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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모리 시스템 및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메모리 시스템은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칼럼 그룹 및 

로우 어드레스를 갖는 로우들로 배열된 다수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은 데이터 블록들

을 데이터 블록들용의 연속적인 논리 어드레스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기 어레이들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데이터 블록은 어레이에 있는 칼럼 그룹의 로우에 저장된다. 로우 어드레스는 증가되고, 상기 로우 어드레스가 로우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프로세스는 반복된다. 데이터 블록들이 어레이에서의 대응 칼럼 그룹의 모든 로우들에 

저장될 때까지 다른 어레이들에 대해 상기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상기 칼럼 어드레스는 증가되고, 상기 로우 어드레

스는 재설성되고, 상기 칼럼 어드레스가 칼럼 한계가 도달될 때 까지 상기 프로세스는 반복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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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1998년 7월 21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가출원 번호 60/093,741 (United States Provisional Patent Ap

plication Serial Number 60/093,741)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스크 드라이브 제어기용 버퍼 메모리 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버퍼 메모리 시스템은 통상 호스트 컴퓨터 및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대량 저장 장치를 결합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사

용된다. 그러한 인터페이스에서의 한 어려움은 대량 저장 장치로부터 유출되거나 또는 대량 저장 장치로 유입되는 데

이터 예컨대, 디스크 드라이브의 판독/기록 헤더에 유입 또는 유출되는 데이터가, 비록 컴퓨터내에서는 병렬 데이터 

버스를 통해 유입 또는 유출되지만, 시리얼 포맷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버퍼 메모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병렬에서 시

리얼 포맷으로 변환해야 하며, 컴퓨터 및 대량 저장 장치 사이에서 이동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함으로써, 데

이터의 대량 저장 장치로의 기록 또는 판독되는 속도를 컴퓨터의 보다 빠른 속도에 맞춰주어야 한다. 전형적인 버퍼 

메모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일시적으 로 저장하기 위한 버퍼 메모리 및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에 의해 사용되

는 논리적인 블록 어드레스들(logical block addresses)로부터의 데이터 블록들을 버퍼 메모리내의 대응하는 물리적

인 어드레스들로 변환 또는 맵핑(mapping)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포함한다. 버퍼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들 또는 메모리 칩들(RAM chips)과 같은 하나 이상의 임시 데이터 저장 장치들을 포함한다. RAM 칩들은 종횡

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들의 어레이를 갖는 집적 회로 메모리 칩들이다. 도 1에는 그 각각이 4096 로우(row) 어드레스

들에 256 칼럼 어드레스들을 갖는 한쌍의 어레이들을 갖는 통상의 버퍼 메모리가 도시되어 있다. 또한, 상기 칼럼 어

드레스들은 16 칼럼들의 16 그룹들로 나눠진다. 각각의 그룹은 데이터를 그 각각이 16 비트들의 16워드들로 구성되

는 단락들로서 알려진 데이터 블록들로 저장한다. 예컨대, 논리적인 어드레스 0을 갖는 제1 단락(PARA 0; 106)은 칼

럼들(칼럼들 0 내지 15)의 제1 그룹내의 첫번째 로우(로우 0)에 맵핑되고, 제2 단락(PARA 1; 107)은 칼럼들 0 내지 

15의 로우 1에 맵핑되며, 그 외 역시 그러하다. 칼럼들의 제1 그룹내의 마지막 로우가 이른 후 예컨대, 4096번째 단

락(PARA 4095; 108)이 로우 4095에 맵핑된 후, 상기 로우 어드레스는 로우 0로 루프백(Loop-back)되며, 칼럼 어

드레스는 칼럼들의 제2 그룹즉, 칼럼들 16 내지 31로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제어기는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복구 및 저장된 데이터의 완전성(integrit

y)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한다. 그러한 기구에서,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단락내의 각 워드상에서 비트-

방식(bit-wise) 배타적 논리 합(XOR)의 동작이 실행된다. 패리티 워드로서 알 려진 XOR 동작의 결과가 버퍼 메모리

에 저장된 단락에 부가되고 이어, 상기 대량 저장 장치에 전달된다.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 단락이 상기 대량 저장 장치

로부터 복구되는 경우, XOR 동작은 반복되어 그 결과는 저장된 패리티 워드와 비교된다. 만일, 그 결과가 동일하다면,

복구된 데이터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일 아니라면, 에러 비트 또는 비트들을 식별 및 정정하기 위한 에러 정정

루틴이 실행된다. 이러한 데이터 완전성 기구에 있어서의 한 문제점은 패리티 워드가 RAM 칩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차지함으로 인해, 대응하는 논리적 어드레스를 데이터 어드레싱에 용용할 수 없게 하며, 그에 따라 일련의 데이터 블

록들에 대해 비연속적인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이 발생된다. 비연속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은 컴퓨터의 클럭의 사이클들

의 수에 의해 측정되고, 컴퓨터의 CPU가 하나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로부터 다음의 비연속 논리적인 어드레스로 진전

하는데에 필요로하는 시간을 증가시켜, CPU의 동작을 저하시킴으로,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비연속 논

리적인 어드레스들은 버퍼 메모리 시스템의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매핑 과정을 복잡하게 한다. 상기 대역폭이라는 용

어는 주어진 시간내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상기 버퍼 메모리로부터 또는 버퍼 메모리에 전달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컴퓨터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도 1에 나타낸, 하나의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세로 중복 코드(longitudinal redundancy code; LRC)로서 알려진 기구

가 사용된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 완전성 기구로서의 비트-방식 XOR 동작이 단락에 대해 LRC-워드로서 알려진 패

리티 워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그 단락내의 각 워드상에서 이행된다. 그러나, 상기 앞서의 데이 터 완전성 기구와는 다

르게, LRC-워드는 단락에 부가되지 않고, 칼럼들의 마지막 그룹 즉, 패리티 정보를 위해 배타적으로 남겨 둔 칼럼 24

1 내지 256에 개별적으로 저장된다. 바람직하게는, 단락을 위한 LRC-워드는 제어기가 명령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

로하는 명령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해 동일 로우내에 저장된다. 명령 오버헤드의 감소는 유용한 태스크(tasks)들

을 위한 시스템의 유효 대역을 증가시킨다. LRC-워드의 동일 로우내로의 저장은 한 로우로부터의 다른 로우로 이동

시키는데에 필요한 전형적으로 약 7 클럭 사이크의 시간을 절약한다. 이러한 기구를 이행하기 위한 예시적인 과정을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칼럼 241에서부터 시작하면, LRC-워드에 대한 칼럼 어드레스는 동일 로우내에서 각 단

락에 대해 증가한다. 예컨대, 제1 단락(106)에 대한 LRC-워드는 로우 0, 칼럼 241에 저장되며, 제2 단락(107)에 대

한 LRC-워드는 로우 1, 칼럼 241에 그리고 4097번째 단락(109)에 대한 LRC-워드는 로우 0, 칼럼 242에 저장된다. 

