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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모리 플레인 배열을 갖춘 비휘발성 메모리 및 방법

(57) 요약

비휘발성 메모리는 각각의 메모리 플랜(plane)이 병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읽기/쓰기 회로의 자신의 세트를 갖는, 메모리

플랜(plane)의 일 세트로부터 구성된다．상기 메모리는 소거 가능한 블록 데이터의 로직컬(logical) 유니트(units)의 로직

컬 그룹을 저장하기 위해 각각에 더 구성된다．로직컬 유니트의 갱신에 있어서, 로직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들은 상기 원형

으로서 동일한 플랜(plane)으로 유지된다．가능하면, 로직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들은 센싱 서킷의 동일한 세트에 의하여

모두 공급되어지도록，일 플랜(plane) 내에서 정렬되어 진다. 일련의 가비지(garbage) 수집 운영에 있어서, 로직컬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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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가장 최근의 버전은 다른 플랜(plane)이나 센싱 회로의 다른 세트, 그외의 감소된 성능의 결과로부터 회수될 필요가

없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정렬 후에 남겨진 어떠한 갭들도 거기서 일련의 순서에 로직컬 유니트의 가장 최근의 버전을

그것에 카피하는 것에 채워진다.

대표도

도 24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블록들로 조직된 비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각각의 블록은 함께 삭제 가능한 메모리 유니트들로 파티션되어 있으며, 상기

각각의 메모리 유니트는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저장 및 업데이트 방법은,

상기 메모리를 페이지 시리즈로 구성하는 단계와, 각각의 페이지는 그 내에서 센싱 회로 세트에 의하여 병렬로 서비스되는

모든 메모리 유니트들을 구비하며;

데이터를 복수개의 논리 그룹들로 조직하는 단계와, 각각의 논리 그룹은 복수개의 데이터 논리 유니트들로 파티션되며;

각각의 논리 유니트가 주어진 옵셋에 따라 페이지의 메모리 유니트 내에 저장될 수 있도록, 제1 블록 내에 논리 그룹의 논

리 유니트들의 제1 버전을 페이지 별로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순서와 다른 제2의 순서에 따라 제2 블록에 논리 그룹의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을 페이지 별로 저장하는

단계와, 각각의 다음 버전은 제1 버전의 것과 동일한 페이지 내에 옵셋을 갖는 다음 사용 가능한 메모리 유니트 내에 저장

되어, 논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들이 센싱 회로들의 동일한 그룹에 의하여 접근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업데이트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순서에 따라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을 카피하여 각각의 페이지 내에서 상기 다음 사

용 가능 메모리 유니트에 선행하는 소정의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을,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들을 저장함과 동

시에, 패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복수개의 메모리 평면으로부터 메모리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평면은 페이지 시리즈로 구성되며, 각

각의 페이지는 그 내부에서 센싱 회로 세트에 의하여 병렬로 서비스되는 모든 메모리 유니트들을 구비하며;

상기 메모리를 메타페이지 시리즈로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메타페이지는 한개의 메타페이지 내의 모든 메모리 유

니트들이 센싱 회로들에 의하여 병렬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각각의 평면으로부터의 메모리 페이지로부터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순서에 따라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을 카피하여 각각의 페이지 내에서 상기 다음 사

용 가능 메모리 유니트에 선행하는 소정의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을,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들을 저장함과 동

시에, 패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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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논리 유니트는 호스트 데이터의 섹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페이지는 한개의 데이터 논리 유니트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7.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페이지는 한 개 이상의 데이터 논리 유니트 보다 많은 것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플로팅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9.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플레쉬 EEP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N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메모리 카드 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2.

청구항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각각 1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청구항 1 내지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각각 1 비트의 데이터 이상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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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비휘발성 메모리는,

복수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는 메모리와, 상기 각각의 블록은 서로 삭제 가능한 복수개의 메모리 유니트들이며, 상기 각각의

메모리 유니트는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를 저장하며, 상기 각각의 블록은 복수개의 메타 페이지 중에서 논리 유니트의 논리

그룹을 저장하며, 상기 각각의 메타 페이지는 각각의 평면의 메모리 페이지로부터 구성되며;

상기 블록들의 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는 제1 순서에 따라 제1 블록의 메모리 유니트들 중에서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의 제1 버전을 저장하며, 상기

각각의 제1 버전 논리 유니트는 메모리 평면들 중 한 개의 메모리 평면 내에 저장되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1의 순서와 다른 제2 순서에 따라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들을 제2 블록으로 저장하며, 상기 각

각의 다음 버전은 제1 버전과 동일한 평면 내에서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 내에 저장되며, 따라서 논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들은 동일한 평면으로부터 접근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청구항 15.

청구항 14에 있어서,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들을 저장함과 동시에, 제1 순서에 따라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을

갖는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에 선행하는 소정의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을 메타페이지 별로 패딩하는 제

어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는 상기 제1 버전의 그것과 동일한 메타 페이지 내에 옵셋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16.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17.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플레쉬 EEP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18.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N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19.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메모리 카드 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20.

청구항 14 내지 19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각각 1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을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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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청구항 14 내지 19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각각 1 비트의 데이터 이상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22.

비휘발성 메모리는,

복수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는 메모리와, 상기 각각의 블록은 서로 삭제 가능한 복수개의 메모리 유니트들이며, 상기 각각의

메모리 유니트는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를 저장하며, 상기 각각의 블록은 복수개의 메타 페이지 중에서 논리 유니트의 논리

그룹을 저장하며, 상기 각각의 메타 페이지는 각각의 평면의 메모리 페이지로부터 구성되며;

제1 순서에 따라 제1 블록의 메모리 유니트들 중에서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들의 제1 버전을 저장하는 수단과, 상기 제1 버

전 논리 유니트는 메모리 평면들 중 한개의 메모리 평면 내부에 저장되며;

상기 제1 순서와 다른 제2 순서에 따라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들을 제2 블록 내에 저장하는 수단과, 상기 각각의 다음

버전은 제1 버전과 동일한 평면 내에서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 내에 저장되며, 논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들은 동

일한 평면으로부터 접근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청구항 23.

청구항 22에 있어서, 제1 순서에 따라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을 갖는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에 선행하여

소정의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을 메타 페이지 별로 페딩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사용 가능한 다음 메

모리 유니트는 상기 제1 버전의 그것과 동일한 메타 페이지 내에 옵셋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각 플레인이 읽기/쓰기 회로 그 자체로 제공

되는, 병렬의 다수의 메모리 플레인들을 작동시키기 위해 최적화된 메모리 블록 관리 시스템을 구비한 것들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특히, 작은 형상 팩터 카드로서 패키징된 EEPROM 및 플래시 EEPROM 형태의 전하의 비휘발성 저장이 가능한 고상 메모

리(solid-state memory)는 최근 다양한 모바일 및 핸드헬드 디바이스, 특히, 정보 기기 및 가전 제품의 최상의 저장 장치

가 되고 있다. 역시, 고상 메모리인 컨트롤러(임의 접근 메모리)와는 달리,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이며, 파워가 꺼진 이

후에도 그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한다. 또한, 컨트롤러(판독 전용 메모리)와는 달리, 플래시 메모리는 디스크 저장 디바이스

와 유사하게 재기록할 수 있다. 보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플래시 메모리는 대용량 저장 용례에 점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드 드라이브 및 플로피 디스크 같은 회전 자기 매체에 기초한 종래의 대용량 저장부는 모바일 및 핸드헬드 환경에

서는 부적합하다. 이는 디스크 드라이브가 부피가 큰 경향이 있으며,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쉽고, 높은 레이턴시(latency) 및

높은 파워 요구를 갖기 때문이다. 이들 바람직하지 못한 속성은 디스크 기반 저장부가 대부분의 모바일 및 휴대용 용례들

에 비실용적이게 한다. 다른 한편, 내장형 및 제거가능한 카드 형태 양자 모두의 플래시 메모리는 그 작은 크기, 낮은 파워

소비, 고속 및 고 신뢰성 특성 때문에, 모바일 및 핸드헬드 환경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플래시 EEPROM은 삭제될 수 있고, 그 메모리 셀에 새로운 데이터가 기록 또는 "프로그램"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라

는 점에서, EEPROM(전기적 삭제 및 프로그램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와 유사하다. 양자는 소스와 드레인 영역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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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의 채널 영역 위에 배치되어 있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구조의, 부유(비접속) 도전성 게이트를 활용한다. 이

때, 제어 게이트는 부유 게이트 위에 제공된다.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 특성은 부유 게이트상에 유지된 전하의 양에 의해

제어된다. 즉, 부유 게이트상의 주어진 레벨의 전하에 대하여, 트랜지스터가 그 소스와 드레인 영역 사이의 도전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해 "온" 상태로 전환되기 이전에, 제어 게이트에 인가되어야만 하는 대응 전압(임계치)이 존재한다. 특히, 플래시

EEPROM 같은 플래시 메모리는 메모리 셀의 전체 블록이 동시에 삭제될 수 있게 한다.

부유 게이트는 소정 범위의 전하를 보유하며, 따라서, 임계 전압 윈도우내의 임의의 임계 전압 레벨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임계 전압 윈도우의 크기는 디바이스의 최소 및 최대 임계치 레벨들에 의해 한정되며, 이는, 순차적으로, 부유 게이트상에

프로그램될 수 있는 저하의 범위에 대응한다. 임계치 윈도우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디바이스의 특성, 동작 조건 및 이력에

의존한다. 윈도우내의 각각의 별개의 분해가능한 임계 전압 레벨 범위는 원론적으로, 셀의 별개의 한정된 메모리 상태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셀로서 기능하는 트랜지스터는 통상적으로, 두 메커니즘 중 하나에 의해 "프로그램된" 상태로 프로그램된다. "핫 전

자 주입"에서, 드레인에 인가된 높은 전압은 전자를 기판 채널 영역을 가로질러 가속한다. 동시에, 제어 게이트에 인가된

높은 전압은 전자를 얇은 게이트 유전체를 통해 부유 게이트상으로 당긴다. "터널링 주입"에서, 높은 전압이 기판에 대해

제어 게이트에 인가된다. 이 방식으로, 전자는 기판으로부터 개입(intervening) 부유 게이트로 당겨진다. 용어 "프로그램"

이 역사적으로, 메모리 상태를 변경하도록 메모리의 최초에 삭제되어 있는 전하 저장 유닛에 주입함으로써 메모리에 기록

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는 이제, "기록" 또는 "레코드" 같은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상호교체될 수 있다.

메모리 디바이스는 다수의 메커니즘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EEPROM에 대하여, 메모리 셀은 부유 게이트내의 전자가 기

판 채널 영역으로 얇은 산화물을 통해 터널링(즉, 포울러-노드하임(Fowler-Nordheim) 터널링)하도록 제어 게이트에 대

하여 기판에 높은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삭제가능하다. 통상적으로, EEPROM은 바이트 단위로 삭제가능하다.

플래시 EEPROM에 대하여, 메모리는 모두 한번에 또는 하나 이상의 최소 삭제가능 블록들을 한번에 전기적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최소 삭제가능 블록은 하나 이상의 섹터로 구성될 수 있고, 각 섹터는 512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다.

메모리 디바이스는 통상적으로, 카드상에 장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 칩을 포함한다. 각 메모리 칩은 디코더와, 삭

제, 기록 및 판독 회로 같은 주변 회로에 의해 지원되는 메모리 셀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또한, 지능적이고, 보다 높은 레벨

의 메모리 동작 및 인터페이싱을 수행하는 컨트롤러에는 보다 정교한 메모리 디바이스가 따른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비휘발성 고상 메모리 디바이스가 존재한다. 이들 메모리 디바이스는

플래시 EEPROM일 수 있거나,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다른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 및 시스템과 그들을 제

조하는 방법의 예는 미국 특허 제5,070,032호, 제5,095,344호, 제5,315,541호, 제5,343,063호 및 제5,661,053호, 제

5,313,421호 및 제6,222,762호에 주어져 있다. 특히, NAND 스트링 구조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가 미국 특허 제

5,570,315호, 제5,903,495호 및 제6,046,935호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는 전하를 저장하기 위

한 유전체층을 구비한 메모리 셀로 제조된다. 전술된 도전성 부유 게이트 소자 대신, 유전체층이 사용된다. 유전체 저장 소

자를 사용하는 이런 메모리 디바이스들은 에이탄(Eitan) 등의 "NROM: A Novel Localized Trapping, 2-Bit Novolatile

Memory Cell(IEEE Electron Device Letters, vol. 21, no. 11, 2000년 11월, pp.543-545)"에 설명되어 있다. ONO 유전

체층은 소스와 드레인 확산부 사이의 채널을 가로질러 연장한다. 1개 데이터 비트를 위한 전하가 드레인에 인접한 유전체

층에 국지집결되고, 다른 데이터 비트를 위한 전하는 소스에 인접한 유전체층에 국지집결된다. 예로서, 미국 특허 제

5,768,192호 및 제6,011,725호는 두 개의 이산화실리콘층 사이에 개재된 트랩핑 유전체를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셀을

개시한다. 다중상태 데이터 저장부는 유전체내의 공간적으로 분리된 전하 저장 영역의 이진 상태를 개별적으로 판독함으

로서 이행된다.

판독 및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레이내의 다수의 전하 저장 소자 또는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판독 또

는 프로그램된다. 따라서, 메모리 소자의 "페이지"가 함께 판독 또는 프로그램된다. 기존 메모리 아키텍쳐에서, 로우(low)

는 통상적으로 수 개의 인터리빙된 페이지를 포함하거나, 이는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페이지의 모든 메모리 소

자는 함께 판독 또는 프로그램된다.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삭제 동작은 판독 및 프로그램 동작 보다 한배 만큼 보다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저한 크기의 삭제 블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으로, 삭제 시간은 큰 총 메모리 셀에 걸쳐 상각된다(amortized).

플래시 메모리 특성은 삭제된 메모리 위치에 데이터가 기록되어야만 하게 한다. 호스트로부터의 특정 논리 어드레스의 데

이터가 갱신되는 경우, 한가지 방식은 동일 물리 메모리 위치에 갱신 데이터를 재기록하는 것이다. 즉, 논리 대 물리 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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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맵핑은 불변이다. 그러나, 이는 그 물리 위치를 포함하는 전체 삭제 블록이 먼저 삭제되고, 그후, 갱신 데이터로 재기

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갱신 방법은 비효율적이며, 그 이유는 전체 삭제 블록이 삭제 및 재기록되는 것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특히, 갱신되는 데이터가 단지 삭제 블록의 작은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 비효율적이다. 또한, 이는 보다

높은 메모리 블록의 삭제 재이용 빈도수를 초래하며, 이는 이 유형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제한된 내구성의 견지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관리의 다른 문제점은 시스템 제어 및 디렉토리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는 다양한 메모리 동작의 과

정 동안 생성 및 억세스된다. 따라서, 그 효율적 취급 및 즉석 억세스는 성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플래시 메모리가 저장

부를 의미하며,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내에 이 유형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컨트롤

러와 플래시 메모리 사이의 개입 파일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억세스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제어

및 디렉토리 데이터는 활성적이고, 분화(fragmented)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큰 크기의 블록 삭제를 갖는 시스템의 저

장에 유리하지 않다. 종래에, 이 유형의 데이터는 컨트롤러 램(RAM)에 설정되며, 그에 의해, 컨트롤러에 의한 직접 억세스

가 가능하다. 메모리 디바이스가 파워공급된 이후, 초기화 프로세스는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한 시스템 제어 및 디렉토리

정보를 컨트롤러 램에 배치하도록 컴파일하기 위해 스캐닝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세스는 시간을 소요하며, 컨트롤러 램

용량을 필요로 하고, 이 모두는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면 보다 심해진다.

US 6,567,307호는 스크래치 패드로서 작용하는 다수의 삭제 블록에 갱신 데이터를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블록중

유효 섹터를 병합하며, 그들을 논리 순차 순서로 재배열한 이후 섹터에 재기록하는 것을 포함하는 큰 삭제 블록 사이의 섹

터 갱신을 다루는 방법을 개시한다. 이 방법에서, 모든 미소한 갱신시 블록이 삭제 및 재기록될 필요가 없다.

WO 03/027828 및 WO 00/49488 양자 모두는 지역(zone)내의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구획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큰 삭제

블록 사이의 갱신을 다루는 메모리 시스템을 개시한다. 논리 어드레스 범위의 작은 지역이 사용자 데이터를 위한 다른 지

역으로부터 별개의 활성적 시스템 제어 데이터를 위해 예약된다. 이 방식으로, 그 소유의 지역에서의 시스템 제어 데이터

의 조작은 다른 지역에서의 연계된 사용자 데이터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갱신은 논리 섹터 레벨에 있으며, 기록 포인터

는 기록될 블록내의 대응 물리 섹터를 지시한다. 맵핑 정보는 램에 버퍼링되고, 궁극적으로, 메인 메모리내의 섹터 할당 테

이블에 저장된다. 논리 섹터의 최신 버전은 기존 블록 중의 모든 이전 버전을 폐기시키며, 이는 부분적으로 폐기된다.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부분적 폐기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 조각 모음이 수행된다.

종래의 시스템은 다수의 블록에 걸쳐 분포된 갱신 데이터를 갖는 경향이 있거나, 갱신 데이터가 다수의 기존 부분을 부분

적 폐기할 수 있다. 종종, 부분적 폐기 블록에 대해 대량의 조각 모음이 필요한 결과가 얻어지며, 이는 비효율적이고, 메모

리의 영구적 노화를 초래한다. 또한, 비순차적 갱신에 비해 순차적 갱신을 다루는 계통적 및 효율적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고용량 및 고성능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한 일반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상술된 문제점 없이 큰 블록으로 메모

리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고용량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비휘발성 메모리 시스템은 물리적 메모리 위치의 물리적 그룹으로 조직화된다. 각 물리적 그룹(메타블록)은 유닛으로서 삭

제가능하며, 데이터의 논리적 그룹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관리 시스템은 논리적 그룹의 갱신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전용화된 메타블록 할당에 의해 데이터의 논리적 그룹의 갱신을 가능하게 한다. 갱신 메타블록은 갱신 데이

터를 수신된 순서로 레코드하고, 레코딩이 원래 저장된 바와 같은 정확한 논리적 순서(순차적)인지 아닌지(카오틱) 여부에

제한을 갖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갱신 메타블록은 추가 레코딩을 위해 폐쇄된다. 다수의 프로세스 중 하나가 취해지지만,

궁극적으로, 원본 메타블록을 교체하는 정확한 순서의 완전히 채워진 메타블록으로 종결된다. 카오틱의 경우에, 디렉토리

데이터가 빈번한 갱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휘발성 메모리내에 유지된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논리적 그룹이 동시에 갱

신되는 것을 지원한다.

본 발명의 한가지 특징은 데이터가 논리적 그룹 단위로 갱신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논리적 그룹이 갱신될 때, 논리적 유

닛의 분포(그리고, 또한, 갱신이 폐기하는 메모리 유닛의 산재)가 소정 범위로 제한된다. 이는 논리적 그룹이 통상 물리적

블록내에 포함될 때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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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그룹의 갱신 동안, 통상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블록이 갱신된 논리적 유닛을 버퍼링하기 위해 할당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조각 모음은 비교적 보다 소수의 블록에 걸쳐 수행되기만 하면 된다. 카오틱 블록의 조각 모음은 병합 또는 압

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갱신 프로세스의 경제성은 순차적 갱신에 비해 카오틱(비순차적) 갱신을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블록도 할당될 필요가 없도

록 갱신 블록의 포괄적 처리시 보다 더 명백하다. 모든 갱신 블록은 순차적 갱신 블록으로서 할당되며, 임의의 갱신 블록은

카오틱 갱신 블록으로 변할 수 있다. 사실, 순차로부터 카오틱으로의 갱신 블록의 변경은 임의적이다.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다수의 논리적 그룹이 동시에 갱신될 수 있게 한다. 이는 효율을 추가로 증가시키고, 오버헤

드를 감소시킨다.

다수개의 메모리 평면들 상에 분산되는 메모리용 정렬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을 따라, 논리 유니트들이 병렬로 읽기 또는 복수개의 평면들로 프로그램될 수 있도록, 삭제 가능한

블록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복수개의 메모리 평면들로부터 구성되는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 소정의 메모리 평면에 저장

된 제1 블록의 최초 논리 유니트는 업데이트될 때, 준비 상태(provision)에서, 최초 상태와 동일한 평면 내에 업데이트된

논리 유니트가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은 업데이트된 논리 유니트를 동일 평면 내에 제2 블록의 사

용 가능한 다음 위치로 기록하여 성취된다. 바람직하게는, 논리 유니트는 주어진 논리 유니트들의 모든 버전들이 센싱 회

로의 동일 세트에 의하여 서비스될 수 있도록 다른 버전으로써 평면 상에서 동일한 옵셋 위치로 저장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종 프로그램 유니트로부터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렬 메모리 유니트로의 인터비닝

(intervening) 갭들은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에 따라 패딩된다.

상기의 패딩은 최종 프로그램된 논리 유니트로부터 논리적으로 수행되는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과 그리고 사용 가

능한 다음 평면 정렬 메모리 유니트 내에 저장된 논리 유니트로부터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로

상기 갭을 채움으로써 성취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논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들은 쓰레기 수집 작용에서, 논리 유니트의 최근 버전이 다른 평면으로부터

인출(성능 저하)될 필요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최초의 상태와 동일한 옵셋을 이용하여 동일한 평면 상에 유지된다. 바람직

한 실시예에 있어서, 평면을 가로지르는 각각의 메모리 유니트는 최근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거나 패딩된다. 각각의 평면

으로부터의 논리 유니트는 병렬로 읽기 가능하며, 추가적인 재정렬 없이 논리 순차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구조에 따라, 논리 그룹의 논리 유니트들의 최근 버전의 평면상 재정렬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메모리

평면들로부터 최근 버전들을 수집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혼돈 블록의 통합을 위한 시간을 감소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

성은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 스팩이 메모리 시스템에 의한 섹터 쓰기 작용의 완료를 하는데 있어서 최대 지연 낳

는 구성에 잘 적용된다.

단계화된 프로그램 에러 취급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블록 관리 시스템을 갖는 메모리에 있어서, 시간 임계 메모리 작용 동안의 블록 내의 프

로그램 오류는 브레이크아웃 메모리 내에서 프로그래밍 작용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취급된다. 바도 작은 임계 시간에 있어

서, 중단이 발생하기 이전의 오류 블록에 기록된 데이트는 또 다른 블록으로 이전되며, 상기와 같은 작용은 브레이크아웃

블록이 될 수도 있다. 오류가 발생한 블록은 버려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함 블록이 발견되면, 저장된 데이터를 결함

블록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스팟(spot)으로 이동시켜 데이터의 손실 없이 그리고 지정된 시간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취급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러 취급은 임계 시간 동안에 전체 작용이 새로운 블록 상에서 반복될 필요가 없도록 쓰레기 수집

작용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결합 블록으로부터의 데이터는 또 다른 블록으로 재이동시켜 구

조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류 취급은 통합 작용 동안에 매우 중요하다. 정상적인 통합 작용은 최초 블록 및 업데이트 블록에 존재하는 논

리 그룹의 모든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을 통합 블록 내로 통합한다. 상기의 통합 작용 동안에, 만약 프로그램 오류가

통합 블록 내에 발생한다면,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으로써 작용하는 도 다른 블록이 나머지 논리 유니트들의 통합을 수신

하기 위하여 준비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이상 카피되는 논리 유니트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예외적인 취급에 따른

작용은 정상적인 통합 작용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 내에 완수될 수 있다. 적절한 시간에, 통합 작용은 그룹의 모든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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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유니트들을 브레이크아웃 블록으로 통합하여 완수될 수 있다. 적절한 시간은 통합을 수행할 시간이 있을 때, 현재 호

스트 쓰기 작용 외부의 다른 기간일 수 있다. 한가지 적절한 시간은 업데이트가 존재하나, 관련된 통합 작용이 없는 곳에서

또 다른 호스트 쓰기 기간일 수 있다.

프로그램 오류 취급을 이용한 통합은 복수개의 단계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 논리 유니트들은 한번 이

상의 각 논리 유니트를 통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한 개의 블록 이상의 블록 내로 통합

된다. 최종 단계는 적절한 시간에 완료되며, 상기의 적절한 시간에 논리 그룹은 한 개의 블록 내로 통합되며, 바람직하게는

모든 논리 유니트들을 순차적인 순서로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 내로 수집하여 이루어진다.

비순차 업데이트 블록 인덱싱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비순차 논리 유니트들을 갖는 업데이트 블록들을 지원하는 블록 관리 시스템을 갖는 비

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비순차 업데이트 블록 내의 논리 유니트들의 인덱스는 RAM에 버퍼링되며, 비휘발성 메모리 내

로 주기적으로 저장된다.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의 인덱스는 업데이트 블록 그자체에 저장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

서, 최종 업데이트 이후지만 다음 업데이트 이전에 쓰여진 논리 유니트들은 각각의 논리 유니트의 헤더 내에 저장된 인덱

싱 정보를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 아웃티즈(outage) 이후에, 최근에 쓰여진 논리 유니트들의 위치는 초

기화 기간 동안에 스케닝을 수행할 필요없이 결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블록은 부분적으로 순차적이고 그

리고 부분적으로 비순차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며, 한개의 논리 서브그룹 보다 많은 그룹에 해당한다.

제어 데이터 통합 및 관리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제어 데이터의 약간 또는 전부와 같은 임계 데이터는 만약 그것이 중복 상태로 유지된다

면, 엑스트라 레벨의 신뢰도로 보증된다. 상기와 같은 중복은 메모리 셀들의 동일한 세트의 멀티 비트를 연속으로 프로그

래밍하는 2-패스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멀티-상태 메모리 시스템을 위하여, 제2 패스 내의 소정의 프로그래밍 오류가 제

1 패스에 의하여 구성된 데이터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실행된다. 이와 같은 중복은 쓰기 취소의 검출, 검출 오류의

검출(예를 들면, 두개의 카피가 우수한 ECC를 갖지만,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 등을 가능하게 하며, 엑스트라 레벨의 신뢰

도를 제공한다.데이터 중복에 대한 여러개의 기술들이 사용 가능하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의 두개의 카피가 조기 프로그래밍 패스에서 프로그래밍된 이후에, 다음의 프로그래밍

패스는 두개의 카피 중에서 최소한 한개의 카피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피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두개의 카피 중 최소한 한개의 카피는 그 다음의 프로그래밍 패스가 완료되기 이전에 취소되고 그리고 조기 패스의 데

이터를 손상시키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의 두개의 카피들은 두개의 카피들 중 최대한 한개의 카피가 다음 프로그래밍 패

스에서 프로그래밍되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두개의 다른 블록들에 저장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의 두개의 카피들이 프로그래밍 패스에 저장된 이후에, 두개의 카피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의 세트에 더 이상의 프로그래밍이 진행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은 것은 메모리 셀들의 세트를 위하여 궁극적인

프로그래밍 패스 내의 두개의 카피를 프로그래밍하여 성취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의 두개의 카피들은 프로그래밍된 메모리 셀들 상에서 더 이상의 프로그래밍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진 프로그래밍 모드로 멀티-상태 메모리 내로 프로그래밍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메모리 셀들의 동일한 세트의 멀티 비트를 연속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하여 2-패스 프로그래

밍 기술을 적용하는 멀티-상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무장애(fault-tolerant) 코드는 조기 프로그래밍 패스에 의하여

구성된 데이터가 다음 프로그래밍 패스의 에러에 둔감하도록 멀티 메모리 상태를토드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블록 관리 시스템을 갖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메모리 블록의 제어 쓰레기 수집

또는 우선 위치 재설정은 많은 수의 업데이트 블록들이 위치 재설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구현된

다. 예를 들면, 상기와 같은 상황은 블록 관리 시스템의 작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발생

한다. 제어 데이터 유형의 계층은 업데이트 빈도의 가변 정도에 따라 존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속도로 쓰레기 수

집 또는 위치 재설정을 필요로 하는 관련 업데이트 블록들을 얻게 된다. 한개의 제어 데이터 유형보다 많은 쓰레기 수집 작

용들이 일치하는데 소정의 시간대가 있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모든 제어 데이터 유형을 위한 업데이트 블록

들의 위치 재설정 단계들은 정렬되어, 모든 업데이트 블록들이 동시에 위치 재설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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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징 및 장점은 그 양호한 실시예의 하기의 설명으로부터 이해될 것이며,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은 첨

부 도면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메모리 시스템의 메인 하드웨어 콤포넌트를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메모리 시스템

(20)은 통상적으로,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스트(10)와 함께 동작한다. 메모리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내장 메모리 시

스템 또는 메모리 카드의 형태이다. 메모리 시스템(20)은 메모리(200)를 포함하며, 메모리의 동작은 컨트롤러(100)에 의

해 제어된다. 메모리(200)는 하나 이상의 집적 회로 칩 위에 분포된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하나 이상의 어레이로 구성된다.

컨트롤러(100)는 인터페이스(110), 프로세서(120), 선택적 코프로세서(121), 롬(ROM, 판독 전용 메모리)(122), 램(RAM,

임의 접근 메모리)(130) 및 선택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124)로 구성된다. 인터페이스(110)는 호스트에

컨트롤러를 인터페이스 접속하는 하나의 콤포넌트 및 메모리(200)에 인터페이스 연결된 다른 콤포넌트를 포함한다. 비휘

발성 롭(122) 및/또는 선택적 비휘발성 메모리(124)에 저장된 펌웨어는 컨트롤러(100)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프로세서

(120)를 위한 코드를 제공한다. 에러 교정 코드는 선택적 코프로세서(121) 또는 프로세서(120)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대

안 실시예에서, 컨트롤러(100)는 상태 기계(미도시)에 의해 구현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컨트롤러(100)는 호스트내에

구현된다.

