과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에 관한 정보는 램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를 평준화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블럭이 기록된 플래시 메모리
와, 시스템 기동후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데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는 마모도 평준화 리
스트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는 램에 기록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시스템 기동후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데이터 블럭중 최근에 전기적 소
거가 수행된 소정의 개수의 블럭에 관한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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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람직하게는,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가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한 데이터 블럭은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가 가장 낮은
데이터 블럭과 교환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파일 영역과 FAT 영역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 관리 방법에 있어서, 파일 영역에
기록된 파일의 클러스터 정보를 FAT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파일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새로운
클러스터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FAT 영역에 기록된 클러스터 정보에 상기 새로운 클러스터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플래시 메모리에 파일을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데이터 영역의 각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엔트리
를 가지는 FAT 영역의 엔트리에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파일의 다음 클러스터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파일에 포함
된 클러스터 Cold의 데이터 갱신이 요청되는 경우 새로운 클러스터 Cnew에 갱신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FAT
영역의 엔트리에 상기 클러스터 Cold 대신 상기 새로운 클러스터 Cnew가 연결되도록 상기 다음 클러스터 정보를 수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파일의 첫번째 클러스터 정보를 루트 디렉토리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FAT 영역의 엔트리에 클러스터 정보의 기록은 원자적 쓰기로 수행되고, 상기 데이터 영역의 클
러스터에 파일 데이터의 기록은 비원자적 쓰기로 수행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이 기록되는 데
이터 영역과,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는 파일의 첫번째 클러스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루트 디렉토리 영역과, 각 클러스
터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가지며, 상기 엔트리에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파일의 다음 클러스터 정보가 기록되는 FAT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파일을 이루는 소정 클러스터의 내용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새로운 클러스터에 기
록하고, 상기 FAT 영역에 기록된 파일의 클러스터 정보에 상기 새로운 클러스터에 관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에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300)의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플래시 메모리(300)는 마스터 블럭(310)과, 사상영
역(320)과, 데이터영역(330)과, 교대영역(340)을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가 n개의 블럭으로 구
성되는 경우 플래시 메모리는 마스터 블럭이 1개 블럭, 사상 영역이 2개 블럭, 교대 영역이 s개 블럭, 데이터 영역이 n-s-
3 개 블럭으로 구성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물리 블럭 번호는 플래시 메모리의 시작위치 0번부터 시작하여 n-1번까
지 이루어지고, 논리 블럭 번호는 실제 유효한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의 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데이터 영역의
시작위치 0번 부터 시작하여 n-s-4번까지 이루어진다. 본 예서는 논리 블럭 번호와 물리 블럭 번호가 일대일로 대응되며,
예를 들어, 논리블럭 0은 물리블럭 3에 대응된다.

마스터 블럭(310)은 물리블럭 0번에 위치하며, 사상 영역, 데이터 영역, 교대 영역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는 테이블을 가
진다. 특히, 불량 블럭(bad block)이 존재하는 경우 불량 블럭에 대한 정보를 마스터 블럭에 기록하여 적절히 배제하는 기
능을 구현할 수 있다.

사상 영역(320)은 물리블럭 1번과 물리블럭 2번에 위치하며 교대 영역에 존재하는 각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를 기록하는
테이블을 가진다. 도 3에는 사상 영역을 두 블럭으로 표시하였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상영역은 플래시 메모
리의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위치, 예를 들어, 마스터 블럭 뒤에 존재한다. 따라서, 사상 테이블을 찾기 위
하여 전체 플래시 메모리를 검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데이터 영역(330)과 교대 영역(340)은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으로서, 처음 데이터 기록시에는 데이터 영역에 기록하고,
일단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대 영역에 기록하고, 교대 영역에 기록한 데이터를 다시 변경하
는 경우에는 데이터 영역에 기록한다. 도 3에 도시된 데이터 영역과 교대 영역은 각각 n-s-3개와 s개의 블럭으로 구성된
다.

