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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 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드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운영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와,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되어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임의의 데이터를 다운/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어기를 

구비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소정의 임의 크기로 분할

하고 있는 소정 개수의 블록 영역을 설정하고, 각 블록 영역을 소정개수의 매핑 테이블 영역으로 세분하는 제 1과정과

; 상기 제어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 영역의 룩업 테이블을 기준으로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상기 제1과정에서 세분화시킨 매핑 테이블 영역 단위로 제공하는 제 2과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드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운영 방법을 제공하면 고용량 플래쉬 메모리

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수의 블록 개수를 운영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블록들이 제한된 용량의 휘발성 메모리

상에서 운영될 때 블록 개수가 휘발성 메모리를 초과하더라도 운영 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플래시 메모리 카드의 대표적인 회로 구성을 나타낸 예시도.

도 2는 첨부한 도 1에서 참조번호 10으로 지칭되는 제어기의 기능적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각각의 플래시 메모리 FMi (i=0∼n)에서의 저장 영역의 포맷을 나타낸 예시도.

도 4는 종래 기술에서의 데이터 운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운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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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쓰기 동작의 운영 순서 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읽기 동작의 운영 순서 예시도.

도 8은 휘발성 메모리에 존재하는 룩업 테이블 구성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하는 저장 장치분야 즉,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같은 장치를 위하여 저장 장치로서 플

래시 메모리를 채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한된 휘발성 메모리의 용량을 가진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보조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access)하기 위한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을 운영하기 위한 룩업 테이블(loo

k-up-table)이 휘발성 메모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테이블(table)을 나누어 운영하기 위한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서의 데이터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 들어,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자기 디스크를 대체할 반도체 메모리로서 플래시 메모리(flash EEPR

OM)에 대한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는 불 휘발성, 저 전력소비형 반도체 메모리로서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될 수 있다. 이들 메모리는 소형, 경량이고 진동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휴대용 장치 등에서의 메모

리의 응용 범위가 넓다.

상술한 플래시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로 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플래시 메모리 카드는 하나의 카드 상에 

하나 또는 복수개의 플래시 메모리(IC 칩)를 장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카드는 PCMCIA에 부합하는 PC 카드로서 제

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PC 카드는 카드의 구성과 카드의 엑세스(접근)방식 등을 표시하거나 기술하는 CIS(Card Information Structure)로 

불리는 카드 속성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표준에 부합하는 호스트 컴퓨터(예컨대, 개인용 컴퓨터)간에 카드

의 호환성이 향상되어야 하는 PCMCIA 요구조건(사양)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는, 플래시 메모리 외에, 카드상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데이터의 판독/기록 동

작을 실행하기 위해 소정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스트 시스템에 접속된 제어기, 이 제어기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 저장된 ROM 및 데이터가 저장된 RAM 등의 구성 성분이 장착된다.

이러한 유형의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카드상의 ROM 에 CIS 정보가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된다. 플래시 메모리 카드가 호스트 시스템의 카드 슬롯에 삽입되면, 호스트 컴퓨터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의

CIS 정보를 탐색한다.

이때,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제어기는 ROM으로부터 CIS 정보를 독출하여 이 정보를 호스트 컴퓨터가 직접 

엑세스할 수 있는 RAM 이나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호스트 컴퓨터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로부터 로딩된 CIS 정보에 

기초하여 메모리 공간, I/O 공간 영역, 인터럽트 레벨 등을 카드에 할당하고, 이후 카드상의 플래시 메모리를 순차적

으로 판독/기록 엑세스한다.

즉, 호스트 시스템은 실린더, 헤드, 섹터(CHS)의 형태로 보조 기억 장치에 보내지고, 보조 기억 장치의 컨트롤러는 실

린더, 헤드, 섹터를 논리적 블록 어드레스(Logical Block Address; 이하, LBA라 칭함)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나서 컨

트롤러는 LBA를 물리적 블록 어드레스(Physical Block Address; 이하, PBA라 칭함)로 바꾸고 이 어드레스(addres

s)가 최종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내의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 파일이 바뀔 때마다 바뀐 데이터 파일은 플래시 메모리내의 데이터가 없는(사용되지 않은 혹은 지

워진)새로운 PBA에 저장된다. 바뀌어진 데이터 파일을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 내에 이미 지워져 있는 사용 가능한 물

리적 블 록(Physical Block)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Erase)동작이 수행 되게 된다. 이와 같은 삭제동작은 바뀌

기 이전의 데이터 파일이 있는 예전의 물리적 블록을 지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LBA에 대응되는 PBA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LB과 PB의 대응 관계 가 바뀌게 된다. 이러

한 대응관계에 관련 된 정보는 룩업 테이블로 휘발성 메모리에 존재하게 되고 컨트롤러는 대응 관계가 바뀔 때마다 

룩업 테이블을 갱신한다.