논리 및 물리 블록 구조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물리 섹터의 그룹(또는 메타블록)으로 조직화되어 컨트롤러의 메모리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메모리를 예시한다. 메모리(200)는 메타블록으로 조직화되며, 여기서, 각 메타블록은 함께 삭제할 수 있는

물리 섹터(S0,...,SN-1)의 그룹이다.

호스트(100)는 파일 시스템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용시 메모리(200)를 억세스한다. 통상적으

로, 호스트 시스템은 논리 섹터의 유닛으로 데이터를 어드레스하며, 여기서, 예로서, 각 섹터는 데이터의 512바이트를 포

함할 수 있다. 또한, 호스트에 대하여, 각각 하나 이상의 논리 섹터로 구성된 논리 클러스터의 유닛으로 메모리 시스템을

판독 및 그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호스트 시스템에서, 호스트에서 보다 낮은 레벨의 메모리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적 호스트측 메모리 관리자가 존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판독 또는 기록 동작 동안, 호스트(10)는 주로,

연속적 어드레스를 갖는 데이터의 논리 섹터의 스트링을 포함하는 세그먼트를 판독 또는 기록하기 위해 메모리 시스템

(20)에 명령을 발령한다.

메모리측 메모리 관리자는 플래시 메모리(200)의 메타블록 중 호스트 논리 섹터의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을 관리하기 위

해 메모리 시스템(20)의 컨트롤러(100)내에 구현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메모리 관리자는 메타블록의 삭제, 판독 및 기

록 동작을 관리하기 위한 다수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한다. 또한, 메모리 관리자는 컨트롤러 램(130) 및 플래시 메모리

(200) 중에 그 동작과 연계된 시스템 제어 및 디렉토리 데이터를 유지한다.

도 3a(i) 내지 도 3a(iii)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사이의 맵핑을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물

리 메모리의 메타블록은 논리 그룹의 데이터의 N 논리 섹터를 저장하기 위한 N 물리 섹터를 갖는다. 도 3a(i)는 논리 그룹

LGi로부터의 데이터를 도시하며, 여기서, 논리 섹터는 연속적인 논리 순서(0, 1,..., N-1)로 존재한다. 도 3a(ii)는 동일 논

리 순서로 메타블록내에 저장되어 있는 동일 데이터를 도시한다. 이 방식으로 저장될 때, 메타블록은 "순차적"이라 말해진

다. 일반적으로, 메타블록은 다른 순서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메타블록은 "비순차적" 또는 "카오틱

(chaotic)"이라고 말해진다.

맵핑되는 메타블록의 최저 어드레스와 논리 그룹의 최저 어드레스 사이에 오프셋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리 섹터 어

드레스는 메타블록내의 논리 그룹의 저단으로부터 다시 상단으로의 루프로서 랩 어라운드 한다. 예로서, 도 3a(iii)에서, 메

타블록은 논리 섹터(k)의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그 최초 위치에서 저장한다. 최종 논리 섹터(N-1)가 도달될 때, 이는 섹터

0으로 되돌아가고, 그 최종 물리 섹터에서 논리 섹터 k-1과 연계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저장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메

타블록의 최초 물리 섹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시작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것 같이, 임의의 오프셋을 나타내기 위

해, 페이지 태그가 사용된다. 두 개의 블록은 페이지 태그만이 다를 때, 유사한 순서로 저장된 그 논리 섹터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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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b는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사이의 맵핑을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데이터가 현재 갱신되어 있는 소수의 논리 그룹을 제

외하고, 각 논리 그룹은 고유 메타블록으로 맵핑된다. 논리 그룹이 갱신된 이후에, 이는 다른 메타블록에 맵핑될 수 있다.

맵핑 정보는 논리 대 물리 디렉토리의 세트에 유지된다. 이는 보다 상세히 후술될 것이다.

메타블록 맵핑을 위한 논리 그룹의 다른 유형도 고려된다. 예로서, 가변 크기를 갖는 메타블록이 발명의 명칭이 "적응성 메

타블록(Adaptive Metablock)"인 알란 신클레어(Alan Sinclair)에 의해 본원과 동일한 날자로 출원된, 동시계류중이며, 공

동 소유의 미국 특허 출원에 개시되어 있다. 이 동시계류 출원의 전체 내용은 여기에 참조로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한가지 특징은 시스템이 단일 논리 파티션으로 동작하며, 메모리 시스템의 논리 어드레스 범위 전반에 걸쳐 논

리 섹터의 그룹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예로서, 시스템 데이터를 포함하는 섹터 및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섹

터가 논리 어드레스 공간 중 임의의 장소에 분포될 수 있다.

종래 기술 시스템과는 달리, 높은 빈도수 및 작은 크기의 갱신을 갖는 데이터를 포함하기 쉬운 논리 어드레스 공간 섹터를

국지화하기 위한 시스템 섹터(즉, 파일 할당 테이블, 디렉토리 또는 서브디렉토리에 관련된 섹터)의 어떠한 특수한 구획형

성 또는 지역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섹터의 논리 그룹을 갱신하는 본 체계는 파일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들 및 시스

템 섹터를 대표하는 억세스의 패턴을 효율적으로 다룬다.

도 4는 물리 메모리내의 구조를 가지는 메타블록의 정렬을 예시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유닛으로서 함께 삭제할 수 있는 메

모리 셀의 블록을 포함한다. 이런 삭제 블록은 메모리의 최소 삭제가능 유닛(MEU) 또는 플래시 메모리의 삭제의 최소 유

닛이다. 최소 삭제 유닛은 메모리의 하드웨어 설계 파라미터이며, 다수의 MEU 삭제를 지원하는 일부 메모리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MEU를 포함하는 "슈퍼 MEU"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래시 EEPROM에 대하여, MEU는 하나의 섹터를

포함할 수 있지만, 다수의 섹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이는 M 섹터를 갖는다. 양호한 실시예에

서, 각 섹터는 데이터의 512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 부분과, 시스템 또는 오버헤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헤더 부분을 갖는다. 메타블록이 P MEU로 구성되고, 각 MEU가 M 섹터를 포함하는 경우, 이때, 각 메타블록은

N=P*M 섹터를 갖는다.

메타블록은 시스템 레벨에서, 메모리 위치의 그룹, 예로서, 함께 삭제가능한 섹터를 나타낸다.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 어드

레스 공간은 메타블록의 세트로서 취급되며, 메타블록은 최소 삭제 유닛이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메타블록" 및 "블록"은

미디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최소 삭제 유닛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용어 "최소 삭제 유닛" 또

는 MEU는 플래시 메모리의 최소 삭제 유닛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메타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 삭제 유닛(MEU)의 링크형성

프로그래밍 속도 및 삭제 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수의 MEU가 병렬로 삭제되고, 다수의 MEU에 위치된 다수의 정보

페이지가 병렬로 프로그램되도록 배열함으로써, 병행이 가능한 많이 활용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페이지는 단일 동작에서 함께 프로그램될 수 있는 메모리 셀의 그룹화이다. 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섹

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어레이는 하나 이상의 평면으로 구획화될 수 있으며, 여기서, 하나의 평면내에는 단 하

나의 MEU가 한번에 프로그램 또는 삭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면은 하나 이상의 메모리 칩 중에 분포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MEU는 하나 이상의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 칩내의 MEU는 평면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 각 평면으로부터의 하나의 MEU가 동시에 프로그램 또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평면으로부터 하나의 MEU를

선택함으로써, 다수의 MEU 메타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편리하다(이하의 도 5b 참조).

도 5a는 다른 평면의 최소 삭제 유닛의 링크형성으로부터 구성되는 메타블록을 예시한다. MB0, MB1,..., 같은 각 메타블

록은 메모리 시스템의 다른 평면으로부터의 MEU로부터 구성되며, 여기서, 다른 평면은 하나 이상의 칩 사이에 분포한다.

도 2에 도시된 메타블록 링크 매니저(170)는 각 메타블록을 위한 MEU의 링크형성을 관리한다. 각 메타블록은 최초 포맷

팅 프로세스 동안 구성되며, MEU 중 하나의 손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시스템의 수명 전반에 걸쳐 그 구성 MEU를 유지한

다.

도 5b는 하나의 최소 삭제 유닛(MEU)이 메타블록으로의 링크형성을 위해 각 평면으로부터 선택되는 일 실시예를 예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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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c는 메타블록으로의 링크형성을 위해 각 평면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MEU가 선택되는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MEU는 슈퍼 MEU를 형성하도록 각 평면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예로서, 슈퍼 MEU는 두 개의

MEU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는 판독 또는 기록 동작을 위해 하나 이상의 패스(pass)를 취할 수 있다.

메타블록으로의 MEU의 링크형성 또는 재링크형성은 또한, 본 출원과 동일자로, 카를로스 곤잘레스(Carlos Gonzales) 등

에 의해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다중 블록 구조로의 블록의 적응적 결정적 그룹화(Adative Deterministic Grouping of

Blocks into Multi-Block Structures)"인 동시 계류중인 공동 소유의 미국 특허 출원에 개시되어 있다.

메타블록 관리

도 6은 컨트롤러 및 플래시 메모리내에 구현된 바와 같은 메타블록 관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메타블록 관리 시

스템은 컨트롤러(100)에 구현된 다양한 기능 모듈을 포함하며, 테이블에 다양한 제어 데이터(디렉토리 데이터 포함)와, 컨

트롤러 램(130) 및 플래시 메모리(200)내에 계층적으로 분포된 리스트를 유지한다. 컨트롤러(100)에 구현된 기능 모듈은

인터페이스 모듈(110), 논리적-대-물리 어드레스 변환 모듈(140), 갱신 블록 관리자 모듈(150), 삭제 블록 관리자 모듈

(160) 및 메타블록 링크 관리자(170)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110)는 메타블록 관리 시스템이 호스트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변

환 모듈(140)은 호스트로부터의 논리 어드레스를 물리 메모리 위치에 맵핑한다. 갱신 블록 관리자 모듈(150)은 주어진 논

리 데이터 그룹을 위한 메모리 내의 데이터 갱신 동작을 관리한다. 삭제 블록 관리자(!60)는 새로운 정보의 저장을 위해 그

할당 및 메타블록의 삭제 동작을 관리한다. 메타블록 링크 관리자(170)는 주어진 메타블록을 구성하기 위해 섹터의 최소

삭제가능 블록의 서브그룹의 링크형성을 관리한다. 이들 모듈의 상세한 설명은 그 각 섹션에 주어질 것이다.

동작 동안, 메타블록 관리 시스템은 어드레스, 제어 및 상태 정보 같은 제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와 함께 동작한다. 제어

데이터 중 다수가 빈번히 변하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블록 구조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내에

쉽게 저장 및 유지될 수 없다. 보다 효율적인 갱신 및 억세스를 위해 컨트롤러 램(RAM) 내에 보다 많이 변하는 제어 데이

터의 보다 적은 양을 배치하면서,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내에 보다 많은 정적 제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계층적 및 분

포식 체계가 사용된다. 파워 셔트다운(shutdown) 또는 고장의 경우에, 이 체계는 비휘발성 메모리내의 제어 데이터의 작

은 세트를 스캐닝함으로써 쉽게 비휘발성 컨트롤러 램 내의 제어 데이터가 재구성될 수 있게 한다. 이는 본 발명이 데이터

의 주어진 논리 그룹의 가능한 활동과 연계된 블록의 수를 규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스캐닝이 한정된다. 부

가적으로, 영속성이 필요한 제어 데이터 중 일부는 섹터 단위로 갱신될 수 있는 비휘발성 메타블록에 저장되며, 각 갱신은

이전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섹터가 기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메타블록내의 섹터 단위 갱신의 추적을 유지하기 위해 제

어 데이터를 위해 섹터 인덱싱 체계가 사용된다.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200)는 비교적 정적인 다량의 제어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는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210),

카오틱 블록 인덱스들(BSI)(220), 삭제 블록 리스트(EBL)(230) 및 MAP(240)를 포함한다. GAT(210)는 섹터의 논리 그

룹과, 그 대응 메타블록 사이의 맵핑의 추적을 유지한다. 맵핑은 그들이 받는 갱신을 제외하면 변화되지 않는다. CBI(220)

는 갱신 동안 논리적으로 비순차적 섹터의 맵핑의 추적을 유지한다. EBL(230)은 삭제된 메타블록의 풀의 추적을 유지한

다. MAP(240)는 플래시 메모리내의 모든 메타블록의 삭제 상태를 보여주는 비트맵이다.

휘발성 컨트롤러 램(130)은 빈번히 변경 및 억세스되는 제어 데이터의 작음 부분을 저장한다. 이는 할당 블록 리스트

(ABL)(134) 및 소거 블록 리스트(CBL)(136)를 포함한다. ABL(134)은 갱신 데이터를 레코딩하기 위하여 메타블록의 할

당의 추적을 유지하고, CBL(136)은 할당해제 및 삭제된 메타블록의 추적을 유지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램(130)은 플래

시 메모리(200)내에 저장된 데어 데이터를 위한 캐시로서 작용한다.

갱신 블록 관리자

갱신 블록 관리자(150)(도 2에 도시)는 논리 그룹의 갱신을 취급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라서, 갱신을 받는 섹터의 각

논리 그룹은 갱신 데이터를 레코딩하기 위해 전용 갱신 메타블록이 할당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논리 그룹의 하나 이상

의 섹터의 임의의 세그먼트가 갱신 블록에 레코딩된다. 갱신 블록은 순차적 순서 또는 비순차적(또한, 카오틱이라고도 알

려짐) 순서 중 어느 하나로, 갱신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관리될 수 있다. 카오틱 갱신 블록은 논리 그룹내에 임의의 순서로

섹터 데이터가 갱신될 수 있게 하며, 개별 섹터의 임의의 반복을 갖는다. 특히, 순차적 갱신 블록은 임의의 데이터 섹터의

재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카오틱 갱신 블록이 될 수 있다. 카오틱 데이터 갱신을 위한, 어떠한 사전결정된 블록 할당도

필요하지 않으며, 임의의 논리 어드레스에서의 비순차적 기록이 자동으로 수용된다. 따라서, 종래 기술 시스템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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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그룹의 다양한 갱신 세그먼트가 논리적으로 순차적인지 또는 비순차적 순서인지 여부에 대한 특별한 처리가 존재하

지 않는다. 포괄적 갱신 블록은 단순히, 그들이 호스트에 의해 요청되는 순서로 다양한 세그먼트를 레코딩하기 위해 사용

된다. 예로서, 호스트 시스템 데이터 또는 시스템 제어 데이터가 카오틱 형태로 갱신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도, 호스트 시

스템 데이터에 대응하는 논리 어드레스 공간의 영역은 호스트 사용자 데이터를 갖는 영역과 달리 취급될 필요가 없다.

섹터의 완전한 논리 그룹의 데이터는 단일 메타블록에 논리 순차 순서로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으로, 저장된

논리 섹터에 대한 인덱스가 사전규정된다. 메타블록이 사전규정된 순서로 주어진 논리 그룹의 모든 섹터를 저장하고 있을

때, 이는 "완전한" 것으로 말해진다. 갱신 블록에 대하여, 이는 결과적으로 논리 순차 순서로 갱신 데이터로 채워지며, 그

후, 갱신 블록은 이미 원래의 메타블록을 대체하는 갱신된 완전한 메타블록이 된다. 다른 한편, 갱신 블록이 완전한 블록의

것과는 다른 논리 순서로 갱신 데이터로 채워지는 경우, 갱신 블록은 비순차적 또는 카오틱 갱신 블록이며, 비정렬 세그먼

트는 궁극적으로, 논리 그룹의 갱신 데이터가 완전한 블록의 것과 동일한 순서로 저장되도록 추가 처리되어야만 한다. 양

호한 경우에, 이는 단일 메타블록내에 논리적으로 순차적 순서로 존재한다. 추가 처리는 원래 블록내의 불변 섹터와 갱신

블록내의 갱신 섹터를 또 다른 갱신 메타블록으로 병합하는 것을 수반한다. 병합된 갱신 블록은 그후, 논리적으로 순차적

순서가되며, 원본 블록을 대체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사전결정된 조건하에서, 병합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압축

(compaction) 프로세스가 선행된다. 압축 프로세스는 동일 논리 섹터의 순차 갱신에 의해 폐기된 임의의 복제 논리 섹터를

제거하면서, 카오틱 갱신 블록의 섹터를 대체 카오틱 갱신 블록으로 단순히 재레코딩한다.

갱신 체계는 지정된 최대치까지 다수의 갱신 스레드가 동시에 운용될 수 있게 한다. 각 스레드는 그 전용 갱신 메타블록을

사용하여 갱신을 받는 논리 그룹이다.

순차 데이터 갱신

논리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가 최초 갱신될 때, 메타블록이 할당되고, 논리 그룹의 갱신 데이터의 갱신 블록으로서 전용된

다. 갱신 블록은, 기존 메타블록이 그 섹터 모두를 완전하게 저장하고 있는 논리 그룹의 하나 이상의 섹터의 세그먼트를 기

록하기 위한 명령을 호스트로부터 수신하였을 때 할당된다. 제1 호스트 기록 동작에 대하여, 데이터의 제1 세그먼트가 갱

신 블록상에 레코딩된다. 각 호스트 기록이 연속적 논리 어드레스를 갖는 하나 이상의 섹터의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제1

갱신은 항상 본질적으로 순차적이다. 순차적 호스트 기록에서, 동일 논리 그룹내의 갱신 세그먼트는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순서로 갱신 블록내에 레코딩된다. 블록은 순차적 갱신 블록으로서 계속 관리되며, 연계된 논리 그룹내의 호스트에 의해

갱신 섹터는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남아 있는다. 이 논리 그룹내의 갱신된 모든 섹터는 블록이 폐쇄되거나, 카오틱 갱신

블록으로 변환될 때까지, 이 순차적 갱신 블록에 기록된다.

도 7a는 논리 그룹을 위한 원래의 블록의 대응 섹터가 폐기되고, 두 개의 별개의 호스트 기록 동작의 결과로서, 순차 갱신

블록에 순차적 순서로 기록된 논리 그룹의 섹터의 예를 예시한다. 호스트 기록 동작 #1에서, 논리 섹터 LS5 - LS8내의 데

이터가 갱신된다. LS5' - LS8'로서 갱신 데이터가 새롭게 할당된 전용 갱신 블록에 레코딩된다.

편의상, 논리 그룹내에 갱신되는 제1 섹터는 제1 물리 섹터 위치로부터 시작하는 전용 갱신 블록내에 레코드된다. 일반적

으로, 갱신되는 제1 논리 섹터는 그룹의 논리 최초 섹터일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갱신 블록의 시작과 논리 그룹의 시작 사

이에 오프셋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오프셋은 도 3a에 관련하여 전술된 바와 같이 페이지 태그라 알려져 있다. 후속 섹터는

논리적으로 순차적 순서로 갱신된다. 논리 그룹의 최종 섹터가 기록될 때, 그룹 어드레스 랩 어라운드 및 기록 시퀀스는 그

룹의 제1 섹터에서 이어진다.

호스트 기록 동작 #2에서, 논리 섹터(LS9-LS12)내의 데이터의 세그먼트가 갱신된다. LS9'-LS12'로 갱신 데이터는 최종

기록이 종료하는 바로 이어지는 위치에서 전용 갱신 블록에 레코드된다. 두 개의 호스트 기록은 갱신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순차적 순서로, 즉, LS5' - LS12'로 갱신 블록에 레코드되어 있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갱신 블록은 논리적으

로 순차적 순서로 충전되기 때문에, 순차 갱신 블록으로서 간주된다. 갱신 블록에 레코드된 갱신 데이터는 원본 블록내의

대응하는 것을 폐기한다.

카오틱 데이터 갱신

카오틱 갱신 블록 관리는 연계된 논리 그룹내의 호스트에 의해 갱신된 임의의 섹터가 논리적으로 비순차적일 때, 기존의

순차 갱신 블록에 대해 개시된다. 카오틱 갱신 블록은 연계된 논리 그룹내의 논리 섹터가 임의의 반복량으로, 임의의 순서

로 갱신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는 호스트에 의해 기록된 섹터가 갱신되는 논리 그룹내의 이전에 기록된 섹터에 대해 논리

적으로 비순차적일 때, 순차 갱신 블록으로부터의 변환에 의해 생성된다. 이 논리 그룹내의 순차 갱신된 모든 섹터는 그룹

내에서의 그 논리 섹터 어드레스가 무엇이든 카오틱 갱신 블록내의 다음 가용한 섹터 위치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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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b는 논리 그룹을 위한 원본 블록내의 대체된 섹터 및 카오틱 갱신 블록내의 복제된 섹터는 모두 폐기되는 반면, 5개 개

별 호스트 기록 동작의 결과로서,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카오틱 순서로 기록되는 논리 그룹내의 섹터의 예를 예시한다.

호스트 기록 동작 #1에서, 원본 메타블록내에 저장된 주어진 논리 그룹의 논리 섹터 LS10 - LS11이 갱신된다. 갱신된 논

리 섹터 LS10' - LS11'이 새롭게 할당된 갱신 블록에 저장된다. 이 지점에서, 갱신 블록은 순차적인 것이다. 호스트 기록

동작 #2에서, 논리 섹터 LS5 - LS6이 LS5' - LS6'로 갱신되고, 최종 기록에 바로 이은 위치에서 갱신 블록에 레코드된다.

이는 갱신 블록을 순차적인 것으로부터 카오틱의 것으로 변환한다. 호스트 기록 동작 #3에서, 논리 섹터 LS10이 다시 갱

신되고, 갱신 블록의 다음 위치에 LS10"로서 레코드된다. 이 지점에서, 갱신 블록내의 LS10"은 이전 레코딩내의 LS10'를

대체하며, 이는 순차적으로, 원본 블록내의 LS10을 대체한다. 호스트 기록 동작 #4에서, 논리 섹터 LS10내의 데이터가 다

시 갱신되며, LS"'로서 갱신 블록의 다음 위치에 레코드된다. 따라서, LS10"'은 이제 최신의 것이며, 논리 섹터 LS10을 위

해 유일한 유효 데이터이다. 호스트 기록 동작 #5에서, 논리 섹터 LS30내의 데이터가 갱신되고, LS30'으로서 갱신 블록에

레코드된다. 따라서, 본 예는 논리 그룹내의 섹터가 임의의 반복수로 임의의 순서로 카오틱 갱신 블록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강제 순차 갱신

도 8은 논리적 어드레스의 불연속성을 가지는 두 개의 별개의 호스트 기록 동작의 결과로서, 순차 갱신 블록에 순차적 순

서로 기록되는 논리 그룹내의 섹터의 예를 예시한다. 호스트 기록 #1에서, 논리 섹터 LS5 - LS8내의 갱신 데이터가 LS5'

- LS8'로서 전용 갱신 블록에 레코드된다. 호스트 기록 #2에서, 논리 섹터 LS14- LS 16내의 갱신 데이터가 LS14' -

LS16'으로서, 최종 기록에 이어 갱신 블록에 레코드된다. 그러나, LS8 및 LS14 사이에는 어드레스 점프가 존재하며, 호스

트 기록 #2는 통상적으로, 갱신 블록이 비순차적이 되게 한다. 어드레스 점프는 순차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 옵션은 호

스트 기록 #2를 실행하기 이전에 원본 블록으로부터 갱신 블록으로 개입 섹터의 데이터를 복사함으로써, 먼저 페이딩 동

작(#2A)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갱신 블록의 순차적 특성이 보전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반적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의 논리 그룹 갱신을 위한 갱신 블록 관리자에 의한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갱신 프로세스는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단계 260 : 메모리가 블록으로 조직화되고, 각 블록은 함께 삭제할 수 있는 메모리 유닛으로 분할되며, 각 메모리 유닛은

데이터의 논리적 유닛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계 262 : 데이터는 논리 그룹으로 조직화되고, 각 논리 그룹은 논리 유닛으로 분할된다.

단계 264 : 표준 경우에, 논리 그룹의 모든 논리 유닛은 제1 지정 순서, 바람직하게는 논리적 순차 순서에 따라 원본 블록

의 메모리 유닛 중에 저장된다. 이 방식으로, 박스내의 개별 논리 유닛을 억세스하기 위한 인덱스가 알려진다.

단계 270 : 데이터의 주어진 논리 그룹(예로서, LGx)에 대하여, LGx내의 논리 유닛을 갱신하기 위한 요청이 이루어진다

(논리 유닛 갱신은 예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갱신은 LGx내의 하나 이상의 연속 논리 유닛의 세그먼트이다.)

단계 272 : 요청된 갱신 논리 유닛이 LGx의 갱신을 레코드하기 위해 전용화된 제2 블록에 저장된다. 레코딩 순서는 제2 순

서에 따르며, 통상적으로, 개인이 요청되는 순서이다. 본 발명의 한가지 특징은 갱신 블록이 최초에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순차적 또는 카오틱 순서로 레코딩하기 위해 설정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제2 순서에 따라서, 제2 블록은 순차적인 것이

거나 카오틱의 것일 수 있다.

단계 274 : 제2 블록은 프로세스가 단계 270으로 되돌아갈 때, 요청된 레코딩된 논리 유닛을 계속 갖고 있다. 폐쇄를 위한

사전결정된 조건이 실현될 때, 추가 갱신을 수신하기 위해 제2 블록이 폐쇄된다. 이 경우에, 프로세스는 단계 276으로 진

행한다.

단계 276 : 폐쇄된, 제2 블록이 원본 블록의 것과 유사한 순서로 기록된 그 갱신 논리 유닛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도 3a에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그 기록된 논리 유닛이 단지 페이지 태그만이 다를 때, 두 블록은 유사한

순서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 블록이 유사한 순서를 갖는 경우, 프로세스는 단계 280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

정 종류의 조각 모음이 단계 290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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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80 : 제2 블록이 제1 블록과 동일 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이는 원래의 제1 블록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후, 갱

신 프로세스는 단계 299에서 종료한다.

단계 290 : 주어진 논리 그룹의 각 논리 유닛의 최신 버전이 제2 블록(갱신 블록) 및 제1 블록(원본 블록) 중으로부터 수집

된다. 주어진 논리 그룹의 병합된 논리 유닛이 그후, 제1 블록과 유사한 순서로 제3 블록에 기록된다.

단계 292 : 제3 블록(병합된 블록)은 제1 블록과 유사한 순서를 갖기 때문에, 원본, 제1 블록을 교체하도록 사용된다. 갱신

프로세스는 그후 단계 299에서 종료한다.

단계 299 : 정리 프로세스가 완전한 갱신 블록을 생성할 때, 이는 주어진 논리 그룹을 위한 새로운 표준 블록이 된다. 논리

그룹을 위한 갱신 스레드는 종결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의 논리 그룹을 갱신하기 위한 갱신 블록 관리자에 의한 프로세스를 예시

하는 흐름도이다. 갱신 프로세스는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단계 310 : 데이터의 주어진 논리 그룹(예로서, LGx)에 대하여, LGx내의 논리 유닛을 갱신하기 위한 요청이 이루어진다

(섹터 갱신은 예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갱신은 LGx내의 하나 이상의 연속 논리 섹터의 세그먼트이다.)

단계 312 : LGx에 전용화된 갱신 블록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논리 그룹을 위한 새로운 갱신 스레드를 개시하기 위해

단계 410으로 진행한다. 이는 논리 그룹의 갱신 데이터를 레코드하기 위해 전용화된 갱신 블록을 할당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미 개방된 갱신 블록이 존재하는 경우, 갱신 블록상으로 갱신 섹터를 기록하기 시작하도록 단계 314로 진행한다.

단계 314 : 현재 갱신 블록이 이미 카오틱(즉, 비순차적)인 경우, 이때, 카오틱 갱신 블록상에 요청된 갱신 섹터를 레코드하

기 위해 단순히 단계 510으로 진행한다. 현재 갱신 블록이 순차적인 경우, 순차 갱신 블록의 처리를 위해 단계 316으로 진

행한다.

단계 316 : 본 발명의 한가지 특징은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순차적 또는 카오틱 순서로 레코드하기 위해 최초에 갱신 블록

이 포괄적으로 설정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 그룹이 궁극적으로 논리적 순차 순서로 메타블록에 저장된 그

데이터를 갖기 때문에, 가능한 갱신 블록을 순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각 모음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갱신

블록이 추가 갱신을 위해 폐쇄될 때, 이때, 보다 적은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요청된 갱신이 갱신 블록의 현재 순차적 순서에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갱신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때, 순차적 갱신을 수행하기 위해 단계 510으로 진행하고, 갱신 블록은 순차적으로 남아 있는다. 다른 한

편, 갱신이 순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카오틱 갱신), 이는 어떠한 다른 작용도 취해지지 않는 경우, 순차 갱신 블록을

카오틱의 것으로 변환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세스는 직접적으로 단계 370으로 진

행하며, 여기서, 갱신은 갱신 블록의 카오틱 개인 블록으로의 전환이 허가된다.

