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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휘발성 메모리와 호스트간에 버퍼링 동작을 수행하는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이를 이용한

멀티-칩패키지 반도체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

요약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해 마스터로 동작하는 휘발성 메모리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 코아와, 서브 메

모리 코아를 구비한다. 또한, 외부 시스템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1 포트와, 외부 플래시 메모리와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한 제2 포트와, 상기 제1 포트를 통하여 마스터 모드에서 메인 메모리 코아와 외부 시스템을 인터페이싱하고, 슬레이

브 모드에서 서브 메모리 코아와 외부 시스템을 인터페이싱하는 메인 인터페이스부와, 제2 포트를 통하여 슬레이브 모드

에서 서브 메모리 코아와 외부 불휘발성 메모리를 인터페이싱하는 서브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저속 동작의 불

휘발성 메모리에 대해 고속 동작의 휘발성 메모리가 마스터로 동작하므로 시스템의 메모리 콘트롤를 간략화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마스터 휘발성 메모리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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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제어부의 상세 블록도.

도 3 및 도 4는 도 1의 동작 타이밍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데이터 처리 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에의 구성도.

도 6은 도 5의 멀티 칩 반도체 장치의 메모리 링크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내부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스터 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슬래이브로 동작하는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해 마스터로 동작

하는 듀얼 포트 동기형 디램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카메라 폰이 장착된 휴대폰 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 등이 상품되면서 휴대폰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의 대용량화가 요구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코드를 저장하기 위하여 고속동작 및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노아형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아형 플래시 메모리는 고속 랜덤 억세스가 가능하나 용량 대비 코스트가 비싸

대용량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노아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저속이나 용량 대비 코스트가 낮아 영상 데이터 저장용으로 디지

털 카메라 분야 등에서 그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시스템에서는 중앙처리부에서 카메라로부터 픽업된 영상 데이터를 디램에 저장한 후 압축 등의 디지털

영상 처리하여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중앙처리부는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며,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DMA(Direct Memory Access) 블록을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은 저속동작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속도에 의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된다. 또한, 중앙처리

부와 디램과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각각의 하드웨어 적인 연결이 요구되므로 시스템의 원칩화시 패키지 사이즈가 증가되

므로, 휴대폰 시스템의 소형 경량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일본 도시바사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처럼 구동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소개하였다. 도시바 기술은 SRAM을 버퍼로 사용하여 시스템과 플래시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버퍼링함으로써 시

스템과 SRAM 사이를 SRAM의 인터페이스 속도로 플래시를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공개특허 2002-95109호에서 일본 히다찌사에서는 디램,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제어회로를 원칩으로 모듈화

한 기술을 개시하였다. 이 기술의 모듈의 제어회로는 외부 데이터를 일단 디램에 저장한 다음에 외부명령에 응답하여 디램

에 저장된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플래시에 기입된 데이터를 독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플래시의 데이터를 디램에 전송한 다음에 디램에 전송된 데이터를 외부로 독출한다. 따라서, 모듈은 외부 시스템과

SDRAM 인터페이스에 의해 동작한다.

이들 종래 기술들은 모두 플래시 메모리와 버퍼 메모리 사이에 인터페이스 제어회로를 매개로 하여 시스템과 버퍼 메모리,

버퍼 메모리와 플래시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스트 시스템에서 메모리 콘트롤을 간략화 하기 위하

여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저속 동작의 불휘발성 메모리를 슬래이브로 제어하는 마스터 듀얼 포트 동기형 디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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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속 동작의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여 저속 메모리를 호스트 시스템에 링크시키는 저속 메모리 링크형 고속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저속 메모리 링크형 고속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 링크형 고속 메모리 장치를 하나의 패키지에 실장시킨 멀티칩

반도체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외부 호스트 시스템 및 상기 멀티 포트 휘발성 메

모리 장치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1 포트;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요청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요청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 상기 제1 포트와

결합되어, 마스터 모드에서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와 상기 제1 포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슬레이브 모드에서 상

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와 상기 제1 포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인 인터페이스 회로; 외부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2 포트; 및 상기 제2 포트와 결합되어, 상기 슬레이브 모드에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와

상기 제2 포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브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고속동작의 DRAM 이고, 저속동작의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NAND 형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기서,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는 SRAM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메인 인터페이스부는 외부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명령을 디코딩하여 내부 명령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명령디코더와, 외부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어드레스신호를 입력하여 내부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는 어드레스 버

퍼와, 상기 마스터 모드에서 상기 외부 호스트 시스템과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상기 슬

레이브 모드에서 상기 외부 호스트 시스템과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들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입출력버퍼

와, 외부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마스터/슬래이브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어드레스버퍼 및 데이터 입출력버퍼를

통하여 제공된 제어 데이터에 의해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 및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를 제어하여 마스터 및 슬래

이브 동작모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서브 인터페이스 회로는 제어부로부터 제공된 제어 데이터에 응답하여 제2 포트에 연결된 외부 플래시 메모

리와 서브 메모리 코아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메인 인터페이스 회로는 명령디코더로부터 제공된 명령제어신호에 응답하여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

및 휘발성 서브 인터페이스부의 전원을 관리하는 전원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호스트 시스템과 외부 액세스를 하는 제1 포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와 외부 액세스를 하는 제2 포트; 및 외부 액세스를 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 포트에 결합된 휘발성 메