그리고 이 갱신된 테이블의 정보는 유지되어야 한다. 컨트롤러는 동적으로 바뀌는 룩업 테이블을 관리하게 되는 데, 

이러한 관리 과정이 플래시 메모리 내의 블록을 운영하는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

하는 장치에 있어서 휘발성 메모리 및 컨트롤러는 내장형 시스템으로서 대부분 반도체에 집적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된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고용량의 보조 기억장치는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을 운영하기 위여 휘발성 메모리

에 있는 룩업 테이블이 휘발성 메모리의 용량을 초과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근래 들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고용량으로 변화됨에 따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처리해야 할 블럭의 수도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용량의 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때때로 처리해야 할 블

럭의 수가 휘발성 메모리의 용량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적인 데이터 처리가 어려워지거나 오류

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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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하는 저장 장치분야 

즉,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같은 장치를 위하여 저장 장치로서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한된 휘발성 메모리의 용량을 가진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보조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access)하

기 위한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을 운영하기 위한 룩업 테이블(look-up-table)이 휘발성 메모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

기 테이블(table)을 나누어 운영하기 위한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서의 데이터 운영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드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운영 방법의 특

징은, 적어도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와,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되어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

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임의의 데이터를 다운/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어기를 구

비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소정의 임의 크기로 분할하고 있는 소

정 개수의 블록 영역을 설정하고, 각 블록 영역을 소정개수의 매핑 테이블 영역으로 세분하는 제 1과정과; 상기 제어

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 영역의 룩업 테이블을 기준으로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래시 메모

리의 데이터 영역을 상기 제1과정에서 세분화시킨 매핑 테이블 영역 단위로 제공하는 제 2과정을 포함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적어도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와,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되

어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임의의 데이터를 다운/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어기를 구비하며,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소정의 임의 크기로

분할하고 있는 소정 개수의 블록 영역을 설정하고, 각 블록 영역을 소정개수의 매핑 테이블 영역으로 세분화시킨 플

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쓰기 동작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파일

을 억세스하기 위하여 CHS(Cylinder, Head, Sector)값을 전송하는 제 1과정과; 상기 제 1과정에서 전송된 CHS를 

기준으로 LBA(Logical Block Address)생성하고 생성된 LBA의 범위가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에 근거하여 초과

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 2과정과; 상기 호스트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제어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에 저

장시켜 PBA(Physical Block Address)로 변환시키는 제 3과정과; 상기 PBA를 근거로 상기 매핑 테이블 영역의 인덱

스 넘버(Index Number)를 구한 후 이를 이전의 인덱스 넘버와 비교하는 제 4과정과; 상기 제 4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덱스 넘버와 이전의 인덱스 넘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룩업 테이블을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새로

운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룩업 테이블을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로딩하며 새로운 인덱스 넘버를 종전의 인덱스 

넘버로 변경하는 제 5과정; 및 상기 제어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의 'Queue'블록 테이블로부터 플래시 메모리에 쓸 

새로운 PBA를 얻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내에 있는 데이터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상기 새로운 PBA를 근거로 해당 플

래시 메모리 의 해당 매핑 테이블 영역에 쓴 후 룩업 테이블을 갱신시키는 제 6과정을 포함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적어도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와,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

되어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임의의 데이터를 다운/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어기를 구비하며,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소정의 임의 크기

로 분할하고 있는 소정 개수의 블록 영역을 설정하고, 각 블록 영역을 소정개수의 매핑 테이블 영역으로 세분화시킨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읽기 동작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파

일을 억세스하기 위하여 CHS(Cylinder, Head, Sector)값을 전송하는 제 1과정과; 상기 제 1과정에서 전송된 CHS를

기준으로 LBA(Logical Block Address)생성하고 생성된 LBA의 범위가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에 근거하여 초과