선택적 강제 순차 프로세스

다른 실시예에서, 강제 순차 프로세스 단계 320이 선택적으로 수행되어 계류중인 카오틱 갱신의 견지에서 가능한 멀리 순

차 갱신 블록을 보전한다.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며, 양자 모두는 갱신 블록상에 레코드된 논리 섹터의 순차 순서를 유지하

기 위해 원본 블록으로부터 누락 섹터를 복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상황은 갱신이 짧은 어드레스 점프를 생성하

는 경우이다. 두 번째 상황은 그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갱신 블록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다. 강제 순차 프로세스 단계

320은 하기의 서브단계를 포함한다.

단계 330 : 갱신이 사전결정된 양(CB) 보다 크지 않은 논리 어드레스 점프를 생성하는 경우, 프로세스는 단계 350에서 강

제 순차 갱신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강제 순차 정리를 위해 적격인지를 고려하기 위해 단계

340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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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40 : 채워지지 않은 물리적 섹터의 수가 그 전형적인 값이 개신 블록의 크기의 절반인 사전결정된 설계 파라미터

(CC)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 갱신 블록은 비교적 미사용상태이며, 조기 폐쇄되지 않는다. 프로세스는 단계 370으로 진행

하고, 갱신 블록은 카오틱이 된다. 다른 한편, 갱신 블록이 실질적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 이미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간주

되며, 따라서, 강제 순차 정리를 위해 단계 360으로 진행한다.

단계 350 : 강제 순차 갱신은 어드레스 점프가 사전결정된 양(CB)을 초과하지 않는 한, 현재 순차 갱신 블록이 순차적으로

남아 있게 한다. 본질적으로, 갱신 블록의 연계된 원본 블록으로부터의 섹터는 어드레스 점프에 의해 걸쳐진 간격을 채우

기 위해 복사된다. 따라서, 순차 갱신 블록은 현재 갱신을 순차적으로 레코드하기 위해, 단계 510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개

입 어드레스에 데이터로 페이딩된다.

단계 360 : 강제 순차 정리는 계류중인 카오틱 갱신에 의해 카오틱한 것으로 변환되는 대신, 이미 순차적으로 충전되어 있

는 경우, 현재 순차 갱신 블록이 정리되게 한다. 카오틱 또는 비순차적 갱신은 상술된 어드레스 점프 예외, 후향 어드레스

전이 또는 어드레스 반복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전진방향 어드레스 전이를 갖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순차 갱신 블록이 카

오틱 갱신에 의해 변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갱신 블록의 미기록 섹터 위치가 개신 블록의 연계된 원래의 부분 폐기 블

록으로부터 섹터를 복사함으로써, 채워진다. 원본 블록은 그후, 완전히 폐기되고, 삭제될 수 있다. 현재의 갱신 블록은 이

제, 완전한 논리 섹터의 세트를 가지며, 그후, 원본 메타블록을 대체하는 완전 메타블록으로서 정리된다. 프로세스는 그후,

단계 310에서 최초 요청된 계류중인 섹터 갱신의 레코딩을 수용하도록 적소에 새로운 갱신 블록이 할당되게 하도록 단계

430으로 진행한다.

카오틱 갱신 블록으로의 변환

단계 370 : 계류중인 갱신이 순차적 순서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강제 순차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단계 510으로 진행할

때, 순차 갱신 블록은 비순차적 어드레스를 갖는 계류중인 갱신 섹터가 갱신 블록상에 레코드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의해 카

오틱한 것으로 변환될 수 있다. 카오틱 갱신 블록의 최대수가 존재하는 경우, 변환이 진행되게 하기 이전에, 가장 이전에

억세스된 카오틱 갱신 블록을 폐쇄하고, 따라서, 카오틱 블록의 최대수가 초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전에

억세스된 카오틱 갱신 블록의 식별은 단계 420에서 설명된 일반적 경우와 동일하지만, 단지 카오틱 갱신 블록에만 제한된

다. 이 시기의 카오틱 갱신 블록 폐쇄는 단계 55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병합에 의해 달성된다.

시스템 규제를 받는 새로운 갱신 블록의 할당

단계 410 : 갱신 블록으로서의 삭제 메타블록의 할당 프로세스는 사전결정된 시스템 제한이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

정과 함께 시작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메모리 관리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사전결정된 최대수의 갱신 블록(CA)이 동

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한계는 순차 갱신 블록과 카오틱 갱신 블록의 집단이며, 설계 파라미터이

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 한계는 예로서, 최대 8 갱신 블록이다. 또한, 보다 높은 시스템 자원에 대한 수요로 인해, 동시에

개방될 수 있는 카오틱 갱신 블록의 최대수(예로서, 4)에 대한 대응하는 사전결정된 제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CA 갱신 블록이 이미 할당되어 있을 때, 이때, 다음 할당 요청은 단지 기존의 할당된 것 중 하나를 폐쇄한 이후에만

충족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단계 420으로 진행한다. 개방 갱신 블록이 수가 CA 보다 작을 때, 프로세스는 직접적으로 단

계 430으로 진행한다.

단계 420 : 갱신 블록의 최대수(CA)가 초과되는 경우에, 가장 이전에 억세스된 갱신 블록이 폐쇄되고, 조각 모음이 수행된

다. 가장 이전에 억세스된 갱신 블록은 가장 이전에 억세스된 논리 블록과 연계된 갱신 블록으로서 나타내어진다. 가장 이

전에 억세스된 블록을 결정하기 위해, 억세스는 기록 및 선택적으로, 논리 섹터의 판독을 포함한다. 개방 갱신 블록의 리스

트가 억세스를 위해 유지되며, 초기화시, 어떠한 억세스 순서도 가정되지 않는다. 갱신 블록의 폐쇄는 갱신 블록이 순차적

일 때, 단계 360 및 단계 530과 연계하여 설명한 유사한 프로세스를 따르며, 갱신 블록이 카오틱일 때, 단계 540과 연계하

여 설명한 유사한 프로세스를 따른다. 폐쇄는 단계 430에서, 새로운 갱신 블록의 할당을 위한 공간을 형성한다.

단계 430 : 할당 요청은 주어진 논리 그룹(LGx)에 전용화된 갱신 블록으로서 새로운 메타블록의 할당으로 충족된다. 프로

세스는 그후 단계 510으로 진행한다.

갱신 블록상으로의 갱신 데이터의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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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10 : 요청된 갱신 섹터가 갱신 블록의 차순위 가용 물리적 위치상에 레코드된다. 그후, 프로세스는 갱신 블록이 정리

를 위해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단계 520으로 진행한다.

갱신 블록 정리

단계 520 : 갱신 블록이 부가적인 갱신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 단계 570으로 진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갱신 블록을 정리하기 위해 단계 522로 진행한다. 현재 요청된 기록이 블록이 갖는 공간 보다 많은 논리 섹터를 기

록하기를 시도할 때, 갱신 블록을 충전하는 두 가지 가능한 구현이 존재한다. 제1 구현에서, 기록 요청이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할되고, 첫 번째 부분은 블록의 최종 물리 섹터에 기록한다. 블록은 그후, 폐쇄되고, 기록의 두 번째 부분은 새로운 요청

된 기록으로서 처리된다. 다른 구현에서, 요청된 기록이 블록이 나머지 섹터가 페이딩되고, 그후 폐쇄되는 동안 보류된다.

요청된 기록은 새로운 요청된 기록으로서 처리된다.

단계 522 : 갱신 블록이 순차적인 경우, 순차적 폐쇄를 위해 단계 530으로 진행한다. 갱신 블록이 카오틱인 겨우, 카오틱

폐쇄를 위해 단계 540으로 진행한다.

순차 갱신 블록 정리

단계 530 : 갱신 블록이 순차적이며, 완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저장된 논리 그룹은 완전하다. 메타블록은 완

전하며, 원래의 것을 교체한다. 이때, 원본 블록은 완전히 폐기되고 삭제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그후 단계 570으로 진행하

고, 여기서, 주어진 논리적 그룹을 위한 갱신 스레드가 종료한다.

카오틱 갱신 블록 정리

단계 540 : 갱신 블록이 비순차적으로 채워지며, 일부 논리 섹터의 다수회 갱신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유효

데이터를 구제하기 위해 조각 모음이 수행된다. 카오틱 갱신 블록은 압축되거나 병합된다. 어느 프로세스가 수행될 것인지

는 단계 542에서 결정된다.

단계 542 : 압축 또는 병합의 수행은 갱신 블록의 퇴화에 의존한다. 논리 섹터가 다수회 갱신되는 경우, 그 논리 어드레스

는 매우 퇴화한다. 갱신 블록상에 레코딩된 동일 논리 섹터의 다수의 버전이 존재하며, 단지 최종 레코딩된 버전이 그 논리

섹터를 위해 유효한 것이다. 다수의 버전을 갖는 논리 섹터를 포함하는 갱신 블록에서, 별개의 논리 섹터의 수는 논리 그룹

의 수 보다 매우 작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갱신 블록내의 별개의 논리 섹터의 수가 그 전형적인 값이 논리 그룹의 크기의 절반인 사전결정된 설

계 파라미터(CD)를 초과할 때, 정리 프로세스가 단계 550에서 병합을 수행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 프로세스는 단계 560에

서의 압축으로 진행한다.

단계 550 : 카오틱 갱신 블록이 병합되는 경우, 원래의 블록 및 갱신 블록이 병합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 메타블

록으로 교체된다. 병합 이후, 갱신 스레드는 단계 570에서 종료한다.

단계 560 : 카오틱 갱신 블록이 압축되는 경우, 이는 압축된 데이터를 수반하는 새로운 갱신 블록에 의해 대체된다. 압축

이후, 압축된 갱신 블록의 처리는 단계 570에서 종료한다. 대안적으로, 압축은 갱신 블록이 다시 기록될 때까지 지연되고,

따라서, 갱신이 개입하지 않고, 압축에 병합이 이어지는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새로운 갱신 블록은 그후, LGx에서 갱신

을 위한 다음 요청이 단계 502에서 나타날 때, 주어진 논리 블록의 추가 갱신에 사용된다.

단계 570 : 정리 프로세스가 완전한 갱신 블록을 생성할 때, 이는 주어진 논리 그룹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 된다. 논리 그룹

을 위한 갱신 스레드는 종결된다. 정리 프로세스가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새로운 갱신 블록을 생성할 때, 새로운 갱신 블록

은 주어진 논리 그룹을 위해 요청된 다음 갱신을 레코드하기 위해 사용된다. 갱신 블록이 정리되지 않을 때, 처리는 단계

310에서 LGx에서의 갱신을 위한 다음 요청이 나타날 때 이어진다.

상술된 프로세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카오틱 갱신 블록이 폐쇄될 때, 그 위에 레코딩된 개신 데이터가 추가로 처

리된다. 특히, 그 유효 데이터는 새로운 표준 순차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카오틱 블록으로의 압축 프로세스 또는 그

연계된 원래 블록과의 병합 프로세스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조각 모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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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a는 도 10에 도시된 카오틱 갱신 블록을 폐쇄하는 병합 프로세스를 보다 상세히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카오틱 갱신

블록 병합은 갱신 블록이 정리될 때, 예로서, 갱신 블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최종 물리 섹터 위치로 채워져 있을 때, 수행되

는 두 개의 가능한 프로세스 중 하나이다. 블록내에 기록된 별개의 논리 섹터의 수가 사전결정된 설계 파라미터(CD)를 초

과할 때, 병합이 선택된다. 도 10에 도시된 병합 프로세스 단계 550은 하기의 서브단계를 포함한다.

단계 551 : 카오틱 갱신 블록이 폐쇄될 때, 그를 교체하는 새로운 메타블록이 할당된다.

단계 552 : 모든 폐기 섹터를 무시하고, 카오틱 갱신 블록 및 그 연계된 원래 블록 중의 각 논리 섹터의 최신 버전을 수집한

다.

단계 554 : 완전한 블록, 즉, 순차적 순서로 레코딩된 논리 그룹의 논리 섹터 모두를 갖는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논리 순차

순서로 새로운 메타블록상에 수집된 유효 섹터를 레코딩한다.

단계 556 : 원래 블록을 새로운 완전한 블록으로 교체한다.

단계 558 : 정리된 갱신 블록과 원래 블록을 삭제한다.

도 11b는 도 10에 도시된 카오틱 갱신 블록을 폐쇄하기 위한 압축 프로세스를 보다 상세히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압축은

블록내에 기록된 별개의 논리 섹터의 수가 사전결정된 설계 파라미터(CD) 미만일 때 선택된다. 도 10에 도시된 압축 프로

세스 단계 560은 하기의 서브 단계를 포함한다.

단계 561 : 카오틱 갱신 블록이 압축될 때, 그를 교체하는 새로운 메타블록이 할당된다.

단계 562 : 압축될 기존 카오틱 갱신 블록 중 각 논리 섹터의 최신 버전을 수집한다.

단계 564 : 압축된 섹터를 가지는 새로운 갱신 블록을 형성하도록 새로운 갱신 블록상에 수집된 섹터를 기록한다.

단계 566 : 기존 갱신 블록을 압축된 섹터를 갖는 새로운 갱신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갱신 블록상에 수집된 섹터를

레코딩한다.

단계 568 : 정리된 갱신 블록을 삭제한다.

논리 및 메타블록 상태

도 12a는 논리 그룹의 모든 가능한 상태와, 다양한 동작하에서 그들 사이의 가능한 전이를 예시한다.

도 12b는 논리 그룹의 가능한 상태를 나열하는 테이블이다. 논리 그룹 상태는 하기와 같이 규정된다.

1. 완전 : 논리 그룹내의 모든 논리 섹터가 가능하게는 페이지 태그 랩 어라운드(wrap around)를 사용하여, 단일 메타블록

내에 논리 순차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2. 미기록 : 논리 그룹내의 어떠한 논리 섹터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논리 그룹은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에 미기록으로 표시

되며, 어떠한 할당된 메타블록도 갖지 않는다. 이 그룹내의 모든 섹터를 위한 호스트 판독에 응답하여 규정된 데이터 패턴

이 반환된다.

3. 순차 갱신 : 논리 그룹내의 일부 섹터가 가능하게는 페이지 태그를 사용하여 메타블록내에 논리 순차 순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들은 그룹의 임의의 이전 완전 상태로부터 대응 논리 섹터를 대체한다.

4. 카오틱 갱신 : 논리 그룹내의 일부 섹터가 가능하게는 페이지 태그를 사용하여, 메타블록내에서 논리적으로 비순차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들은 그룹의 임의의 이전 완전 상태로부터 대응 논리 섹터를 대체한다. 그룹내의 섹터

는 일회 이상 기록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이 모든 이전 버전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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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a는 메타블록의 모든 가능한 상태와, 다양한 동작하에서 이들 사이의 가능한 전이를 예시한다.

도 13b는 메타블록의 가능한 상태를 나열하는 테이블이다. 메타블록 상태는 하기와 같이 규정된다.

1. 삭제됨 : 메타블록내의 모든 섹터가 삭제됨

2. 순차 갱신 : 메타블록은 가능하게는 페이지 태그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순차적 순서로 섹터로 부분적으로 기록된다.

모든 섹터는 동일 논리 그룹에 속한다.

3. 카오틱 갱신 : 메타블록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논리 비순차적 순서로 섹터로 기록된다. 임의의 섹터는 1회 이상 기

록될 수 있다. 모든 섹터는 동일 논리 그룹에 속한다.

4. 완전 : 메타블록이 가능하게는 페이지 태그를 사용하여 논리 순차 순서로 완전히 기록된다.

5. 원본 : 메타블록이 이전에 완전하였지만, 적어도 하나의 섹터가 호스트 데이터 갱신에 의해 폐기되었다.

도 14a 내지 도 14j는 논리 그룹의 상태 및 또한 물리 메타블록에 대한 다양한 동작의 영향을 도시하는 상태도이다.

도 14a는 제1 기록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를 도시한다. 호스트는 이전에 미기록인 논

리 그룹의 하나 이상의 섹터를 새롭게 할당된 삭제된 메타블록에 논리 순차 순서로 기록한다. 논리 그룹 및 메타블록은 순

차 갱신 상태로 진행한다.

도 14b는 제1 완전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를 도시한다. 모든 섹터가 호스트에 의해 순

차 기록될 때, 이전의 미기록 순차 갱신 논리 그룹은 완전 상태가 된다. 전이는 또한 규정된 데이터 패턴으로 잔여 미기록

섹터를 채움으로써 카드가 그룹을 충전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메타블록은 완전해진다.

도 14c는 제1 카오틱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 및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를 도시한다. 이전의 미기록 순차 갱신

논리 그룹은 적어도 하나의 섹터가 호스트에 의해 비순차적으로 기록될 때, 카오틱이 된다.

도 14d는 제1 압축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 및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를 도시한다. 이전의 미기록 카오틱 갱신

논리 그룹내의 모든 유효 섹터는 추후 삭제되는 구 블록으로부터 새로운 카오틱 메타블록으로 복사된다.

도 14e는 제1 병합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를 도시한다. 이전의 미기록 카오틱 갱신 논

리 그룹내의 모든 유효 섹터는 논리 순차 순서로 새롭게 할당된 삭제 블록을 충전하도록 구 카오틱 블록으로부터 이동된

다. 호스트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섹터는 규정된 데이터 패턴으로 채워진다. 구 카오틱 블록은 그후 삭제된다.

도 14f는 순차 기록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 및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이다. 호스트는 논리적 순차 순서로 완전

논리 그룹의 하나 이상의 섹터를 새롭게 할당된 삭제된 메타블록에 기록한다. 논리 그룹 및 메타블록은 순차 갱신 상태로

진행한다. 이전의 완전 메타블록은 원본 메타블록이 된다.

도 14g는 순차 충전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 및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를 도시한다. 호스트에 의해 그 모든 섹터

가 순차 기록될 때, 순차 갱신 논리 그룹은 완전해진다. 이는 또한, 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원본 블록으로부터의 유효 섹

터로 순차 갱신 논리 그룹이 충전될 때, 조각 모음 동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후, 원본 블록은 삭제된다.

도 14h는 비순차 기록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 및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이다. 순차 갱신 논리 그룹은 호스트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섹터가 비순차적으로 기록될 때 카오틱이 된다. 비순차 섹터 기록은 갱신 블록 또는 대응 원본 블록의

유효 섹터가 폐기되게 할 수 있다.

도 14i는 압축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이다. 카오틱 갱신 논리 그룹내의 모든 유효 섹터

는 추후 삭제되는 구 블록으로부터 새로운 카오틱 메타블록으로 복사된다. 원본 블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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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j는 병합 동작을 위한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전이에 대응하는 상태도이다. 카오틱 갱신 논리 그룹내의 모든 유효 섹터

는 논리 순차 순서로 새롭게 할당된 삭제 블록을 채우도록 구 카오틱 블록 및 원본 블록으로부터 복사된다. 구 카오틱 블록

및 원본 블록은 그후 삭제된다.

갱신 블록 추적 및 관리

도 15는 할당을 위해 삭제 블록과 개방 및 폐쇄된 갱신 블록의 추적을 유지하기 위한 할당 블록 리스트(ABL)의 구조의 양

호한 실시예를 예시한다. 할당 블록 리스트(ABL)(610)는 삭제 블록, 할당된 갱신 블록, 연계된 블록 및 제어 구조의 할당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정확한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전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컨트롤러 램(130)내에 유지된다. 양호한 실

시예에서, ABL은 삭제 블록의 리스트,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614) 및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616)를 포함한다.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614)는 개방 갱신 블록의 속성을 갖는 ABL내의 블록 엔트리의 세트이다.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는

현재 개방된 각 데이터 갱신 블록을 위해 하나의 엔트리를 갖는다. 각 엔트리는 하기의 정보를 보유한다. LG는 현재 갱신

메타블록이 속하는 논리 그룹 어드레스이다. 순차/카오틱은 갱신 블록이 순차적 또는 카오틱 갱신 데이터 중 어느 쪽으로

채워지는지를 나타내는 상태이다. MB는 갱신 블록의 메타블록 어드레스이다. 페이지 태그는 갱신 블록의 제1 물리 위치

에 레코딩된 시작 논리 섹터이다. 기록된 섹터의 수는 갱신 블록상에 현재 기록된 섹터의 수를 나타낸다. MB0은 연계된 원

래 블록의 메타블록 어드레스이다. 페이지 태그0은 연계된 원본 블록의 페이지 태그이다.

폐쇄된 갱신 블록 리스트(616)는 할당 블록 리스트(ABL)의 서브세트이다. 이는 폐쇄된 갱신 블록의 속성을 갖는 ABL내의

블록 엔트리의 세트이다. 폐쇄된 갱신 블록 리스트는 폐쇄되었지만, 그러나, 그 엔트리가 논리 대 메인 물리 디렉토리에서

갱신되지 않은 각 데이터 갱신 블록을 위한 하나의 엔트리를 갖는다. 각 엔트리는 하기의 정보를 유지한다. LG는 현재 갱

신 블록이 속하는 논리 그룹 어드레스이다. MB는 갱신 블록의 메타블록 어드레스이다. 페이지 태그는 갱신 블록의 제1 물

리 위치에 레코딩된 시작 논리 섹터이다. MB0은 연계된 원본 블록의 메타블록 어드레스이다.

카오틱 블록 인덱싱

순차적인 갱신 블록은 논리적인 순서로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서, 블록 중에서 임의의 논리 섹터가 쉽게 위치될 수 있다. 카

오틱 갱신 블록은 순서없이 저장된 논리 섹터를 갖고, 논리 섹터의 다중 갱신 세대를 또한 저장할 수 있다. 부가의 정보는

각각의 유효 논리 섹터가 카오틱 갱신 블록에 위치되는 트랙을 유지하도록 보유되어야 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카오틱 블록 인덱싱 데이터 구조는 카오틱 블록의 모든 유효 섹터의 추적과 빠른 억세스를 허용한다.

카오틱 블록 인덱싱은 논리 어드레스 공간의 작은 영역을 독립적으로 취급하고, 시스템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의 핫 영역

을 효율적으로 다룬다. 인덱싱 데이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빈번하지 않은 갱신 요구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에 유지되는 정보

를 인덱싱하는 것을 허용하여 성능에 강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카오틱 블록의 최근에 기록된 섹터들의 리스트는 제

어기 램의 카오틱 섹터 리스트에 보유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로부터의 인덱스 정보의 캐시는 어드레스 변환을 위한 플

래시 섹터 억세스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제어기 램에 보유된다. 각각의 카오틱 블록을 위한 인덱스는 플래시 메모리의 카오

틱 블록 인덱스(CBI)에 저장된다.

도 16a는 카오틱 블록 인덱스(CBI) 섹터의 데이터 필드를 도시한다. 카오틱 블록 인덱스 섹터(CBI 섹터)는 카오틱 갱신 블

록에 맵핑된 논리 그룹의 각각의 섹터를 위한 인덱스를 포함하고, 관련된 원본 블록 또는 카오틱 갱신 블록 내의 논리 그룹

의 각각의 섹터의 위치를 한정한다. CBI 섹터는 카오틱 블록 내의 유효 섹터의 트랙을 유지하기 위한 카오틱 블록 인덱스

필드, 카오틱 블록을 위한 어드레스 매개변수의 트랙을 유지하기 위한 카오틱 블록 정보 필드 및 CBI 섹터를 저장하는 메

타블록(CBI 블록) 내의 유효 CBI 섹터의 트랙을 유지하기 위한 섹터 인덱스 필드를 포함한다.

도 16b는 전용 메타블록에 레코드되는 카오틱 블록 인덱스(CBI) 섹터의 예를 도시한다. 전용 메타블록은 CBI 블록(620)으

로 지칭될 것이다. CBI 섹터가 갱신되면, CBI 블록(620)의 다음의 활용 가능한 물리적인 섹터 위치에 기록된다. 따라서

CBI 섹터의 다중 복사는 유효한 최종 기록 복사만을 갖는 CBI 블록에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논리 그룹(LG1)을 위한

CBI 섹터는 유효한 최종 버전으로 세 번 갱신된다. CBI 블록의 각각의 유효 섹터의 위치는 블록의 최종 기록된 CBI 섹터의

인덱스의 세트에 의해 식별된다. 이러한 예에서, 블록의 최종 기록된 CBI 섹터는 LG136을 위한 CBI 섹터이고 인덱스 세트

는 모든 이전의 것을 대리하는 유효한 것이다. CBI 블록이 최종적으로 CBI 섹터들로 채워질 때, 블록은 새로운 블록 위치

로 모든 유효 섹터를 재기록함으로써 제어 기록 작동 동안 압축된다. 가득찬 블록은 소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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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 섹터 내의 카오틱 블록 인덱스 필드는 카오틱 갱신 블록으로 맵핑된 논리 그룹 또는 서브 그룹 내의 각각의 논리 섹터

를 위한 인덱스 엔트리를 포함한다. 각각의 인덱스 엔트리는 대응하는 논리 섹터를 위한 유효 데이터가 위치되는 카오틱

갱신 블록 내의 오프셋을 의미한다. 역 인덱스 값은 카오틱 갱신 블록에 논리 섹터를 위한 유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을 지시하고, 소정의 카오틱 블록 인덱스 필드 엔트리는 제어기 램에 보유된다.

CBI 섹터 내의 카오틱 블록 정보 필드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각각의 카오틱 갱신 블록을 위한 하나의 엔트리를 포함하고,

블록을 위한 어드레스 매개변수 정보를 레코드한다. 필드 내의 정보는 CBI 블록의 최종 기록 섹터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

러한 정보는 또한 램의 데이터 구조에 존재한다.

각각의 카오틱 갱신 블록을 위한 엔트리는 3개의 어드레스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카오틱 갱신 블록과 관련된 논

리 그룹(또는 논리 그룹 수)의 논리 어드레스이다. 두 번째는 카오틱 갱신 블록의 메타블록 어드레스이다. 세 번째는 카오

틱 갱신 블록에 기록된 최종 섹터의 물리적인 어드레스 오프셋이다. 오프셋 정보는 램의 데이터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

초기화 동안 카오틱 갱신 블록의 주사 시작점을 설정한다.

섹터 인덱스 필드는 CBI 블록의 각각의 유효 CBI 블록을 위한 엔트리를 포함한다. 이는 각각의 허용된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해 가장 최근에 기록된 CBI 섹터가 위치되는 CBI 블록 내의 오프셋을 한정한다. 인덱스의 오프셋 역의 값은 허용된 카오

틱 갱신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한다.

도 16c는 카오틱 갱신 하에서의 주어진 논리 그룹의 논리 섹터의 데이터에 억세스하는 것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갱신 프

로세스 동안, 갱신 데이터는 카오틱 갱신 블록에 레코드되면서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는 논리 그룹과 관련된 원본 메타블록

에 유지된다. 카오틱 갱신 하에서의 논리 그룹의 논리 섹터에 억세스하는 프로세스는 이하와 같다.

단계 650: 주어진 논리 그룹의 주어진 논리 섹터를 위치시킨다.

단계 651: CBI 블록 내의 최종 기록된 CBI 섹터를 위치시킨다.

단계 654: 최종 기록된 CBI 섹터의 카오틱 블록 정보 필드를 참조함으로써 주어진 논리 그룹과 관련된 카오틱 갱신 블록

또는 원본 블록을 위치시킨다. 이러한 단계는 단계 662 이전에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다.

단계 658: 최종 기록된 CBI 섹터가 주어진 논리 그룹으로 지시되면, CBI 섹터가 위치된다. 단계 662에 선행한다. 아니면,

단계 660에 선행한다.

단계 660: 최종 기록된 CBI 섹터의 섹터 인덱스 필드를 참조함으로써 주어진 논리 그룹을 위한 CBI 섹터를 위치시킨다.

단계 662: 위치된 CBI 섹터의 카오틱 블록 인덱스 필드를 참조함으로써 카오틱 블록 또는 원본 블록 중에서 주어진 논리

섹터를 위치시킨다.

도 16d는 논리 그룹이 서브 그룹으로 구획되는 대체 실시예에 따라 카오틱 갱신 하에서 주어진 논리 그룹의 논리 섹터의

데이터에 대한 억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CBI 섹터의 유한 용량은 논리 섹터의 소정의 최대수의 트랙을 유지할 수만

있다. 논리 그룹이 단일 CBI 섹터가 취급될 수 있는 것보다 보다 많은 논리 섹터를 가질 때, 논리 그룹은 각각의 서브 그룹

에 지정된 CBI 섹터를 갖는 다중 서브 그룹으로 구획된다. 일 예에서, 각각의 CBI 섹터는 256개의 섹터로 구성된 논리 그

룹을 추적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갖고, 최대 8개의 카오틱 갱신 블록을 갖는다. 논리 그룹이 256개의 섹터의 크기를 가

지면, 개별 CBI 섹터는 논리 그룹 내의 256개의 섹터의 서브 그룹용으로 존재한다. CBI 섹터는 논리 그룹내에서 최대 8개

의 서브 그룹용으로 존재하고, 최대 2048개의 섹터의 크기까지 논리 그룹용으로 지원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간접 인덱싱 체계가 인덱스의 용이한 취급을 위해 채용된다.

직접 섹터 인덱스는 특정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모든 가능한 CBI 섹터들이 위치되는 CBI 블록 내의 오프셋을 한정한다.

이러한 필드의 정보는 특정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최종 기록된 CBI 섹터에서만 유효하다. 인덱스의 오프셋의 역의 값은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대응 논리 서브 그룹이 존재하지 않거나 갱신 블록이 할당되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CBI 섹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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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섹터 인덱스는 각각의 허용된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가장 최근에 기록된 CBI 섹터가 위치되는 오프셋을 한정한다.