데이터 영역에 존재하는 각 블럭의 물리블럭번호는 논리블럭번호에 일대일로 대응된다. 따라서, 논리블럭번호를 물리블럭
번호로 사상하는 별도의 사상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으며 논리블럭번호는 물리블럭번호에 대한 단순한 연산에 의하여 변환
될 수 있다. 데이터 영역에 위치한 블럭에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에 기록하면 된다. 한
편, 데이터 영역에 위치한 블럭에 기록된 기존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블럭이 아닌 별도의 블럭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블럭에 포함된 페이지들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전체 블럭이 새로 기록되며, 이러한 경우에 교대 영
역의 s 개 블럭들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록한다. 그리고, 교대 영역에 존재하는 블럭들에 관한 정보는 사상 테이블에 의해
관리된다. 교대 영역에 위치한 블럭의 데이터가 다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블럭은 데이터 영역에 위치한 원래의 블럭에 기
록된다.

또한, 교대 영역에 포함된 블럭들의 수 만큼 원자적 쓰기를 지원한다. 즉, 교대 영역에 5개의 블럭이 포함되어 있으면, 최대
5개 블럭의 동시 쓰기를 지원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교대사상 방법의 일 예를 도 4a와 도 4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논리블럭 0번은
물리블럭 3번에 위치하고, 논리블럭 3번은 물리블럭 6번에 위치하는데, 논리블럭 0번에 기록된 데이터의 변경이 요청되면
논리블럭 0번의 변경 내용은 교대 영역의 한 블럭 즉, 물리블럭 n-s 번에 기록되고 그 위치 정보가 사상 영역에 존재하는
사상 테이블에 기록되며, 논리블럭 3번에 기록된 데이터의 변경이 요청되면 논리블럭 3번의 변경 내용은 교대영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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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 즉 물리블럭 n-s+1번에 기록되고 그 위치 정보가 사상 영역에 존재하는 사상 테이블에 기록된다. 데이터 영역에 존
재하는 데이터의 변경이 요청되어 교대 영역에 기록하는 경우, 변경 내용의 블럭은 교대 영역의 총 s 개 블럭중 어떠한 블
럭에도 위치할 수 있다.

이후에, 교대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논리 블럭 0번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변경이 요청되면,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논리블럭 0번의 변경된 내용은 데이터 영역의 물리블럭 3번에 기록되고 해당 교대 영역의 위치 정보가 사상 테이블에서
삭제된다.

본 발명에 따른 교대 사상 방법을 위한 사상 테이블(500)의 구조를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교대 영역에 존재하는 s개
의 블럭에 각각 어떤 논리 블럭이 위치해 있는지에 관한 위치 정보가 사상 테이블에 기록된다. 사상 테이블의 초기 상태
즉, 교대 영역의 블럭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해당 블럭의 사상 정보는 -1이 되고,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논리블럭번호 또는 물리블럭번호를 가지고 있다. 초기 상태에는 사상 테이블의 사상 정보는 모두 -1이다.

본 발명에 따른 교대 사상 방법을 위한 사상 테이블의 갱신 동작의 일예를 도 6a와 도 6b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사상 테이
블은 물리 블럭 1번 또는 2번에 기록된다.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초기 상태에는 물리 블럭 1번의 첫번째 페이지에 사
상 테이블이 기록된다. 데이터 쓰기 동작을 수행하면서 사상 테이블이 변경되면 새로운 사상 테이블은 물리 블럭 1번의 두
번째 페이지에 기록된다. 그리고,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여러번의 데이터 쓰기 동작을 수행하여 물리 블럭 1번에 사상
테이블을 기록할 더 이상의 페이지가 없으면 마지막 사상 테이블을 물리 블럭 2번에 기록하고 물리 블럭 1번은 전기적 소
거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교대 사상 기법을 이용한 읽기 동작을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논리 블럭 n번에 대한 플래시 메모리 읽기가 요청되면(S710), 사상 영역에 존재하는 사상 테이블에 논리 블럭 번호 n이 존
재하는지를 검색한다(S720). 사상 테이블에 논리 블럭 번호 n이 존재하면(S730) 교대 영역의 해당 블럭으로부터 읽기를
수행하고(S740), 사상 테이블에 논리블럭 번호 n 이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 영역의 해당 블럭으로부터 읽기를 수행한다
(S750).