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 2과정과; 상기 호스트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제어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에 저

장시켜 PBA(Physical Block Address)로 변환시키는 제 3과정과; 상기 PBA를 근거로 상기 매핑 테이블 영역의 인덱

스 넘버(Index Number)를 구한 후 이를 이전의 인덱스 넘버와 비교하는 제 4과정과; 상기 제 4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덱스 넘버와 이전의 인덱스 넘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룩업 테이블을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새로

운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룩업 테이블을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로딩하며 새로운 인덱스 넘버를 종전의 인덱스 

넘버로 변경하는 제 5과정; 및 상기 제 5과정에서 로딩되어진 룩업 테이블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호스트 측으로 전송

하는 제 6과정을 포함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과 여러 가지 장점은 이 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로부터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적용되는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 및 사용 시스템의 기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첨부한 도 1은 플래시 메모리 카드의 대표적인 회로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써, 상기 플래시 메모리 카드는 하나의 

원칩 제어기(10), 복수개(n+1)의 NAND(부정 논리곱)플래시 메모리(FM0∼FMn)및 하나의 카드 플레이트(12)상에 

장착된 기록 보호 회로(13)를 구비한다.

카드 플레이트(12)가 호스트 컴퓨터(14)의 카드 슬롯에 삽입되면, 제어기(10)는 소정의 사양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

예컨대 PCMCIA-ATA 또는 IDE 인터페이스(16)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14)에 접속된다. 플래시 메모리(FM0∼FMn)

는 동일한 배치 및 기능을 갖는 메모리 칩으로 구성된다.

플래시 메모리(FM0∼FMn)에는 각각 8비트 내부 버스(FD0∼7), 모든 플래시 메모리(FM0∼FMn)에 각각 공통인 제

어 라인(FCLE, FALE, XFWP, XFWE-, XFRE- 및 XFBSY-), 플래시 메모리(FM0∼FMn)의 전체 개수와 동일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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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예컨대, n+1)의 개별제어 라인(XFCE0∼XFCEn)을 통하여 제어기(10)가 접속된다. 내부 버스(FD0∼7)는 제어기

(10)와 플래시 메모리(FM0∼FMn)사이에서 명령, 어드레스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공통 제어 라인에 대해서, 제어 라인(FCLE)은 플래시메모리(FM0∼FMn)로 하여금 버스(FD0∼7)상의 명령 코

드를 명령으로서 식별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명령 래치 인에이블 제어 라인이다. 제어 라인(FALE)은 플래시 메모리

(FM0∼FMn)로 하여금 버스(FD0∼7)상의 어드레스 코드를 어드레스로서 식별하도록 하는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제어 라인이다. 제어 라인(XFWP)은 플래시 메모리(FM0∼FMn)의 기록 동작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데 사용되는 

기록 보호 제어 라인이다. 제어 라인(XFWE-)은 각각의 플래시 메모리(FM0∼FMn)로 하여금 버스(FD0∼7)상의 코

드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기록 인에이블 제어 라인이다. 제어 라인(XFRE-)은 플래시 메모리(FM0

∼FMn)의 각 출력포트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버스(FD0∼7)로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판독(출력)인에이블 제어 라인

이다. 제어 라인(XFBSY-)은 플래시 메모리(FM0∼FMn)로 하여금 이들 버스가 사용중인 상태라는 것을 제어기(10)

에 알리는데 사용하는 사용 중 라인이다.

상기 각각의 제어 라인(XFCE0- ∼ XFCEn-)은 칩 인에이블 상태(동작 가능 상태)에서 각각의 플래시 메모리(FM0∼

FMn)를 개별적으로, 즉 독립적으로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칩 인에이블 제어 라인이다.

기록 보호 회로(13)는 이후 기술되는 바와 같이, 카드상에 장착된 수동 스위치의 작동에 따라 제어기(10)에 기록 보호

신호 'WPIN'를 제공한다. 기록 보호 회로(13)로부터 제공된 기록 보호 신호 'WPIN'가 엑티브 상태(H[하이] 상태)로 

설정 되면, 제어기(10)는 기록 보호 모드로 설정되고, 호스트 컴퓨터로부터의 기록 요청을 거부한다.