인덱스의 오프셋의 역의 값은 허용된 카오틱 갱신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시한다.

도 16d는 이하와 같은 카오틱 갱신 하에서 논리 그룹의 논리 섹터를 억세스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단계 670: 다중 서브 그룹 내로 각각의 논리 그룹을 구획하고 각각의 서브 그룹에 대해 CBI 섹터를 지정한다.

단계 680: 주어진 논리 그룹의 주어진 서브 그룹의 주어진 논리 섹터를 위치시키는 것을 시작한다.

단계 682: CBI 블록의 최종 기록된 CBI 섹터를 위치시킨다.

단계 684: 최종 기록된 CBI 섹터의 카오틱 블록 정보 필드를 참조함으로써 주어진 서브 그룹과 관련된 카오틱 갱신 블록

또는 원본 블록을 위치시킨다. 이러한 단계는 단계 696 이전의 임의의 시간에 수행될 수 있다.

단계 686: 최종 기록된 CBI 섹터가 주어진 논리 그룹으로 지시되면, 단계 691에 선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690에 선

행된다.

단계 690: 최종 기록된 CBI 섹터의 간접 섹터 인덱스 필드를 참조함으로써 주어진 논리 그룹을 위한 다중 CBI 섹터의 최종

기록을 위치시킨다.

단계 691: 주어진 논리 그룹을 위한 서브 그룹 중 하나와 연관된 적어도 CBI 섹터를 위치시킨다. 계속됨.

단계 692: 위치된 CBI 섹터가 주어진 서브 그룹으로 지시되면, 주어진 서브 그룹을 위한 CBI 섹터가 위치된다. 단계 696에

선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694에 선행된다.

단계 694: 현재 위치된 CBI 섹터의 직접 섹터 인덱스 필드를 참조함으로써 주어진 서브 그룹을 위한 CBI 섹터를 위치시킨

다.

단계 696: 주어진 서브 그룹을 위한 CBI 섹터의 카오틱 블록 인덱스 필드를 참조함으로써 카오틱 블록 또는 원본 블록 중

에서 주어진 논리 섹터를 위치시킨다.

도 16e는 각각의 논리 그룹이 다중 서브 그룹으로 구획되는 실시예를 위한 카오틱 블록 인덱싱(CBI) 섹터와 그 기능의 예

를 도시한다. 논리 그룹(700)은 원래는 원본 메타블록(702)에 저장된 손상되지 않은 데이터를 갖는다. 논리 그룹은 그 다

음에는 전용 카오틱 갱신 블록(704)의 할당을 갖는 갱신을 받는다. 본 예에서, 논리 그룹(700)은 각각 256개의 섹터를 갖

는 소정의 서브 그룹(A, B, C, D)으로 구획된다.

서브 그룹(B)에서 i번째 섹터를 위치시키기 위해, CBI 블록(620)의 최종 기록된 CBI 섹터가 우선 위치된다. 최종 기록된

CBI 섹터의 카오틱 블록 정보 필드는 주어진 논리 그룹을 위한 카오틱 갱신 블록(704)을 위치시키기 위한 어드레스를 제

공한다. 동시에, 카오틱 블록에 최종 기록된 섹터의 위치가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는 주사 및 재구성 인덱스의 경우에 유용

하다.

최종 기록된 CBI 섹터는 주어진 논리 그룹의 4개의 CBI 섹터 중 하나로 제조되고, i번째 논리 섹터를 포함하는 주어진 서

브 그룹(B)을 위한 CBI 섹터가 정확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CBI 섹터의 카오틱 블록 인덱스는 i번째 논리 섹

터를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타블록 위치로 지시될 것이다. 섹터 위치는 카오틱 갱신 블록(704) 또는 원본 블록

(702)에 있을 것이다.

최종 기록된 CBI 섹터는 주어진 논리 그룹의 4개의 CBI 섹터 중 하나로 제조되고, 서브 그룹(B)용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서브 그룹(B)을 위한 CBI 섹터를 위치시키기 위해 직접 섹터 인덱스가 참조된다. 이러한 정확한 CBI 섹터가 위치되면, 카

오틱 블록 인덱스는 카오틱 갱신 블록(704)과 원본 블록(702) 중에서 i번째 논리 섹터를 위치시키기 위해 참조된다.

최종 기록된 CBI 섹터가 주어진 논리 그룹의 4개의 CBI 섹터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지 않으면, 4개 중 하나를 위치시키기

위해 그 간접 섹터 인덱스가 참조된다. 도 16e에 도시된 예에서, 서브 그룹(C)을 위한 CBI 섹터가 위치된다. 그 다음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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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그룹(C)을 위한 이러한 CBI 섹터는 서브 그룹(B)을 위한 정확한 CBI 섹터를 위치시키기 위한 그 직접 섹터 인덱스 참조

를 갖는다. 예를 카오틱 블록 인덱스가 참조될 때, 그 논리 섹터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고 그 유효 데이터는 원본 블

록에 위치되는 것을 도시한다.

유사한 고려가 주어진 논리 그룹의 서브 그룹(C)의 j번째 논리 섹터를 위치시키기 위해 적용된다. 예는 최종 기록된 CBI 섹

터가 주어진 논리 그룹의 4개의 CBI 섹터들 중 임의의 것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을 도시한다. 4개의 지시된 최종 기록은 서

브 그룹(C)을 위한 CBI 섹터를 정확하게 구성한다. 그 카오틱 블록 인덱스가 참조될 때, j번째 논리 섹터는 카오틱 갱신 블

록(704)의 지정된 위치에 위치되는 것이 판명되었다.

카오틱 섹터의 리스트가 시스템 내의 각각의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해 컨트롤러 램에 존재한다. 각각의 리스트는, 관련

CBI 섹터가 플래시 메모리내에서 최종 갱신되기 때문에 카오틱 갱신 블록내에 기록된 섹터의 레코드를 포함한다. 카오틱

섹터 리스트에 보유될 수 있는 특정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논리 섹터 어드레스의 수는 8 내지 16의 전형적인 값을 갖는

설계 파라미터이다. 리스트의 최적 크기는 초기화 중의 섹터 스캐닝 시간과 카오틱 데이터 기록 동작을 위한 오버헤드에

대한 그의 효과 사이의 절충으로서 결정된다.

시스템 초기화 중에, 각각의 카오틱 갱신 블록은 그의 관련 CBI 섹터 중 하나의 이전의 갱신 이후로 기록된 유효 섹터를 식

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캐닝된다. 각각의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컨트롤러 램 내의 카오틱 섹터 리스트가 구성된다.

각각의 블록은 단지 최종 기록된 CBI 섹터 내의 그의 카오틱 블록 정보 필드에 규정된 최종 섹터 어드레스로부터 스캐닝될

필요가 있다.

카오틱 갱신 블록이 할당될 때, CBI 섹터는 모든 갱신 논리 서브-그룹에 대응하도록 기록된다.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논리 및 물리 어드레스는, 카오틱 블록 인덱스 필드 내에 널 엔트리를 갖고 섹터 내의 이용 가능한 카오틱 블록 정보 필드

에 기록된다. 카오틱 섹터 리스트는 컨트롤러 램 내에 개방된다.

카오틱 갱신 블록이 폐쇄될 때, CBI 섹터는 섹터 내의 카오틱 블록 정보 필드로부터 제거된 블록의 논리 및 물리 어드레스

로 기록된다. 램 내의 대응 카오틱 섹터 리스트는 미사용된다.

컨트롤러 램 내의 대응 카오틱 섹터 리스트는 카오틱 갱신 블록에 기록된 섹터의 레코드를 포함하도록 수정된다. 컨트롤러

램 내의 카오틱 섹터 리스트가 카오틱 갱신 블록으로의 부가의 섹터 기록의 레코드를 위한 이용 가능한 공간을 갖지 않을

때, 갱신 CBI 섹터가 리스트 내의 섹터에 관한 논리 서브-그룹에 대해 기록되고, 리스트가 소거된다.

CBI 블록(620)이 가득차게 될 때, 유효 CBI 섹터가 할당된 삭제 블록에 복사되고, 이전의 CBI 블록이 삭제된다.

어드레스 테이블

도 2에 도시된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번역 모듈(140)은 플래시 메모리 내의 대응 물리 어드레스에 호스트의 논리 어드레

스를 관련시키는 기능을 한다. 논리 그룹과 물리 그룹(메타블록) 사이의 맵핑은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200) 및 휘발성이

지만 더 예민한 램(130)(도 1 참조) 사이에 분배된 리스트 및 테이블의 세트에 저장된다. 어드레스 테이블은 메모리 시스

템 내의 모든 논리 그룹에 대한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포함하여 플래시 메모리내에 유지된다. 또한, 최근에 기록된 섹터에

대한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레코드가 램 내에 일시 보유된다. 이들 휘발성 레코드는 시스템이 시동된 후에 초기화될 때 플

래시 메모리 내의 데이터 섹터 헤더 및 블록 리스트로부터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 내의 어드레스 테이블

은 단지 빈번하지 않게 갱신될 필요가 있어, 낮은 비율의 제어 데이터를 위한 오버헤드 기록 동작을 유도한다.

논리 그룹에 대한 어드레스 레코드의 계층 구성은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 램 내의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 및 플래시 메모

리에 유지된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을 포함한다.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는 갱신된 호스트 섹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현재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갱신 블록의 컨트롤러

램 내의 리스트이다. 블록에 대한 엔트리는 블록이 폐쇄될 때 폐쇄 갱신 블록으로 이동된다.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는 폐쇄

되어 있는 데이터 갱신 블록의 컨트롤러 램 내의 리스트이다. 리스트 내의 엔트리의 서브세트는 제어 기록 동작 중에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 내의 섹터로 이동된다.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은 메모리 시스템 내의 호스트 데이터의 모든 논리 그룹에 대한 메타블록 어드레스의 리스트

이다. GAT는 논리 어드레스에 따라 순차적으로 순서화된 각각의 논리 그룹에 대한 하나의 엔트리를 포함한다. GAT 내의

제n 엔트리는 어드레스 n을 갖는 논리 그룹에 대한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는 메모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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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내의 모든 논리 그룹에 대한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규정하는 엔트리를 갖는 섹터(GAT 섹터라 함)의 세트를 포함하는 플

래시 메모리 내의 테이블이다. GAT 섹터는 플래시 메모리 내의 하나 이상의 전용 제어 블록(GAT 블록이라 칭함) 내에 위

치된다.

도 17a는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 섹터의 데이터 필드를 도시한다. GAT 섹터는 예로서 128개의 연속 논리 그룹의 세

트에 대한 GAT 엔트리를 포함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각각의 GAT 섹터는 두 개의 요소, 즉 범위 내의 각각의

논리 그룹의 메타블록 어드레스에 대한 GAT 엔트리의 세트 및 GAT 섹터 인덱스를 포함한다. 제1 요소는 논리 어드레스

와 연관된 메타블록을 위치시키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2 요소는 GAT 블록내에 모든 유효 GAT 섹터를 위치시키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각각의 GAT 엔트리는 3개의 필드, 즉 메타블록 수, 도 3a(iii)와 관련하여 상기에 정의된 바와 같은

페이지 태그 및 메타블록이 재링크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시하는 플래그를 갖는다. GAT 섹터 인덱스는 GAT 블록 내의 유

효 GAT 섹터의 위치를 열거한다. 이 인덱스는 모든 GAT 섹터 내에 있지만, GAT 블록 내의 다음의 기록된 GAT 섹터의

버전에 의해 대체된다. 따라서, 단지 최종 기록된 GAT 섹터 내의 버전만이 유효하다.

도 17b는 하나 이상의 GAT 블록내에 레코딩된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 섹터의 예를 도시한다. GAT 블록은 GAT 섹

터 레코딩에 전용된 메타블록이다. GAT 섹터가 갱신될 때, 이는 GAT 블록(720) 내의 다음의 이용 가능한 물리 섹터 위치

에 기록된다. 따라서, GAT 섹터의 다수의 사본이 단지 최종 기록 사본만이 유효한 상태로 GAT 블록내에 존재할 수 있다.

예로서 GAT 섹터(255)(논리 그룹 LG3968-LG4098의 포인터들을 포함함)는 최신 버전이 유효한 것인 상태로 적어도 2회

갱신된다. GAT 블록 내의 각각의 유효 섹터의 위치는 블록 내의 최종 기록된 GAT 섹터 내의 인덱스의 세트에 이해 식별

된다. 본 예에서, 블록 내의 최종 기록된 GAT 섹터는 GAT 섹터(236)이고, 그의 인덱스의 세트는 모든 이전의 것들을 대

체하는 유효한 것이다. GAT 블록이 결국에 GAT 섹터로 완전히 충전될 때, 블록은 다음 블록 위치에 모든 유효 섹터를 재

기록함으로써 제어 기록 동작 중에 압축된다. 다음, 가득찬 블록은 삭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GAT 블록은 논리 어드레스 공간의 구역 내의 그룹의 국부적으로 연속적인 세트에 대한 엔트리를 포함

한다. GAT 블록 내의 GAT 섹터는 각각 128개의 연속적인 논리 그룹에 대한 논리 대 물리 맵핑 정보를 포함한다. GAT 블

록에 의해 걸친 어드레스 범위 내의 모든 논리 그룹에 대한 엔트리를 저장하는데 요구되는 GAT 섹터의 수는 블록 내의 총

섹터 위치의 부분만을 점유한다. 따라서, GAT 섹터는 블록 내의 다음의 이용 가능한 섹터 위치에 이를 기록함으로써 갱신

될 수 있다. 모든 유효 GAT 섹터 및 GAT 블록 내의 이들의 위치의 인덱스는 가장 최근에 기록된 GAT 섹터 내의 인덱스

필드에 유지된다. 유효 GAT 섹터에 의해 점유된 GAT 블록 내의 총 섹터의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25%인 시스템 설계 파라

미터이다. 그러나, GAT 블록 당 64 유효 GAT 섹터의 최대값이 존재한다. 큰 논리 용량을 갖는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의

GAT 블록내에 GAT 섹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GAT 블록은 논리 그룹의 고정 범위와 연관된

다.

GAT 갱신은 ABL이 할당을 위한 블록으로부터 나올 때 트리거되는 제어 기록 동작의 일부로서 수행된다(도 18 참조). 이

는 ABL 충전 및 CBL 비움 동작과 동시에 수행된다. GAT 갱신 동작 중에, 하나의 GAT 섹터는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 내

의 대응 엔트리로부터의 정보로 갱신된 엔트리를 갖는다. GAT 엔트리가 갱신될 때, 임의의 대응 엔트리가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CUBL)로부터 제거된다. 예로서, 갱신될 GAT 섹터는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 내의 제1 엔트리에 기초하여 선택된

다. 갱신된 섹터는 GAT 블록 내의 다음의 이용 가능한 섹터 위치에 기록된다.

GAT 재기록 동작은 어떠한 섹터 위치도 갱신된 GAT 섹터에 대해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제어 기록 동작 중에 발생한다.

새로운 GAT 블록이 할당되고, GAT 인덱스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은 유효 GAT 섹터가 가득 찬 GAT 블록으로부터 순차

적인 순서로 복사된다. 다음, 가득찬 GAT 블록은 삭제된다.

GAT 캐시는 GAT 섹터 내의 128 엔트리의 분할부분내의 엔트리의 컨트롤러 램(130) 내의 사본이다. GAT 캐시 엔트리의

수는 전형적인 값 32를 갖는 시스템 설계 파라미터이다. 관련 섹터 분할부분을 위한 GAT 캐시는 엔트리가 GAT 섹터로부

터 판독될 때마다 생성된다. 다수의 GAT 캐시가 유지된다. 수는 4의 전형적인 값을 갖는 설계 파라미터이다. GAT 캐시는

최소 현재 사용 기초로 상이한 섹터 분할을 위한 엔트리로 대체된다.

삭제된 메타블록 관리

도 2에 도시된 삭제 블록 관리자(160)는 디렉토리 및 시스템 제어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리스트의 세트를 사용하여 삭제

블록을 관리한다. 이들 리스트는 컨트롤러 램(130) 및 플래시 메모리(200) 사이에 분배된다. 삭제된 메타블록이 사용자 데

이터의 저장을 위해 또는 시스템 제어 데이터 구조의 저장을 위해 할당되어야 할 때, 컨트롤러 램 내에 보유된 할당 블록

리스트(ABL)(도 15 참조) 내의 다음의 이용 가능한 메타블록 수가 선택된다. 유사하게, 메타블록이 철회된 후에 삭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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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의 수는 컨트롤러 램 내에 또한 보유된 소거 블록 리스트(CBL)에 추가된다. 비교적 정적인 디렉토리 및 시스템 제어

데이터가 플래시 메모리내에 저장된다. 이들은 플래시 메모리 내의 모든 메타블록의 삭제된 상태를 열거하는 비트맵

(MAP) 및 삭제 블록 리스트를 포함한다. 삭제 블록 리스트 및 MAP는 개별 섹터에 저장되고 MAP 블록으로서 공지된 전

용 메타블록에 레코딩된다. 컨트롤러 램과 플래시 메모리 사이에 분배된 이들 리스트는 삭제된 메타블록 사용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도록 삭제 블록 레코드의 계층 구성을 제공한다.

도 18은 삭제 블록의 사용 및 재생을 위한 제어 및 디렉토리 정보의 분배 및 흐름을 도시하는 개략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제어 및 디렉토리 데이터는 컨트롤러 램(130) 내에 또는 플래시 메모리(200)에 상주하는 MAP 블록(750) 내에 보유되는

리스트 내에 유지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컨트롤러 램(130)은 할당 블록 리스트(ABL)(610) 및 소거 블록 리스트(CBL)(740)를 보유한다. 도 15

와 연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할당 블록 리스트(ABL)는 사용자 데이터의 저장을 위해 또는 시스템 제어 데이터 구조의

저장을 위해 최근에 할당되어 있는 메타블록의 트랙을 유지한다. 새로운 삭제된 메타블록이 할당되어야 할 때, 할당 블록

리스트(ABL) 내의 다음의 이용 가능한 메타블록 수가 선택된다. 유사하게, 소거 블록 리스트(CBL)는 할당 해제되고 삭제

되어 있는 갱신 메타블록의 트랙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ABL 및 CBL은 비교적 능동적인 갱신 블록을 추적할 때 고속 접

근 및 용이한 조작을 위해 컨트롤러 램(130)(도 1 참조)에 보유된다.

할당 블록 리스트(ABL)는 갱신 블록이 되는 삭제 메타블록의 할당 및 삭제된 메타블록의 풀의 트랙을 유지한다. 따라서,

속성에 의해 서술될 수 있는 이들 메타블록 각각은 ABL 계류 할당, 개방 갱신 블록 또는 폐쇄 갱신 블록 내의 삭제 블록인

지의 여부를 지정한다. 도 18은 삭제된 ABL 리스트(612),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614) 및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616)를

포함하는 ABL을 도시한다. 또한,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614)와 연관된 것은 연관 원본 블록 리스트(615)이다. 유사하게,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와 연관된 것은 연관된 삭제된 원본 블록 리스트(617)이다. 도 15에 미리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연

관 리스트는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614) 및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616) 각각의 서브세트이다. 삭제된 ABL 블록 리스트

(612),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614) 및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616)는 모두 대응 속성을 각각 갖는 각각 내의 엔트리 내의

할당 블록 리스트(ABL)(610)의 서브세트이다.

MAP 블록(750)은 플래시 메모리(200) 내에 삭제 관리 레코드를 저장하는데 전용되는 메타블록이다. MAP 블록은, 각각

의 MAP 섹터가 삭제 블록 관리(EBM) 섹터(760) 또는 MAP 섹터(780)인 MAP 블록 섹터의 시간 시리즈를 저장한다. 삭

제 블록이 할당에 사용되고 메타블록이 철수될 때 재생됨에 따라, 연관 제어 및 디렉토리 데이터가 갱신 데이터의 각각의

순간이 새로운 블록 섹터에 레코딩되는 상태로 MAP 블록내에 갱신될 수 있는 논리 섹터에 바람직하게 포함된다. EBM 섹

터(760) 및 MAP 섹터(780)의 다중 사본은, 단지 최신 버전만이 유효한 상태로 MAP 블록(750)에 존재할 수 있다. 유효

MAP 섹터의 위치에 대한 인덱스는 EMB 블록 내의 필드에 포함된다. 유효 EMB 섹터는 항상 제어 기록 동작 중에 MAP

블록내에 최종 기록된다. MAP 블록(750)이 충전될 때, 이는 새로운 블록 위치로 모든 유효 섹터를 재기록함으로써 제어

기록 동작 중에 압축된다. 다음, 가득 찬 블록이 삭제된다.

각각의 EBM 섹터(760)는 삭제 블록의 집단의 서브세트의 어드레스의 리스트인 삭제 블록 리스트(EBL)(770)를 포함한다.

삭제 블록 리스트(EBL)(770)는 삭제된 메타블록 수를 포함하는 버퍼로서 작용하고, 이로부터 메타블록 수가 ABL을 재충

전하도록 주기적으로 취해지고, 메타블록 수가 CBL을 재비움하도록 주기적으로 이에 추가된다. EBL(770)은 이용 가능한

블록 버퍼(ABB)(772), 삭제 블록 버퍼(EBB)(774) 및 삭제 블록 버퍼(CBB)(776)에 대한 버퍼로서 기능한다.

이용 가능한 블록 버퍼(ABB)(772)는 이전의 ABL 충전 동작에 즉시 이어지는 ABL(610) 내의 엔트리의 사본을 포함한다.

이는 ABL 충전 동작 직후에 ABL의 백업 사본에 유용하다.

삭제 블록 버퍼(EBB)(774)는, MAP 섹터(780)로부터 또는 CBB 리스트(776)(이하에 설명함)로부터 미리 전달되어 있고

ABL 충전 동작 중에 ABL(610)로의 전달을 위해 이용 가능한 삭제 블록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삭제 블록 버퍼(CBB)(776)는, CBL 비움 동작 중에 CBL(740)로부터 전달되고 MAP 섹터(780) 또는 EBB 리스트(774)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삭제 블록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MAP 섹터(780) 각각은 MAP이라 칭하는 비트맵 구조를 포함한다. MAP는 각각의 블록의 삭제 상태를 지시하기 위해 사

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내의 각각의 메타블록에 대한 하나의 비트를 사용한다. ABL, CBL 또는 EBM 섹터 내의 삭제 블록

리스트에 열거된 블록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비트는 MAP 내의 삭제 상태로 설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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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지 않고 MAP, 삭제 블록 리스트, ABL 또는 CBL 내의 삭제 블록으로서 지정되지 않은 임의의

블록은 전혀 블록 할당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따라서 호스트 또는 제어 데이터 구조의 저장을 위해 접근 불가능

하다. 이는 접근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으로부터 결함 있는 위치를 갖는 블록을 배제하기 위한 간단한 메커

니즘을 제공한다.

도 18에 도시된 계층 구성은 삭제 블록 레코드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하고 컨트롤러의 램 내에 저장된 블록 어드레스 리

스트의 완전한 보안을 제공한다. 삭제 블록 엔트리는 빈번하지 않은 기초로 하나 이상의 MAP 섹터(780)와 이들 블록 어드

레스 리스트 사이에 교환된다. 이들 리스트는 플래시 메모리 내의 섹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번역 테이블 및 삭제 블록 리스

트 내의 정보 및 플래시 메모리 내의 소수의 참조된 데이터 블록의 제한된 스캐닝을 거쳐 전원 오프 후에 시스템 초기화 중

에 재구성될 수 있다.

삭제된 메타블록 레코드의 계층 구성을 갱신하기 위해 채택된 알고리즘은 이 호스트에 의해 갱신되는 순서 블록을 반영하

는 CBL(740)로부터의 블록 어드레스의 버스트를 갖는 MAP 블록(750)으로부터의 어드레스 순서 내의 블록의 버스트를

삽입하는 순서에 사용하기 위해 할당되어 있는 삭제 블록을 초래한다. 최대 메타블록 크기 및 시스템 메모리 용량을 위해,

단일 MAP 섹터가 시스템 내의 모든 메타블록에 대한 비트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블록은 항상 이 MAP 섹터

내에 레코딩됨으로써 어드레스 순서에 사용을 위해 할당된다.

삭제 블록 관리 동작

상술한 바와 같이, ABL(610)은 사용을 위해 할당될 수 있는 삭제된 메타블록 및 데이터 갱신 블록으로서 최근에 할당되어

있는 메타블록에 대한 어드레스 엔트리를 갖는 리스트이다. ABL 내의 블록 어드레스의 실제 수는 시스템 설계 변수들인

최대 및 최소 한계 사이에 놓인다. 제조 중에 포맷된 ABL 엔트리의 수는 카드 유형 및 용량의 함수이다. 또한, ABL 내의

엔트리의 수는, 이용 가능한 삭제 블록의 수가 수명 중에 블록의 고장에 의해 감소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수명의 종료에 인

접하여 감소될 수 있다. 예로서, 충전 동작 후에, ABL 내의 엔트리는 이하의 목적을 위해 이용 가능한 블록을 지정한다. 부

분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엔트리는 동시에 개방된 갱신 블록의 최대값에 대한 시스템 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블록 당 하나

의 엔트리로 블록을 갱신한다. 데이터 갱신 블록으로서 할당을 위해 삭제 블록에 대한 1 내지 20개의 엔트리 사이이다. 제

어 블록으로서 할당을 위해 삭제 블록을 위해 4개의 엔트리이다.

ABL 충전 동작

ABL(610)이 할당을 통해 고갈될 때, 이는 재충전될 필요가 있다. ABL을 충전하기 위한 동작은 제어 기록 동작 중에 발생

한다. 이는 블록이 할당되어야 할 때 트리거되지만, ABL은 데이터 갱신 블록으로서의 할당을 위해, 또는 소정의 다른 제어

데이터 갱신 블록에 대해 이용 가능한 불충분한 삭제 블록 엔트리를 포함한다. 제어 기록 중에, ABL 충전 동작은 GAT 갱

신 동작과 동시 발생한다.

이하의 작용이 ABL 충전 동작 중에 발생한다.

1. 현재 데이터 갱신 블록의 속성을 갖는 ABL 엔트리가 유지된다.

2. 블록에 대한 엔트리가 동시 발생 GAT 갱신 동작에 기록되지 않으면 폐쇄 데이터 갱신 블록의 속성을 갖는 ABL 엔트리

가 유지되고, 이 경우 엔트리는 ABL로부터 제거된다.

3. 미할당 삭제 블록에 대한 ABL 엔트리가 유지된다.

4. ABL은 엔트리의 제거에 의해 생성된 간격을 제거하여 엔트리의 순서를 유지하도록 압축한다.

5. ABL은 EBB 리스트로부터 다음의 이용 가능한 엔트리를 첨부함으로써 완전히 충전된다.

6. ABB 리스트는 ABL 내의 현재의 엔트리로 대체된다.

CBL 비움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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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L은 ABL과 삭제 블록 엔트리의 수에 대한 동일한 제한을 갖는 컨트롤러 램 내의 삭제 블록 어드레스의 리스트이다.

CBL을 비우는 동작이 제어 기록 동작 중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는 ABL 충전/GAT 갱신 동작 또는 CBI 블록 기록 동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CBL 비움 동작에서, 엔트리는 CBL(740)로부터 제거되어 CBB 리스트(776)에 기록된다.

MAP 교환 동작

EBM 섹터(760)와 MAP 섹터(780) 내의 삭제 블록 정보 사이의 MAP 교환 동작은 EBB 리스트(774)가 비어 있을 때 제어

기록 동작 중에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 내의 모든 삭제된 메타블록이 EBM 섹터(760) 내에 레코딩되면, MAP

섹터(780)가 존재하지 않고 MAP 교환이 수행되지 않는다. MAP 교환 동작 중에, 삭제 블록을 갖는 EBB(774)를 공급하는

MAP 섹터는 소스 MAP 섹터(782)로서 고려된다. 역으로, CBB(776)로부터 삭제 블록을 수용하는 MAP 섹터는 착신

MAP 섹터(784)로서 고려된다. 단지 하나의 MAP 섹터가 존재하면, 이는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스 및 착신 MAP

섹터로서 작용한다.

이하의 동작이 MAP 교환 중에 수행된다.

1. 소스 MAP 섹터가 증분 포인터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2. MAP 섹터의 착신처가 소스 MAP 섹터 내에 있지 않은 제1 CBB 엔트리 내의 블록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3. MAP 섹터의 착신처가 CBB 내의 관련 엔트리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갱신되고, 엔트리가 CBB로부터 제거된다.

4. 갱신된 착신 MAP 섹터는 어떠한 별개의 소스 MAP 섹터도 존재하지 않는 한, MAP 블록에 기록된다.

5. CBB의 관련 엔트리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소스 MAP 섹터가 갱신되고, CBB로부터 제거된다.

6. CBB내의 잔여 엔트리가 EBB에 첨부된다.

7. 소스 MAP 섹터로부터의 규정된 삭제 블록 어드레스로 EBB가 가능한 정도로 채워진다.

8. 갱신된 소스 MAP 섹터가 MAP 블록에 기록된다.

9. 갱신된 EBM 섹터가 MAP 블록에 기록된다.

리스트 관리

도 18은 다양한 리스트 사이에서 제어 및 디렉토리 정보의 분포 및 흐름을 도시한다. 편의상, 도 18에 [A] 내지 [O]로서

표시된 리스트의 엘리먼트 사이에서 엔트리를 이동시키기 위한, 또는, 엔트리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한 동작은 하기와 같

다.