본 발명에 따른 교대 사상 기법을 이용한 쓰기 동작을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논리 블럭 n번에 대한 플래시 메모리 쓰기가 요청되면(S810), 사상 영역에 존재하는 사상 테이블에 논리 블럭 번호 n이 존
재하는지를 검색한다(S820). 사상 테이블에 논리블럭 번호 n이 존재하면(S830), 데이터 영역의 해당 블럭에 플래시 쓰기
를 수행하고(S840), 교대 영역에는 더이상 해당 블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상 테이블에서 논리 블럭 번호 n을 삭제한다
(S850). 사상 테이블에 논리 블럭 번호 n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대 영역의 사용되지 않는 임의의 블럭에 플래시 쓰기를 수
행하고(S860), 사상 테이블에 논리 블럭 번호 n을 기록한다(S870).

*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 평준화 방법 *

본 발명에 따른 마모도 평준화 방법은, 모든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 블럭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의 마모도를 플
래시 메모리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동한 후 수집된 전기적 소거 회수 정보만을 램에 유지하면서 마모도 평준
화를 수행한다. 시스템 기동후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블럭중 소정 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n개의 블럭에 대한 전기적 소거 회
수를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에 리스트로 유지한다. 이와 같은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리 블럭들
은 모두 마모도를 0으로 간주한다. 일예로, SLRU(Segmented Least Recently Used) 리스트를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를 평준화시키는 과정을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물리 블럭 n번에 대한 플래시 메모리 소거가 요청되면(S901) 해당 물리 블럭 n에 대해 전기적 소거를 수행한다(S902). 다
음,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n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한다(S903).

검색결과, n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S904)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n을 삽입하고(S905), n의 마모도 w를 1 증가시킨
다음(S906) 종료한다.

검색결과, n이 존재하는 경우에는(S904) n의 마모도 w를 1 증가시키고(S907), w가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한다(S908).

S908의 판단결과, w가 임계치보다 크지 않으면 종료하고, w가 임계치보다 크면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미사용중인 물리블럭 m을 탐색한다(S909).

미사용중인 물리블럭 m이 존재하면(S910) 물리 블럭 m을 소거하고(S913), 미사용중인 물리블럭 m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리블럭 m을 임의로 선택하고(S911), m의 데이터를 n에 복사한 다음
(S912), S913으로 진행하여 물리블럭 m을 소거한다.

그리고나서,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m을 삽입하고(S914), m의 마모도 w'를 1로 기록하고(S915), 물리주소변환테이블을
수정한다(S916).

이와 같이, 물리 블럭의 마모도가 임계치를 초과하여 미사용중인 블럭에 쓰기를 하거나, 사용중인 블럭중에서 마모도가 낮
은 블럭과 교환하는 경우에 블럭의 물리적인 위치가 변환되므로, 교환된 블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상 영역의 각 페이지에는 교대 사상 테이블뿐만 아니라 물리 주소 변환테이블을 저장해두는 것이 요구된다. 예
를 들어,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상 영역의 각 페이지는 물리주소 변환테이블(1210)과 교대사상 테이블(1220)을 포
함하며, 물리주소변환테이블에는 교환되는 불럭에 관한 정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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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사용중인 물리블럭 7 이 존재하는 경우의 동작을 도 10a와 도 10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0a와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는 리스트의 길이가 4인 경우,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블럭들중 최근 4개의 블럭의
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럭 3-6은 사용중이고, 물리블럭 7-12는 미
사용중이며, 램에 저장된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는 물리블럭 3-6에 대한 마모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모도의 임계
치가 10인 경우에, 물리 블럭 5에 대한 전기적 소거 요청이 있으면, 먼저 물리 블럭 5의 내용을 소거하고, 임계치를 검사하
는데 물리 블럭 5의 마모도는 11이 되어 임계치를 초과한다. 그러므로,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사용중인 물리블럭
7을 탐색하여 물리 블럭 7의 내용을 소거하고,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물리블럭 번호 7을 삽입한다. 그리고, 물리블럭 7
번의 전기적 소거는 한번 이루어졌으므로, 마모도는 1로 기록된다. 이때, 논리블럭 2번의 내용이 물리블럭 7번으로 사상된
것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물리주소변환테이블을 구현하여 기록해 둘 수 있다.