제어기(10)는 하드웨어인 CPU, ROM, RAM, 입출력 인터페이스 회로 등으로 구성된다.

첨부한 도 2는 첨부한 도 1에서 참조번호 10으로 지칭되는 제어기의 기능적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기능의 관점에서 보아, 제어기(10)는 호스트/제어기 인터페이스(20), 리셋 처리기(22), 어드레스 변환기(24), 명령 처

리기(26), 플래시 테이블 제어기(28), 플래시 명령 발생기(30), 오류 제어기(32)및 플래시/제어기 인터페이스(34)를 

구비한다.

호스트/제어기 인터페이스(20)는 호스트 컴퓨터(14)가 직접 데이터를 기록/판독하는 다양한 메모리 또는 레지스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소정의 사양, 예컨대 PCMCIA-ATA 인터페이스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14)

의 버스에 접속되어 있다. 호스트 컴퓨터(14)와 제어기(10)사이에서 변경된 CIS 정보는 호스트/제어기 인터페이스(2

0)에 있는 메모리나 레지스터에 임시로 저장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컴퓨터(14)는 어드레스 신호(A0∼A10)와 제어 신호(XCE1- ∼ XCE2-)를 이용

하여 호스트/제어기 인터페이스(20)에 있는 각각의 레지스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제 1제어 신호(XREG-)는 어드레스 맵의 메모리 공간및 I/O 공간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제 2제어 신호(XWE

-/XOE-)는 메모리 공간에 또는 메모리 공간 으로부터 데이터를 기록 또는 판독하는데 사용된다. 제 3제어 신호(XIO

WR-/XIORD-)는 I/O 공간에 또는 이 공간으로부터 데이터를 기록 또는 판독하는데 사용된다.

호스트/제어기 인터페이스(20)는 인터럽트 요청(XIREQ-), 입력 승인 신호(XINPACK)등을 호스트 컴퓨터(14)로 출

력한다. 또 호스트/제어기 인터페이스(20)는 호스트 컴퓨터(14)로부터의 명령을 복호화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리셋 처리기(22)는 외부 리셋 신호, 예컨대 리셋 신호(XPONRST)에 응답하여 제어기(10)의 각각의 구성 성분에 대한

리셋동작이나, 리셋 해제 동작후의 초기화 동작을 제어한다.

어드레스 변환기(24)는 호스트 컴퓨터(14)에서의 CHS(Cylinder Head Sector:실린더 헤드 섹터)모드의 논리 어드레

스를 플래시 메모리 카드의 LBA의 논리 어드레스로 변환한다.

명령 처리기(26)는 제어기(10)의 각각의 구성 성분을 제어하여, 호스트 컴퓨터(14)로부터 제공되고 호스트/제어기 인

터페이스(20)에 의해 복호화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플래시 테이블 제어기(28)는 리셋 처리기(22)나 명령 처리기(26)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어드레스 변환 테이블과 공(e

mpty)블록 테이블을 초기화하고, 호스트 컴퓨터(14)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테이블을 탐색 또는 갱신한다. 플래시 테

이블 제어기(28)는 SRAM으로 제조된 테이블 메모리를 갖는다. 이 테이블 메모리에 따라 어드레스 변환 테이블과 공 

블록 테이블이 형성된다.

플래시 명령 발생기(30)는 플래시 테이블 제어기(28), 명령 처리기(26)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FM

0∼FMn)를 위한 명령 코드 및 어드레스 신호를 생성한다.

오류 제어기(32)는 기록 동작에서는 ECC(Error Correcting Code:오류 정정 코드)를 생성하고, 판독 동작에서는 EC

C 오류제어를 실행한다. 또 오류 제어기(32)는 고장이나 오류의 경우에 블록 교체 처리 등을 실행한다.

플래시/제어기 인터페이스(34)는 명령 버스(FD0∼7)와 다양한 제어 라인(예컨대 제어 라인 FCLE, FALE)을 통해 각

각의 플래시 메모리(FM0∼FMn)와 데이터 및 신호를 교환하는 입출력 포트이고, 공통 버스(FD0∼7)상에서 명령, 어

드레스 및 데이터를 상이한 타이밍으로 다중화(멀티플렉싱)하는 타이밍 제어 기능을 갖는다.