[A] 삭제 블록이 호스트 데이터를 위한 갱신 블록으로서 할당될 때, ABL내의 그 엔트리의 속성은 삭제된 ABL 블록으로

부터 개방 갱신 블록으로 변경된다.

[B] 제어 블록으로서 삭제 블록이 할당될 때, ABL내의 그 엔트리가 제거된다.

[C] ABL 엔트리가 개방 갱신 블록 속성으로 생성될 때, 연계된 원본 블록 필드는 갱신된 논리 그룹을 위한 원본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레코드하기 위해 엔트리에 추가된다.

[D] 갱신 블록이 폐쇄될 때, ABL내의 그 엔트리의 속성이 개방 갱신 블록으로부터 폐쇄 갱신 블록으로 변경된다.

[E] 갱신 블록이 폐쇄될 때, 그 연계된 원본 블록은 삭제되고, ABL내의 그 엔트리내의 연계된 원본 블록의 속성은 삭제된

원본 블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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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BL 충전 동작 동안, 동일 제어 기록 동작 동안 GAT내에서 그 어드레스가 갱신된 임의의 폐쇄된 갱신 블록이 그 엔

트리가 ABL로부터 그 엔트리가 제거된다.

[G] ABL 충전 작업 동안, 폐쇄된 갱신 블록을 위한 엔트리가 ABL로부터 제거될 때, 그 연계된 삭제된 원본 블록을 위한

엔트리가 CBL로 이동된다.

[H] 제어 블록이 삭제될 때, 그를 위한 엔트리가 CBL에 추가된다.

[I] ABL 충전 동작 동안, 삭제 블록 엔트리가 EBB 리스트로부터 ABL로 이동되고, 삭제된 ABL 블록의 속성이 주어진다.

[J] ABL 충전 동작 동안, 모든 관련 ABL 엔트리들의 변경 이후, ABL내의 블록 어드레스는 ABB 리스트내의 블록 어드레

스를 교체한다.

[K] 제어 기록 동안의 ABL 충전 작업과 동시에, CBL내의 삭제 블록을 위한 엔트리가 CBB 리스트로 이동된다.

[L] MAP 교환 작업 동안, 모든 관련 엔트리가 CBB 리스트로부터 MAP 착신 섹터로 이동된다.

[M] MAP 교환 동작 동안, 모든 관련 엔트리가 CBB 리스트로부터 MAP 소스 섹터로 이동된다.

[N] MAP 교환 동작 동안 [L]과 [M]에 후속하여, 모든 잔여 엔트리가 CBB 리스트로부터 EBB 리스트로 이동된다.

[O] MAP 교환 동작 동안, [N]에 후속하여, [M]내에 이동된 것들 이외의 엔트리가 가능한 경우, EBB 리스트를 채우기

위해 MAP 소스 섹터로부터 이동된다.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

플래시 메모리내에 논리 섹터의 물리 위치를 배치하기 위해, 도 2에 도시된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 모듈(140)은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을 수행한다. 최근 갱신된 논리 그룹을 제외하고, 플래시 메모리(200)내에 존재하는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 또는 컨트롤러 램(130)내의 GAT 캐시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최근 갱신된 논리 그룹을 위한 어드레스

변환은 컨트롤러 램(130)내에 주로 존재하는 갱신 블록을 위한 참조 어드레스 리스트를 필요로 한다. 논리 섹터 어드레스

를 위한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을 위한 프로세스는 따라서, 섹터가 그 내부에 위치되어 있는 논리 그룹과 연계된 블록

의 유형에 의존한다. 블록의 유형은 : 완전 블록, 순차 데이터 갱신 블록, 카오틱 데이터 갱신 블록, 폐쇄 데이터 갱신 블록

이다.

도 19는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의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실질적으로, 대응 메타블록 및 물리 섹터는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 및 폐쇄 갱신 블록 리스트 같은 다양한 갱신 디렉토리를 먼저 참조하도록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사

용함으로써 배치된다. 연계된 메타블록이 갱신 프로세스의 일부가 아닌 경우, 이때, 디렉토리 정보는 GAT에 의해 제공된

다.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단계 800 : 논리 섹터 어드레스가 주어진다.

단계 810 : 컨트롤러 램내의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614)내의 주어진 논리 어드레스를 참조한다(도 15 및 도 18 참조). 참

조에 실패하면, 단계 820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830으로 진행한다.

단계 820 : 폐쇄된 갱신 블록 리스트(616)내의 주어진 논리 어드레스를 참조한다. 참조에 실패하면, 주어진 논리 어드레스

는 임의의 갱신 프로세스의 일부가 아니며, GAT 어드레스 변환을 위해 단계 87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된 갱

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을 위해 단계 860으로 진행한다.

단계 830 : 주어진 논리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갱신 블록이 순차적인 경우, 순차 갱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을 위해 단계 840

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카오틱 갱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을 위해 단계 850으로 진행한다.

단계 840 : 순차 갱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을 사용하여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획득한다. 단계 880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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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50 : 카오틱 갱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을 사용하여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획득한다. 단계 880으로 진행한다.

단계 860 : 폐쇄된 갱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을 사용하여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획득한다. 단계 880으로 진행한다.

단계 870 :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 변환을 사용하여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획득한다. 단계 880으로 진행한다.

단계 880 : 메타블록 어드레스를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한다. 변환 방법은 메타블록이 재링크되었는지 여부에 의존한다.

단계 890 : 물리 섹터 어드레스가 얻어진다.

다양한 어드레스 변환 프로세스는 하기와 같이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순차 갱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단계 840)

순차 갱신 블록과 연계된 논리 그룹내의 타겟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위한 어드레스 변환은 개방 갱신 블록 리스트(614)(도

15 및 도 18)내의 정보로부터 직접적으로 하기와 같이 달성될 수 있다.

1. 리스트내의 "페이지 태그" 및 기록된 섹터 수" 필드로부터 타겟 논리 섹터가 갱신 블록내에 위치되어 있는지 또는 그 연

계된 원본 블록내에 위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2. 타겟 논리 섹터에 적합한 메타블록 어드레스가 리스트로부터 판독된다.

3. 메타블록내의 섹터 어드레스가 적절한 "페이지 태그" 필드로부터 결정된다.

카오틱 갱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단계 850)

카오틱 갱신 블록과 연계된 논리 그룹내의 타겟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위한 어드레스 변환 시퀀스는 하기와 같다.

1. 섹터가 최근에 기록된 섹터라는 것이 램내의 카오틱 섹터로부터 결정되는 경우, 어드레스 변환은 이 리스트내의 그 위

치로부터 직접적으로 달성된다.

2. CBI 블록내의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섹터가 그 카오틱 블록 데이터 필드내에 타겟 논리 섹터 어드레스에 관련한 카오틱

갱신 블록의 물리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또한, 이는 그 간접 섹터 인덱스 필드내에, 이 카오틱 갱신 블록에 관련한 최종 기

록 CBI 섹터의 CBI 블록내의 오프셋을 포함한다(도 16a 내지 도 16e 참조).

3. 이들 필드내의 정보는 램내에 캐시되어 후속 어드레스 변환 동안 섹터를 판독할 필요성을 제거한다.

4. 단계 3에서 간접 섹터 인덱스 필드에 의해 식별된 CBI 섹터가 판독된다.

5. 가장 이전에 억세스된 카오틱 갱신 서브그룹을 위한 직접 섹터 인덱스 필드가 램에 캐시되어, 동일 카오틱 갱신 블록에

대한 반복적 억세스를 위한 단계 4에서의 판독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거한다.

6. 단계 4 또는 단계 4에서 판독된 직접 섹터 인덱스 필드는 순차적으로, 타겟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논리 서브그

룹에 관련한 CBI 섹터를 나타낸다.

7. 타겟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위한 카오틱 블록 인덱스 엔트리가 단계 6에서 식별된 CBI 섹터로부터 판독된다.

8. 가장 최근에 판독된 카오틱 블록 인덱스 필드가 컨트롤러 램에 캐시되어 동일 논리 서브 그룹에 대한 반복된 억세스를

위해 단계 4 및 단계 7에서의 판독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9. 카오틱 블록 인덱스 엔트리는 카오틱 갱신 블록 또는 연계된 원본 블록 중 어느 하나내의 타겟 논리 섹터의 위치를 정의

한다. 타겟 논리 섹터의 유효한 사본이 원본 블록내에 있는 경우, 이는 원본 메타블록 및 페이지 태그 정보의 사용에 의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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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갱신 블록 어드레스 변환(단계 860)

폐쇄된 갱신 블록과 연계된 논리 그룹내의 타겟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위한 어드레스 변환은 하기와 같이, 폐쇄된 블록 갱

신 리스트(도 18 참조)내의 정보로부터 직접적으로 달성된다.

1. 타겟 논리 그룹에 할당된 메타블록 어드레스가 리스트로부터 판독된다.

2. 메타블록내의 섹터 어드레스가 리스트내의 "페이지 태그" 필드로부터 결정된다.

GAT 어드레스 변환(단계 870)

논리적 그룹이 개방 또는 폐쇄 블록 갱신 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참조되지 않는 경우, 그 GAT내의 엔트리는 유효하

다. GAT에 의해 참조된 논리적 그룹내의 타겟 논리적 섹터 어드레스를 위한 어드레스 변환 시퀀스는 하기와 같다.

1. 타겟 논리적 그룹을 위한 엔트리가 GAT 캐시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해, 램내의 가용 GAT 캐시의 범위

가 평가된다.

2. 단계 1에서, 타겟 논리적 그룹이 발견되는 경우, GAT 캐시는 메타블록 어드레스 및 페이지 태그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그룹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며, 타겟 논리적 섹터 어드레스의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3. 타겟 어드레스가 GAT 캐시내에 있지 않는 경우, 타겟 논리적 그룹 어드레스에 관한 GAT 섹터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

해, 타겟 GAT 블록을 위해 GAT 인덱스가 판독되어야만 한다.

4. 최종 억세스된 GAT 블록을 위한 GAT 인덱스가 컨트롤러 램 내에 유지되고,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섹터를 판독할 필요

없이 억세스될 수 있다.

5. 모든 GAT 블록을 위한 메타블록 어드레스의 리스트 및 각 GAT 블록내에 기록된 섹터의 수가 컨트롤러 램 내에 유지된

다. 필요한 GAT 인덱스가 단계 4에서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이는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즉시 판독될 수 있다.

6. 타겟 논리적 그룹 어드레스에 관한 GAT 섹터가 단계 4 또는 단계 6에서 얻어진 GAT 인덱스에 의해 규정된 GAT 블록

내의 섹터 위치로부터 판독된다. GAT 캐시는 타겟 엔트리를 포함하는 섹터의 세분부와 함께 갱신된다.

7. 타겟 섹터 어드레스가 타겟 GAT 엔트리내의 "페이지 태그" 필드 및 메타블록 어드레스로부터 얻어진다.

메타블록 대 물리적 어드레스 변환(단계 880)

메타블록 어드레스와 연계된 플래그가 메타블록이 재링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관련 LT 섹터가 BLM 블록으로부

터 판독되어, 타겟 섹터 어드레스를 위한 삭제 블록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삭제 블록 어드레스는 메타블록

어드레스로부터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제어 데이터 관리

도 10은 메모리 관리의 동작 과정에서 제어 데이터 구조상에 수행되는 동작의 계층체계를 예시한다. 데이터 갱신 관리 동

작은 램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트상에 작용한다. 제어 기록 동작은 플래시 메모리내의 전용 블록 및 다양한 제어 데이

터 섹터상에 작용하며, 또한, 램내의 리스트와 데이터를 교환한다.

데이터 갱신 관리 동작은 ABL, CBL 및 카오틱 섹터 리스트상에, 램내에서 수행된다. ABL은 삭제된 블록이 갱신 블록 또

는 제어 블록으로서 할당될 때, 또는, 갱신 블록이 폐쇄될 때 갱신된다. CBL은 제어 블록이 삭제될 때, 또는, 폐쇄된 갱신

블록을 위한 엔트리가 GAT에 기록될 때 갱신된다. 갱신 카오틱 섹터 리스트는 섹터가 카오틱 갱신 블록에 기록될 때 갱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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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기록 동작은 필요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램 내의 제어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는 다른 결과적 갱신과 함께, 램 내의

제어 데이터 구조로부터의 정보가 플래시 메모리내의 제어 데이터 구조에 기록되게 한다. 이는 ABL이 갱신 블록으로서 할

당될 삭제된 블록을 위한 엔트리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을 때, 또는 CBI 블록이 재기록될 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트리거

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ABL 충전 동작, CBL 비움 동작 및 EBM 섹터 갱신 동작이 모든 제어 기록 동작 동안 수행된다. EBM

섹터를 포함하는 MAP 블록이 가득차있을 때, 유효 EBM 및MAP 섹터가 할당된 삭제된 블록에 복사되고, 이전 MAP 블록

이 삭제된다.

모든 제어 기록 동작 동안, 하나의 GAT 섹터가 기록되고, 폐쇄된 갱신 블록 리스트가 따라서 변경된다. GAT 블록이 가득

차게 될 때, GAT 재기록 동작이 수행된다.

특정 카오틱 섹터 기록 동작 이후, CBI 섹터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된다. CBI 블록이 가득차게 될 때, 유효 CBI 섹터가

할당된 삭제 블록에 복사되고, 이전 CBI 블록이 삭제된다.

EBM 섹터내의 EBM 리스트내에 더 이상 추가적인 삭제된 블록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MAP 교환

동작이 수행된다.

MAP 블록의 현재 어드레스를 레코드하는 MAP 어드레스(MAPA) 섹터는 MAP 블록이 재기록되는 각 경우에 전용 MAPA

블록에 기록된다. MAPA 블록이 가득차게 될 때, 유효 MAPA 섹터가 할당된 삭제된 블록에 복사되고, 이전 MAPA 블록이

삭제된다.

MAPA 블록이 재기록되는 각 경우에, 현재 부트 블록내에 부트 섹터가 기록된다. 부트 블록이 가득차게 될 때, 유효 부트

섹터가 부트 블록의 현재 버전으로부터 백업 버전으로 복사되고, 이 백업 버전은 그후 현재 버전이 된다. 이전 현재 버전은

삭제되며, 백업 버전이 되고, 유효 부트 섹터가 이에 다시 기록된다.

다수개의 메모리 평면들 상에 분산되는 메모리용 정렬

도4, 도 5A 내지5C를 참조하여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수개의 메모리 평면들을 병렬로 작

용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평면은 읽기의 부분으로써 센스 증폭기의 세트와, 평면을 스판(span)하는 기능을 하는

메모리 셀들의 해당하는 페이지를 병렬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회로들을 구비하고 있다. 다수개의 평면들이 상호 결합되

면, 다수개의 페이지들이 상호 병렬로 작용하게 되어, 보다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르면, 논리 유니트들이 병렬로 다수개의 평면들로 읽혀지고 또는 프로그램될 수 있도록, 삭제

가능한 블록들로 조직되고 그리고 다수개의 메모리 평면들로부터 구성되는 메모리 구성을 위하여, 주어진 메모리 평면에

저장된 제1 블록의 최초 논리 유니트가 갱신될 때, 최초의 상태와 동일한 평면 내에 갱신된 논리 유니트를 유지시킬 수 있

는 구성을 만들어진다. 상기와 같은 구성은 갱신된 논리 유니트들을 제2 블록의 사용 가능한 다음 위치, 그리너 동일한 평

면 내에 기록하여 성취된다. 바람직하게는, 논리 유니트는 소정의 논리 유니트들이 센싱 회로의 동일한 세트에 의하여 서

비스될 수 있도록, 다른 버전들로서 평면 상의 동일한 옵셋 위치로 저장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종 프로그램 메모리 유니트로부터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렬 메모리 유니트까지의 상호 간

섭 갭들은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에 다라서 패딩된다. 상기 패딩은 최종 프로그램된 논리 유니트로터 논리적으로 뒤에

이어지는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과, 그리고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렬 메모리 유니트 내에 저장된 논리 유니트로

부터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논리 유니트의 현재 버전들로 상기 갭을 채움에 따라 성취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논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들은 쓰레기 수집 작용에 있어서, 논리 유니트의 최근 버전이 다른 평면으로부

터 인출(성능 감소)되지 않도록 최신의 옵셋으로 동일한 평면에서 유지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평면을 가

로지르는 각각의 메모리 유니트는 최근의 버전들로 갱신되거나 또는 패딩된다. 따라서, 다수개의 평면들을 가로지르는 병

렬 작용에 있어서, 논리 유니트는 추가적인 재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고 논리적인 순차 순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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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조는 논리 그룹의 논리 유니트들의 최근 버전의 평면상의 재정렬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 다른 메모리 평면들

로부터 최근의 버전들을 수집하는 것을 피하여 혼돈 블록의 통합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호스트 인터페이스용 성능 스펙이 메모리 시스템에 의하여 섹터 쓰기 작용의 완료에 대한 최대 지연을 가져오는 구성

에 있어서 장점적이다.

도21는 다수개의 메모리 평면들로부터 구성되는 메모리 어레이를 도시한다. 메모리 평면들은 동일한 메모리 칩으로부터

구성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다수개의 메모리 칩들로부터 구성될 수도 있다. 각각의 평면(910)은 메모리 셀들의 페이지

(914)를 병렬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읽기 및 프로그램 회로(912)의 자체 세트를 구비하고 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 상실하

지 않고, 상기 메모리 어레이는 병렬로 작용하는 4개의 평면들을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논리 유니트는 호스트 시스템의 의하여 접근되는 최소 유니트이다. 논리 유니트는 512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섹터이다. 페이지는 평면 상에 구성되는 병렬 읽기 또는 프로그램의 최대 유니트이다. 논리 페이지는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논리 유니트들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개의 평면들을 조합할 때는, 병렬 읽기 또는 프로그램의 최대 유니트는 메모

리 셀들의 메타페이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상기 메타페이지는 다수개의 평면들 각각으로부터의 페이지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MP0와 같은 메타페이지는 평면 P0, P1, P2 및P3 즉 4개의 페이지를 가지며, LP0, LP1, LP2 및 LP3을 병렬로 저정

하게 된다. 따라서, 메모리의 읽기 및 쓰기 성능은 한개의 평면 상에서 작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4배 증가하게 된다.

메모리 어레이는 MB0, ..., MBj와 같은 메타블로들로 조직되며, 각각의 메타 블록 내의 모든 메모리 셀들은 유니트로서 함

께 삭제 가능하다. MB0와 같은 메타블록은 LP0-LON-1과 같은 논리 페이지(914)를 저장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메모리 위

치들로부터 구성된다. 메타블록 내의 논리 페이지들은 메타블록에 채워지는 순서에 따라 소정의 순서로 4개의 평면 P0,

P1, P2 및P3 상에 분산된다. 예를 들면, 논리 페이지들이 논리적인 순차 순서에 따라 채워질때, 평면들은 제1 평면에는 제

1 페이지가, 그리고 제2 평면에는 제2 페이지와 같은 순서로 채워지게 된다. 최종 평면이 완료되면, 채우기 작용은 다음 메

타 페이지 내의 제1 평면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논리 페이지들의 연속적인 작용은 모든

평면들이 병렬로 작용할 때 병렬로 접근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만약 병렬로 작용하는 W 평면이 존재하고, 그 메타 블록은 논리적 순차 순서에 의하여 채워진다면, 메타블록

내의 k-번째 논리 페이지는 평면 x상에 존재하게 되며, 여기서 x=kMOD W이다. 예를 들면, 4개의 평면들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W=4이며, 그리고 블록을 논리 순차 순서로 채울 때, 5번째의 논리 페이지 LP5는 5 MOD 4로 정의되는 평면

내에 위치하게 되며, 상기의 구성은 도21의 평면(1)에 해당한다.

각각의 메모리 평면에 있어서 메모리 작용들은 읽기/쓰기 회로(912)의 세트에 의하여 수행된다. 읽기/쓰기 회로의 각각의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제어기(920)의 제어에 따라 데이터 버스(930)를 통하여 전송된다. 제어기(920)의 버

퍼(922)는 데이터 버스(930)를 통하여 데이터의 이송을 버퍼하게 된다. 특히, 제1 평면에서의 작용이 제2 평면에서의 데

이터에 대한 전근을 필요로 한다면, 2-단계의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데이터는 첫째로 제어기에 의하여 제2 평면으로부터

판독되며, 데이터 버스 및 버퍼를 통하여 제1 평면으로 전송된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메모리 구조에 있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비트 라인들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 버스(920)를 통하여 상호 교환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최소한, 상기와 같은 작용은 한 개의 평면 내에서 읽기/쓰기 회로의 한 개의 세트로부터의 전송 및 다른 한 개의 평면에서

의 읽기/쓰기 회로의 또 다른 세트로의 전송에 영향을 미친다. 평면들이 서로 다른 칩으로부터 구성된다면, 아마도 칩들 간

에 전송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본 발명은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한 개의 평면에 의하여 또 다른 평면으로부터의 데이터 접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메모리 블록 관리용 구조 및 구성을 제공한다.

도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타페이지는 각각의 평면 당 한개씩, 다수개의 논리 페이지들로 구성된다. 각각의 논리 페이지

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논리 유니트들로 구성된다. 데이터가 평면을 가로질러 논리 유니트에 의하여 블록 내로 논리 유트

에 기록되는 것과 같이, 각각의 논리 유니트는 4개의 메모리 평면들 중 한 개와 일치하게 된다.

평면 정렬의 문제점은 논리 유니트가 갱신될 때 발생한다. 예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재 보기로는, 논리 유니트가 512

바이트의 논리 섹터로 구성되며, 논리 페이지는 전체 논리 유니트이다. 플래쉬 메모리가 전체 블록을 처음 삭제하지 않고

블록의 소정 부분의 재쓰기를 가능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 페이지들에 대한 갱신들은 현재의 위치에 쓰여지지 않지

만, 블록의 사용되지 않은 위치에 기록된다. 논리 유니트의 이전 버전은 폐쇄적이다. 수많은 갱신이 실시된 이후에,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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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블록은 갱신된 이후에 폐쇄되는 수많은 논리 유니트을 포함하고 있다. 블록은 "더러운" 것으로 표현되며, 쓰레기 수집

작용은 상기와 같은 더러운 논리 유니트들을 무시하지만, 각각의 개별 논리 유니트들의 최근 버전을 수집하며, 그들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블록들에 논리적 순차 순서에 의하여 재기록한다. 상기의 더러운 블록은 삭제되며, 또 다시 사용

된다.

갱신된 논리 유니트가 한 블록 내의 사용되지 않은 다음 위치에 기록될때, 그 이전의 버전과 같은 동일한 메모리 평면에 기

록되지 않는다. 즉, 통합 또는 압축과 같은 쓰레기 수집 작용이 실행되면, 논리 유니트의 최근 버전은 최초의 순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최초와 동일한 평면 내에 재기록된다. 그렇지만, 만약 최근의 버전이 또 다른 평면으로부터 인출되었다면, 성

능 저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소정의 주어진 평면에 저장된 제1 블록의 최초 논리 유니트가 갱신될때는, 갱

신된 논리 유니트는 최초의 것과 동일한 평면에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은 것은 갱신된 논리 유니트를 동일한

평면에서 제2 블록의 사용 가능한 다음 위치에 기록함으로써 성취된다.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최종 프로그램 메모

리 유니트로부터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렬 메모리 유니트까지에 존재하는 소정의 간섭 갭은 최초의 블록 내의 최초 논

리 유니트와 동일한 상대 위치에 존재하는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로 패딩(예를 들면, 카피에 의한 채움)된다.

도22A는 본 발명의 전체 구성에 따른 평면 정렬을 이용한 갱신 방법을 도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단계 950: 블록들로 조직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각각의 블록은 함께 삭제 가능한 메모리 유니트들로 파티션되며,

각각의 메모리 유니트는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를 저장한다.

단계 952: 다수개의 메모리 평면들로부터 메모리를 구성하며, 각각의 평면은 메모리 페이지를 병렬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센싱 회로의 세트를 구비하며, 상기 메모리 페이지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 유니트를 구비한다.

단계 954: 제1 순서에 따라 제1 블록의 메모리 유니트들 중에서 논리 뉴니트들의 제1 버전을 저장한다. 각각의 제1 버전

논리 유니트는 메모리 평면들 중 한개에 저장된다.

단계 956: 제1의 순서와 다른 제2 순서에 따라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들을 제2 블록에 저장한다. 각각의 다음 버전은

제1 버전과 동일한 평면 내의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에 저장되며, 따라서 논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드른 센싱 회

로의 동일한 세트에 의하여 동일 평면으로부터 접근 가능하다.

도22B는 도22A에 도시된 플로우 차트 내에서 갱신을 저장하는 단계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단계 956'는 단계 957, 958 및 959를 포함한다.

단계 957: 각각의 블록을 메타 페이지로 파티션한다. 각각의 메타 페이지는 각각의 평면의 페이지로부터 구성된다. 상기의

단계는 저장 단계 이전에 수행된다.

단계 958: 제1의 순서와 다른 제2의 순서에 따라 제2 블록 내에 논리 유니트의 다음 버전을 저장한다. 각각의 다음 버전은

제1 버전의 것과 동일한 메타 페이지 내에 동일한 옵셋을 갖는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 내에 저장한다.

단계 959: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을 저장함과 동시에, 상기 제1의 순서에 따라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을 카피하

여 사용 가능한 다음 유니트에 선행하여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을 메타 페이지 별로 패딩한다.

도23A는 평면 정렬과 상관 없이 순차 갱신 블록에 대하여 순차적인 순서로 쓰여진 논리 유니트의 보기를 도시한다. 상기

예시는 각각의 논리 페이지가 LS0, LS1과 같은 논리 섹터의 크기를 갖는 것을 도시한다. 평면이 4개인 경우에 있어서,

MB0와 같은 각각의 블록은 메타 페이지 MP0, MP1, ...으로 파티션되며, 여기서 MP0와 같은 각각의 메타 페이지는 평면

P0, P1, P2 및 P3로 부터 LS0, LS1, LS2, LS3와 같은 4개의 섹터를 포함한다. 따라서, 블록은 평면 P0, P1, P2, P3에서

사이클 순서로 섹터별로 논리 유니트 내에 채워진다.

호스트 쓰기 작용 #1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5-LS8 내의 데이터들은 갱신 된다. LS5'-LS8'와 같은 갱신된 데이타들은 제

1 사용 가능 위치로부터 출발하여, 새롭게 할당된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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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쓰기 작용 #2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9-LS12 내의 데이터 세그먼트가 갱신된다. LS9'-LS12'와 같은 갱신된 데이

터는 최종 쓰기가 끝나는 지점 뒤의 위치 내에 구성되는 갱신 블록에 기록된다. 갱신 데이터는 LS5'-LS12'와 같은 논리적

인 순차 순서로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될 수 있도록 2개의 호스트 쓰기가 제공된다. 갱신 블록은 그것이 논리적인 순차 순서

로 채워지고 난 이후에 순차 갱신 블록으로 정의된다.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 갱신 데이터는 최초 블록 내의 해당하는 데이

터를 폐쇄하게 된다.

그러나, 갱신 논리 섹터들은 평면 정렬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다음 위치에 따라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다. 예를 들면, 섹

터 LS5는 평면 P1에 최초로 기록되지만, 갱신된 LS5'는 P0에 기록된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갱신 섹터들은 모든 오류 정

렬된다.

도23B는 평면 정렬과 상관없이 혼돈 갱신 블록에 대하여 비순차 순서로 스여지는 논리 유니트들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호스트 쓰기 작용 #1에 있어서, 최초의 메타 블록에 저장된 주어진 논리 그룹의 논리 섹터 LS10-LS11이 갱신된다. 갱신

된 섹터 LS10'-LS11'는 새롭게 할당된 갱신 블록 내에 저장된다. 이 시점에서, 갱신 블록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호스

트 쓰기 작용 #2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5-LS6은 LS5'-LS6'로 갱신되어, 최종 쓰기 이후의 위치에 있는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다. 상기와 같은 작용으로 갱신 블록을 순차적인 순서로부터 혼돈의 순서로 변환한다. 호스트 쓰기 작용 #3에 있어

서, 논리 섹터 LS10'는 다시 갱신되고, 갱신 블록의 다음 위치에 LS10''로서 기록된다. 이 시점에 있어서, 갱신 블록 내의

LS10''은 최초의 블록 내에서 LS10을 번갈아 추월하는 이전 기록 내의 LS10'를 추월한다. 호스트 쓰기 작용 #4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10'' 내의 데이터는 다시 갱신되고, 그리고 LS10'''으로써 갱신 블록의 다음 위치 내에 기록된다. 따라서,

LS10'''은 논리 섹터 LS10에 대하여 최근의 그리고 유일한 유효 버전이 된다. LS10의 모든 이전 버전들은 지금 폐쇄된다.

호스트 쓰기 작용 #5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30 내의 데이터들은 갱신되고, LS30'로써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다. 상기의

예에 있어서, 논리 그룹 내의 논리 유니트들은 소정의 순서로 그리고 소정의 반복성으로 혼돈 갱신 블록 내에 쓰여진다.