모리 코어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저속 메모리 링크형 고속 메모리 장치는 메인 메모리 코아, 버퍼 메모리 코아, 제1

데이터 입출력부, 제2 데이터 입출력부,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 제2 어드레스 레지스터 및 제어부를 포함한다. 제1 데이

터 입출력부는 호스트와 연결된 제1 데이터 입출력 포트와 상기 메인 메모리 사이에 연결되어 데이터의 입출력을 구동하

고, 제2 데이터 입출력부는 플래쉬 메모리와 연결된 제2 데이터 입출력 포트와 상기 버퍼 메모리 사이에 연결되어 데이터

의 입출력을 구동한다.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의 어드레스 신호를 저장한다. 제2 어드레스 레지

스터는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입출력부 사이에 연결되어 플래쉬 메모리의 어드레스 신호를 저장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

기 메인 메모리 코아의 데이터 리드 또는 라이트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를 어드레싱하고, 상기 제1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데이터를 리드 또는 라이트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

기 플래쉬 메모리의 데이터 리드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소스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1 데이터 입출

력부를 통하여 상기 제2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목적지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하

고, 상기 제2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된 소스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시작 어드레스로 상기 제2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제공하고, 상기 플래쉬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상기 버퍼 메모리 코아에

저장하고, 상기 버퍼 메모리 코아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된 목적지 어드레스를 시작 어드

레스로 하여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에 카피시키고, 상기 메모리 코아에 카피된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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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호스트로 독출시킨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데이터 라이트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목적지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1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상기 제2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소스 어드레스 신

호를 상기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상기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된 소스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메인 메

모리 코아의 시작 어드레스로 하여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의 데이터를 상기 버퍼 메모리 코아에 카피시키고, 상기 버퍼 메

모리 코아에 카피된 데이터를 상기 제2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플래쉬 메모리에 출력시킨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데이터 처리 장치는 제1 속도로 동작하는 고속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호스트; 상기

제1 속도보다 낮은 속도인 제2 속도로 동작하는 저속 메모리; 및 상기 저속 메모리와 저속으로 인터페이스하고 상기 호스

트와 고속으로 인터페이스하여, 상기 저속 메모리를 상기 호스트에 고속으로 링크시키기 위한 메모리 링크 고속 메모리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데이터 처리 장치는 호스트;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와 제1포

트를 통하여 인터페이스하고 상기 호스트와 제2 포트를 통하여 인터페이스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를 상기 호스트에

링크시키기 위한 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멀티 칩 반도체 장치는 호스트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포트;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

기 불휘발성 메모리와 연결되고 상기 호스트와 상기 연결포트를 통하여 인터페이스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를 상기 호

스트에 링크시키기 위한 메모리 링크 휘발성 메모리를 하나의 패키지에 실장시킨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실시예는 이 기술에 숙련된

자들이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다.

< 실시예 1 >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마스터 휘발성 메모리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시스템(100)은 마스터 휘발성 메모리,

디램(200)을 통하여 NAND 형 플래시 메모리(300)와 연결된다.

본 발명의 디램(200)은 듀얼 포트형으로 시스템(100)과 연결되는 제1 포트(202)와 NAND 플래시 메모리(300)와 연결되

는 제2 포트(204)를 포함한다.

또한, 디램(200)은 메인 메모리 코아(210), 서브 메모리 코아(220)를 포함한다. 메인 메모리 코아(210)는 셀어레이(212),

로우디코더(214), 컬럼디코더(216)를 포함한다. 서브 메모리 코아(220)는 셀어레이(222), 로우디코더(224), 컬럼디코더

(226)를 포함한다.

또한, 디램(200)은 메인 인터페이스부(230)와 서브 인터페이스부(240)를 포함한다. 메인 인터페이스부(230)는 명령디코

더(232), 어드레스 버퍼(234), 입출력버퍼(236), 제어부(238), 모드 선택기(239)를 포함한다.

명령디코더(232)는 외부 시스템(100)으로부터 제공된 명령, 즉 디램 제어신호, 예컨대, 칩선택신호 CS, 로우 스트로브신

호 /RAS, 컬럼스트로브신호 /CAS, 클럭신호 CLK, 라이트 인에이블신호 /WE, 칩인에이블신호 등을 포함한다. 명령디코

더(232)는 이들 제어신호를 디코딩하여 기입 또는 독출 등의 동작모드를 해석하고 동작모드와 관련된 내부 명령제어신호

들을 발생하여 메인 메모리 코아(210), 서브 인터페이스부(240) 및 제어부(238)에 제공한다.

어드레스 버퍼(234)는 외부 시스템(100)으로부터 제공된 어드레스신호를 입력받아 클럭에 동기된 내부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한다. 내부 어드레스신호는 메인 메모리 코아(210), 제어부(238)에 제공된다. 메인 메모리 코아에 제공된 내부 어드레

스 신호는 로우 어드레스 및 컬럼 어드레스이고, 제어부(238)에 제공되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는 외부 시스템(100)으로부

터 제공된 제어 데이터로 예컨대 모드 세트 데이터,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초기 어드레스 정보, 서브 메모리 코아(230)의

어드레스 정보 등이 될 수 있다.