첨부한 도 3은 각각의 플래시 메모리 FMi(i=0∼n)에서의 저장 영역의 포맷을 나타낸다.

이때,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일반적인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의 메모리 운영 방식을 간략히 살펴

보면, 호스트 시스템은 실린더, 헤드, 섹터(CHS)의 형태로 보조 기억 장치에 보내지고, 보조 기억 장치의 컨트롤러는 

실린더, 헤드, 섹터를 논리적 블록 어드레스(Logical Block Address; 이하, LBA라 칭함)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는 LBA를 물리적 블록 어드레스(Physical Block Address; 이하, PBA라 칭함)로 바꾸고 이 어드레스(addr

ess)가 최종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내의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 파일이 바뀔 때마다 바뀐 데이터 파일은 플래시 메모리내 의 데이터가 없는(사용되지 않은 혹은 지

워진)새로운 PBA에 저장된다. 바뀌어진 데이터 파일을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 내에 이미 지워져 있는 사용 가능한 물

리적 블록(Physical Block)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Erase)동작이 수행 되게 된다. 이와 같은 삭제동작은 바뀌

기 이전의 데이터 파일이 있는 예전의 물리적 블록을 지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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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LBA에 대응되는 PBA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LB과 PB의 대응 관계 가 바뀌게 된다. 이러

한 대응관계에 관련 된 정보는 룩업 테이블로 휘발성 메모리에 존재하게 되고 컨트롤러는 대응 관계가 바뀔 때마다 

룩업 테이블을 갱신한다.

그리고 이 갱신된 테이블의 정보는 유지되어야 한다. 컨트롤러는 동적으로 바뀌는 룩업 테이블을 관리하게 되는 데, 

이러한 관리 과정이 플래시 메모리 내의 블록을 운영하는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

하는 장치에 있어서 휘발성 메모리 및 컨트롤러는 내장형 시스템으로서 대부분 반도체에 집적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된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한 도 4에서와 같이 블록 단위로 메모리를 운영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첨부한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블록을 세분화시킨 테이블 단위로 분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첨부한 도 4와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블록 구성들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보조 기억 장치의 전

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즉, 본 발명은 그 요지가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적인 측면에 있는 것임을 다시

금 밝혀둔다.

또한, 첨부한 도 4와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구성은 첨부한 도 1과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시스템의 간략 구성이며, 전

체적인 시스템을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호스트(4)로서는 주로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PDA등이 될 수 있다.

호스트(4)를 제외한 나머지 블록 (1, 2, 3, 5, 6)은 한 모듈로서 카드 형태로 존재 할 수 있다. 상기 호스트(4)는 호스트

인터페이스(5)를 통하여 각종 명령을 전달, 상태정보 읽기, 데이터 파일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상기 제어기(1)는 호스트 인터페이스(5)를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명령을 해독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휘발성 

메모리(2)는 호스트(4)에서 플래시 메모리(3)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데이터가 임시 저장되는 버퍼의 기능과 상기 

제어기(1)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의 기능으로 사용된다. 플래시 메모리(3)는 보조 

기억 장치로서 사용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저장 매체이다.

제어기(1)는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하기 위하여 호스트(4)로 온 명령 및 주소를 처리하여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6

)를 통하여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 할 수 있다.

이때, 종래의 방식은 첨부한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내부의 데이터 영역을 블록 단위로 억세

스하여 데이터의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 발명은 첨부한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내부의 데이터 영역을 구성하는 블록 단위를 다수의 매핑 테이블로 세분화하고 각 매핑 테이블(M-Table #)

단위로 억세스하여 데이터의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작은 참조번호 1로 지칭되는 제어기에서 수행하게 된다.

첨부한 도 6은 도 5에서와 같이 블록 단위를 세분화시킨 매핑 테이블(M-Table #)단위로 데이터를 운영하는 방법 가

운데 데이터 쓰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동작 순서도이다.

이러한 흐름의 처리는 제어기(1)에 의해 이루어진다.

도 6의 스텝 S101에서 호스트(4)가 플래시 메모리(3)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하기 위하여 CHS(Cylinder, Hea

d, Sector)값을 전송한다.