다음, 미사용중인 물리블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동작을 도 11a와 도 11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1a와 도 11b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는 리스트의 길이가 4인 경우,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블럭들중 최근 4개의 블럭의 리
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럭3-12가 모두 사용중이고 물리블럭 3-6에
대한 마모도가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물리블럭 5에 대한 전기적 소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 먼저
물리블럭 5의 내용을 소거하고 임계치를 검사하는데 물리블럭5의 마모도는 11이 되어 임계치를 초과한다. 그러므로,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물리블럭들중 마모도가 낮은 교환대상인 물리블럭 7을 선택하여 물리블럭 7의 데이터를 물리블
럭 5에 복사하고, 물리블럭 7의 데이터를 소거한다. 그리고,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물리블럭 번호 7을 삽입하고, 마모도
를 1로 기록한다.

도 10a 내지 도 11b를 설명한 예에서는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모든 블럭을 리스트에 기록하였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며,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블럭들중 소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n개의 블럭의 리스트만 유지할 수도 있다.

*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클러스터 교체 방법 *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일 예를 도 13a와 도 13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3a에 도시된 파일 시스템(1300)은 부트 블럭(1310), FAT(1320), FAT 디스크 캐쉬(1330), 루트 디렉토리(1340), 파
일(1350)을 포함한다.

부트 블럭(1310)은 0번 클러스터의 0번 섹터에 위치하며, 클러스터의 크기와 섹터의 개수, 클러스터당 섹터의 개수, FAT
의 시작 섹터 번호와 크기, FAT 디스크 캐쉬의 시작 클러스터 번호와 크기, 루트 디렉토리의 시작 클러스터 번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FAT(1320)는 파일 시스템의 각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가진다. 포맷 직후에 부트 클러스터(0번 클러스터)로부터
루트 디렉토리(6번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0번-6번 엔트리는 0으로, 나머지 엔트리는 모두 0xFFFF로 초기화가 된다.
FAT 엔트리의 값이 0xFFFF 인 경우에는 해당 클러스터가 사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0xFFFF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중
임을 의미한다. 각 엔트리에는 해당 파일의 다음 클러스터가 위치한 클러스터 번호가 기록된다.

FAT 디스크 캐쉬(1330)는 FAT의 변경 내용을 먼저 512 바이트 크기로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AT 를 판독할 때마
다 FAT 디스크 캐쉬를 먼저 검색하여 해당 FAT 섹터가 존재하면 FAT 디스크 캐쉬에서 FAT를 판독한다. FAT 디스크
캐쉬에 없으면 FAT 영역에서 FAT를 판독한다.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 루트 디렉토리(1340)의 엔트리에는 기본적으로 "."과 ".."을 위한 2개의 항목이 생성된다. "."항목
은 디렉토리 엔트리 자신을 가리키는 항목으로서, FAT_체인 필드는 자신이 저장되어 있는 클러스터 번호로 설정된다. 그
리고, 초기에 "."의 크기 필드는 2로 설정되는데, 이는 그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개수를 나타낸다. ".."
항목은 부모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항목으로서, 루트 디렉토리의 경우 특별히 자신을 가리킨다.

루트 디렉토리에 "파일 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생성되면, 디렉토리 엔트리에 "파일 1"을 위한 항목을 생성하고, FAT_체
인 필드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첫번째 클러스터 번호가 기록되며, 크기 필드는 파일에 할당된 클러스터의 개수가 기록된
다. 그리고, FAT는 "파일 1"에 대한 클러스터 체인을 반영하도록 수정한다.

예를 들어, 도 1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러스터 7번, 8번, 9번에 파일 1이 기록되는 경우에는, 루트 디렉토리에 파일 1에
대한 항목을 생성하고, FAT_체인에는 파일 1의 첫번째 클러스터 번호인 7이 기록된다. 그리고, FAT 영역에서, 7번 엔트
리에는 파일 1의 두번째 클러스터 번호인 8이 기록되고, 8번 엔트리에는 파일 1의 세번째 클러스터 번호인 9가 기록되며,
9번 엔트리에는 파일 1의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 0이 기록된다. 이와 같이, FAT 의 각 엔트리가 연쇄적으로 해당 파일의
다음 클러스터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연쇄적인 엔트리가 FAT_체인을 이룬다.