따라서, LRC-워드들은 데이터 어드레싱에 대해 유효한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의 연속적인 블록을 떠나, 논리적인 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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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들의 범위의 최상위단으로 이동한다.

위의 접근 방식은 단일의 RAM 칩과 같은, 단일의 임시 저장 장치들을 갖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

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처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크기에서의 최근의 빠른 증가는 보다 큰 용량

의 대량 저장 장치들에 대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차례로 그들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보다 많은 버퍼 메모

리를 갖는 보다 빠른 버퍼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요청을 생성하게 되었다. 전형적으로, 버퍼 메모리를 늘리는 것은 R

AM 칩들의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버퍼 메모리에 보다 많은 RAM 칩들을 증가시킴으로써 성취된다. 불행하게도, 

이들 해결책들의 어떠한 것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상기 첫 번째 방안은 RAM 가격은 용량을 늘릴수록 극적

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우며, 높은 경쟁의 컴퓨터 메모리 시장에서 보다 값비싼 높은 용량의 RAM을 이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사하게, 두 번째 해결 방안 즉, 보다 많은 RAM 칩들을 부가하는 식의 방안에서의 문제점은 통상적인 버퍼 메모리 

시스템들에 사용되는 비교적 값싸고 단순한 제어기들은 단일 제어기에 의해 어드레싱될 수 있는 RAM 칩들의 수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RAM 칩의 증가에 대한 다른 문제는, 칼럼들의 마지막 그룹의 모든

로우들이 LRC-워드들을 위해 남겨두는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 완전성 기구를 사용하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들에 대해

, 보다 많은 RAM 칩들을 부가하는 것은 칩 경계를 교차시킬 때 비연속적인 논리적 어드레스들을 재도입시킨다는 것

이다. 칩 경계를 교차시킴으로써, 제1 RAM 칩상에서 데이터를 위해 이용가능한 마지막 물리적인 어드레스로부터 제

2 RAM 칩상의 첫 번째 이용가능한 물리적인 어드레스로의 전이를 의미한다. 제1 RAM(10)의 칼럼들 241 내지 256

내의 모든 로우들은 제2 RAM(15)으로의 이동할 때 LRC-워드들을 위해 보존되기 때문에, 제어기는 이러한 영역들의

물리적인 어드레서들에 대응하는 논리적인 주소들을 건너뛰어야 하며, 그 결과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에 대해 비연속

적인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보다 많은 버퍼 메모리를 갖으면서도 보다 빠른 버퍼 메모리 시스템 이 필요하다. 다수의 RAM 칩들과 같은 

다른 임의의 저장 장치들에 맵핑된 일련의 데이터 블록들에 대해 연속적인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제공하는 버퍼 메

모리 시스템이 또한 필요하다. 대량 저장 장치로부터 복구 및 저장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

하는 버퍼 메모리가 또한 필요하다. 버퍼 메모리 시스템의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데이터 완성 기구 및 어드레싱을 포

함하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이 또한 더욱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보다 값싸고 보다 작은 

용량의 RAM 칩들 및 현존하는 제어기들로써 실현할 수 있는 버퍼 메모리의 증가가 바람직한다.

본 발명은 이들 및 그 밖의 다른 문제점들에 해결책 및 종래 기술을 뛰어넘는 이점들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모리 시스템 및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메모리 시스

템은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칼럼 그룹 및 로우 어드레스를 갖는 로우들로 배열된 다수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상기 메

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은 데이터 블록들을 데이터 블록들용의 연속적인 논리 어드레스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

기 어레이들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블록은 어레이에 있는 칼럼 그룹의 로우에 저장된다. 로우 어

드레스는 증가되고, 상기 로우 어드레스가 로우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프로세스는 반복된다. 상기 로우 한계에 

도달한 후, 데이터 블록들이 어레이에서의 대응 칼럼 그룹의 모든 로우들에 저장될 때까지 다른 어레이들에 대해 상기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상기 칼럼 어드레스는 증가되고, 상기 로우 어드레스는 재설정되고, 칼럼 한계에 도달될 때까지

상기 프로세스는 반복된다. 상기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은 또한 상기 어레이들로부터 복구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각 데이터 블록용 패리티 워드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은 최종 칼럼 그룹에 있는 모든 로우를 패리티 워드용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용으로 발생된 상기 패

리티 워드용 어레이에 비축하여, 상기 패리티 워드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에 연관된 상기 논리 어드레스를 상기 논리

어드레스의 범위 상부 끝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수의 어레이들을 갖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을 구

비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어레이들은 로우 어드레스를 갖는 로우들 및 칼럼 어드레

스를 갖는 칼럼 그룹으로 분리된다. 상기 어레이들은 로우들 및 칼럼 그룹들로 분리된다. 칼럼 그룹의 각 로우는 물리

적인 어드레스를 구비한다. 상기 데이터는 소정 크기의 블록들로 분리된다. (i) 제1 데이터 블록이 제1 어레이의 칼럼 

그룹의 최종 로우에 저장되도록 하고, (ii) 상기 제1 데이터 블록의 논리 어드레스에 연속하는 논리 어드레스를 갖는 

제2 데이터 블록이 제2 어레이의 대응 칼럼 그룹의 제1 로우에 저장되도록 상기 로우들 및 칼럼 그룹들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논리 어드레스와 연관시킨다. 제3 데이터 블록은 상기 제2 어레이의 상기 대응 칼럼 그룹의 최종 로우에 