입출력버퍼(236)는 메인 메모리 코아(210) 또는 서브 메모리 코아(220)와 외부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입출력을 버퍼링한

다. 입출력버퍼(236)에서는 제어부(238)로 NAND 플래시 메모리(300)의 데이터 사이즈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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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238)는 어드레스버퍼(234)를 통하여 제공된 제어 데이터 중 NAND 플래시 초기 어드레스 정보 및 서브 메모리 코

아의 어드레스 정보는 서브 인터페이스부(240)에 전달하고, 상기 모드 세트 데이터에 기초하여 마스터/슬래이브 모드 선

택신호(M/S)를 발생한다. 제어부(238)는 슬래이브 모드에서는 서브 메모리 코아(220)를 제어하여 서브 메모리 코아(220)

의 데이터 기입 및 독출을 제어한다.

마스터/슬래이브 모드 선택기(239)는 상기 M/S 신호에 응답하여 입출력버퍼(236)를 메인 메모리 코아(210)와 서브 메모

리 코아(220)에 선택적으로 연결한다.

서브 인터페이스부(240)는 NAND 제어부(242)와 전원 관리부(244)를 포함한다. NAND 제어부(242)는 제2 포트(204)를

통하여 슬레이브 모드에서 서브 메모리 코아(220)와 외부 플래시 메모리(300)를 인터페이싱한다. NAND 제어부(242)는

제어부(238)로부터 제공된 NAND 어드레스 정보를 제2 포트(204)를 통하여 외부 플래시 메모리(300)에 전달하여, 플래

시 메모리(300)에 데이터의 기입 및 독출을 제어한다.

전원 관리부(244)는 명령 디코더(232)의 전원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서브 메모리 코아(220) 및 낸드 제어부(242)의 전원

을 관리하여 동작 모드에서는 전원공급을 재개하고 아이들 상태에서는 서브 메모리 코아(220) 및 서브 인터페이스부(240)

의 전원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관리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제어부(238)는 스위치(238a), 어드레스 래치(238b), 낸드 시작 어드레스 래치(238c), 사이즈 래치

(238d), 디램 시작 어드레스 래치(238e), 어드레스 비교기(238f), 어드레스 발생기(238g), 사이즈 비교기(238h) 및 래치

(238i)를 포함한다.

도 2에는 제어부(238)의 구성 중 어드레스 처리에 관련된 블록만을 도시하고, 명령 디코더(232)로부터의 내부 명령 제어

신호들을 처리하는 블록 및 모드 선택 신호(M/S)를 생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시는 생략한다.

스위치(238a)는 입출력버퍼(236)로부터 제공된 사이즈 정보를 어드레스 래치(238b) 및 사이즈 래치(238d)에 스위칭한

다.

어드레스 래치(238b)는 어드레스 버퍼(234)로부터 제공된 내부 어드레스 정보, 스위치(238a)로부터 제공된 사이즈 정보

를 포함하는 데이터 및 사이즈 비교기(238h)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래치하여 어드레스 비교기(238f)에 제공한다.

낸드 시작 어드레스 래치(238c)는 어드레스 래치(238b)로부터 제공된 어드레스를 래치하여 낸드 시작 어드레스(NAND-

Addr)를 발생한다.

사이즈 비교기(238h)는 어드레스 비교기(238f)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와 사이즈 래치(238d)로부터 제공된 사이즈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어드레스 래치(238b)에 제공한다. 어드레스 발생기(238g)는 어드레스 비교기

(238f)로부터 제공된 비교 정보를 서브 어드레스(Sub Addr)로 발생한다.

래치(238i)는 DRAM/NAND 플래시 모드 신호 DRAM/NAND에 기초하여 상기 모드 선택기(239)로 상기 마스터/슬레이브

모드 선택 신호 M/S를 출력한다.

1. 듀얼포트 전체 동작 알고리즘

전체 메인 프로그램은 아이들상태 - 디램 모드 - 낸드 플래시 모드 - 파워관리 모드 등을 수행한다.

파워관리 모드에서는 서브 메모리 코아의 아이들 상태에서 전원 차단, 전원 차단시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리플래

시 동작 관리 등을 포함한다.

2. 메인 메모리 모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램 모드시에는 DRAM/NAND 신호가 로우상태로 되어 통상의 동기형 디램 동작모드를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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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면, 먼저, /RAS 신호의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로우어드레스(Ra)가 어드레스(ADDR)로 출력되고, /CAS 신호

의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컬럼어드레스(Ca)가 어드레스(ADDR)로 출력된다. 기입 인에이블 신호 /WE가 하이 레벨을 갖는

경우 읽기 모드로 동작하며, 로우어드레스(Ra) 및 컬럼 어드레스(Ca)에 상응하는 메인 메모리 코아(210)의 a 번지의 데이

터 Qa1, Qa2, Qa3, Qa4 들이 독출(read) 된다. 다음에, /WE가 로우 레벨을 갖는 경우 쓰기 모드로 동작하며, 로우어드레

스(Rb) 및 컬럼 어드레스(Cb)에 의해 메인 메모리 코아(210)의 b 번지에 데이터 Db0, Db1, Db2, Db3 들이 기입(write)

된다. 도 3에서 빗금친 구간들은 don't care 구간이다.