"파일 1"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의 클러스터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할당받아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다. 그리고, 새로운 클러스터에 변경된 내용의 기록이 완료되면 FAT영역에 클러스터 체인에서 기존 클러스
터 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클러스터가 체인에 연결되도록 수정한다.

예를 들어, 도 1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 1의 두번째 클러스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파일 1의 두번째 클러스터의
내용을 새로운 클러스터 10번에 기록한다. 그리고, FAT 영역에서 파일 1의 첫번째 클러스터 번호인 7번 엔트리에는 파일
1의 두번째 클러스터 번호인 10을 기록하고, 10번 엔트리에는 파일 1의 세번째 클러스터 번호인 9를 기록하고, 9번 엔트
리에는 파일 1의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 0을 기록한다. 그리고, 8번 엔트리에는 8번 클러스터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FF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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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클러스터 교체 방법에서 디렉토리나 FAT 등의 메타 데이터의 기록은 반드시 플래시 변환 계층이 제공하는 원자
적 쓰기로 수행한다. 만일 새로운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기록하던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 기존의 클러스터 체인을 통해 기존
의 데이터 보장되고, 새로운 FAT_체인이 FAT에 기록된 후 오류가 발생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존재하게 된다. 반면, 파일
데이터의 기록은 비원자적 쓰기로 수행한다. 이는 오류 발생시 디렉토리나 FAT의 원자적 복구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파일
데이터의 원자적 복구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교체 방법을 이용하면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이 유지되는
동시에 비원자적 쓰기에 상당하는 최적화된 성능이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클러스터 교체 방법을 이용한 파일의 확장 및 갱신을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파일에 쓰기가 요청되는 경우(S1410) 새로운 내용을 확장하는 쓰기가 요청되면, 파일 시스템은 새로운 클러스터 Cnew를
할당하고(S1420), 새로운 파일 데이터를 클러스터 Cnew에 비원자적 쓰기를 수행하여 기록한다(S1430). 그리고, 클러스
터 Cnew를 FAT의 클러스터 체인에 원자적 쓰기를 수행하여 추가한다(S1440).

파일에 쓰기가 요청되는 경우(S1410) 파일의 기존 내용을 갱신하는 쓰기가 요청되면, 파일 시스템은 기존의 클러스터
Cold와는 별도의 새로운 클러스터 Cnew를 할당하고(S1450), 갱신된 파일 데이터를 클러스터 Cnew에 비원자적 쓰기를
수행하여 기록한다(S1460). 그리고, 기존의 클러스터 Cold의 위치에 클러스터 Cnew가 연결되도록 FAT의 클러스터 체인
을 원자적 쓰기를 수행하여 수정한다(S1470).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플래시 변환 계층의 교대 사상 방법에 의하면, 플래시 메모리 블럭의 사상에 필요한 메모리 요
구량이 작으므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절약할 수 있고, 전체 플래시 메모리를 검사하지 않고도 블럭 사상에 필요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 기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방법에 의하면, 플래시 메모리의 모든 블럭의 마모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
므로 관리가 용이하고, 마모도 리스트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램에 기록하므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의 클러스터 교체 방법에 의하면 메타 데이터가 아닌 오류 발생후 복구가 불필
요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트랜잭션에서 제외하므로 전체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변경시 변경된 데이터가 기록되는 교대 영역 및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의 사상 정보가 기록되는 교대 영역이 마련된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
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교대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사
상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교대 영
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상기 사상 영역에서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 정보는 상기 데이터 블럭의 논리블럭번호인,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을 교대 영역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교대 영역의 임의의 블럭에 기록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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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 블럭에 기록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상기 데이터 블럭의 논리블럭번호에 대응
하는 데이터 영역의 위치에 기록하는 플래시 메모리 관리 방법.

청구항 5.

플래시 메모리 쓰기 방법에 있어서,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는 교대 영역과, 상기 교대 영역에 포함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가지는 사상 영역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블럭 쓰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상 영역에서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관한 사상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 결과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가 없으면, 상기 교대 영역에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을
쓰고, 상기 사상 영역에 상기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검색 결과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가 있으면,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을 상기 데이터 영역에
쓰고, 상기 사상 영역에 존재하는 상기 쓰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
모리 쓰기 방법.

청구항 6.