저장되고, 상기 제3 데이터 블록의 논리 어드레스에 연속하는 논리 어드레스를 갖는 제4 데이터 블록은 제1 어레이의

제2 칼럼 그룹의 제1 로우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의하면, 본 발명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수의 어레이를 구비한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 상기 어레이들 각각은 셀들로 분리되고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의 범위에 의해 식별되는 셀들로 분리된다. 제어기

는 논리 어드레스들을 상기 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시키고 상기 셀들에 액세스한다. 제어기는 여러 가지의 어레

이들에 있는 셀들용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연속적인 논리 어드레스들과 연관시킨다. 상기 제어기는 각각 이진수의 

일 비트를 나타내는 다수의 출력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수의 출력들에서의 논리 어드레스를 나타내

는 이진수를 제공하고 상기 논리 어드레스에 연관된 상기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셀에 액세스하여 상기 출력

들이 상기 다수의 어레이들에 연결된다. 상기 출력들은 상기 어레이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출

력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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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를 구비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특히 유용하다. 상기 데

이터 저장 장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자기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는 하기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두 개의 메모리 어레이들을 갖는 통상의 버퍼 메모리의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버퍼 메모리 시스템에 의해 대량 저장 장치에 결합된 컴퓨터의 블록도이다.

도 3은 어레이, 로우 디코더, 및 칼럼 디코더를 갖는 예시적인 SDRAM의 기능적인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버퍼 메모리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능적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두 개의 수직 스택 메모리 어레이들을 갖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버퍼 메

모리의 도면이다.

도 6은 연속적인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다중 어레이들에 맵핑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버퍼 메모리 시스템의 실시

예를 구동하는 방법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실시예

도 2에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에 의해 광학적, 자기 광학적 또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대량 저장 장치(1

15)에 결합된 호스트 컴퓨터(110)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는 상기 컴퓨터(110) 또

는 상기 대량 저장 장치(115)의 일부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은 상

기 대량 저장 장치(115)와 함께 공통의 하우징(130)내에 설치된다. 상기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은 상기 대량 저장 

장치(115)로부터의 또는 상기 대량 저장 장치(115)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버퍼 메모리(125), 및 

상기 버퍼 메모리(125)내에서의 논리적 어드레스들로부터 물리적인 어드레스들로의 변환 또는 맵핑을 위한 제어기(1

35)를 포함한다.

상기 버퍼 메모리(125)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들 또는 메모리 칩들(RAM chips)과 같은, 다수의 임시 데이터 저장 장

치들(140)을 포함한다. RAM 칩들은 로우들 및 칼럼들로 배치된 데이터 저장 메모리 셀들의 어레이를 갖는 집적 회로

메모리 칩들이다. 상기 메모리 셀들 각각은 로우 및 칼럼 번호를 포함하는 일정한 물리적인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이것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DRAM형 Ⅰ, DRAM 형 Ⅱ로서 또한 알려진 고속 페이지 모드(fast page 

mode) DRAM, SDRAM(synchronous DRAM), EDO DRAM(extended data out DRAM), 및 SRAM(static random a

ccess memory)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여러 형태의 RAM 칩들이 있다. DRAM 및 EDO DRAM의 

어떠한 형들보다도 고속이고, SRAM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들중 SDRAM이 바람직하다.

도 3을 참조하면, SDRAM(145)는 전형적으로 메모리 셀들(도시하지 않음)의 어레이(150), 칼럼 디코더(160), 로우 

디코더(165), 데이터 입력 버퍼(170), 및 감지 증폭기(175)을 포함한다. 판독 또는 기록 동작을 위해 신호를 칩 인에

이블(180)에 인가함으로써 상기 버퍼 메모리(125)내의 특정 SDRAM(145)이 선택된다. 몇몇 어드레스 라인들이 상기

로우 디코더(165)에 적용되고, RAS(185; row address strobe)와 래치되고 그 나머지 라인들이 상기 칼럼 디코더(1

60)에 적용되고 CAS(190; column address strobe)와 레치되어, 상기 제어기(135)로부터의 어드레스 버스(도시하지

않음)는 분리된다. 기록 인에이블 신호(195)는 상기 SDRAM(145)에 데이터가 기록되게 하며, 출력 인에이블(200)은

상기 SDRAM(145)로부터 데이터를 판독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이 불명료해지 않게 하기 위해, 도 3의 실시예

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본 상세한 설명에서는 설명 자 않았지만 당업계에 알려진 다

양한 다른 전압 신호들 및/또는 제어 신호들을 상기 SDRAM(145)는 또한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버퍼 메모리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능적인 블록도인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요

약할 수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어기(135)는 신호 버스들에 의해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210),

시스템 인터페이스(215), 및 상기 대량 저장 장치(105)와의 인터페이스 예컨대, 디스크 드라이브(도시하지 않음)와의

포매터(220; formatter)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과 연결된 MCU(205; memory control unit)로

이루어진다. 상기 포매터(220)는 당업계에 널리 알려진 그런한 까닭에 도 4의 실시예에 도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여기

서는 설명하지 않은 다양한 신호 라인들을 갖는 신호 버스(205)에 의해 상기 대량 저장 장치(105)와 연결된다.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215)는 상기 컴퓨터(10)내의 시스템 버스 및 상기 MCU(205) 사이의 통신을 위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215)로의 외부 신호 라인들은 다수의 데이터 라인들(도시하지 않음)을 갖는 양방향 데이터 

버스(235)를 포함한다. 상기 다수의 데이터 라인들의 정확한 수는 일반적으로 상기 시스템 버스(230)의 아키텍처에 

의존한다. 예컨대,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아키텍처를 갖는 시스템(230)과의 통신을 위해, 상기 

데이터 버스(235)는 전형적으로 16 비트들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동시키기 위해 16 입력/출력 데이터 라인들 D<15:0

>을 갖는다.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215)는 신호 버스(240)을 통해 상기 MCU(205)와 연결된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210)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어드레싱하기 위해 상기 컴퓨터(110)내의 CPU(24

5)에 의해 사용되는 논리적인 블록 어드레스(LBA)들을 상기 MCU(205)에 의한 사용을 위한 가상 또는 논리적인 어

드레스들로 변환시키는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은 양방향 다

중화 어드레스/데이터 버스(260)에 의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210)내의 논리적인 어드레스 레지스터(

255; 형영으로 나타낸)에 연속적으로 저장된다. 다중화라는 것은 상기 버스(260)내의 라인들 모든 또는 일부가 교번 

시간 주기들내에 데이터 및 어드레스들을 전송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210)는

다른 양방향 다중화 어드레스/데이터 버스(265)에 의해 상기 CPU(245)와 연결된다. 칩-선택 신호와 함께, 신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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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상의 판독-데이터 신호는 데이터를 상기 MCU(205)를 통해 상기 대량 저장 장치(115)에서 상기 컴퓨터(110)로

이동시킨다. 칩-선택 신호와 함께, 신호 라인(285)상의 기록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를 상기 MCU(205)로 이동 및 상

기 버퍼 메모리(125)에 연속적으로 맵핑시킨다.