상기 스텝 S101에서 전송된 CHS는 스텝 S102의 과정을 통해 LBA(Logical Block Address)로 변환되어 지고 스텝 

S103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상기 스텝 S103에서는 상기 스텝 S102에서 변환되어진 LBA값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즉, LBA의 범위가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에 근거하여 초과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가 되었다면 스텝 S

104로 진행하여 상기 호스트(4)에게 보고하고 더 이상 쓰기 동작은 실행되지 않는다.

반면에, 상기 스텝 S103에서 LBA의 범위가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에 근거하여 초과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스텝 S105로 진행하여 상기 호스트(4)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데이터 버퍼로 활용되는 

휘발성 메모리(2)에 먼저 저장된다.

상기 스텝 S105의 과정을 통해 데이터 버퍼로 활용되는 휘발성 메모리(2)에 저장되어진 상기 호스트(4)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스텝 S106의 과정을 통해 상기 호스트(4)에서 전송된 데이터 즉, LBA는 실질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물리

적으로 억세스 할 수 있는 PBA(Physical Block Address)로 변환된다.

상기 PBA는 플래시 메모리 내에 데이터 파일이 저장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의 전체 블록(Block)들의 각각의 블록 넘

버(Block number)들이며 배열의 구조로 첨부한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비휘발성 메모리(2)에 상주하게 되

는 것이다.

이후, 상기 PBA를 근거로 제어기(1)는 실제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6)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3)를 억세스 할 수 있는 주소(Chip enable, 플래시 메모리의 Block Number, Page Number)로 다시 가공된다.

스텝 S107의 과정에서는 상기 스텝 S106의 과정을 통해 구했던 던 PBA를 근거로 인덱스 넘버(Index Number)를 구

한다. 이때, 상기 인덱스 넘버는 상기 PBA를 몇 개로 나누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본 발명에서 고용량의 보조 

기억 장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PBA를 나눈것이다.

즉, 첨부한 도 5에서 M-Table#으로 지칭되는 매핑 테이블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PBA를 일정 개수

로 쪼개어 제한된 휘발성 메모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화 과정에서 휘발성 메모리에 로드되는 한 개의 인덱스의 PBA를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의 PBA는 플래시 메모리

에 있게 된다.

이후, 스텝 S108의 과정을 통해 상기 스텝 S107에서 구했던 인덱스 넘버가 현재 휘발성 메모리(2)내에 있는 인덱스

와 일치하였는가를 검사한다. 이때, 일치한다면 상기 스텝 S106에서 구한 PBA의 범위가 현재 휘발성 메모리(2)내에 

있는 PBA의 범위와 일치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기 플래시 메모리(2)내에 있는 다른 범위의 PBA를 로드할 필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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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스텝 S109로 진행하여 현재의 룩업 테이블을 플래시 메모리(3)에 저장하고 스텝 S110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룩업 테이블을 플래시 메모리(3)로부터 로딩하며, 최종적으로 스텝 S11

1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덱스 넘버를 종전의 인덱스 넘버로 변경함으로써, 상기 휘발성 메모리(2)내에 일치하는 범

위를 가진 PBA를 플래시 메모리(3)로부터 새로 로딩하게 된다.

이후, 스텝 S112에서는 첨부한 도 8에서 참조번호 MBT1로 지칭되는 'Queue'블록 테이블로부터 플래시 메모리(3)에

쓸 PBA를 얻는다.

그리고 스텝 S113의 과정을 통해 상기 휘발성 메모리(2)내에 있는 데이터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상기 스텝 S112에서

구한 PBA를 근거로 해당 플래시 메모리(3) 위치에 쓴다.

마지막으로 스텝 S114의 과정을 통해 룩업 테이블이 갱신되는 데, 갱신되는 과정은, 첨부한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스

텝 S112에서 쓰기 동작을 위하여 사용할 블록을 도 8에서 참조번호 MBT1로 지칭되는 'Queue'블록 테이블의 쓰기를

위한 'Queue'에서 얻는다. 상기 'Queue'는 FIFO 형태의 배열로서 사용 가능한 PBA를 가 지고 있다. 여기에서 얻어진

PBA가 호스트의 명령에 응답하여 쓰여지는 실제적인 플래시 메모리의 주소가 된다.