다시, 갱신 논리 섹터들은 평면 정렬과는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다음 위치에 따라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다. 예를 들면, 섹

터 LS10은 평면 P2(예를 들면 MP2, 3번째 평면)에 최초로 기록되지만, 갱신 LS10'는 P0(예를 들면 MP0, 1번재 평면)에

기록된다. 이와 유사하게, 호스트 쓰기 작용 #3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10'는 LS10''로써 다시 갱신되고, 평면 P0(MP1에

서 첫번째 평면)과 일치하는 사용 가능한 다음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갱신 섹터를 블록의 사용 가능한 다음 위치

에 기록하는 것은 갱신된 섹터가 이전 버전과 다른 평면 내에 w저장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패딩에 의하여 채워진 간섭 갭을 갖는 평면 정렬, 순차 갱신 블록

도24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한 평면 정렬 및 패딩을 갖는 도23A의 순차 갱신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호스트 쓰기 작용 #1에 있어서, 갱신된 데이터 LS5'-LS8'는 제1 사용 가능한 평면 정렬 위치로부터 출발하는 새롭게 할당

된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LS5는 P1 내에 최초로 위치하게 되며, 상기 P1은 메타 페이지의 2번째 평

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LS5'-LS7'는 갱신 블록의 제1 사용 가능한 메타 페이지 MP0 내에의 해당하는 평면들 내에서 프로

그램된다. 동시에, MP0 내의 사용하지 않은 제1 평면의 갭은 최초 블록의 메타 페이지 내의 LS5를 선행하는 논리 섹터

LS4의 현재 버전으로 패딩된다. 최초의 LS4는 폐쇄 데이터로 취급된다. 나머지 LS8'은 다음 메타 페이지 MP1의 제1 평면

에 기록되며, 평면 정렬된다.

호스트 쓰기 작용 #2에 있어서, LS9'-LS12'로 갱신된 데이터는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렬 위치의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

다. 따라서, LS9'는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렬 미모리 유니트 내에 기록되며, 그것은 MP1의 2번째 평면에 해당한다. 이

러한 경우에 있어서, 갭이 발생하지 않으며, 패딩 또한 필요하지 않다. 갱신 블록은 그것이 논리적인 순차 순서로 채워지기

때문에 순처 갱신 블록으로 정의된다. 나아가, 각각의 갱신 논리 유니트가 최초의 평면과 동일한 평면에 있기 때문에 평면

정렬이라 불린다.

간섭 갭을 갖는 평면 정렬 및 혼돈 갱신 블록

도24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평면 정렬을 구비하나, 패딩은 구비하지 않는 도23B의 혼돈 갱신 예를 도시

한다.

호스트 쓰기 작용 #1에 있어서, 갱신된 논리 섹터 LS10'-LS11'는 새롭게 할당된 갱신 블록 내에 저장된다. 그들을 사용 가

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에 저장할 필요없이, 그들은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렬 메모리 유니트들에 저장된다. LS1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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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11'가 평면 P2 및P3(최초 블록의 MP2의 3번째 4번째 평면)에 각각 최초로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

렬 메모리 유니트들은 갱신 블록의 MP0'의 3번째 및 4번째 평면 내에 위치한다. 이 시점에 있어서, 갱신 블록은 비순차적

이며, MP0'의 페이지들은 Unfilled, Unfilled, LS10' 및 LS11'의 순서로 채워진다.

호스트 쓰기 작용 #2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5-LS6는 LS5'-LS6'로서 갱신되며, 사용 가능한 다음 평면 정렬 위치의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다. 따라서, 최초 블록의 2번째(P1) 및 3번째(P2) 평면 또는 메모리 유니트 MP1에 해당하는 LS5' 및

LS6'는 갱신 블록 내의 사용 가능한 다음 메타페이지 MP1' 내의 해당하는 평면으로 프로그램된다.

호스트 쓰기 작용 #3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10'는 다시 갱신되고, 갱신 블록의 다음 평면 정렬 위치에 LS10''로서 기록된

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다음 3번째 평면에 쓰여지며, 그것이 MP2'에 위치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은 MP1' 내의 최종

평면에 선행 갭을 발생하며, 그리고 MP2'의 두개의 제1 평면에서 선행 갭을 발생한다. 상기와 같은 작용으로 MP0'에서

LS10'를 폐쇄하게 된다.

호스트 쓰기 작용 #4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10'' 내의 데이터는 다시 갱신되고, 갱신 블록 내의 메타 페이지 MP2'의 사용

가능한 3번째 평면에 LS10'''로서 기록된다. 따라서, LS10'''은 논리 섹터 LS10에 대하여 지금 최근의 그리고 유일한 유효

버전이 된다. 이에 따라, MP2' 및 두개의 제1 평면 MP3'로 구성되는 갭을 형성하게 된다.

호스트 쓰기 작용 #5에 있어서, 논리 섹터 LS30 내의 데이터는 갱신되고, 갱신 블록 내에 LS30'로써 기록된다. 최초의

LS30이 P2 또는 메타 페이지의 3번째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갱신 블록 내의 사용 가능한 다음 3번째 평면에 쓰여진다.

이경우에 있어서, MP4'의 3번째 평면이 된다. MP3'의 최종 평면으로부터 두개의 제1 평면 MP4' 사이에는 갭이 형성된다.

상기의 설명에서, 논리 그룹 내의 논리 섹터들은 평면 정렬 방법으로 소정의 순서 및 소정의 반복성으로 혼돈 갱신 블록 내

에 쓰여진다. 다음 쓰레기 수집 작용에 있어서, 모든 버전들, 특히 주어진 논리 섹터의 가장 최근 버전은 센싱 회로의 동일

세트에 의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된다.

패딩으로 채워지는 간섭 갭들을 갖는 평면 정렬, 혼돈 갱신 블록

도24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평면 정렬 및 패딩을 갖는 도23B의 혼돈 갱신 예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간섭 갭들이 먼저 패딩으로 채워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24B의 그것과 유사하다. 호스트 쓰기 작용

#1에 있어서, 메타 페이지 MP0'의 사용하지 않은 제1 및 제2 평면들에 의하여 형성된 갭은 LS8 및 LS9의 현재 버전으로

먼저 패딩되며, 상기의 구성은 최초 블록 내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LS8 및 LS9는 폐쇄된 최초 블록 내에 위치하게 된

다. 이 시점에 있어서, 갱신 블록은 순차적인 것이며, 메타페이지 MP0'는 LS8, LS9, LS10' 및 LS11'의 순서로 채워진다.

호스트 쓰기 작용 #2에 있어서, 갭은 MP1' 내의 사용하지 않은 1번째 평면에 의하여 형성되며, 그것이 LS4로 처음 패딩된

다. 이에 따라 최초 블록 내의 LS4는 폐쇄된다. 제2 쓰기는 갱신 블록을 순차적인 것으로부터 혼돈스러운 것으로 변환한

다.

호스트 쓰기 #3에 있어서, MP1' 내의 사용하지 않은 최종 평면 및 MP2'의 두개의 제1 평면들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MP1'의 최종 평면은 최종 프로그램 LS6' 이후의 LS7에 의하여 처음으로 패딩되며, MP2'의 두개의 제1 평면들은 LS10에

선행하는, 즉 LS8 및 LS9에 의하여 패딩된다. 이에 따라 MP0' 내의 LS10 및 최초 블록 내의 LS7-LS9가 폐쇄된다.

호스트 쓰기 작용 #4에 있어서, 갭은 MP2' 내의 최종 평면 및 MP3' 내의 두개의 제1 평면들에 의하여 구성된다. MP2'의

최종 평면은 메타 페이지 MP2' 내의 최종 쓰기 LS10'' 이후의 논리 유니트의 현재 버전에 해당하는 LS11'에 의하여 패딩된

다. MP3'의 두개의 제1 평면들은 논리 유니트들이 메타 페이지 MP3' 내의 LS10'''를 선행하기 때문에 각각 LS8 및 LS9에

의하여 패딩된다.

호스트 쓰기 작용 #5에 있어서, MP3'의 최종 평면 및 MP4'의 두개의 제1 평면들에 의한 갭은 LS11', LS28 및 LS29에 의

하여 각각 패딩된다. 따라서, 논리 그룹 내의 논리 섹터들은 평면 정렬 방법으로 소정의 순서로 그리고 소정의 반복성으로

혼돈 갱신 블록 내에서 쓰여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메타 페이지는 개별 평면들로부터 페이지들의 사이클 작용을 포함한다. 메타 페이지가 병렬로

읽혀지고 또는 프로그램되기 때문에, 메타페이지의 세분성으로 각각의 호스트 갱신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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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4A 및도24C의 예에 의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호스트 쓰기 동안에, 패딩은 평면 정렬 메모리 유니트를 선행하는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에 대하여 수행되며, 상기 메모리 유니트에 대하여 갱신가 프로그래밍된다. 최종 프로그래

밍된 메모리 유니트 이후의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의 작용은 다음 호스트 쓰기 까지 지연된다. 일반적으로, 소정

의 선행하는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은 메타페이지의 경계 내에서 패딩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 선행하는

갭이 두개의 메타페이지에 대하여 지연된다면, 패딩이 각각의 메타페이지에 타당한 논리적으로 순차적인 순서로 각각의

메타페이지에 대하여 수행되지만, 상기 경계를 가로질러 계속성과는 상관없다.

블록의 통합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부분적으로 쓰여졌다면, 최종 쓰여진 메타페이지는 패딩에 의하여 완전히 채워진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소정의 부분적으로 채워진 메타페이지는 다음 메타페이지로 이동하기 이전에 충분히 패딩된다.

메모리 유니트 세분성

개별적인 메모리 구조에 의하여 지원되는 유연성에 따라, 읽기 또는 프로그램의 유니트에 변형이 가능하다. 개별 평면의

독립적인 본성에 의하여 메타페이지 내의 개별적인 평면들로부터의 각각의 페이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읽기 및 프로그램된

다. 앞서 설명한 보기들은 각각의 평면에 있어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대 유니트를 갖는다. 메타페이지 내에

서, 모든 페이지 보다 작은 부분적인 메타페이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메타페이지의 3개의 제1 페이지를 프

로그래밍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4번째 페이지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면 레벨에서, 물리적인 페이지는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 유니트를 갖는다. 만약 각각의 메모리 유니트가 데이터 섹

터를 저장한다면, 물리적인 페이지는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섹터를 저장한다. 어느 정도의 메모리 구조는 부분적인 페이지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며, 페이지 내에서 선택된 메모리 유니트들의 프로그래밍을 저지하여, 선택된 논리 유니트들은 다수

개의 프로그래밍 패스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시간으로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논리 그룹의 혼돈 갱신용의 메모리 평면 내의 논리 유니트 정렬

블록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논리 유니트들의 논리 그룹은 최초의 블록 내에 논리적인 순차 순서로 저장된다. 논리

그룹이 갱신되면,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들이 갱신 블록 내에 저장된다. 만약 논리 유니트들이 갱신 블록 내에 혼돈적

인 방법(예를 들면, 비순차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면, 쓰레기 수집이 수행되어, 최초의 블록 및 갱신 블록 중에서 논리 유니

트들의 최근 버전들을 수집하며, 그들을 새로운 최초 블록 내로 순차적으로 통합하게 된다. 만약 모든 버전들이 센싱 회로

의 동일한 세트에 의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주어진 논리 유니트의 갱신된 버전들이 갱신 블록에 저장된다면, 상기의 쓰레

기 수집 작용은 효율적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상기에 기술된 블록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가 메모리 페이지 시리즈로 조직

되면, 메모리 유니트들의 각각의 페이지들은 센싱 회로의 세트에 의하여 병렬로 서비스되며, 만약 그들 모두가 그들이 저

장되는 페이지 내에 동일한 옵셋 위치를 갖는다면 주어진 논리 유니트의 모든 버전들은 정렬된다.

도25는 예시적인 메모리 조직을 도시하며, 각각의 페이지는 두개의 논리적인 섹터들과 같은 두개의 논리 유니트를 저장하

기 위한 두개의 메모리 유니트들을 그비하고 있다. 최초의 블록에 있어서, 논리 섹터들이 논리적으로 순차적인 순서로 저

장되기 때문에, 논리 섹터 LS0 및 LS1은 페이지 P0에 저장되며, 논리 섹터 LS2 및 LS3은 페이지 P1에 저장되며, 논리 섹

터 LS4 및 LS5는 페이지 P3에 저장된다. 두개의 섹터 페이지에 있어서, 좌측으로부터의 제1 섹터는 0의 페이지 옵셋을 가

지며, 두번째 섹터는 1의 페이지 옵셋을 갖는다.

최초 블록에 순차적으로 저장된 논리 섹터의 논리 그룹이 갱신될 때, 갱신된 논리 섹터들은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다. 예를

들면, 논리 섹터 LS2는 최초 블록 내에서 옵셋 0을 갖는 페이지 P0에 존재한다. 제1의 쓰기에서, 만약 LS2가 LS2'로 갱신

된다면, 그것은 동일한 페이지 옵셋 0을 갖는 엡데이트 블록 내에 위치하는 제1 사용 가능한 위치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것은 페이지 P0의 제1 메모리 유니트 내에 존재한다. 제2 쓰기에서, 만약 LS5가 LS5'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페이지 옵셋

1을 갖는 갱신 블록 내의 제1 사용 가능한 위치에 저장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페이지 P1의 옵셋 1을 갖는 제2 메모리

유니트 내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LS5'을 저장하기 이전에, P0에서 옵셋 1을 갖는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과 P1에

서 옵셋 0을 갖는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들은 그들을 각각의 페이지 내에 최소한 논리적인 순차 순서를 유지하는 논

리 섹터들의 최근 버전을 카피하여 제공함으로서 패딩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LS3은 P0 내의 옵셋 위치 1 위치로 그

리고 LS4는 P1 내의 옵셋 0 위치로 각각 카피된다. 제3 쓰기에서, 만약 LS2'가 LS2''로 다시 갱신 된다면, P2의 옵셋 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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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장될 것이다. 제4 쓰기에서, 만약 LS22 및 LS23이 LS22' 및 LS23'로 각각 갱신된다면, 그들은 각각 P3의 옵셋 0 및

1에 각각 저장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작용 이전에, P2에서 옵셋 1을 갖는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 유니트는 LS3으로 패

딩된다.

상기에 기술된 갱신 순서는 페이지 내에서 개별적인 섹터들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하는 것이다. 부분적인 페

이지 프로그래밍이 지원되지 않은 약간의 메모리 구조들에 있어서, 페이지 내의 모든 섹터들은 함께 프로그래밍되어야 한

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제1 쓰기에서, LS2 및 LS3는 P0'로 함께 프로그래밍되며, 제2 쓰기에 있어서, LS4 및 LS5'는

P1'으로 각각 함께 프로그래밍된다. 제3 쓰기에 있어서, LS2'' 및 LS3은 P2'로 각각 함께 프로그래밍된다.

메타페이지 내의 평면 정렬

프로그램의 유니트는 메타페이지의 세분성을 갖는다. 만약 혼돈 갱신 블록으로의 쓰기의 세분성이 메타페이지가 된다면,

도16A 및 16B를 참조하여 설명한 CBI 블록 내의 입력 내용들은 섹터 대신에 메타페이지에 관한 것이다. 증가된 세분성으

로 인하여 혼돈 갱신 블록용으로 기록되는 입력 내용의 수가 감소하며, 직접 인덱스들이 제거되며, 단일의 CBI 섹터가 메

타블록 당 사용될 수 있다.

도26A는 각각의 페이지가 한개 대신에 두개의 섹터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21의 메모리 구조와 유사하다. 즉, 메타페

이지 MP0는 데이터의 두개의 논리 유니트들을 저장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각각 갖는다. 만약 각각의 논리 유니트가 섹터가

된다면, 논리 섹터들은 평면 p0에서 LS0 및 LS1을 가지며 그리고 P1에서 LS2 및 LS3을 갖는 MP0 내에서 순차적으로 저

장된다.

도26B는 개략적으로 선형 패션으로 구성되는 메모리 유니트들을 갖는 도26A의 메타블록들을 도시한다. 도21의 단일 섹

터 페이지와 비교하여, 논리 섹처들은 각각의 페이지에 두개의 섹터들을 갖는 4개의 페이지들에 사이클적으로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만약 병렬로 작용하는 W 평면이 있다면, 그리고 페이지 당 K 페모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메타블록이 논리저

으로 순차적인 순서로 채워져 있다면, 메타 블록 내의 k-번째 논리 페이지는 평면 x 내에 존재하여, 여기서 x = k' MOD W

이며, k' = INT(k/K)이다. 예를 들면, 4개의 평면을 가지면, W= 4 이며, 페이지 당 2개의 섹터를 가지며, K = 2, 그리고 k

= 5이며, 이는 5번째 논리 섹터 LS5에 해당하며, 이는 24A도에 도시된 k와 같이 평면 2에 해당하는 2 MOD 4에 의하여

주어지는 평면 내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리가 앞서 기술한 평면 정렬을 구현하는데 적용된다.

앞서 주어진 예문들은 다수개의 평면 구조에서 평면들을 갖는 페이지 정렬에 대한 것이다. 다수개의 섹터를 갖는 페이지의

경우에 있어서, 한개의 패이지 내에 섹터 정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센스 회로의 동일한 세트가

동일한 섹터의 다른 버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섹터의 위치 재설정 및 읽기-수정-쓰기와 같은 작용들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섹터 순서를 한 페이지 내에서 정렬할때는, 페이지를 평면에 정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소정의 간섭 갭들이 패딩될 수 있고 또는 패딩되지 않을 수 있다.

패딩이 필요없는 논리 유니트 또는 평면 정렬

도27은 한개의 위치로부터 다른 한개의 위치로 카피되는 논리 유니트들을 패딩하지 않고, 한개의 갱신 블록 내에 평면 정

렬용 구조를 도시한다. 갱신 블록을 가로지르는 4개 평면의 부분들은 호스트로부터 수신되는 평면 정렬 갱신 논리 유니트

들을 수집하는 4개의 버퍼로써 정의된다. 상기 호스트로부터 수신되는 각각의 논리 유니트는 소정의 버퍼의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유니트 내에서 패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된다. 다른 개수의 논리 유니트들은 상기 호스트로부터 수신되는 논

리 유니트 주소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평면 내에서 프로그래밍된다.

혼돈 갱신 블록 MB1'은 MP0'와 같은 논리 메타페이지의 모든 논리 유니트의 갱신된 버전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MP1'와

같은 메타페이지의 모든 논리 유니트들 보다 적은 수를 포함할 수 있다. MP1'의 경우에 있어서, 분실 논리 유니트 LS4는

해당하는 최초 블록 MB0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른 구조는 만약 메모리 구조가 각각의 평면으로부터 이진 논리 페이지의 병렬 읽기를 지원한다면, 특히 효율

적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타페이지의 모든 논리 페이지들은 심지어 개별 논리 페이지들이 동일한 열로부터 구성되지

않는다 해도 단일 병렬 읽기 작용에서 읽을 수 있다.

단계화된 프로그램 에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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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블록 내에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다면, 블록 내에 저장된 보든 데이터들이 또 다른 블록으로 이전되고, 오류가 발생

한 블록은 나쁜(bad)으로 표시된다. 오류가 검출되는 작용 동안의 시간 스펙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또 다른 블록으로 추

가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또 다른 블록으로 위치

재설정하기 위하여 또 다른 그리고 유사한 쓰레기 수집 작용이 필요한 작용, 즉 정상적인 쓰레기 수집 작용 중간에 프로그

램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어진 호스트/메모리 장치의 구체적인 쓰기 지연 시간 제한은 한

개에 대하여 두개의 쓰레기 수십 작용을 수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종종 어기게 된다.

도28은 통합 작용 동안의 결함 블록 애네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를 도시하며, 통합 작용은 또 다른 블록에서 반복된다. 예

를 들면, 블록 1은 논리적은 순차적인 순서로 논리 그룹의 완전한 논리 유니트를 저장하는 최초의 블록이다. 예시적인 목

적으로 도시되었지만, 최초의 블록은 섹션 A, B, C 및 D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각 섹션은 논리 유니트들의 서브 그룹을

저장한다. 호스트가 그룹의 소정 논리 유니트들을 갱신하면, 논리 유니트들의 새로운 버전들은 갱신 블록, 즉 블록 2에 기

록된다. 상기 갱신 블록과 관련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호스트에 따라, 갱신은 순차적인 순서로 또는 비순차적인 (혼

돈)의 순서로 논리 유니트들을 기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갱신 블록은 다른 소정의 이유에 의하여 갱신을 추가적으로 수

신하는데 대하여 차단되어 있다. 갱신 블록(블록 2)가 차단되어 있으면, 갱신 블록 또는 최초 블록(블록 1)에 존재하는 논

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은 새로운 블록(블록 3)에 통합되어, 논리 그룹을 위하여 새로운 최초 블록을 형성하게 된다. 예

시는 섹션 B 및 D에서 논리 유니트들의 새로운 버전들을 포함하는 갱신 블록을 도시한다. 섹션 B 및 D는 블록 2 내에 개략

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그들이 기록되는 위치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블록 1에서 최초의 위치들에 정렬되어 있다.

통합 작용에 있어서, 최초로 블록 1에 존재하는 논리 그룹의 모든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은 통합 블록(블록 3)에 순

차적인 순서로 기록된다. 섹션 A의 논리 유니트들은 블록 1에서 블록 3으로 카피되며, 그리고 섹션 B에서는 브록 2에서

블록 3으로 카피된다. 예를 들면, 섹션 C의 논리 유니트가 블록 1에서 블록 3으로 카피된다면, 블록 3의 결함에 의하여 프

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류를 취급하는 한가지 방법은 새로운 블록(블록 4)에 대하여 통합 공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섹션

A, B, C 및 D는 블록 4로 카피되며, 결함 블록 3은 저려진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은 2개의 통합 작용을 실시하는 것이

기 때문에, 논리 유니트들로 포화상태인 두개의 블록을 카피하는 결과가 된다.

메모리 장치는 소정의 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간 일정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한개의 호스트가 메모리 장치로

쓰기를 하면, 쓰기 작용은 소정의 주어진 시간 내에 종료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를 쓰기 지연이라 부른다. 메모리 카

드와 같은 메모리 장치가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쓰기에 바쁘다면, 바쁜 상태를 알리는 "Busy" 상태를 호스트에 전송한다.

만약 Busy 상태가 쓰기 지연 기간 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호스트는 쓰기 작용을 시간 종료하게 되며, 쓰기 작용에 예외 또

는 에러를 등록하게 된다.

도29는 쓰기 작용(지연) 뿐만 아니라 통합 작용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타이밍 또는 쓰기 지연을 갖는 호스

트 쓰기 작용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호스트 쓰기 작용은 쓰기 지연 Tw를 제공하며, 상기 지연은 쓰기 호스트 데이

터의 갱신 작용 972의 완료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갱신 블록(도29A)에 제공한다. 블록 관리 시스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갱신 블록으로의 호스트 쓰기는 통합 작용을 트리거할 수도 있다. 즉, 티이밍에 의하여 갱신 작용(972)에 추가하여

통합 작용(974)(도29B)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발생한 오류에 대응하여 통합 작용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 긴 시간

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설정된 쓰기 지연을 초과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블록 관리 시스템을 갖는 메모리에 있어서, 시간-임계 메모리 작용 동안에 블록에서 발생

하는 프로그램 오류는 브레이크아웃 메모리에서 프로그래밍 작용을 계속하여 구현될 수 있다. 보다 작은 임계 시간에서,

중단이 발생하기 이전에 오류가 발생한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는 또 다른 블록으로 이전되며, 상기 또 다른 블록은 브레이

크아웃 블록일 수도 있다. 오류가 발생한 블록은 버려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합 블록이 발견되면, 결함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현장에서 바로 이전시킴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현장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그리고 설정된 시간 제한을 초과하

지 않고 취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응 에러 취급은 전체 작용이 임계 시간 동안 새로운 블록에 대하여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쓰레기 수집 작용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소정의 타당한 시간에, 결함 블록으로부터의 데이터는 또 다

른 블록으로 위치를 재조정하여 구할 수 있다.

도30은 본 발명의 전체 구조에 따라 프로그램 오류 취급의 플로우 차트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계 1002: 비휘발성 메모리를 블록으로 조직한다. 각각의 블록은 함께 삭제 가능한 메모리 유니트들로 파티션된다. 각각

의 메모리 유니트는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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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오류 취급 (제1단계)

단계 1012: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의 순서를 제1 블록 내에 저장한다.

단계 1014: 다수의 논리 유니트들을 저장하고 난 이후에 제1 블록에서의 저장 오류에 대응하여, 다음 논리 유니트들을 제

1 블록에 대한 브레이크아웃 블록으로 기능을 하는 제2 블록 내에 저장한다.

프로그램 오류 취급 (최종 단계)

단계 1020: 소정의 이벤트에 대응하여, 제1 블록에 저장된 논리 유니트들을 제 3블록으로 이전시키고, 상기 제3 블록은 상

기 제2 블록에 일치 또는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단계 1022: 상기 제1 블록을 버린다.

도31A는 제3 블록(최종 위치 재설정) 블록이 제2 (브레이크아웃) 블록과 서로 다른 구성에 있어서, 프로그램 오류 취급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단계 I에서, 일련의 논리 유니트들이 제1 블록에 기록된다. 만약 논리 유니트들이 호스트

쓰기로부터 구성되면, 제1 블록은 갱신 블록으로 정의된다. 만약 논리 유니트들이 압축 작용의 통합으로부터 구성된다면,

제1 블록은 위치 재설정 블록으로 정의된다. 소정의 지점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블록 1에서 검출되면, 브레이크아웃 블록

이 구성된다. 블록 1에 기록되는 것이 실패한 논리 유니트 및 다른 다음 유니트들은 그 대신에 브레이크아웃 블록에 기록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류 블록 1 및 그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 없게 된다.

간섭 단계 II에 있어서, 상기 시퀀스의 모든 기록된 논리 유닛은 블록 1과 블록 2 사이에 획득가능하다.

최종 단계 III에 있어서, 오류 블록 1 및 그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논리 유니트들을 블록 3으로 위치 재설정하여 교체되며,

상기의 블록 3은 위치 재설정 블록으로써 기능을 한다.

즉, 오류 블록 내의 데이터는 다시 살아나며, 오류 블록은 버려지게 된다. 최종 단계는 소정의 다른 임시 메모리 작용의 타

이밍과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 설정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위치 재설정 블록(3)은 브레이크아웃 블록(2)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즉, 이와 같은 것을 중간 단

계 동안에 브레이크아웃 블록이 추가 논리 유니트들로 기록될 때 유용하다. 즉, 브레이크아웃 블록이 갱신 블록으로 전환

하고, 결함있는 블록(1)로부터 논리 유니트들을 위치 재설정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31B는 프로그램 오류 취급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며, 제3(최종 위치 재설정) 블록은 제2 (브레이트아웃) 블록과 동

일한 것이다. 단계 I 및 II는 도31A의 제1 실시예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단계 III에 있어서, 결함 블록 I로부터의 논리 유니

트들은 브레이크아웃 블록(2)로 위치 재설정된다. 이와 같은 것은 브레이크아웃 블록(2)이 이전의 쓰기 작용의 최초 순서

와 다른 추가적인 논리 유니트로 기록될때 유용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논리 유니트들을 저장하는데 있어 최소의 블록

들이 필요하게 된다.

통합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오류 취급용 실시예

프로그램 오류 취급은 통합 작용 과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정상적인 통합 작용이 통합 블록으로 통합되며, 논리 그룹

의 모든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은 최초 블록 및 갱신 블록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통합 작용 과정에서, 만약 프로그

램 오류가 통합 블록에서 발생한다면, 브레이크아웃 블록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블록은 나머지 논리 유니트들의 통합을 수

신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한 번 이상 카피되는 논리 유니트가 없게 되며, 예외적인 취급에 따른 작용은 정상적인 통합

작용 동안에 설정된 기간 내에 완료된다. 적절한 시간에, 통합 작용은 그룹의 모든 우수한 논리 유니트들을 브레이아웃 블

록으로 통하여 완료될 수 있다. 적당한 시간이란 통합을 실시할 시간이 있을때 현재의 호스트 쓰기 작용 외부에서의 다른

기간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한 적절한 시간은 갱신이 존재하나, 해당하는 통합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호스트 쓰기

과정에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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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로그램 오류 취급을 이용한 통합은 다수개의 단계들로 구현될 수 있다. 첫번째 단계에 있어서, 한번 이상의 논리

유니트들을 통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논리 유니트들이 한개의 블록 이상의 블록으로

통합된다. 최종 단계는 적절한 시간에 완료되며, 모든 논리 유니트들을 순차적인 순서로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 내로 수

집하는 방법으로, 한개의 블록 내로 통합을 한다.

도32A는 통합 작용을 이룰 수 있는 초기 갱신 작용의 플로우 차트이다.

단계 1102: 비휘발성 메모리를 블록들로 조직하고, 각각의 블록은 함께 삭제 가능한 메모리 유니트들로 파티션되고, 각각

의 메모리 유니트는 데이터의 논리 유니트를 저장한다.

단계 1104: 데이터를 다수개의 논리 그룹으로 조직한다. 각각의 논리 그룹은 블록 내에 저장될 수 있는 논리 유니트들의

그룹이다.

단계 1112: 논리 유니트들로 패키지된 호스트 데이터를 수신한다.

단계 1114: 제1 순서에 따라 논리 그룹의 논리 유니트들의 제1 버전을 제1 블록 내에 저장하여 논리 그룹의 최초 블록을

생성한다.