상기 MCU(205)는 명령 레지스터(도시하지 않음)를 갖는 일차 캐시(primary cache; 도시하지 않음) 및 그 곳에 내재

된 누산기(도시하지 않음)를 갖는 국부 프로세서(290)을 포함한다. 상기 MCU(205)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

이스(210) 및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215)를 통해 상기 컴퓨터(110)으로부터,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포함하여, 명령

어들 및 데이터 블록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들을 상기 명령 레지스터 및 어드레스 누산기내에 저장한다. 상기 MCU

(205)는 상기 데이터를 소 정 크기의 블록들 또는 단락들로 분할하며,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상기 버퍼 메모리(1

25)내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해 맵핑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이들 단락들은 상기 버퍼 메모리의 아키텍

처에 의존하여 단일 비트에서 수천 바이트까지의 어떤 수의 데이터 비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각각 16 칼럼들

의 16 그룹들로 그룹화한 4096 로우들 및 256 칼럼들의 어레이를 갖는 16 메가비트 SDRAM에 대해서, 상기 데이터

는 각각 16 비트들의 16 워드들의 단락드로 분리된다. 한 단락은 칼럼 그룹의 각 로우내에 저장된다. 선택적으로, 상

기 MCU(205)는 상기 대량 저장 장치(115)로부터 기록 및 복구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그곳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예컨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MCU(205)는 단

락을 위한 패리티 워드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단락내의 각 워드상에서 비트-방식 배타적 논리합 동작을 이행한다. 특

히, 단일 SDRAM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연속적인 어드레싱을 제공하기 위해, 단락을 위한 패리티 워드는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칼럼들의 마지막 그룹 즉, 칼럼들 241 내지 256내의 모든 로우들을 포함하는 LRC-영역(300)의 동일

한 로우내에 저장된 LRC-워드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MCU(205)는 다양한 신호 라인들을 통해 상기 버퍼 메모리(125)내의 제1 및 제2 SDRAM들(3

05 및 310)과 결합된다. 이들 신호 라인들은 다중화된 양방향 어드레스/데이터 버스(315), 칩 선택 라인(320), 및 위

에서 설명한 RAS(185) 및 CAS(190)을 포함한다. 상기 어드레스/데이터 버스(315)는 각각이 하나 이상의 라인들의 3

그룹들로 분할되며, 각각의 그룹은 상기 MCU(205)상의 어 드레스 출력들의 3세트들중의 하나와 연결된다. 각 세트

의 어드레스 출력들은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어드레스 출력들을 갖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신호 라인들의 제1 

그룹(325)는 어드레스 출력들의 제1 세트(330)를 제2 SDRAM(310)의 칩 인에이블(180) 및 만일 있다면, 아래의 다

음 SDRAM(도시하지 않음)에 결합시킨다. 도 4에 도시된 본 실시예에서, 하나의 출력(330)은 하나의 신호 라인들(32

5)에 의해 상기 제2 SDRAM(310)과 결합된다. 신호 라인들(335)의 제2 그룹은 X어드레스 출력들의 제2 세트(340)

를 병렬로 상기 SDRAM들(305, 310)의 칼럼 디코더들(160)에 결합시킨다. 여기서, X는 상기 SDRAM들내의 칼럼들

의 그룹수와 동일한 이진수에서의 디지트(digits)들의 수를 나타내는 정수이다. Y신호 라인들(345)의 제3 그룹은 Y어

드레스 출력들의 제3 세트를 병렬로 상기 로우 디코더(165)에 결합시킨다. 여기서, Y는 상기 SDRAM들(305, 310)내

의 로우들의 수와 동일한 이진수에서의 디지트들의 수를 나타내는 정수이다. 따라서, 상기 어드레스/데이터 버스(315

)내의 총 어드레스 출력들 및 신호 라인들의 특정 수 N은 상기 버퍼 메모리(125)내의 SDRAM(305, 310)의 수와 그 

용량에 의존한다.

예컨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개의 16 메가비트 SDRAM들을 갖는 버퍼 메모리(125)에 대해, 상기 어드레스/

데이터 버스(315)내의 신호 라인들의 수는 21이다. 이들 신호 라인들(345)중 12개는 4096 로우들중 하나를 선택하

기 위한 12-디지트 이진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X신호 라인들(335)의 제2 그룹내의 신호 라인들중 4개는

칼럼들의 그룹내에서 16 그룹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며, 다른 4개의 신호 라인들은 칼럼들의 그룹내의 16

워드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머지 신호 라인(325)은 어드레스 출력(330)을 상기 제2 SDRAM(310)의

칩 인에이블(180)에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어드레스 출력(330)은 상기 MCU(205)로부터의 어드레스 출

력들중의 어느 하나일 수 있으며, 다중화 또는 양방향일 필요는 없다. 또한, 상기 어드레스 출력(330)은 도 4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신호 라인(325)를 통한 제2 SDRAM(310)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도시하지

않음)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MCU(205)는 버퍼 메모리(125)내의 다른 SDRAM들에 맵핑된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들에 연

속적인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제공하는 상기 물리적인 어드레스들로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변환할 때, 특별한

맵핑 기구를 이용한다. 도 5는 두 개의 스택 메모리 어레이들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버퍼 메모리(125)의 바람직한 실

시예의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6 메가비트 제1 및 제2 SDRAM들(305, 310)을 갖는 