3. 낸드 플래시 모드

NAND 플래시에 데이터 기입할 경우에는 DRAM/NAND 신호를 하이상태로 하여 데이터 패스를 서브 메모리 코아(220)와

연결한다. 따라서, 낸드 플래시(300)에 기입될 데이터는 제어부(238)의 제어하에 서브 메모리 코아(220)에 기입된다. 제

어부(238)에서는 서브 메모리 코아(220)에 기입된 데이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300)의 작업단위인 블록(block) 사이즈

가 되었을 경우에 낸드 제어부(242)를 활성화시켜 제2 포트(204)에 연결된 플래시 메모리(300)로 블록 단위로 기입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300)의 쓰기 동작은 로우 레벨의 칩 인에이블 신호 /CE 및 로우 레벨의 기입 인에이

블 신호 /WE에 응답하여 제2 포트(204)의 입출력 라인 I/Ox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데이터를 낸드 플래시 메

모리에 기입한다. CLE는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이고, ALE는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로서, 각각 커맨드 및 어드

레스를 상기 입출력 라인 I/Ox으로 멀티플렉싱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서브 메모리 코아(220)의 사이즈는 상기 NAND 플래시(300)의 기입 단위인 블록 사이즈를 기초로 하여 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Mb 이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NAND 어드레스는 시스템(100)에서 발생하는 어드레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로우 스트로브 신호 /RAS의 로우 상태

에서, DRAM/NAND 신호를 하이로 만들어 어드레스 버퍼(234)를 이용하여 어드레스를 제어부(238) 내에 래치한다.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 독출은 낸드 제어부(242)를 통하여 플래시 메모리(300)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서브 메모리

코아(220)에 기입한 다음에 서브 메모리 코아(220)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출력버퍼(236)를 통하여 시스템(100)으로 독출

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300)의 읽기 동작은 로우 레벨의 칩 인에이블 신호 /CE 및 하이 레벨의 기입 인에이블 신호 /WE에 응

답하여 플래시 메모리(300)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고, 제2 포트(204)의 입출력 라인 I/Ox을 통하여 상기 독출된 데이터를

상기 서브 메모리 코아(220)에 기입한다.

그러므로, 시스템은 DRAM 인터페이스 동작 속도로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의 기입 및 독출이 가능하게 된다.

< 실시예 2 >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블록 구성을 나타낸다. 도 5를 참조하면 데이터 처리장치는 호스트(300)와

멀티 칩 반도체 장치(310)를 포함한다. 호스트(300)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메모리 콘트롤러를 포함한다. 호스트(300)와

멀티 칩 반도체 장치(310)는 어드레스 버스(302), 데이터 버스(304), 콘트롤 버스(306)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 멀티 칩

반도체 장치(310)는 메모리 링크(MEMORY LINK) SDRAM(312)와 낸드 플래쉬 메모리(314)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멀티 칩 패키지(MCP)이다. ML-SDRAM(312)와 낸드 플래쉬 메모리(314)는 데이터 버스(316), 콘트롤 버스(318)를 통하

여 서로 연결된다.

본 발명에서 어드레스 버스(302), 데이터 버스(304)는 통상의 동기식 디램의 어드레스 버스 및 데이터 버스의 구조를 가진

다. 콘트롤 버스(306)는 통상의 디램 콘트롤 신호선인 CLK, CKE, DCS, RAS, CAS, WE, DQM 신호선들을 포함한다. 메

모리 링크 커맨드를 수행하기 위하여 FCS, WAIT 등을 더 포함한다. FCS는 낸드 플래쉬 메모리 칩 선택신호이고, WAIT

는 낸드 플래쉬 메모리 칩의 리드, 프로그램, 소거동작이 완료되었을 때 호스트에 명령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신

호이다. 콘트롤버스(318)는 통상의 낸드 플래쉬 메모리 콘트롤 신호선인 CLE, ALE, CE, RE, WE, RB 신호선들을 포함한

다.

등록특허 10-0606242

- 6 -



도 6은 도 5의 ML-SDRAM의 내부 블록 구성을 나탠다. 도 6을 참조하면, ML-SDRAM(312)는 어드레스 발생부(410), 메

인 메모리 코아(420), 서브 메모리 코아(430), 제1 데이터 입출력부(440), 제2 데이터 입출력부(450), 제어부(460)을 포

함한다.

어드레스 발생부(410)는 로우 어드레스 신호를 래치하는 제1래치(411), 컬럼 어드레스 신호를 래치하는 제2래치(412),

어드레스 신호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413), 로우 카운터(414), 제1선택기(416), 제2 선택기(417)를 포

함한다. 어드레스 발생부(410)는 디램동작모드에서는 제1 및 제2 래치(411, 412)를 통해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

를 래치하여 제1 및 제2 선택기(416, 417)에 제공한다. 제1 및 제2 선택기(416, 417)은 RA 및 CA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디램동작모드에서는 제1 및 제2 래치(411, 412)를 선택하여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를 메인 메모리 코아(420)의

어드레스 신호로 제공한다. 어드레스 발생부(410)는 카피동작모드에서는 제1어드레스 레지스터(413)에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로우 어드레스는 로우 카운터(414)를 통하여 제1 선택

기(416)에 제공되고,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컬럼 어드레스는 제2 선택기(417)에 제공된다. 제1 및 제2 선

택기(416, 417)는 RA 및 CA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카피동작모드에서는 로우 카운터(414)와 레지스터(413)를 선택하여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를 메인 메모리 코아(420)의 어드레스 신호로 제공한다.