상기 PBA는 도 8에서 참조번호 MBT2로 지칭되는 물리블록 테이블에 할당된다. 왜냐 하면 호스트의 LBA에 대응되

는 룩업 테이블이 첨부한 도 8에서의 참조번호 MBT2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설명 된 것 같이 쓰기 동작을 위한 'Queue'에서 얻은 PBA가 첨부한 도 8의 MBT2에 할당되기 전에 원래의 

MBT2에 존재하던 PBA는 상기 도 8의 MBT1의 삭제동작을 'Queue'에 할당된다. 상기 'Queue' 또한 FIFO 형태의 

배열로서 삭제 될 PBA를 가진다. 따라서, 삭제된 블록 쓰기 동작을 위한 'Queue'로 할당 되게 된다.

이와 같이 도 8의 테이블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휘발성인 메모리의 특성 때문에 주기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제한블

록(reserved Block)영역에 저장된다. 첨부한 도 8에서의 참조번호 MBT3는 주기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제한영역에

저장되는 룩업 테이블의 플래시 메모리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쓰기 동작에 대응하여 읽기 동작에 대해 살펴보면, 스텝 S201에서 호스트(4)가 플래시 메모리(3)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하기 위하여 CHS(Cylinder, Head, Sector)값을 전송한다.

상기 스텝 S201에서 전송된 CHS는 스텝 S202의 과정을 통해 LBA(Logical Block Address)로 변환되어 지고 스텝 

S203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상기 스텝 S203에서는 상기 스텝 S202에서 변환되어진 LBA값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즉, LBA의 범위가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에 근거하여 초과되었는가의 여 부를 판단하고 초과가 되었다면 스텝 S

204로 진행하여 상기 호스트(4)에게 보고하고 더 이상 쓰기 동작은 실행되지 않는다.

반면에, 상기 스텝 S203에서 LBA의 범위가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에 근거하여 초과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스텝 S205로 진행하여 상기 호스트(4)에서 전송된 데이터 즉, LBA는 실질적으로 플래

시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억세스 할 수 있는 PBA(Physical Block Address)로 변환된다.

상기 PBA는 플래시 메모리 내에 데이터 파일이 저장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의 전체 블록(Block)들의 각각의 블록 넘

버(Block number)들이며 배열의 구조로 첨부한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비휘발성 메모리(2)에 상주하게 되

는 것이다.

이후, 상기 PBA를 근거로 제어기(1)는 실제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6)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3)를 억세스 할 수 있는 주소(Chip enable, 플래시 메모리의 Block Number, Page Number)로 다시 가공된다.

스텝 S206의 과정에서는 상기 스텝 S206의 과정을 통해 구했던 던 PBA를 근거로 인덱스 넘버(Index Number)를 구

한다. 이때, 상기 인덱스 넘버는 상기 PBA를 몇 개로 나누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본 발명에서 고용량의 보조 

기억 장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PBA를 나눈것이다.

즉, 첨부한 도 5에서 M-Table#으로 지칭되는 매핑 테이블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 플래시 메모리의 PBA를 일정 개수

로 쪼개어 제한된 휘발성 메모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화 과정에서 휘발성 메모리에 로드되는 한 개의 인덱스의 PBA를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의 PBA는 플래시 메모리

에 있게 된다.

이후, 스텝 S207의 과정을 통해 상기 스텝 S206에서 구했던 인덱스 넘버가 현재 휘발성 메모리(2)내에 있는 인덱스

와 일치하였는가를 검사한다. 이때, 일치한다면 상기 스텝 S206에서 구한 PBA의 범위가 현재 휘발성 메모리(2)내에 

있는 PBA의 범위와 일치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기 플래시 메모리(2)내에 있는 다른 범위의 PBA를 로드할 필요 가 없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스텝 S208로 진행하여 현재의 룩업 테이블을 플래시 메모리(3)에 저장하고 스텝 S209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룩업 테이블을 플래시 메모리(3)로부터 로딩하며, 최종적으로 스텝 S21

0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덱스 넘버를 종전의 인덱스 넘버로 변경함으로써, 상기 휘발성 메모리(2)내에 일치하는 범

위를 가진 PBA를 플래시 메모리(3)로부터 새로 로딩하게 된다.