버퍼 메모리(125)에 대해, 각각 16비트의 16 워드들로 구성되는 제1 단락(355; PARA 0)은 제1 SDRAM(305)상의 

로우 0 및 칼럼 0내지 15에 저장된다. 상기 로우 어드레스는 증가하고 제2 단락(360; PARA 1)은 동일한 SDRAM의 

로우 1 및 칼럼들 0 내지 15에 저장되며, 나머지 또한 그러하다. 상기 로우의 한계 즉, 로우 4095에 도달한 후, 4096

번째 단락(365; PARA 4096)은 제1 SDRAM(305)의 로우 4095 칼럼들 0 내지 15에 저장된다. 상기 로우 어드레스는

증가되며, 다음 단락(370; PARA 4097)은 제2 SDRAM(310)의 로우 0 카럼들 0 내지 15에 저장된다. 마지막 SDRA

M의 마지막 로우 예컨대, 제2 SDRAM(310)의 로우 4095에 도달될 때까지 이러한 동작은 계속된다. 이어, 상기 칼 럼

어드레스는 다음 칼럼들의 그룹 즉, 칼럼들 16 내지 31까지 증가하며, 상기 로우 어드레스는 제1 SDRAM(305)의 제

1 로우(로우 0)로 루프-백하여, 이전과 같이 계속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LRC-영역(300)은 데이터 어드레싱을 위해 

이용가능한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의 많은 비간섭 블록들을 남긴채로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의 범위 최상 또는 끝까지 

효과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상기 맵핑 기구를 이행하기 위한 예시적인 과정의 단계들을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첫번째 단계(360)에서, 상기 

어레이들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우들 및 칼럼들의 그룹들로 분할된다. 어드레싱하는 단계(365)에서, 칼럼들

의 그룹의 각 로우에는 로우 어드레스 및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어드레스가 할당된다. 이어, 단계(

370)에서, 상기 데이터는 소정 크기의 블록들로 분할된다. 상기 블록들 각각은 단일 칼럼의 단일 로우에 저장될 수 있



등록특허  10-0385370

- 6 -

다. 단계(375)에서, 데이터 블록은 어레이내의 칼럼들의 그룹의 로우내에 저장된다. 다음의 판단 단계(380)에서, 로우

한계에 도달 즉, 마지막 어드레스된 로우가 상기 어레이의 마지막 로우에 대응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상기 로우 한

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상기 로우 어드레스는 단계(385)에서 증분되고, 상기 단계들(375 및 380)은 반복된다. 만일

, 상기 로우 한계에 도달했다면, 단계(390)에서 어레이 한계에 도달 즉, 데이터가 모든 어레이들내의 대응하는 칼럼들

의 그룹들의 모든 로우들내에 저장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상기 어레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단계(395)에

서 상기 과정은 다음 어레이로 진행되며, 상기 단계들(375 내지 390)은 반복된다. 만일, 상기 어레이 한계에 도달했다

면, 단계(400)에서 칼럼 한계에 도달 즉, 데이터 가 모든 어레이들내의 칼럼들의 모든 그룹들내에 저장되었는지를 판

단한다. 만일, 상기 칼럼 한계에 다달하지 않았다면, 단계(405)에서 상기 과정은 다음의 칼럼들의 그룹으로 진행하며,

단계들(375 내지 400)은 반복된다. 만일, 상기 칼럼 한계에 도달했다면, 상기 과정은 종료된다.

위의 맵핑 기구는 하드웨어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또는 하이브리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포함

하여 몇몇 선택적인 방법들로 구현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

들을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에 직접적으로 맵핑하기 위해 채택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갖으며, 그에 따라 상기 버퍼 메

모리 시스템(120)의 속도 및 능률은 개선된다. 특히, 상기 MCU(205)의 상기 어드레스 출력들(330, 340, 350)은 상

기 어드레스 출력들상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이진수를 제공하여 적절한 대응하는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선

택하는 방식으로 상기 버퍼 메모리(125)와 결합된다. 예컨대, 이진 제로들 또는 논리 로우들을 상기 어드레스 출력들

에 제공함으로써, 0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데이터는 PARA 0의 첫 번째 워드에 밉핑되며, 65,536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데이터는 65,536의 이진 등가 즉, "1111111111111111"을 어드레스 출력들에 제공함으로써 PARA

4095의 마지막 워드에 맵핑된다.

위의 직접적인 맵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16메가비트 SDRAM들을 갖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에 필요한 연결

들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16메가비트 SDRAM은 4096 로우들 및 각각이 16 칼럼들의 16 그룹들로 그룹화된 256 칼

럼들의 어레이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두 개의 16메가비트 SDRAM들을 갖는 버퍼 메모 리 시스템(120)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 A20부터 A0까지(이하, A<20:0>라 함) 번호가 매겨진 21의 어드레스 출력들을 갖는 MCU(205)

를 요구한다. 어드레스 출력들 A<3:0>은 칼럼들의 그룹내의 16 워드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칼럼 디코더들(160)

의 4개의 최하위 비트들(LSB) C<3:0>에 병렬로 결합된다. 어드레스 출력들 A<15:4>은 SDRAM내의 4096 로우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SDRAM들(305, 310)의 상기 로우 디코더들(162)의 R<11:0>에 결합된다. 상기 어드레

스 출력들의 다음의 최상위 비트(MSB) A16은 제2 SDRAM(310)을 선택하기 위해 상기 제2 SDRAM(310)의 칩 인에

이블(180)에 결합된다. 어드레스 출력들 A<22:19>은 칼럼들의 16 그룹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SDRAM들(

305, 310)의 칼럼 디코더들(160)의 4개의 MSB들 C<7:4>에 결합된다.