메인 메모리 코아(420)는 대용량의 작업저장영역으로, 로우 디코더(421), 컬럼 디코더(422), 셀어레이(423), 컬럼 카운터

(424)를 포함한다. 로우 카운터(414)는 카피동작에서 인가되는 로우 어드레스신호를 초기값으로 하여 연속적인 로우 어드

레스를 발생한다. 컬럼 카운터(424)는 디램의 버스트 동작모드 및 카피동작모드에서 인가되는 컬럼 어드레스신호를 초기

값으로 하여 연속적인 컬럼 어드레스를 발생한다.

서브 메모리 코아(430)는 페이지 또는 블록단위의 버퍼저장영역으로, 로우 디코더(431), 컬럼 디코더(432), 셀어레이

(433)를 포함한다. 서브 메모리 코아(430)는 제어부(460)로부터 제공되는 버퍼 로우 어드레스신호(BRA)와 버퍼 컬럼 어

드레스 신호(BCA)에 의해 셀을 지정한다.

제1 데이터 입출력부(440)는 SDRAM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리드 버퍼(441), 리드 레지스터(442), 라이트 버퍼

(443), 라이트 레지스터(444), 입출력 구동기(445)를 포함한다. 리드 버퍼(441)는 디램 리드 제어신호(DR)에 의해 제어되

고, 라이트 버퍼(443)는 디램 라이트 제어신호(DW)에 의해 제어된다. 제1 데이터 입출력부(440)는 호스트(300)와 메인

메모리 코아(420)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SDRAM 억세스 동작 속도로 제공한다.

제2 데이터 입출력부(450)는 NAND 플래쉬 메모리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리드 버퍼(451), 리드 레지스터(452),

라이트 버퍼(453), 라이트 레지스터(454), 입출력 구동기(455)를 포함한다. 리드 버퍼(451)는 플래쉬 리드 제어신호(FR)

에 의해 제어되고, 라이트 버퍼(453)는 플래쉬 라이트 제어신호(FW)에 의해 제어된다. 제2 데이터 입출력부(450)는

NAND 플래쉬 메모리(314)와 서브 메모리 코아(430)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NAND 플래쉬 메모리(314) 억세스 동작 속도

로 제공한다.

제어부(460)는 SDRAM 제어 로직부(461), ML 제어 로직부(462), 플래쉬 어드레스 레지스터(463), 카피 패스 스위치

(464)를 포함한다.

SDRAM 제어 로직부(461)는 SDRAM 콘트롤 신호들(CKE, DCS, RAS, CAS, WE, DQM)을 입력하여 커맨드를 디코딩하

고 디코딩된 커맨드에 따라 내부제어신호(DR, DW, RA, CA)를 발생한다. DR은 디램 리드 제어신호, DW는 디램 라이트

제어신호, RA는 로우 어드레스 선택신호, CA는 컬럼 어드레스 선택신호이다.

ML 제어 로직부(462)는 호스트(300)로부터 제공된 FCS 신호와, 플래쉬 메모리 콘트롤 신호들(CLE, ALE, CE, RE, WE)

등을 발생하고 플래쉬 메모리(314)로부터 제공된 준비/비지(RB : Ready/Busy) 신호에 응답하여 WAIT 신호를 발생하여

호스트(300)에 제공한다. ML 제어 로직부(462)는 로딩신호(LD)를 발생하여 카피 어드레스 레지스터(413) 및 플래쉬 어

드레스 레지스터(463)를 제어한다. ML 제어 로직부(462)는 버퍼 메모리 코아(430)의 로우 및 컬럼 어드레스 신호(BRA,

BCA)를 발생한다.

SDRAM 제어 로직부(461)과 ML 제어 로직부(462)는 동작상태신호(STA)를 주고 받는다.

플래쉬 어드레스 레지스터(463)는 제1 데이터 입출력부(440)을 통해 호스트로부터 플래쉬 어드레스 데이터를 받아서 저

장하고, LD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제2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NAND 플래쉬 메모리(413)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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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1. SDRAM 동작모드

SDRAM 동작 모드에서는 어드레스 발생부(410)의 제1 및 제2 선택기(416, 417)가 제1 및 제2 래치(411, 412)를 각각 선

택하도록 제어된다. 그러므로,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가 메인 메모리 코아(420)에 제공되어

특정 셀이 어드레싱된다.

리드 동작시에는 제1 데이터 입출력부(440)를 통하여 메인 메모리 코아(420)로부터 읽혀진 데이터가 호스트(300)로 출력

되고, 라이트 동작시에는 호스트(300)로부터 제공되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 코아(420)로 저장된다.

2. 메모리 링크 동작모드

메모리 링크 동작모드에서는 ML-SDRAM(312)이 호스트(300)와 플래쉬 메모리(314) 사이의 데이터 전송 및 명령 등을

중계하는 버퍼 역할을 수행한다.

1) 페이지 리드 모드(PRM : Page Read Mode)

호스트(300)로부터 제공된 CKE, DCS, RAS, FCS, WE 신호가 액티브되면 SDRAM 제어 로직부(461)에서는 RA, CA 제

어신호를 액티브시켜서 제1 및 제2 선택기(416, 417)가 레지스터(413)를 선택하도록 스위칭시킨다. 동시에 로우 어드레

스 신호가 레지스터(413)에 저장된다. 리드동작시에는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어드레스는 목적지 어드레스가 된다.

또한, ML 제어 로직부(462)에서는 FCS 신호의 액티브 상태에 응답하여 WAIT 신호를 발생하여 호스트(300)로 출력한다.

따라서, 호스트(300)에서는 WAIT 신호의 액티브 상태를 체크하여 ML-SDRAM의 링크동작상태를 확인한다.