이후, 스텝 S211에서 읽을 PBA를 첨부한 도 8에서의 'Queue' 블록 테이블(MBT1)에서 얻는 게 아니라 첨부한 도 8

의 물리 블록 테이블(MBT2)에서 얻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쓰기 동작에서처럼 도 6에서의 스텝 S114에서와 같은 룩업 테이블의 갱신 과정은 필요치 아니한다.

이상의 설명에서 본 발명은 특정의 실시 예와 관련하여 도시 및 설명하였지만,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난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개조 및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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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드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운영 방법을 제공하면 

고용량 플래쉬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수의 블록 개수를 운영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블록들이 제한된

용량의 휘발성 메모리상에서 운영될 때 블록 개수가 휘발성 메모리를 초과하더라도 운영 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와,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되어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래시 메

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임의의 데이터를 다운/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어기를 구비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소정의 임의 크기로 분할하고 있는 소정 개수의 블록 영역을 설정하고, 각 블록 

영역을 소정개수의 매핑 테이블 영역으로 세분하는 제 1과정과;

상기 제어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 영역의 룩업 테이블을 기준으로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

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상기 제1과정에서 세분화시킨 매핑 테이블 영역 단위로 제공하는 제 2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드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운영 방법.

청구항 2.
적어도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와,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되어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래시 메

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임의의 데이터를 다운/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어기를 구비하며,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소정의 임의 크기로 분할하고 있는 소정 개수의 블록 영역을 설정하고, 각 블록 

영역을 소정개수의 매핑 테이블 영역으로 세분화시킨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쓰기 동작의 운영 방법에 있

어서:

상기 호스트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하기 위하여 CHS(Cylinder, Head, Sector)값을 전송하는

제 1과정과;

상기 제 1과정에서 전송된 CHS를 기준으로 LBA(Logical Block Address)생성하고 생성된 LBA의 범위가 전체 플래

시 메모리의 용량에 근거하여 초과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 2과정과;

상기 호스트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제어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켜 PBA(Physical Block Address)로 

변환시키는 제 3과정과;

상기 PBA를 근거로 상기 매핑 테이블 영역의 인덱스 넘버(Index Number)를 구한 후 이를 이전의 인덱스 넘버와 비

교하는 제 4과정과;

상기 제 4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덱스 넘버와 이전의 인덱스 넘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룩업 테이블을 상기 플

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새로운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룩업 테이블을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로딩하며 새로운 

인덱스 넘버를 종전의 인덱스 넘버로 변경하는 제 5과정; 및

상기 제어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의 'Queue'블록 테이블로부터 플래시 메모리에 쓸 새로운 PBA를 얻고 상기 휘발

성 메모리내에 있는 데이터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상기 새로운 PBA를 근거로 해당 플래시 메모리의 해당 매핑 테이

블 영역에 쓴 후 룩업 테이블을 갱신시키는 제 6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드 시

스템에서의 데이터 쓰기 방법.

청구항 3.
적어도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와,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되어 상기 호스트 컴 퓨터에 억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임의의 데이터를 다운/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갖는 제어기를 구비하며

,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을 소정의 임의 크기로 분할하고 있는 소정 개수의 블록 영역을 설정하고, 각 블록

영역을 소정개수의 매핑 테이블 영역으로 세분화시킨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읽기 동작의 운영 방법에 있

어서:

상기 호스트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억세스하기 위하여 CHS(Cylinder, Head, Sector)값을 전송하는

제 1과정과;

상기 제 1과정에서 전송된 CHS를 기준으로 LBA(Logical Block Address)생성하고 생성된 LBA의 범위가 전체 플래

시 메모리의 용량에 근거하여 초과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 2과정과;

상기 호스트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제어기 내부의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시켜 PBA(Physical Block Address)로 

변환시키는 제 3과정과;

상기 PBA를 근거로 상기 매핑 테이블 영역의 인덱스 넘버(Index Number)를 구한 후 이를 이전의 인덱스 넘버와 비

교하는 제 4과정과;

상기 제 4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덱스 넘버와 이전의 인덱스 넘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룩업 테이블을 상기 플

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새로운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룩업 테이블을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로딩하며 새로운 

인덱스 넘버를 종전의 인덱스 넘버로 변경하는 제 5과정; 및

상기 제 5과정에서 로딩되어진 룩업 테이블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호스트 측으로 전송하는 제 6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카 드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읽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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