위의 예시적인 아키텍처가 본 발명의 맵핑 기구를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도 5를 참조하여 기록 동작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제1 SDRAM(240)의 로우 0 칼럼 0를 선택하기 위해 이진 제로들 또는 논리 로우들을 모든 어드

레스 출력들 A<20:0>에 제공함으로써, 0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첫 번째 단락(PARA 0)의 첫 번째 워드는 버퍼

메모리(125)에 맵핑된다. 이어, RAS(185) 및 CAS(190), 및 상기 다중화된 어드레스 출력들을 통해 상기 제1 SDRA

M(305)에 기록된 16 비트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상기 로우 및 칼럼 어드레스들은 래치된다. 칼럼 1을 선택하기 위

해 어드레스 출력들 A<3:0>에 1의 이진 등가 즉, 0001을 제공함으로써, 1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다음 워드은 

버퍼 메모리(125)에 맵핑된다. 칼럼 15를 선택하기 위해 15의 이진 등가 즉, 1111을 어드레스 출력들 A<3:0>에 제

공함으로써 15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PARA 0의 마지막 워드가 버퍼 메모리(125)에 맵핑될 때까지, 이러한 과

정은 계속된다. 1에 의한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의 증분은 10000을 어드레스 출력들 A<4:0>에 제공하게 되어 제2 

단락(PARA 1)의 첫 번째 워드가 선택된다. 어드레스 출력들 A<15:0>상에 이진수 "1111111111111111"를 제공함

으로써, 65,536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마지막 단락(PARA 4095)내의 마지막 워드가 상기 제1 SDRAM(305)

상의 칼럼 15, 로우 4095에 기록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은 계속된다. 그 다음의 연속된 논리적인 어드레스 65,537은 

상기 제2 SRAM(310)상의 첫 번째 단락(PARA 4096)의 첫 번째 워드를 선택하기 위해 모두 제로인 값을 어드레스 

출력들 A<15:0>에 그리고 어드레스 출력 A16에 1을 제공한다. 이어, 이진수 "11111111111111111"를 어드레스 출

력들 A<16:0>상에 제공하여 논리적인 어드레스 131, 071을 갖는 마지막 단락(PARA 8091)내의 마지막 워드가 기록

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은 앞에서와 같이 계속된다. 1에 의한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의 증분, 131,072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는 모두 제로인 값을 어드레스 출력들 A<16:0>에 그리고, 상기 제1 SDRAM(305)상의 칼럼들 16 내지 31내

의 상기 첫 번째 단락(PARA 8092)의 첫 번째 워드로 상기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루프-백시키는 어드레스 출력 A17

상에 1을 제공한다.

선택적으로, LRC-워드들을 상기 SDRAM들(305, 310)의 상기 LRC 영역(300)내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에 맵핑시키

기 위해 상기 MCU(205)로의 개별적인 연결들을 갖는 부가적인 회로(도시하지 않음)를 상기 제어기(135)는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마지막 칼럼들의 그룹을 선택하기 위해 적절한 신호를 상기 칼럼 디코더(160)의 4 개의 MSB들에 인가

하고, 상기 MCU(205)보부터의 적절한 어드레스 출력들을 상기 로우 디코더(165) 및 상기 칩 인에이블(180)과 결합

시켜 상기 SDRAM들중 한 SDRAM상의 로우를 선택하며, 그리고 칼럼을 선택하기 위해 상기 칼럼 디코더의 4개의 L

SB들에 다음의 4개의 최상위 출력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이것은 성취된다. 예컨대, 한쌍의 16메가비트 SDRAM들(30

5, 310)을 갖는 버퍼 메모리(125)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회로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먼저, 상기 S

DRAM들(305, 310)내의 마지막 칼럼들의 그룹 즉, 칼럼들 241 내지 256을 선택하기 위해 16의 이진 등가가 칼럼 디

코더들(160)의 4개의 MSB들 C<7:4>에 적용된다. 다음으로, 어드레스 출력들 A<15:4>은 상기 로우 디코더(165)에 

결합되며, 어드레스 출력 A16은 LCR-워드를 발생시킨 단락의 로우와 동일한 로우에서 선택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제2 SDRAM 310의 상기 칩 인에이블(180)에 결합된다. 최종적으로, 칼럼들의 그룹을 선택하기 위해

위에서 이용했었던, 어드레스 출력들 A<20:17>은 상기 LRC-워드를 저장해야할 마지막 칼럼들의 그룹내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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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선택하기위해 칼럼 디코더들(160)의 4개의 LSB들 C<3:0>와 결합된다. 선택적으로, 이러한 패러티 맵핑은 상

기 MCU(205)의 어드레스 출력들을 내부적으로 변환시키는 소프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즉, 어드레

스 출력들의 출력 A<3:0> 및 A<20:17>은 스위치되며, 이어 1111이 A<20:17>상에 출력된다.

본 상세한 설명의 조명하에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것이겠지만, 위의 기구는 다른 크기의 SDRAM들을 갖는 버퍼 메모

리 시스템들(120)에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64메가비트 SDRAM은 8192 로우들 및 각각이 16칼럼들의 16그룹들로

그룹화된 256 칼럼들의 어레이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두 개의 64메가비트 SDRAM들을 갖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은 다음과 같이 결합되어, 23 어드레스 출력들 A<22:0>을 갖는 MCU(205)를 요구한다. 어드레스 출력들

A<3:0>은 16 칼럼들의 그룹들중 하나을 선택하기 위해 칼럼 디코더들(160)의 4개의 LSB들 C<3:0>와 결합된다. 어

드레스 출력들 A<22:19>은 16 그룹들의 그룹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칼럼 디코더들(160)의 4개의 MSB들 C<7:

4>와 결합된다. 어드레스 출력들 A<17:4>은 16384 로우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로우 디코더들(165) R<13:0>에 

결합된다. 상기 로우 어드레스가 8091보다 큰 경우, 제2 SDRAM(310)을 인에이블시키기 위해 어드레스 출력 A18은

상기 제2 SDRAM(310)의 칩 인에이블(180)에 결합된다. 유사하게, 두 개의 4메가비트 SDRAM들을 갖는 버퍼 메모

리 시스템(120)은 19개의 어드레스 출력들 A<18:0>을 갖는 MCU(205)를 요구한다. 어드레스 출력들 A<18:15> 및 

A<3:0>는 그룹내의 칼럼들의 그룹 및 워드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칼럼 디코더(160)에 각각 결합되며, 어드레스 출력

들 A<13:4>는 1024로우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로우 디코더들(165)에 결합된다. 어드레스 출력 A14는 로

우 어드레스가 1023보다 큰 경우 상기 제2 SDRAM(310)을 인에이블시키기 위해 제2 SDRAM(310)의 칩 인에이블(

180)에 결합된다.