이어서, CAS 신호가 액티브되면서 컬럼 어드레스 신호가 레지스터(413)에 저장된다. 리드 동작시에는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로우 및 컬럼 어드레스는 플래쉬 메모리(314)로부터 리드된 데이터가 저장될 메인 메모리 코아(420)의 목적지의

시작 어드레스로 제공된다.

데이터선(304)을 통하여 플래쉬 어드레스 데이터가 제1 데이터 입력부(440)을 통해 입력된다. 입력된 플래쉬 어드레스 데

이터는 레지스터(463)에 저장된다. 레지스터(463)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는 플래쉬 메모리(314)로부터 리드할 저장영

역의 시작 어드레스로 제공된다.

호스트(300)로부터 어드레스 로딩동작이 완료되면, ML 제어 로직부(462)는 CLE, CE, RE 신호들을 액티브 상태로 발생

시켜서 플래쉬 메모리(314)에 리드 커맨드를 제공한다. 이어서, CLE 신호 대신에 ALE 신호를 액티브 상태로 발생하고,

레지스터(463)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제2 데이터 입출력부(450)를 통하여 플래쉬 메모리(314)에 제공한다.

플래쉬 메모리(314)에서는 제공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시작 어드레스로 하여 1페이지

분량의 데이터를 억세스하여 출력한다.

플래쉬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는 제2 데이터 입출력부(450)를 통하여 버퍼 메모리 코아(430)에 저장된다. 버퍼 메모

리 코아(430)는 ML 제어 로직부(462)의 BRA, BCA 신호에 응답하여 어드레싱되어 1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시킨

다.

버퍼 메모리 코아(430)에 플래쉬 메모리 데이터의 저장이 완료되면, ML 제어 로직부(462)에서는 BRA, BCA 어드레스 신

호를 발생하여 버퍼 메모리 코아(430)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를 시작한다. 또한, CW 카피 라이트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버퍼 메모리 코아(430)의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 코아(420)에 인가되도록 카피 패스 스위치(464)를 제어한다.

또한, 레지스터(413)에 LD 제어신호를 인가시켜서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목적지 어드레스 신호가 메인 메모리 코아

(420)에 인가되도록 제어한다.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목적지 로우 및 컬럼 어드레스가 메인 메모리 코아(420)로 제공된

다.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목적지 로우 어드레스는 로우 카운터(414)에 초기값으로 로딩된다. 이에 로우 카운터(414)에

서는 이 값으로부터 카운팅을 시작한다. 또한,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목적지 컬럼 어드레스는 컬럼 카운터(424)에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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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로딩된다. 이에 컬럼 카운터(424)에서는 이 값으로부터 카운팅을 시작한다. 로우 카운터(414)와 컬럼 카운터(424)

는 1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 코아(420)에 라이트될 때까지 카운팅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 코

아(420)는 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버퍼 메모리 코아의 카피동작 시작에서 종료시 까지 INT 신호는 액티브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호스트(300)

에서는 메인 메모리 코아(420)의 동작이 수행 중이라는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호스트에서는 SDRAM 동

작 중 인터럽트 상태를 유지한다.

메인 메모리 코아(420)에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면, PRM 동작이 완료된다. 이에 WAIT 신호는 넌액티브 상태로 천이되므

로 호스트에서 PRM 동작의 완료를 인식하게 된다.

호스트(300)에서 WAIT 및 INT 신호의 상태를 체크하여 WAIT 신호의 액티브 기간동안에는 플래쉬 관련 새로운 명령을

발생하지 않으며, INT 신호의 액티브 기간동안에는 SDRAM 관련 새로운 명령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WAIT 신호는

액티브 상태이나 INT 신호가 넌액티브(non-active) 상태인 버퍼링 기간동안에는 호스트(300)는 새로운 SDRAM 명령을

발생하여 플래쉬 동작과는 관계없이 메인 메모리 코아(420)를 통하여 동시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호스트(300)에서 WAIT 신호 및 INT 신호 가 모두 넌 액티브 상태로 복귀하면, 목적지 어드레스로 지정된 저장영역의 데

이터를 통상적인 SDRAM 리드 동작을 통하여 액세스함으로써 플래쉬 메모리(314)에 저장된 데이터의 리드 동작을 완료

한다.

2) 페이지 라이트 모드(PWM : Page Write Mode)

호스트(300)로부터 제공된 CKE, DCS, RAS, FCS, RE 신호가 액티브되면 SDRAM 제어 로직부(461)에서는 RA, CA 제어

신호를 액티브시켜서 제1 및 제2 선택기(416, 417)가 레지스터(413)를 선택하도록 스위칭시킨다. 동시에 로우 어드레스

신호가 레지스터(413)에 저장된다. 라이트 동작시에는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어드레스는 소스 어드레스가 된다.

또한, ML 제어 로직부(462)에서는 FCS 신호의 액티브 상태에 응답하여 WAIT 신호를 발생하여 호스트(300)로 출력한다.

따라서, 호스트(300)에서는 WAIT 신호의 액티브 상태를 체크하여 ML-SDRAM의 링크동작상태를 확인한다.

호스트(300)로부터 어드레스 로딩이 완료되면,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로우 및 컬럼 어드레스를 메인 메모리 코아(420)

로 제공한다.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로우 어드레스는 로우 카운터(414)에 초기값으로 로딩된다.