단계 1116: 제2 순서에 따라 논리 그룹의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버전을 포함하는 제2 블록 내에 저장하여 논리 그룹의 갱

신 블록을 생성한다.

단계 1119: 앞서 설명한 섹션에서의 소정의 이벤트에 있어서, 쓰레기 수집이 수행되어, 다양한 블록들에서 논리 유니트들

의 현재 버전을 수집하여, 새로운 블록으로 재기록한다.

도3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수 단계 통합 작용의 플로우 차트이다.

통합 오류 취급 (단계 I)

오류 취급, 단계 I 작용 1120에 대한 통합 작용은 단계 1122 및 단계 1124를 구비한다.

단계 1122: 제1 순서와 유사한 논리 그룹의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을 제3 블록 내에 저장하여 논리 그룹용 통합 블

록을 생성한다.

단계 1124: 통합 블록에서 저장 오류에 대응하여, 상기 제3 블록으로부터 이탈한 논리 그룹의 논리 유니트들을 제1 순서

에 유사한 제4 블록에 저장하여,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을 제공한다.

블록 1 및 2에서의 데이터들이 블록 3 및 4로 이전되고, 블록 1 및 2는 공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삭제된다. 바람직한 실

시예에 있어서, 블록 2는 EBL(Erased Block List, 도18 참조)로 즉시 릴리즈되고 재사용된다. 블록 1은 만약 이것이 닫힌

얻데이트 블록이라면 릴리즈될 수 있다. 해당하는 GAT 엔트리가 가르키는 또 다른 블록이 존재한다.

특히, 블록 3은 논리 그룹을 위하여 최초 블록이 되며, 블록 4는 블록 3을 위하여 교체 순차 갱신 블록이 된다.

단계 I 통합이 완료된 이후에, 메모리 장치는 Busy 신호를 전송하여 호스트에게 신호를 보낸다.

중간 작용 (단계 II)

중간 작용 1130인 단계 II는 단계 III 통합 작용 1140 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다수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단계 1132, 1134

및 1136으로 구성된다.

단계 1132: 논리 그룹의 쓰기 작용에 있어서, 갱신 블록으로써 제4번째 블록(브리에크아웃 통합 블록)으로 쓴다.

만약 호스트가 의문이 있는 논리 그룹으로 쓰기를 한다면,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이고, 교체 순차 엡데이트 블록의 역할

을 갖는 블록 4는 정상적인 갱신 블록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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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쓰기에 따라서, 순차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또는 혼돈 상태로 변환될 수도 있다. 갱신 블록으로써, 그것

은 앞선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다른 혼돈 블록의 소정의 포인트 트리거 클로져에 있을 수 있다.

만약 호스트가 또 다른 논리 그룹으로 쓰기를 한다면, 단계 III의 작용으로 바로 진행한다.

단계 1134: 또는 읽기 작용에 있어서, 제3 블록을 이용하여 메모리를 논리 그룹용 최초 블록으로써 읽고, 그리고 제4 블록

을 갱신 블록으로써 읽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섹션 A 및 B로부터의 논리 유니트들은 블록 3으로부터 논리 그룹의 최초 블록으로서 읽어진다.

그리고 섹션 C 및 D로부터의 논리 유니트들은 블록 4로부터 그룹의 갱신 블록으로서 읽어진다. 섹션 A 및 B가 블록 3으로

부터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오류를 일으키는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며, 그 이후에 쓰여진 부분

에 대한 접근도 없을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 내의 GAT 디렉토리가 아직 갱신되지 않고, 최초 블록으로써 블록 1을 가리키

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읽혀지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블록 그 자체는 조기에 삭제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논리 그룹에서의 논리 유니들의 호스트 읽기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섹션 A 및 B로부터의 논리 유니트

들은 논리 그룹 최초 블록으로써 블록 3으로부터 읽혀지며, 섹션 C 및 D로부터의 논리 유니트들은 그룹의 순차 갱신 블록

으로써 블록 4로부터 읽혀질 것이다.

단계 1136: 또는 파워-업 초기화에 있어서, 제1 내지 제4 블록들 중 어느 한개를 그들 내용을 스캐닝하여 다시 확인한다.

중간 단계의 또 다른 가능성은 파워 오프되어 다시 시작되는 메모리 장치용으로 적용된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파워

-업 초기화 과정 동안에, 할당 블록 리스트(사용되는 삭제 풀 블록, 도15 및 18 참조) 내의 블록들은 스캔되어, 특수 상태

의 최초 블록 (블록 3)과 논리 그룹용 순차 갱신 블록 (블록 4)가되는 결합 통합 블록을 확인한다. 브레이트 블록 (블록 4)

의 제1 논리 유니트의 플래그는 해당 블록이 프로그램 에러로 장애를 겪는 최초 블록 (블록 3)인 것을 표시한다. 블록 디렉

토리 (GAT)와 통신하여, 블록(3)은 위치 설정된다.

일 실시예에 따라, 플래그는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 (블록 4) 내에서 제1 논리 유니트 내로 프로그래밍된다. 이와 같은 작

용에 따라, 예를 들면 두개의 블록, 즉 블록 3 및 4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논리 그룹의 특수 상태를 표

시한다.

결함 블록을 이용하여 논리 그룹을 확인하기 위하여 플래그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최초의 블록이 그러한 것(최종 페

이지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종 페이지는 ECC 에러를 갖지 않는다)과 같이 채워진 상태가 아닌 특징에 따라 스케

닝 하는 동안에 결함으로써 블록을 검출하는 것이다. 구형하는 방법에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 내에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

록(블록 4)에 쓰여진 제1 섹터의 헤더 영역이 아닌, 제어 데이터 구조에 저장된 오류 그룹/블록에 대한 정보 기록이 있을

수 있다.

통합 완료 (단계 III)

단계 1142: 소정의 이벤트에 대응하여, 그리고 제4번째 블록이 단계 I 이후에 계속하여 기록되지 않았을 때의 제1 경우에

대하여, 제1의 순서에 유사한 논리 그룹의 모든 우수한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을 저장하고, 그리고 단계 I 이후의 제4

블록이 더 기록되어 있는 제2의 경우에 대하여, 제3 및 제4 블록들을 제5 블록 내로 통합한다.

단계 1144: 그 이후에, 제1의 경우에 대하여,논리 그룹에 대한 최초 블록으로써 통합된 제4 블록으로 메모리를 작동시키

고, 제2의 경우에 대하여, 논리 그룹용 최초 블록으로써 제5 블록으로 메모리를 작동시킨다.

단계 III에서의 최종 통합은 명시된 시간 제한을 어기지 않고 기회가 닿는 다면 언제든지 실시된다. 바람직한 경우는 동반

되는 통합 작용이 더 없으면, 또 다른 논리 그룹에 대한 갱신 작용이 있을때 다음 쓰기 슬롯에 대하여 피기-백(piggy-

back)하는 것이다. 만약 또 다른 논리 그룹으로의 호스트 쓰기가 쓰레기 수십 그 자체를 트리거하면, 단계 III 통합은 지연

된다.

도33은 다수 단계 통합 작용의 제1 및 최종 단계의 예시적인 타이밍을 도시한다. 호스트 쓰기 지연은 기간 Tw를 갖는 각

각의 호스트 쓰기 슬롯의 폭이다. 호스트 쓰기 1은 단순한 갱신이고, 논리 그룹 LG1 내의 논리 유니트의 제1 세트의 현재

버전들은 관련 갱신 블록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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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쓰기 2에 있어서, 논리 그룹 LG1에 대한 또 다른 갱신이 발생하여 갱신 블록이 닫히도록 한다 (풀 상태). 새로운 갱

신 블록이 나머지 갱신을 기록하기 위하여 준비된다. 새로운 갱신 블록의 제공은 쓰레기 수집을 트리거하여, 재사용을 위

한 블록을 재상하기 위하여 LG4에 대하여 통합 작용이 실시되는 것이다. LG4 그룹의 현재 논리 유니트는 수차적인 순서

로 통합 블록에 기로된다. 통합 작용은 결함이 통합 블록 상에서 발결될 때까지 진행된다. 단계 1 통합은 통합 작용이 브레

이크아웃 통합 블록에서 계속되는 구성에서 실시된다. 그리고, LG4 (단계 III)의 최종 통합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된다.

호스트 쓰기 3에 있어서, 논리 그룹 LG2의 논리 유니트들의 쓰기가 발생하여, LG2에 대한 통합을 트리거하게 된다. 이것

은 시간 슬롯이 이미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호스트 쓰기 4에서, 작용은 LG2의 논리 유니트들을 단순히 갱신 블록에 기록하는 것이다. 시간 슬롯에 있어서의 여유 시

간은 LG4의 최종 통합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브레이크아웃 통합 즐로이 갱신 블록으로 변환되지 않는 실시예

도34A 및 도34B는 도28 및 도31의 보기들에 적용될때 다수개의 단계 통합의 단계 I 및 단계 III에 대한 제1의 경우를 도시

한다.

도34A는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이 갱신 블록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러나 그 통합 작용이 중단되는 통합 블록으로써 더

사용되는 경우를 도시한다. 특히, 도34A는 도33의 호스트 쓰기 #2에 대한 것이며, 호스트는 논리 그룹 LG1에 속하는 논

리 유니트들의 갱신을 쓰기하며, 작용에 의하여 또 다른 논리 그룹 LG4와 관련된 블록의 통합을 트리거 된다.

최초 블록(블록 1) 및 갱신 블록 (블록 2)의 정보는 도28의 보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현된다. 통합 작용의 과정에서, 통합

블록(블록 3)은 섹션 C의 논리 유니트를 통합하는 포인트에서 결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도28의 통합 구조와는 다르게, 본

발명에 의한 다수의 단계 구조는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블록 (블록 4)에 대하여 통합 작용을 계속

한다. 단계 I 통합 작용에 있어서, 섹션 A 및 B에서의 논리 유니트들은 통합 블록(블록 3) 내에 통합된다. 프로그램 오류가

통합 블록 내에 발생하면, 섹션 C 및 D 내의 나머지 논리 유니트들은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 (블록 4)로 순차적으로 카피

된다.

만약 호스트가 제2 논리 그룹과 관련한 블록의 통합 작용을 트리거하는 제1 논리 그룹에서의 갱신을 쓴다면, 제1 논리 그

룹의 갱신들은 제1 논리 그룹을 위하여 갱신(새로운 갱신 블록)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블록 4)은 통합 작용 외부에서 소정의 갱신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둔다.

블록 1 및 2 내의 데이터는 다른 블록(블록 3) 내로 충분히 포함되기 때문에, 재생을 위하여 다시 지워질 수 있다. 주소 테

이블(GAT)은 논리 그룹을 위하여 최초 블록으로써 블록 3으로 갱신 된다. 갱신 블록에 대한 디렉토리 정보(ACL 내에서,

도15 및 도18을 참조)는 블록 4로 역시 갱신되며, 상기 블록 4는 논리 그룹(예를 들면 LG4)에 대한 순차적인 갱신 블록으

로 된다.

그 결과, 통합된 논리 그룹은 한개의 블록 내에 로칼화되지 않고, 결합 통합 블록(블록 3) 및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블록

4)로 분산된다. 본 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그룹 내의 논리 유니트들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블록에 대하여 통합을 분산시키

는 비용만으로 본 단계를 실시하는 동안에 단지 한번 통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 작용은 정상 규정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다.

도34B는 도34A에서 시작된 다수 단계 통합의 제3 및 최종 단계를 도시한다. 도33과 관련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페이즈

III 통합은 동반하는 통합을 트리거 하지 않는 다음 호스트 쓰기 과정과 같은 시간대에 제1 페이즈 이후에 적절한 시간에 실

행된다. 특히, 도34B는 시간 슬롯에 관한 것이며, 상기 시간 슬롯에서 도33의 호스트 쓰기 #4가 발생한다. 상기의 기간 동

안에, 호스트 쓰기는 또 다른 추가적인 통합 작용을 트리거하지 않고 논리 그룹 LG2에 속하는 논리 유니트들을 갱신한다.

따라서, 시간 슬롯 내의 잉여 시간은 논리 그룹 LG4의 통합의 완료를 위하여 단계 III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작용에 의하여 브레이크아웃 블록 내에 존재하지 않는 LG4의 모든 우수한 논리 유니트들을 브레이크아웃 블록 내로 통합

한다. 예를 들면, 섹션 A 및 B는 블록 3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순차적인 순서로 브레이크아웃 블록(블록 4)로 카피된다. 블

록 내의 논리 유니트의 랩-어라운드 구조 및 페이지 태그 사용(도13A 참조)에 있어서, 예문들이 블록 4에서, 섹션 A 및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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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섹션 C 및 D 이후에 기록되는 것을 도시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순서는 A, B, C 및 D의 순차적인 순서와 동일하다. 실시

의 방법에 따라서, 카피되는 우수한 논리 유니트들의 현재 버전들은 그것이 이미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블록 3으

로부터 얻어지며, 그들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블록 1로부터 수집될 것이다.

브레이크아웃 블록(블록 4) 상에서 최종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은 노리 그룹을 위한 최초 블록으로서 지정되

고, 해당하는 디렉토리 (예를 들면, GAT, 도17A를 참조)는 그에 따라 갱신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오류 물리 블록(블록

3)은 나쁜 것으로 표시되며, 맵 아웃된다. 다른 블록들 및 블록 1 및 블록 2는 삭제되고, 재생된다. 그리고, LG2에 대한 갱

신은 LG2와 관련한 갱신 불록 내에서 기록된다.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이 갱신 블록으로 구현되는 실시예

도35A 및 도35B는 도28 및 도33의 예문들에 적용된 것과 같이 목수 단계 통합의 단계 I 및 단계 III 작용에 대한 제2의 경

우를 각각 도시한다.

도35A는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이 갱신 블록으로써 유지되어, 통합 블록이라기 보다는 호스트 쓰기를 수신하는 경유를

도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논리 그룹 LG4를 갱신하고 공정 중에 동일한 논리 그룹 내에서의 통합을 트리거하는 호

스트 쓰기에 잘 적용된다.

도3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블록 3에 대한 블록 1 및 블록 2의 통합은 섹션 C를 처리하면서, 프로그램 오류를 검출할때까

지 계속 진행된다. 통합은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블록 4)에 대하여 계속된다. 논리 그룹의 통합을 완료하기 위하여 단계

III에서 대기하는 대신에, 우수한 논리 유니트(예를 들면, 섹션 C 및 D 내에서)들이 브레이크아웃 블록(블록 4) 내에서 통합

되곤 이후에, 브레이크아웃 블록은 갱신 블록으로써 유지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호스트 쓰기가 논리 그룹을 갱신하고, 그

리고 동일한 논리 그룹의 통합을 틀히거하는 시나리오에 있어 잘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구성에 따라 새로운 갱신

블록에 기록되는 대신에,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블록 4) 내에 기록되는 논리 그룹 LG4를 위하여 호스트 갱신을 기록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갱신 블록(이전의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블록 4))은 순차적이거나 또는 거기에 기록되는 호스트

데이터에 따라 혼돈 상태가 된다. 도시된 예문에서와 같이, 섹션 C에서의 논리 유니트들의 다음 새로운 버전이 블록 4 내

의 선행 버전을 폐쇄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블록 4는 혼돈상태가 된다.

중간 단계 과정에 있어서, 블록 3은 LG4에 대하여 최초 블록으로 정의되며, 블록 4는 관련된 갱신 블록이 될것이다.

도35B는 제2의 경우에 대하여 도35A에서 시작된 다수 단계 통합의 제3 및 최종 단계를 도시한다. 도33과 관련하여 기술

한 바와 같이, 단계 III의 통합은 동반하는 통합 작용을 트리거하지 않으면서 다음 호스트 쓰기 시간과 같이 제1 단계 이후

에 소정의 타당한 시간에 실시된다. 상기의 과정 동안에, 호스트 쓰기는 통합 작용을 트리거하지 않고 논리 그룹에 속하는

논리 유니트들을 갱신한다. 시간 슬롯에서의 여분의 시간은 논리 그룹 LG4의 통합의 완료를 위하여 단계 III 작용을 위하

여 이용될 수 있다.

논리 그룹 LG4는 블록 3 및 블록 4로부터 새로운 통합 블록(블록 5)로 수집된다. 블록 3은 "나쁜" 표시가 부여되며, 블록 4

는 재생되고, 새로운 통합 블록(블록 5)은 논리 그룹 LG4를 위하여 새로운 블록이 된다. 블록 1과 블록 2와 같은 다른 블록

들은 역시 삭제되고, 재상된다.

단계화된 프로그램 오류 취급의 다른 실시예

도31A, 31B, 34A, 34B, 및35B에기술된 예문들은 동일한 논리 그룹에 속하는 논리 유니트들만 저장하는 물리 블록(메타

블록)을 갖는 바람직한 블록 관리 시스템에 응용된다.

본 발명은 WO 03/027828 및 WO 00/49488에 공개된 것과 같은 불리 블록 정렬에 대하여 더 이상의 논리 그룹이 존재하

지 않는 다른 블록 관리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다른 시스템에 대한 단계화된 프로그램 오류 취급 방법

의 예문들은 도36A, 36B 및36C에 도시되어 있다.

도36A는 호스트 쓰기가 갱신 블록의 폐쇄를 트리거할때 그리고 갱신 브록이 순차적일때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단계화된 프로그램 에러 취급 방법을 도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폐쇄는 최초 블록 2로부터 순차 갱신 블록 3으로 나머지

유효 데이터(B 및 C)를 카피하여 수행된다. 데이터 부분 C 프로그래밍의 시작점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부분

C는 예약된 블록 4에 프로그램된다. 새로운 호스트 데이터는 새로운 갱신 블록 5(미도시)에 쓰여진다. 방법의 단계 II 및 III

는 혼돈 블록 폐쇄의 경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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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6B는 갱신 블록들의 갱신의 경우에 부분 블록 시스템으로 인가되는 것과 같이 단계화된 프로그램 에러 취급을 도시하

는 도면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논리 그룹은 최초 블록 1 및 다른 갱신 블록들에 저장된다. 통합 작용은 최초 블록 1

및 다른 갱신 블록 2로부터 갱신 블록(소정의 규칙에 따라 선택되는, 도면에서는 블록 3)들 중 한개의 블록으로 데이터를

카피한다. 상기에 기술한 주요 시나리오로부터의 차이점은 블록 3은 이미 부분적으로 쓰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도36C는 메타블록으로 메핑되는 논리 그룹을 지원하지 않는 기억 블록 관리 시스템 내에서 쓰레기 수집 작용 또는 청소 작

업을 취급하는 단계화된 프로그램 에러를 도시한다. 그와 같은 메모리 블록 관리(사이클 저장) 시스템은 WO 03/27828

A1에 공개되어 있다. 사이클 저장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블록들이 단일의 논리 그룹을 위하여 할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타블록 내에서 제어 데이터를 위하여 다수의 논리 그룹화에 대한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쓰레기 수집은 부분 폐쇄 블

록으로부터 약간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위치 재설정 블록으로 아무 관계를 갖지 않는(랜덤 논리 블록 주소들) 유효 데이

터 섹터를 갖는 것이다. 만약 위치 재설정 블록이 작용 과정 중에서 충분한 것을 갖는다면, 또 다른 한개도 개방될 것이다.

비순차 갱신 블록 인덱싱

혼돈 블록 인덱싱에 관한 조기 섹션에 있어서, 그리고 도16A 내지 16E와 관련하여, CBI 섹터는 혼돈 또는 비순차 갱신 블

록 내에 랜덤하게 저장되는 논리 섹터의 위치의 자취를 추적하는 인덱스를 저장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라서, 비순차 논리 유니트를 갖는 갱신 블록을 지지하는 블록 관리 시스템을 갖는 비휘발성 메모

리에 있어서, RAM으로 버퍼링되는 갱신 블록 내의 논리 유니트의 인덱스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주기적으로 저장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인덱스는 인덱스들을 저장하기 위한 블록 내에 저장된다. 그리고 인덱스는 갱신 블록 내에 저장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는 각각의 논리 유니트의 헤더 부분에 저장된다.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최종 인덱스

갱신 이후 그리고 그 다음 이전에 쓰여진 논리 유니트들은 각각의 논리 유니트의 헤더에 저장된 인덱싱 정보를 갖는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전원 중단 이후에, 최근에 쓰여진 논리 유니트의 위치는 초기화 과정 중에 스캐닝을 실시할 필요 없이

결정된다. 또 다른 발명의 양상에 있어서, 블록은 한개의 논리 서브그룹보다 더 관련되며, 부분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그리

고 부분적으로는 비순차적으로 관리된다.

소정의 트리거링 이벤트 이후의 CBI 블록에서의 CBI 섹터 내에 저장된 인덱스 포인터

도16A 내지 16E에 도시된 구조에 따라, 혼돈 블록 내의 최근에 쓰여진 섹터들의 리스트는 제어기 RAM 내에 제공되어 있

다. 가장 현재의 인덱싱 정보를 포함하는 CBI 섹터는 소정의 혼돈 블록과 관련된 논리 그룹 내에서 소정 횟수의 쓰기 이후

에, 메모리(CBI 블록 620)를 플래시하기 위하여 쓰여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CBI 블록으로의 갱신의 수는 줄어든다.

논리 그룹용 CBI의 다음 갱신 전에, 논그 그룹의 최신 기록 섹터의 리스트는 컨트롤러 램에 홀드된다. 메모리 장치가 전원

차단과 같은 경우에 처하면 이와 같은 리스트는 상실되지만, 전원이 다시 공급된 이후에 초기화되는 과정에 갱신된 블록들

을 스캐닝하여 다시 재건(rebuld)할 수 있다.

도37은 동일한 논리 그룹의 모든 N-섹터 쓰기 이후에 관련된 혼돈 인덱스 섹터 블록으로의 CBI 섹터 쓰기 스케쥴의 예문

을 도시한다. 예문은 동시 갱신을 수행하고 있는 두개의 논리 그룹 LG3 및 LG11을 도시한다. LG3의 논리 섹터들은 최초

블록 내에 순차적인 순서로 저장된다. 그룹 내의 논리 섹터들의 갱신들은 호스트에 의하여 표시되는 순서로 관련 갱신 블

록 상에 기록된다. 예문들은 혼돈 갱신 순서를 도시한다. 동시에, 논리 그룹 LG11은 그 갱신 블록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갱신 된다. 모든 논리 섹터 쓰기 이후에, 갱신 블록에서의 그 위치는 제어기 RAM 내에 보관된다. 모든 트리거링 이벤트

이후에, 갱신 블록 내의 논리 섹터들의 현재 인덱스는 비휘발성 혼돈 인덱스 섹터 블록으로 혼돈 인덱스 섹터의 형태로 쓰

여진다. C 를 들면, 소정의 트리거링 이벤트는 모든 N 쓰기 이후에 발생하며, N은 3이다.

주어진 보기들은 섹터 형태의 데이터 논리 유니트로 제공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논리 유니트가 섹터 또는 섹터의

그룹을 포한하는 페이지와 같은 집합체이다. 또한, 순차 블록 내의 제1 페이지는 페이지 태그 랩 아라운드가 제위치에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 페이지 0이 될 필요가 없으며, 페이지 태그 랩 어라운드는 적소에 있을 수 있다.

소정의 트리거링 이벤트 이후의 혼돈 갱신 블록에서의 CBI 섹터에 저장된 인덱스 포인터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인덱스 포인터는 모든 N 쓰기 이후에 혼돈 갱신 블록 내의 CBI 섹터에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는 인덱스가 CBI 섹터에 저장되는 점에서 이전에 설명한 실시예와 동일하다. 이전의 실시예와의 차이점은, CBI 섹터가

CBI 섹터 블록에 기록되다는 것이며, 갱신 블록 그 자체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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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갱신 블록 그 자체에서의 혼돈 블록 인덱싱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도37A, 37B 및 37C는 3개의 다른 스테이지들에

서 CBI 섹터들을 저장하는 갱신 블록의 상태를 도시한다.

도38A는 CBI 섹터가 소정 횟수의 쓰기 이후에 기록될때 포인터 까지의 갱신 블록을 도시한다. 상기 예문에 있어서, 호스

트가 논리 섹터 0-3을 순차적으로 쓴 이후에, 다른 버전의 논리 섹터 1을 다시 쓸것을 명령하여, 데이터 쓰기의 연속 순서

를 브레이킹하게 된다.

갱신 블록은 CBI 섹터에 포함된 혼돈 블록 인덱싱의 구현에 따라 혼돈 갱신 블록으로 변환된다.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CBI는 혼돈 블록의 모든 논리 섹터들에 대한 인덱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0번째 입력은 0번째 논리 섹터에 대한

갱신 블록 내에서의 옵셋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n-번째 입력은 n-번재 논리 섹터에 대한 옵셋을 표시한다. CBI 섹터

는 갱신 블록 내의 사용 가능한 다음 위치로 쓰여진다. 빈번한 플래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CBI 섹터는 모든 N 데이터

섹터 쓰기 이후에 쓰여진다. 이와 같은 보기에서, N은 4이다. 만약 이러한 시점에 전원이 단절되면, 최종 쓰기 섹터는 CBI

섹터가 되며, 블록은 혼돈 갱신 블록으로 정의된다.

도38B는 인덱스 섹터 이후에 거기에 추가로 기록되는 논리 섹터 1, 2 및 4를 갖는 도38A의 갱신 블록을 도시한다. 논리 섹

터 1 및 2의 새로운 버전은 갱신 블록 내에 기록된 구형 버전을 앞선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의 파워 사이클의 경우에 있

어서, 최종 쓰기 섹터는 처음으로 발견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최종의 쓰기 인덱스 섹터 및 최근의 쓰기 데이터 섹터를

찾기 위하여 스켄될 필요가 있다.

도38C는 인덱스 섹터의 다음 기록을 트리거하기 의하여 스여진 또 다른 논리 섹터를 갖는 도38B의 갱신 블록을 도시한다.

또 다른 N(N=4) 섹터 쓰기 이후에 동일한 갱신 블록이 CBI 섹터의 또 다른 현재 버전을 기록한다.

본 구조의 장점은 별도의 CBI 블록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물리 플래시 섹터의 오버헤드 데이터 영역이 충분히

커서 혼돈 갱신 블록 내의 섹터들을 유효화하기 의하여 인덱스용으로 필요한 입력의 수를 수용할 수 있다. 혼돈 갱신 블록

은 모든 정보를 구비하며, 주소번역을 위하여 외부 데이터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CBI 블록 압축에 따른 제어 갱신이 감

소하며, 보다 짧은 케스케이드 제어 갱신이 가능한 보다 단순한 알고리즘을 성취한다.

혼돈 갱신 블록 내의 데이터 섹터 헤더에 저장된 최근 쓰여진 섹터들에 대한 정보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블록에 기록된 논리 유니트의 인덱스는 모든 N 쓰기 이후에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며,

중간 쓰기의 논리 유티트에 대한 현재의 정보는 각각의 쓰여진 논리 유니트의 오버헤드부에 저장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원이 재공급된 이후에, 최종 인덱스 갱신 이후에 쓰여진 논리 유니트에 대한 정보는 블록을 스캔할 필요없이 블록 내의

최종 쓰여진 논리 유니트의 오버헤드 부분으로부터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도39A는 혼돈 갱신 블록 내의 각 데이터 섹터의 헤더 부분에 저장되는 중간 쓰기을 위한 중간 인덱스를 도시한다.

도39B는 각각의 섹터의 헤더에 존재하는 중간 쓰기를 위한 중간 인덱스를 저장하는 보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보기에서,

4개의 섹터 이후에, LS0 내지 SL3이 쓰여지며, CBI 인덱스는 블록 내의 다음 섹터로써 쓰여 진다. 따라서, 논리 섹터

LS1', SL2' 및 SL4는 블록으로 쓰여진다. 각각의 시간에 있어서, 헤더는 최종 CBI 인덱스 이후에 쓰여진 논리 유니트용 중

간 인덱스를 저장한다. LS2' 내의 헤더는 최종 CBI 인덱스 뿐만 아니라 LS1'의 그것의 옵셋 (예를 들면, 위치)를 제공하는

인댁스를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LS4 내의 헤더는 최종 CBI 인덱스 뿐만 아니라 LS1' 및 LS2'의 옵셋을 제공하는 인덱스

를 갖는다.

최종적으로 쓰여진 데이터 섹터는 N-최종 쓰기 페이지(예를 들면, 최종 스여진 CBI 섹터)까지의 정보를 포함한다. 전원 재

공급이 개시되면, 최종 CBI 인덱스는 CBI 인덱스 섹터 이전에 쓰여진 논리 유니트들을 위한 인덱싱 정보를 제공하며, 쓰여

진 다음 논리 유니트용 인덱싱 정보는 최종 쓰여진 데이터 섹터의 헤더에 발견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그들의 위치를 결정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쓰여진 섹터들에 대한 블록을 스캔할 필요성을 제거(초기화)하는 장점을 갖는다.

데이터 섹터의 헤더에서 중간 인덱스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는 CBI 인덱스 섹터가 갱신 블록 내에 저장되었는지 또는 분리

CBI 섹터가 앞선 섹션에 저장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 가능하다.

혼돈 갱신 블록 내의 데이터 섹터 헤더에 저장된 인텍스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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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전체 CBI 인덱스는 혼돈 갱신 블록 내의 각각의 데이터 섹터의 서버 헤더 부분에 저장된다.