도시하지 않은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은 부가적인 SDRAM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으며, 단지 MCU(205)로부터의 활용가능한 어드레스 출력들, 및 RAS(185), CAS(190) 및 어드레스/데이터 버스(3

15)에 병렬로 결합된 다중의 SDRAM들에 의해 부가된 적재(loading)를 유지시키는 상기 MCU의 출 력 드라이버들의

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이러한 확장된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을 위한 상기 맵핑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및 어떤 다른 비일반적인 어드레스 출력을 이용하여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구조 및 방법은 다수의 R

AM 칩들을 포함하여, 어떤 수의 메모리 장치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버퍼 메모리 방법 및 시스템은 통상의 디자인들을 뛰어넘는 몇몇 이점들을 갖는다. 본 버퍼 메모리 방법 및 시스템

의 이점들중 하나는 단일 SDRAM내에 그리고 다른 SDRAM들내에 저장된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들에 대한 인접하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들로 인해, 데이터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보다 큰 용량의 버퍼 메모리(125) 및 데이터 완

전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기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속된 데이터 블록들사이의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뛰어넘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본 발명은 상기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의 대역을 증가시키고 CPU(245)의 

동작을 단순화하여, 명령 오버헤드를 또한 감소시킨다.

검토하는 방식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관점들을 지금부터 설명한다. 본 발명은 메모리 시스템(120) 및 이들의 문

제점들을 해결하는 그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메모리 시스템(120)은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칼럼들의 그룹내에 배치된 몇몇 어레이들(150), 및 로우 어드레스를 갖는 로우들을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120)을 동

작시키는 방법은 데이터 블록들에 인접하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기 어레이들(150)내에 데이

터 블록들을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데이터 블록은 어레이(150)내의 칼럼들의 그룹의 로우에 저장된다. 다음으로, 

상기 로우 어드레스는 증분되며, 로우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과정은 반복된다. 상기 로우 한계에 도달된 이후, 상

기 어레이(150)내의 대응하는 그룹의 모든 로우들내에 데이터 블록들이 저장될 때까지 상기 과정은 다른 어레이(150

)가지고 반복된다. 상기 칼럼 어드레스는 증분되며 상기 로우 어드레스는 리세된다. 그리고, 칼럼 한계에 도달할 때까

지 상기 과정은 반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시스템(120)을 동작시는 방법은 상기 어레이들로부터 복원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점점하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 블록에 대한 패러티 워드의 발생을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과정은

상기 어레이(150)내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들을 위해 발생된 패러티 워드들에 대한 어레이내의 마지막 칼럼들의 그룹

내의 모든 로우들의 보존을 포함하며, 그에 따라, 상기 패러티 워드들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이 논리적인 어드레스들 범위의 최상위의 끝으로 이동된다. 패리티 워드를 발생시키는 단계는 세로 중복 

코드 워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각 데이터 블록상에서 비트-방식 배타적 EXCLUSIVE-OR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몇몇 어레이들(150)을 포함하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120)을 갖는

디스크 드라이브(도시하지 않음)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어레이들(150)은 로우들 및 칼럼들의 그룹

들로 나눠지며, 칼럼들의 그룹의 각 로우는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다. 상기 데이터는 소정크기의 블록들로 분할되

며, 상기 칼럼들의 블록들 및 로우들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은 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되며, 그 결과 (ⅰ) 첫 번

째 데이터 블록은 첫 번째 어레이(150)내의 칼럼들의 그룹의 마지막 로우에 저장되고, (ⅱ) 상기 첫 번째 데이터 블록

의 논리적인 어드레스에 인접하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두 번째 데이터 블록은 두 번째 어레이(150)내의 대응하

는 칼럼들의 그룹의 첫 번째 로우에 저장된다. 선택적으로, 3번째 데이터 블록은 상기 두 번째 어레이(150)내의 대응

하는 칼럼들의 그룹의 마지막 로우에 저장되고, 상기 3번째 데이터 블록의 논리적인 어드레스에 인접하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4번째 데이터 블록이 상기 첫 번째 어레이(150)의 두 번째 칼럼들의 블록의 첫 번째 로우에 저장된

다.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몇몇 어레이들(150)을 갖는 메모리 시스템(120)과 연관된다. 상

기 어레이들 각각은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의 범위에 의해 식별되는 셀들(도시하지 않음)으로 분할된다. 제어기(135)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시키고, 상기 셀들을 액세스한다. 상기 제어기(135)는 다른 어레

이들내의 셀들을 위한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인접하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시키기 위해 변형된다. 바람직하

게는, 상기 제어기(135)는 그 각각이 이진수의 일 비트를 나타내는 몇몇 출력들(330, 340, 및 350)을 포함한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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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어레이들(150)은 몇몇 랜덤 액세스 메모리들(145)를 포함하며, 상기 출력들(330, 340 및 35)은 

상기 어레이들(150)에 결합되며, 그에 따라 상기 출력들상에 논리적인 어드드레스를 나타내는 이진 수를 제공하여 대

응하는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는 셀을 액세스하게 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어레이들(150)은 로우들 및 칼럼들의 

그룹들을 갖으며, 상기 출력들(330, 340, 및 350)은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들을 선택하기 위한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들(145)중의 한 메모리상의 칩 인에이블(180)에 결합된 적어도 한 출력의 제1 세트(330)을 포함하는 출력들의

세트들로 분할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출력들은 칼럼들의 그룹을 선택하기 위한 X 출력들(340)의 제2 세트 및 로우

를 선택하기 위한 Y 출력들(350)의 제3 세트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제1 세트의 출력들(330)은 출력들

의 제3 세트의 출력들(350)에 의해 표현된 아웃렛(outlet) 다음의 이진수의 다음 최상위 비트를 표현하는 아웃렛을 

포함한다. 상기 제어기(135)는 상기 어레이(150)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검하기 위해 그곳에 저장된 컴퓨

터 프로그램 제품(도시하지 않음)을 갖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데이터 저장 장치(115) 및 상기 데이터 저장 장치를 위해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

는 몇몇 어레이들(150)을 갖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130)에 연관된다. 상기 어레이들(150) 각각은 물리적인 어드레스

들의 범위에 의해 식별되는 셀들로 분할된다. 제어기(135)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상기 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

관시켜 상기 셀들을 액세스한다. 상기 제어기(135)는 다른 어레이들내의 셀들을 위해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인접하

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시키기 위해 변형된다. 상기 데이터 저장 장치(115)는 자기 디스크 장치(도시하지 않