데이터선(304)을 통하여 플래쉬 어드레스 데이터가 제1 데이터 입력부(440)를 통해 입력된다. 입력된 플래쉬 어드레스 데

이터는 플래시 어드레스 레지스터(463)에 저장된다. 레지스터(463)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는 플래쉬 메모리에 쓸 영역

의 시작 어드레스로 제공된다.

이어서, 로우 카운터(414)에서는 이 값으로부터 카운팅을 시작한다. 또한, 레지스터(413)에 저장된 컬럼 어드레스는 컬럼

카운터(424)에 초기값으로 로딩된다. 이에 컬럼 카운터(424)에서는 이 값으로부터 카운팅을 시작한다. 로우 카운터(414)

와 컬럼 카운터(424)는 1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리드될 때까지 카운팅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 코아(420)

로부터 1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액세스된다.

ML 제어 로직부(462)에서는 CR 카피 리드 제어신호를 발생하여 액세스된 데이터가 버퍼 메모리 코아(430)로 인가되도록

카피 패스 스위치(464)를 제어한다. 그리고, BRA, BCA 어드레스 신호를 버퍼 메모리 코아(430)에 제공하여 메인 메모리

코아(420)로부터 제공된 카피 데이터를 저장시킨다.

ML 제어 로직부(462)에서는 카피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INT 신호를 액티브 상태로 유지시켜서 호스트(300)에 현재 메인

메모리 코아(420)의 동작 중임을 알린다.

카피 리드 동작이 완료되면, INT 신호는 넌 액티브 상태로 천이된다. 그리고, 카피 패스 스위치(464)는 차단된다.

호스트(300)로부터 어드레스 로딩동작이 완료되면, ML 제어 로직부(462)는 CLE, CE, WE 신호들을 액티브 상태로 발생

시켜서 플래쉬 메모리(314)에 라이트 커맨드를 제공한다. 이어서, CLE 신호 대신에 ALE 신호를 액티브 상태로 발생하고,

레지스터(463)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제2 데이터 입출력부(450)를 통하여 플래쉬 메모리(314)에 제공한다.

등록특허 10-0606242

- 9 -



플래쉬 메모리(314)에서는 제공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시작 어드레스로 하여 1페이지

분량의 데이터를 라이트할 준비를 한다.

버퍼 메모리 코아(430)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는 제2 데이터 입출력버퍼(450)를 통하여 플래쉬 메모리(314)에 제공된다.

플래쉬 메모리(314)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시킨다. 플래쉬 메모리에서는 쓰기동작 중에는 RB 신

호를 액티브 상태로 유지하여 ML 제어 로직부(462)에 알린다. 쓰기 동작이 완료되면 RB 신호가 넌액티브 상태로 천이되

고, 이를 응답하여 ML 제어 로직부(462)는 WAIT 신호를 넌액티브 상태로 천이시킴으로써 호스트(300)에서는 PWM 동

작이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INT 신호가 액티브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플래쉬 메모리 동작과는 관계없이 항상 메인 메모리 코

아(420)와 호스트(300)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3) 블록 리드 모드(BRM : Block Read Mode)

플래쉬 메모리에서 1블록은 수십 페이지 예컨대 32페이지들로 구성되므로, 버퍼 메모리 코아(430)의 사이즈가 페이지 사

이즈일 경우에는 상술한 PRM 동작을 32번 반복함으로써 달성된다. 만약 버퍼 메모리 사이즈가 블록단위라면, PRM 동작

에서 페이지 사이즈가 블록 사이즈로 변경됨으로써 달성된다.

4) 블록 라이트 모드(BWM : Block Write Mode)

플래쉬 메모리에서 1블록은 수십 페이지 예컨대 32페이지들로 구성되므로, 버퍼 메모리의 사이즈가 페이지 사이즈일 경우

에는 상술한 PWM 동작을 32번 반복함으로써 달성된다. 만약 버퍼 메모리 사이즈가 블록단위라면, PwM 동작에서 페이지

사이즈가 블록 사이즈로 변경됨으로써 달성된다.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대표적인 플래쉬 메모리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만 다른 동작들도 상술한 실시예와 유사한 방법으

로 기존의 플래쉬 메모리 동작과 유사하게 링크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디램과 같은 고속 동작의 휘발성 메모리 내부에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저속 동작 불휘발

성 메모리를 인터페이스하는 제어회로를 구비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해 고속동작의 디램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므로 시스템

에서는 디램 인터페이스만 하면 되므로 시스템 설계의 편리하고 작업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제어부

가 간단해지므로 시스템 설계가 간단해져서 시스템 보드의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 호스트 시스템 및 상기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1 포트;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요청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요청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

상기 제1 포트와 결합되어, 마스터 모드에서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와 상기 제1 포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슬레

이브 모드에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와 상기 제1 포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인 인터페이스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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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2 포트; 및

상기 제2 포트와 결합되어, 상기 슬레이브 모드에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와 상기 제2 포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

는 서브 인터페이스 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외부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명령을 디코딩하여 내부 명령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명령디코더;

상기 외부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어드레스신호를 입력하여 내부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는 어드레스 버퍼;

상기 마스터 모드에서 상기 외부 호스트 시스템과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상기 슬레이

브 모드에서 상기 외부 호스트 시스템과 상기 휘발성서브 메모리 코아들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입출력버퍼;

상기 외부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마스터/슬래이브 모드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버퍼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버퍼를 통하여 제공된 제어 데이터에 의해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 및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를 제어

하여 상기 마스터 및 상기 슬래이브 동작모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장

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된 제어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제2 포트에 연결된 외부 플래시 메모리와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

리 코아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

모리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명령디코더로부터 제공된 전원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 및 상기 서브 인터페이스부의 전

원을 관리하는 전원 관리부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메모리 코아의 사이즈는 적어도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작업단위인 페이지 사이즈 또는 블록 사

이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장치.