플래시 메모리 읽기 방법에 있어서,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는 교대 영역과, 상기 교대 영역에 포함된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가지는 사상 영역을 포함하는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블럭 읽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상 영역에서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관한 사상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 결과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가 없으면, 상기 데이터 영역으로부터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을 읽는 단계와,

검색 결과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터 블럭에 대한 사상 정보가 있으면, 상기 상기 교대 영역으로부터 상기 읽기 요청된 데이
터 블럭을 읽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읽기 방법.

청구항 7.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교대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데이터 블럭이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데이터 블럭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데이터 블럭이 기록되는 교대 영역과,

상기 교대 영역에 기록된 상기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를 가지는 사상 테이블이 기록되며, 상기 데이터 블럭이 데이터 영
역에 기록될 때는 상기 데이터 블럭의 사상 정보가 삭제되는 사상 영역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영역, 상기 교대 영역, 상기 사상 영역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마스터 블럭을 더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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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 블럭의 물리 블럭 번호는 논리 블럭 번호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플래시 메모리.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 영역은 소정의 수의 블럭을 포함하고, 각 블럭은 소정의 수의 페이지를 포함하며,

제1 사상 테이블은 제1 블럭의 제1 페이지에 기록되고, 상기 제1사상 테이블의 내용이 변경된 제2 사상 테이블은 제1 블
럭의 제2 페이지에 기록되며,

상기 제1 블럭의 페이지가 모두 기록되면 제 n사상 테이블은 제2 블럭의 제1 페이지에 기록되는, 플래시 메모리.

청구항 11.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를 평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기동후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데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1단계와,

상기 데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가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면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가 더 작은 데이터 블럭과
교환하는 제2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 평준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미사용중인 물리 블럭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판단결과 미사용중인 물리 블럭이 존재하면 상기 데이터 블럭의 위치와 상기 미사용중인 물리 블럭의 위치를 교환하는 단
계와,

판단결과 미사용중인 물리 블럭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 블럭의 위치를 상기 데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
보다 더 작은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를 가지는 물리 블럭과 교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 평준화 방
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에 관한 정보는 램에 기록되는,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 평준화 방법.

청구항 14.

플래시 메모리의 마모도를 평준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 블럭이 기록된 플래시 메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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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동후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데이터 블럭의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는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
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는 램에 기록되는,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마모도 평준화 리스트에 시스템 기동후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데이터 블럭중 최근에 전기적 소거가 수행된 소정의 개
수의 블럭에 관한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는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가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한 데이터 블럭은 전기적 소거 수행 회수가 가장 낮은 데이터 블럭과 교환
되는, 플래시 메모리 마모도 평준화 장치.

청구항 18.

파일 영역과 FAT 영역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 관리 방법에 있어서,

파일 영역에 기록된 파일의 클러스터 정보를 FAT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파일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새로운 클러스터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FAT 영역에 기록된 클러스터 정보에 상기 새로운 클러스터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 관리 방법.

청구항 19.

플래시 메모리에 파일을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영역의 각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가지는 FAT 영역의 엔트리에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파일의 다음 클러스
터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파일에 포함된 클러스터 Cold의 데이터 갱신이 요청되는 경우 새로운 클러스터 Cnew에 갱신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FAT 영역의 엔트리에 상기 클러스터 Cold 대신 상기 새로운 클러스터 Cnew가 연결되도록 상기 다음 클러스터 정보
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갱신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의 첫번째 클러스터 정보를 루트 디렉토리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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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FAT영역의 엔트리에 클러스터 정보의 기록은 원자적쓰기로 수행되고, 상기 데이터 영역의 클러스터에 파일 데이터
의 기록은 비원자적 쓰기로 수행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갱신 방법.

청구항 22.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로 이루어지는 파일이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과,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는 파일의 첫번째 클러스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루트 디렉토리 영역과,

각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가지며, 상기 엔트리에 상기 데이터 영역에 기록된 파일의 다음 클러스터 정보가 기록되
는 FAT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파일을 이루는 소정 클러스터의 내용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새로운 클러스터에 기록하고, 상기 FAT
영역에 기록된 파일의 클러스터 정보에 상기 새로운 클러스터에 관한 정보를 연결하는 플래시 메모리 파일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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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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