음), 광 디스크 장치(도시하지 않음), 또는 자기-광학 디스크 디장치(도시하지 않음)일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의 범위에 의해 식별되는 셀들로 분할된 몇몇 어레이들(150) 및 논리

적인 어드레스들을 상기 셀들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시키기 위한 수단을 갖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130)과 연

관된다. 여기서, 상기 수단은 다른 어레이들내의 셀들을 위한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인접한 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시키기 위해 개조된다. 선택적으로,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시키는 수단은 상기

셀들을 액세스하기 위해 또한 개조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물리적인 어드레스들과 연관시

키는 수단은 제어기(135)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기(135)는 그 각각이 이진수의 한 비트를 표현하

는 몇몇 출력들(330, 340 및 350)을 포함하며, 상기 출력들은 상기 어레이들(150)과 결합되어, 그에 따라 상기 출력

들상에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이진수를 제공하여 상기 논리적인 어드레스와 연관된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갖

는 셀을 액세스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의 다양한 특징들 및 이점들을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의 구조 및 기능의 상세한 설명

과 함께 제시하였지만, 본 공개는 단지 설명적이며, 세부적으로, 특히 본 발명의 원리들내의 부분들의 구조 및 배치 문

제에 있어 동봉된 청구항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의 넓고 일반적인 의미에 의해 지적되는 최대 넓이까지 변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여기서 설명한 바람직한 실시예은 대량 저장 장치를 위한 버퍼 메모리 시스

템에 연관되지만, 본 발명의 지적들이 본 발명의 범위 및 정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없이 컴퓨터를 프린터, 모뎀, 네트

워크 아답터 또는 비디오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른 주변 장치들과 결합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업자라면

인정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이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들 사이에 인접하는 논리 어드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수

의 데이터 저장 장치내에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데이터 저장 장치의 각각은 로우 어드레스를

갖는 로우들 및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칼럼 그룹으로 배열된 어레이를 가지는 데이터 블록 저장 방법에 있어서,

(a) 데이터 블록을 데이터 저장 장치내에 위치된 어레이의 칼럼 그룹의 로우에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로우 어드레스를 증가시키고, 특정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로우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a)를 반

복하는 단계;

(c) 다음 어레이를 가지는 다음 데이터 저장 장치로 전진하여 데이터 블록이 상기 단계 (a)의 칼럼 그룹에 대응하는 

칼럼 그룹의 모든 로우들에 저장될 때 까지 상기 다음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해 상기 단계 (a) 및 (b)를 반복하는 단계;

(d)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응하는 어레이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a) 내지 (c)를 반복하는 단계;

(e) 상기 칼럼 어드레스를 증가시키고 상기 로우 어드레스를 재설정하는 단계; 및

(f) 칼럼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a) 내지 (e)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각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를 갖는 복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버퍼 메모리 시스템을 구비한 디

스크 드라이브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어레이를 로우들 및 칼럼 그룹들로 분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로우들의 각각은 로우 어드레스 및 칼

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물리적 어드레스를 가지며;

(b) 데이터를 소정 크기의 블록들로 분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각각의 데이터 블록은 칼럼 그룹의 로우에 저

장되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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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데이터 블록을 데이터 저장 장치내에 위치된 어레이의 칼럼 그룹의 로우에 저장하고, (ii) 로우 어드레스를 증

가시키고 특정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로우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i)를 반복하며, (iii) 다음 어레이를 가

지는 다음 데이터 저장 장치로 전진하여 데이터 블록이 상기 단계(i)의 칼럼 그룹에 대응하는 칼럼 그룹의 모든 로우

들에 저장될 때 까지 상기 다음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하여 상기 단계 (i) 및 (ii)를 반복하며, (iv) 복수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상응하는 어레이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i) 내지 (iii)를 반복하며, (v) 칼럼 어드레스를 증가시키고 

로우 어드레스를 제설정하며, 및 (vi) 칼럼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i) 내지 (v)를 반복함으로써, 로우들 및 

칼럼 그룹의 물리적 어드레스들을 논리 어드레스와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인접한 논리 어드레스들은 상이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연속하는 데이터 블록들 사이에 제공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각 데이터 블록를 위한 패리티 워드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어레이의 최종 칼럼 그룹의 모든 로우들을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에 대해 발생된 패리티 워

드를 위해 비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패리티 워드들은 논리 어드레스의 범위 상단에서 논리 어드레스들과 

결합된 물리적인 어드레스들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a) 각각 데이터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를 가지는 복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데, 상기 각각의 어레이

는 셀을 식별하기 위하여 물리적 어드레스의 범위를 가지는 셀을 형성하도록 로우들과 칼럼 그룹으로 분할되고, 상기

물리적 어드레스의 각각은 로우 어드레스 및 칼럼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및

(b) 셀을 액세스하며, 상이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된 연속하는 데이터 블록들 사이에 인접한 논리 어드레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논리 어드레스와 물리적 어드레스를 연관시키도록 구성된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또한,

(i) 데이터 저장 장치내에 위치된 어레이의 칼럼 그룹의 로우에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고,

(ii) 로우 어드레스를 증가시키고 특정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로우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i)를 반복하고

,

(iii) 다음 어레이를 가지는 다음 데이터 저장 장치로 전진하여 데이터 블록이 상기 단계 (i)의 칼럼 그룹에 대응하는 

칼럼 그룹의 모든 로우들에 저장될 때 까지 상기 다음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하여 상기 단계 (i) 및 (ii)를 반복하며,

(iv) 복수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응하는 어레이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i) 내지 (iii)를 반복하며,

(v) 칼럼 어드레스를 증가시키고 로우 어드레스를 재설정하며, 및

(vi) 칼럼 한계가 도달할 때 까지 상기 단계 (i) 내지 (v)를 반복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각각 이진수의 일 비트를 나타내는 다수의 출력들을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출력들

에서의 논리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이진수를 제공하고 상기 논리 어드레스에 연관된 상기 물리적 어드레스를 갖는 상

기 셀에 액세스하여 상기 출력들이 상기 다수의 어레이들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어레이들은 다수의 램들을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출력들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램들

중의 하나에서 칩 인에이블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여러 가지의 어레이들에 저장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을 갖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

템.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대량 저장 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대량 저장 장치는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들,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들, 및 자기 광학 디스크 드

라이브들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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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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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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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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