청구항 6.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과 어드레스, 커맨드 및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제1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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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와 어드레스, 커맨드 및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제2 포트; 및

상기 제1 및 제2 포트에 결합되고, 상기 제1포트를 통하여 상기 호스트 시스템과 읽기 및 쓰기 동작을 수행하고, 상기 제2

포트를 통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와 읽기 및 쓰기 동작을 수행하는 휘발성 메모리 코아를 포함하는 멀티 포트 휘

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 코어는

상기 제1 포트에 결합되어 상기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마스터 모드 신호에응답하여 상기 제1 포트를 통하여 액세스 동작

을 수행하는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 및

상기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슬레이브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포트 및 상기 제2 포트를 통하여 액세스 동작을 수

행하는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를 포함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는 상기 마스터 모드시 상기 제1 포트를 통하여 읽기 및 쓰기 동작을 수행하

고, 상기 슬레이브 모드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와 카피 동작을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는 상기 슬레이브 모드시 상기 제1 포트를 통하여 읽기 및 쓰기 동작을 수행

하고, 상기 슬레이브 모드시 상기 외부 호스트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간에 비휘발성 읽기 및 쓰기 동작을 수행하여 상기

외부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외부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

리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어는 플래시 쓰기 동작 모드시 상기 제1 포트로부터 상기 외부 호스트로부터

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2 포트를 통하여 상기 데이터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는 플래시 읽기 동작 모드시 상기 제2 포트를 통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1 포트를 통하여 상기 외부 호스트로 상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어는 페이지 읽기 동작 모드시 상기 제2 포트를 통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1 페이지 크기의 단위로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로 상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

로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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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인터럽트 신호가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로부터 수신된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내의 데이터는 상기 외부 호스트에 의해 상기 제1 포트를 통하여 액세스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어는 대기 신호가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와 읽기/쓰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어는 페이지 쓰기 동작 모드시 상기 제1 포트를 통하여 상기 외부 호스트로부

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의 쓰기 동작을 위해 1 페이지 크기의 단위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

리 코아로 상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는 상기 데이터가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로 제공된 후에 인터럽트 신호가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상기 제1 포트를 통하여 상기 외부 호스트에 의해서 액세스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는 대기 신호가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와 읽기/쓰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상기 휘발성 메인 메모리 코아 및 상기 휘발성 서브 메모리 코아는 단일 패키지 내

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NAND 플래시 메모리이고, 상기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SDRAM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포트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메인 메모리 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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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메모리 코아;

호스트와 연결된 제1 데이터 입출력 포트와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 사이에 연결되어 데이터의 입출력을 구동하는 제1 데

이터 입출력부;

플래쉬 메모리와 연결된 제2 데이터 입출력 포트와 상기 버퍼 메모리 코아 사이에 연결되어 데이터의 입출력을 구동하는

제2 데이터 입출력부;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의 어드레스 신호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입출력부 사이에 연결되어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어드레스 신호를 저장하기 위한 제2 어드레스 레

지스터; 및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의 데이터 리드 또는 라이트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를 어드레싱하고, 상기 제1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

하여 데이터를 리드 또는 라이트하고,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데이터 리드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소스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1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상기 제2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

하고, 목적지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상기 제2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된 소스 어드

레스 신호를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시작 어드레스로 상기 제2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제공하고,

상기 플래쉬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상기 버퍼 메모리 코아에 저장하고, 상기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된 목

적지 어드레스를 메인 메모리 코아의 시작 어드레스로 하여 상기 버퍼 메모리 코아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에 카피시키고,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에 카피된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호스트로 독출시키며,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데이터 라이트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목적지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1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상기 제2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

장하고, 소스 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상기 제1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된 소스 어드

레스 신호를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의 시작 어드레스로 하여 상기 메인 메모리 코아의 데이터를 상기 버퍼 메모리 코아에

카피시키고, 상기 버퍼 메모리 코아에 카피된 데이터를 상기 제2 데이터 입출력부를 통하여 플래쉬 메모리에 출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속 메모리 링크형 고속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1 속도로 동작하는 고속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호스트;

상기 제1 속도보다 낮은 속도인 제2 속도로 동작하는 저속 메모리; 및

상기 저속 메모리와 저속으로 직접 인터페이스하고 상기 호스트와 고속으로 직접 인터페이스하여, 상기 저속 메모리를 상

기 호스트에 고속으로 링크시키기 위한 메모리 링크 고속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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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와 제1포트를 통하여 직접 인터페이스하고 상기 호스트와 제2 포트를 통하여 직접 인터페이스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를 상기 호스트에 링크시키기 위한 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23.

호스트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포트;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와 직접 연결되고 상기 호스트와 상기 연결포트를 통하여 직접 인터페이스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

리를 상기 호스트에 링크시키기 위한 메모리 링크 휘발성 메모리를 하나의 패키지에 실장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칩

반도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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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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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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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606242

- 18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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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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