도40은 혼돈 갱신 블록 내의 각각의 데이터 섹터의 헤더 내에 저장된 혼돈 인덱스 필드 내의 정보를 도시한다.

섹터 헤더의 정보 용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단일 섹터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덱스의 범위는 계층 인덱싱 구조의 부분이

다. 예를 들면, 메모리의 특정 평면 내의 섹터들은 인덱싱을 상기 평면 내에서 섹터들에게만 제공한다. 따라서, 논리 주소

의 범위는 서브 범위들로 나누어져 간접적인 인덱싱 구조가 적용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만약 64개의 논리 주소를 갖는 섹

터들이 한 개의 평면에 저장되면, 각각의 섹터는 섹터 옵셋 값들에 대하여 3개의 필드를 갖는다. 여기서 각각의 필드는 4개

의 옵셋 값들을 저장할 수 있다. 제1 필드는 논리 옵셋 범위 0-15, 15-31, 32-47 및 48-63 내의 최종으로 쓰여진 섹터에

대한 물리적인 옵셋을 갖는다. 그리고 제2 필드는 그것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4개의 섹터의 4개의 서브 범위에 대한 물리

적인 옵셋 값들을 정의한다. 3번째 필드는 그것이 관련된 서브 범위 내에 4개의 섹터에 대한 물리적인 옵셋 값들을 갖는다.

혼돈 갱신 블록 내의 논리 섹터의 물리적인 옵셋은 3섹터까지 간접적인 옵셋 값들을 읽어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구조의 장점은 블록이 CBI 블록 또는 CBI 섹터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물리 플래시 섹터

의 오버헤드 데이터 영역은 충분히 커서 혼돈 갱신 블록에서 섹터들을 제거하기 위한 인덱스를 위하여 필요한 입력수를 수

용할 수 있다.

혼돈 갱신 블록을 위한 논리 그룹 내의 제한된 논리 범위

논리 그룹 내에서, 비선형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세터의 논리 범위가 감소한다. 범위 외부의 섹터들이 최초 블록 및 쓰레기

수집 작용 내에서 순차적으로 쓰여지는 기술의 주요 장점은 순차적으로 쓰여진 데이터가 보다 빨리 실시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단지 한 개의 멀티-섹터 페이지(멀티-칩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 페이지의 병렬 읽기가 될 수 있는)가 목표 페이지

(단, 소스 및 목표가 정렬되어 있는,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또 다른 읽기가 필요한)에 대하여 모든 데이터를 취하기 위하여

읽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순차 데이터는 온-칩 카피 특징을 이용하

여 제어기로부터 또는 제어기로의 데이터 이전 없이 소스로부터 목표로 카피될 수 있다. 만약 소스 데이터가 혼돈 블록에

서와 같이 흩어지면, 섹터 당 일 페이지 읽기가 목적지에 쓰여지는 모든 섹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논리 제어를 소정 개수의 섹터들로 제한하는 대신에, CBI의 개수를 줄여서 구현된다 (보다 큰 그룹/메

터블록을 위하여 혼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예를 들면, 만약 메타블록/그룹이 2048섹터라면, 8CBI 섹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각각은 256개의 섹터들로 구성되는 한 개의 서브 그룹의 연속 논리 범위를 커버링한다. 만약

CBI의 개수가 4개로 제한적이면, 혼돈 메타블록은 4개의 서브 그룹까지의 쓰기 섹터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논리 그룹

은 4개의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서브 그룹을 가진다. 최소한 4개의 서브 그룹이 충분히 순차적으로 존재한다. 만약

혼돈 블록이 4개의 사용 가능한 CBI 섹터들을 가지면, 호스트는 CBI 섹터의 범위 밖에서 섹터들을 쓰기 한다. 그리고, 혼

돈 논리 그룹은 통합되어, 폐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대단히 발생하기에 희박하다. 호스트들이

2048 세터(논리 그룹)의 범위 내에 256 섹터(서브 그룹)의 4개의 혼돈 범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쓰레기 수집 시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제한 규칙 거드는 호스트의 시간 아웃을 트리거할 수 있는 너무 긴 쓰레

기 수집의 극한 경유를 형성한다.

부분 순차 혼돈 갱신 블록의 인덱싱

순차 갱신 블록이 혼돈 관리 모드로 변환되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쓰여지면, 논리 그룹의 순차적으로 갱신된 섹션의 모든

부분 또는 일부 부분은 순차적으로 갱신되며, 그리고 혼돈 갱신 관리는 논리 그룹의 주소 순위의 서브세트로 인가된다.

제어 데이터 통합 및 관리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원 차단으로 인하여 와해 되며, 소정의 메모리 위치에 결함이 발생한다. 만약 메모리 블

록 내에 결함이 발견되면, 상기 데이터는 다른 블록으로 위치 이동하며, 경함 블록은 버려진다. 만약 에러가 크지 않으면,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는 에러 수정 코드(ECC)에 의하여 온-더-프라이 방법으로 수정된다. 그러나, ECC가 상기와 같은 문

제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에러 비트의 개수가 ECC의 용량을 초과할 때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메모리 블록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제어 데이터와 같은 임계 데이터에 대하여는 수용불가이다.

제어 데이터의 보기는 도20에 도시된 디렉토리 정보 및 메모리 블록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블록 할당 정보이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제어 데이터는 고속의 RAM 및 저속의 비휘발성 메모리 블록 내에 유지된다. 빈번하게 변경되는 제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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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비휘발성 메타블록에 저장된 등가 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어 쓰기로 RAM에 유지된다. 이와 같은 방

법으로, 제어 데이터는 비휘발적으로 저장되나, 빈번한 접근이 필요없는 저속의 플래시 메모리이다. GAT, CBI, MAP 및

MAPA와 같은 제어 데이터 구조의 계층은 플래시 메모리에 유지된다. 제어 쓰기 작용에 따라 RQAM 내의 제어 데이터 구

조로부터의 정보가 플래시 메모리 내의 등가 제어 데이트를 갱신하게 된다.

임계 데이터 중복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제어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약간 또는 전부는 중복적으로 유지되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중복은 다음과 같은 방법, 즉 메모리 셀의 동일한 세트의 멀티 비트를 연속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2-패스 프로

그래밍 기술을 이용하는 멀티-상태 메모리 시스템을 위하여, 제2 패스에서의 소정의 프로그래밍 에러는 제1 패스에 의하

여 형성된 데이터를 방해하지 못한다. 중복은 쓰기 포기의 검출, 검출 오류의 검출(카피는 우수한 ECC를 기자나, 데이터는

다르다)를 가능하게 하며, 신뢰도를 더욱 향상 시킨다. 데이터 중복의 여러 기술들이 사용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의 두개의 카피가 앞선 프로그래밍 패스에서 프로그래밍된 이후에, 다음 프로그래밍 패

스는 두 개의 카피 중에서 최소한 한개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피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개의

카피 중에서 최소한 한 개의 카피는 다음 프로그래밍 패스가 완료 이전에 취소되는 경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앞선 패스

의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의 두 개의 카피는 두 개의 다른 블록에 저장되며, 두개의 카피 중주에서 많아야

하나는 다음 프로그래밍 패스에서 프로그래밍되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주어진 데이터의 두개의 카피가 프로그래밍 패스에 저장된 후 추가의 프로그래밍은 두개의 카피를 저

장하는 메모리 셀의 셋트에 대하여 수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메모리 셀을 위한 궁극적인 프로그래밍 패스에서 두개의 카피

를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달성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주어진 데이터의 두개의 카피는 바이너리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멀티-스테이트 메모리로 프로그램되

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 상에서의 추가 프로그래밍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같은 셋트의 메모리 셀의 멀티-비트 를 연속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두개의 패스 프로그래밍 기

술을 사용하는 멀티-스테이트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초기 프로그래밍에 패스에 의해 설정된 데이타가 후속하는 프로

그래밍 패스에서의 에러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멀티플 메모리 스테이트를 코딩하기 위하여 무정지형(fault-

tolerant)이 사용된다.

각 메모리 셀이 일 비트 이상의 데이타를 저장하는 멀티-스테이트 메모리에서 테이타 복제의 복잡함이 발생한다. 예를 들

면, 4-스테이트 메모리가 이 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의 기존 기술은 그러한 메모리를 프로그램하기 위해 2-패스 프로

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이다. 제1 비트(하위 페이지 비트)는 제1 패스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이어서, 같은 셀이 소정의 제2

비트(상위 페이지 비트)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2 패스에서 프로그램된다. 제2 패스에서 제1 비트의 값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1 비트의 메모리 스테이트 설명이 제2 비트의 값을 좌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2 비트의 프로그래

밍 중에 에러가 전원 감소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되어 부정확한 메모리 스테이트를 가져올 경우 제1 비트의 값도 파괴될

수 있다.

도 41A는 각 메모리 셀이 이 비트의 테이타를 저장할 때 4-스테이트 메모리 어레이의 한계전압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4

개의 분포는 네개의 메모리 스테이트, "U", "X", "Y" 및 "Z"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되기 전에 이것

은 먼저 "U" 또는 "비 기록" 스테이트로 소거된다. 메모리 스테이트, "X", "Y" 및 "Z"는 메모리 셀이 증가하면서 프로그래밍

될 때 점진적으로 도달된다.

도 41B는 그레이 코드(Gray code)를사용하여 기존의, 2-패스프로그래밍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네 개의 스테이트는

(Upper page bit, Lower page bit)와 같은 두개의 비트, 하위 페이지 비트 및 상위 페이지 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 병렬로

프로그래밍되도록 하기 위한 셀의 페이지에 있어서는 두개의 실제적인 논리적 페이지: 논리적 하위 페이지 및 논리적 상위

페이지가 있다. 제1 프로그래밍 패스는 논리적 하위 페이지만을 프로그래밍한다. 적절한 코딩에 의해 후속하는, 같은 페이

지 상에서의 제2 프로그래밍 패스가 논리적 하위 페이지를 리셋하지 않고 논리적 상위 페이지를 프로그램한다. 공통적으

로 사용된 코드는 인접한 스테이트로 변할 때 1 비트만을 변화시키는 그레이 코드이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는 단지 1 비트

만 포함되기 때문에 에러 보정에 대한 적게 요구되는 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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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코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구성은 "1"이 "프로그램되지 않음"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거

된 메모리 스테이트 "U"는 (Upper page bit, Lower page bit)=(1,1)로 나타내진다.논리적 하위 페이지를 프로그래밍 하

기위한 제1 패스에서 데이타 "0"을 저장하기 위한 어떤 셀은 (x, 1)에서 (x, 0)(여기에서, x는 상위 비트의 "돈 케어(don't

care)" 값은 나타낸다)로의 논리적 스테이트 전환을 갖는다. 그러나, 상위 비트는 아직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기 때문에 "x"

도 일관성 위해서 "1"로 라벨 될 수 있다. (1,0) 논리적 스테이트는 셀을 메모리 스테이트 "X"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나

타낸다. 즉, 제2 프로그램 패스 전에 "0"의 하위 비트 값이 메모리 스테이트 "X"로 나타내진다.

제2 패스 프로그래밍은 논리적 상위 페이지의 비트들을 저장하도록 수행된다. "0"의 상위 페이지 비트 값을 요구하는 셀

들만이 프로그래밍 된다. 제1 패스 후에 이 페이지에 있는 셀은 논리적 스테이트 (1,1) 또는 (1,0)이다. 제2 패스에서 하위

페이지의 값을 보존하기 위하여 "0" 또는 "1"의 하위 비트 값이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다. (1,0)에서 (0,0)으로 전환을 위하

여 문제의 메모리 셀이 메모리 스테이트 "Y"로 프로그래밍 된다. (1,1)에서 (0,1)로 전환을 위하여 문제의 메모리 셀은 메

모리 스테이트 "Z"로 프로그래밍 된다. 이 방법에서 판독중에 셀에 프로그래밍된 메모리 스테이트를 측정하므로서 하위 페

이지 비트 및 상위 페이지 비트 모두가 디코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레이 코드, 2-패스 프로그래밍 구성은 제2-패스 프로그래밍이 에러성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위

비트가 "1"에 있는 동안 "0"로 상위 페이지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1,1)에서 (0,1)로 전환을 야기한다. 이것은 메모리 셀

이 점진적으로 "U"를 거쳐 "X" 및 "Y"에서 "Z"로 프로그램되는 것이 요구된다. 프로그래밍의 완료 전에 정전이 있는 경우에

는 전환 메모리 스테이트 중 하나, 즉 "X"에서 종료될 수 있다. 메모리 셀이 판독될 때 "X"는 논리적 스테이트 (1,0)로서 디

코딩된다. 이것은 (0,1)이어야 했기 때문에 상위 및 하위 비트 모두에서 부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Y"에 도

달했을 때 프로그래밍이 중단되면 (0,0)에 상응한다. 상위 비트는 이제 정확하지만 하위 비트는 아직도 오류이다.

따라서, 그것은 상위 페이지 프로그래밍에서의 문제점은 상기 하위 페이지에서의 데이터를 이미 변조될 수 있음이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제2 패스 프로그래밍이 중간 메모리 스테이트에 대해 패싱하는 것을 포함할 경우, 프로그램 중지(abort)가

메모리 스테이트에서 종료하는 프로그래밍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부정확한 하위 페이지에서 디코딩되게 된다.

도 42는 이중으로 각 섹터를 보존(save)함에 따라, 크리티컬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드(guarding)하는 기법을 예시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상기 섹터(A, B, C 및 D)는 이중 카피(duplicate copies)로 보존된다. 만일, 하나의 섹터 카피에서의 데이터

의 파괴(corruption)가 있다면, 다른 데이터가 대신에 판독될 수 있다.

도 43은 이중 섹터가 멀티-스테이트 메모리에서 통상적으로 보존되는 논-로버스트니스(non-robustness)를 예시하고 있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실예의 4-스테이트 메모리에서, 상기 멀티-스테이트 페이지는 2개의 패스에서 개별 프로그래밍되

는, 논리 하위 페이지와 논리 상위 페이지를 실제로 포함한다. 예증된 바와 같이, 상기 페이지는 4개의 섹터 와이드(wide)

이다. 따라서, 섹터(A)와 그의 복제(duplicate)는 상기 논리 하위 페이지에서 동시 프로그래밍되고, 섹터 B와 그의 복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상기 논리 상위 페이지에서의 프로그래밍의 이어지는 제2 패스에서, 섹터(C, C) 는 동시에 프로그래밍되며, 섹터

(D, D)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섹터(C, C)의 프로그램 중도에 프로그램 중지가 야기되면, 상기 하위 페이지에서의 섹터(A,

A)는 파괴될 것이다. 만일 상기 하위 페이지 섹터들이 첫째로 판독되고 상기 상위 페이지 프로그래밍 이전에 버퍼링되지

않을 시에는, 이들은 파괴되면 회복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섹터(A, A)와 같이 동시에 크리티컬 데이터의 2개의

카피를 보존하게 되면, 이들 양자가 그의 상위 페이지에서의 섹터(C, C)의 계속적인 문제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도 44A는 멀티-스테이트 메모리에 크리티컬 데이터의 시차(staggered) 복제 카피들을 보존하는 하나의 실시예를 예시하

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기 하위 페이지는 도 43, 즉, 섹터(A, A)와 섹터(B, B)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존된다. 그러나,

상기 상위 페이지 프로그래밍에서, 상기 섹터(C, D)는 (C, D, C, D)로서의 그들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인터리브

(interleaved)된다. 만일 부분 페이지 프로그래밍이 지원되면, 상기 섹터(C)의 2개 카피는 섹터(D)의 2개 카피를 위해 동

시에 그리고 유사하게 프로그램된다. 프로그램 오브 세이(say), 상기 2개 섹터(C)가 중단되면, 섹터(A)의 하나의 카피와

섹터(B)의 하나의 카피에 의해서만 하위 페이지가 파괴된다. 상기 다른 카피는 변화없이 유지한다. 따라서, 만일, 제1 패스

에서 저장된 크리티컬 데이터의 2개 카피가 있다면, 이들은 동시에 후속하는 제2 패스 프로그래밍에 종속되지 않는다.

도 44B는 멀티-스테이트 메모리의 논리 상위 페이지에 대해서만 크리티컬 데이터의 이중 카피를 보존하는 또 다른 실시예

를 예시하고 있다. 이 경우, 상기 하위 페이지에서의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는다. 섹터(A, A)와 섹터(B, B)와 같은, 상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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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컬 데이터와 그의 복제는 단지 상기 논리 상위 페이지에 보존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프로그램 중단이 있으면, 상기 크

리티컬 데이터가 다른 논리 상위 페이지에서 재기록되고, 반면에, 상기 하위 페이지 데이터에 대한 임의의 파괴는 중요하

지 않다. 이러한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멀티-스테이트 페이지의 저장 용량의 절반을 사용한다.

도 44C는 멀티-스테이트 메모리의 바이너리 모드에서의 크리티컬 데이터의 이중 카피를 보존하는 다른 실시예를 예시하

고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메모리 셀은 그의 쓰레드홀드 영역이 2개의 구역으로 단지 분할되는 바이너리 모드에서 프로그

래밍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단이 발생하면, 단지 하나의 패스 프로그래밍이 있게 되고, 상기 프로그래밍은 다른 위치에

서 재-개시된다. 또한, 이러한 솔루션은 각각의 멀티-스테이트 페이지의 저장 용량의 절반을 사용한다. 바이너리 모드에

서 멀티-스테이트 메모리를 작동시키는 것은 미국 특허 등록공고 제 6,456,528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문에 참조로서 편

입되어 있다.

도 45는 2개의 다른 메타블록에 동시에 크리티컬 데이터의 이중 카피를 보존하는 또 다른 실시예를 예시하고 있다. 만일,

상기 블록들중 하나가 비활용적으로 된다면, 상기 데이터는 다른 카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크리티컬 데

이터가 섹터(A, B, C, D 및 E, F, G, H, 및 J, K, L)에 포함된다. 상기 2개 카피는 2개의 다른 블록(Block 0 및 Block1)에

동시에 기록될 것이다. 만일, 하나의 카피가 논리 하위 페이지에 기록된다면, 다른 카피는 논리 상위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

다. 이러한 방식에서, 항시 논리 상위 페이지에 프로그램된 하나의 카피가 존재할 것이다. 만일 프로그램 중단이 발발하면,

다른 논리 상위 페이지에 재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동시에, 만일 상기 하위 페이지가 파괴되면, 다른 블록에서 다른 상위

페이지 카피가 이루어질 것이다.

도 46B는 내-장애성 코드(fault-tolerant code)의 사용에 의해 동시에 크리티컬 데이터의 이중 카피를 보존하는 다른 실

시예를 예시하고 있다. 도 46A는 4-스테이트 메모리 어레이의 쓰레드홀드 전압 분배를 예시하고, 도 48B를 위해 참조로

서 도시되어 있다. 상기 내-장애성 코드는 필수적으로 임의의 중간 스테이트들을 통해 교통(transit)하도록 임의의 상위 페

이지 프로그래밍을 회피한다. 따라서, 상기 제1 패스 하위 페이지 프로그래밍은 상기 소거 메모리 스테이트("U"to"Y")를

프로그래밍함에 따라 표시된 바와 같이 (0,1)로 전송하는 논리 스테이트(1, 1)를 구비한다. 상기 상위 페이지 비트("0"으

로)의 제2 패스 프로그래밍에서, 만일 상기 하위 페이지 비트가 "1"에서 라면, 상기 논리 스테이트(1,1)는, “Y"에서 ”Z"로

의 상기 소거 메모리 스테이트를 프로그래밍함에 따라 표현되는 바와 같이, (0, 1)로 전송한다. 상기 상위 페이지 프로그래

밍이 단지 다음의 이웃하는 메모리 스테이트로의 프로그래밍을 포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단은 상기 하위 페이지 비트

를 변경시키지 않게 된다.

시리얼 쓰기(Serial Write)

임계 데이터의 이중 사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함께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양 사본들의 오류를 일으키는 것

을 피하는 다른 방법은 사본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느리지만, 사본들 스스로 그것들의 프로그래밍이

성공적인지 또는 제어기가 양 사본들을 언제 점검하는지를 나타낸다.

도 47은 데이터의 두 사본들의 가능한 상태와 데이터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표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사본들 모두 ECC 에러가 없다면, 데이터의 프로그래밍은 완전히 성공적인 것으로 믿어진다. 유효한 데

이터가 어떤 사본으로부터도 얻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사본은 ECC 에러가 없지만 두 번째 사본은 에러가 있다면, 프로그래밍이 두 번째 사본 프로그램 중에 중단되었음

을(interrupted) 의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본은 유효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두 번째 사본은 에러가 정정 가능할지라도 신

뢰할 수 없다.

첫 번째 사본은 ECC 에러가 없고 두 번째 사본은 비어있다면(삭제되었다면), 프로그래밍이 첫 번째 사본 프로그래밍의 종

료 후 두 번째 사본의 개시 전에 중단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본은 유효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첫 번째 사본은 ECC 에러를 가지고 두 번째는 비어있다면(삭제되었으면), 프로그래밍이 첫 번째 사본 프로그래밍 중에 중

단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본은 에러가 정정 가능할지라도 무효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복제물들에서 유지되는 데이터의 읽기를 위해, 이중 사본들의 존재를 이용하는 다음 기술이 선호된다. 읽기 및 양 사본들

비교하기. 이 경우에, 도 47에 표시된 바와 같은 양 사본들의 상태는 잘못 탐지된 에러가 없음을 보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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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간소화를 고려하여, 제어기가 하나의 사본만을 읽는 다른 실시예에서, 사본 읽기는 두 사본들 사이에서 번갈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제어기가 제어 데이터를 읽을 때, 그것은 사본 1을 읽고, 다음 제어기 읽기(어떤 하나의 제어

기 읽기)는 사본 2로부터인 후 사본 1로부터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본 1을 다시 읽는다. 이러한 식으로, 두 사본들은 완

전히 질서있게 읽히고 검토될 것이다(ECC 검토됨). 이것은 데이터 보유를 저하시킴으로써 유발되는 에러를 때맞춰 탐지

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인다. 예컨대, 사본 1만이 정규로 읽힌다면, 사본 2는 에러가 ECC에 의해 더 이상 이용되지

(salvaged) 않는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저하될 수 있고, 두 번째 사본은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

우선 데이터 재배치(Pre-emptive Data Relocation)

도 20과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블록 관리 시스템은 플레시 메모리에서 제어 데이터 세트를 그것의 작동 동안 유지시

킨다. 이 제어 데이터 세트는 호스트 데이터와 유사하게 메타블록들(metablocks)에 저장된다. 그와 같이, 제어 데이터 자

체는 블록 관리될 것이고, 갱신되어 가비지 수집 작동을 받게 될 것이다.

하부 계층에 있는 것들이 상위에 있는 것보다 자주 갱신된다는 것과 함께, 제어 데이터의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한 설

명되었다. 예컨대, 모든 제어 블록이 쓰기를 위한 N 제어 섹터들을 가진다고 한다면, 제어 갱신과 제어 블록 재배치인 다음

시퀀스가 정규로 일어난다. 도 20을 다시 참조하면, 모든 N CBI 갱신이 CBI 블록을 채우고 CBI 재배치(재쓰기) 및 MAP

갱신을 유발한다. 캐이아틱 블록(Chaotic block)이 폐쇄되면 GAT 갱신을 또한 유발한다. 모든 GAT 갱신은 MAP 업데이

트를 유발한다. 모든 N GAT 갱신은 블록을 채이고 GAT 블록 재배치를 유발한다. 또한, MAP 블록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

은 MAP 블록 재배치 및 MAPA 블록(만일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BOOT 블록이 MAP으로 곧바로 지시한다)을 갱신

을 유발한다. 또한, MAPA 블록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MAPA 블록 재배치, BOOT 블록 갱신 및 MAP 갱신을 유발한

다. 또한, BOOT 블록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다른 BOOT 블록으로 액티브 BOOT 블록 재배치를 유발한다.

계층이 MAPA, MAP 및 GAT를 수반하는 상부에서 BOOT 제어 데이터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N3 GAT 갱신에서

"종속 제어 갱신"이 있을 것이고, GAT, MAP, MAPA 및 BOOT 블록 모두 재배치될 것이다. GAT 갱신이 호스트 쓰기의

결과로서 케이아틱 또는 시퀀셜 갱신 블록 폐쇄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가비지 수집 작동(즉, 재배치 또는 재쓰기)이 또한

있을 것이다. 케이아틱 갱신 블록 가비지 수집인 경우에, CBI가 갱신될 것이고, CBI 블록 재배치를 또한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극단 상황에서, 다수의 메타블록들이 동시에 가비지 수집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계층의 각각의 제어 데이터 블록은 채워지고 재배치되는 점에서 자신의 주기성(periodicity)을 가진다. 각각이 정규로 진

행된다면, 다수의 블록들의 상(phases)이 정렬되고(line up) 동시에 모든 블록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재배치 또는 가비지

수집을 유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제어 블록들의 재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호스트가 그러한 대규모 제

어 작동에 의해 유발되는 긴 지체를 견디지 않으므로 피해야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블록 관리 시스템을 갖춘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제어 가비지 수집(control garbage

collection)" 또는 메모리 블록의 우선적 재배치는 다수의 갱신 블록들이 모두 동시에 재비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회피하

도록 구현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은 블록 관리 시스템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어 데이터를 갱신할 때 발

생할 수 있다. 제어 데이터의 계층은 갱신 빈도(frequencies)들의 정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비지 수

집 또는 재배치를 필요로 하는 그 관련 갱신 블록들을 서로 다른 비율로 야기한다. 하나 이상의 제어 데이터 유형의 가비지

수집 작동들이 부합하는 일정한 횟수가 있을 것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제어 데이터 유형들에 대한 갱신 블록

들의 재배치 단계(phase)가 정렬되어서, 재배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갱신 블록들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상황은, 현재의 메모리 작동이 자발적인 가비지 수집 작동을 수용할 때마다, 갱신 블록의 우선적 재배치

가 발생하여 미리 블록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는 본원 발명에 의해 회피된다. 특히, 계층에서 가장 높이 있는 데이터 유형이

가장 느린 비율을 갖는 블록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방식에서, 가장 느린 비율의 블록들이 재배치되면, 그것들은 상

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또 다른 가비지 수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계층에서 더 높이 있는 더 느린 비율의 블록들은

트리거하기 위한 많은 재배치의 캐스케이드를 갖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방법은, 의심스러운 다양한 블록들의 정렬 단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디더링(dithering)을 전반적인 혼합물에 도입하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기회가 발생

할 때마다, 완전히 채워진 것으로부터 약간의 마진을 갖는 느린-충전 블록이 우선적으로 재배치된다.

제어 데이터의 계층을 갖는 시스템에서, 계층에서 더 낮게 있는 것은 캐스케이딩 효과로 인하여 더 높이 있는 것보다 더 빠

르게 변화하므로, 계층에서 더 높이 있는 제어 데이터의 블록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자발적인 우선적 재배치를 실행하기

위한 기회의 일 예는, 호스트 쓰기(host write)가 자체 재배치를 트리거하지 않을 때 그 잠재 기간(latency period)의 나머

공개특허 10-2006-0134011

- 50 -



지가 우선적 재배치 작동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미리 재배치되어야 하는 블록의 마진은,

블록이 완전히 채워지기 전의, 소정 개수의 쓰이지 않은(written) 메모리 유닛들이다. 미리 완전히 채워지지만, 과도하게

미숙하여 무익한 자원을 야기하는 블록의 재배치를 촉진하는데 마진이 충분한지에 대해 고려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소정 개수의 쓰이지 않은 메모리 유닛들은 1개 내지 6개 메모리 유닛이다.

도 48은 제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블록의 우선적 재배치의 순서도를 도시한다.

단계 1202: 함께 소거 가능한 메모리 유닛으로 분할되는 블록들에 비휘발성 메모리를 구성하는 단계.

단계 1204: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단계.

단계 1206: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에 순위(ranking)를 부여하는 단계.

단계 1208: 각 블록이 반드시 동일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복수의 블록 간에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의 갱신을 저장

하는 단계.

단계 1210: 소정 개수보다 적은 비어있는 메모리 유닛을 구비하며 복수의 블록 간에 가장 높은 순위의 데이터 유형을 갖는

블록에 응답하여, 블록의 현재 데이터 갱신을 또 다른 블록에 재배치하는 단계. 중단되지 않는 한 단계 1208로 진행.

도 20에 도시된 제어 데이터에 대한 우선적 재배치를 구현하기 위한 예시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If((사용자 데이터로 인하여 가비지 수집이 없는 경우) OR (MAP이 6 또는 보다 소수의 쓰이지 않은 섹터를 갖는 경우) OR

(GAT가 3 또는 보다 소수의 쓰이지 않은 섹터를 갖는 경우)

Then

If(BOOT이 1의 쓰이지 않은 섹터를 갖는 경우)

Then BOOT을 재배치(즉, 블록으로 재배치)

Else

If(MAPA가 1의 쓰이지 않은 섹터를 갖는 경우)

Then MAPA를 재배치 및 MAP를 갱신

Else

If(MAP가 1의 쓰이지 않은 섹터를 갖는 경우)

Then MAP를 재배치

Else

If(최근에 갱신된 것, 또는 가장 큰 것, GAT가 1의 쓰이지 않은 섹터를 갖는 경우)

Then GAT를 재배치

Else

If(CBI가 1의 쓰이지 않은 섹터를 갖는 경우)

Then CBI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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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Else

Exit

따라서, 우선적 재배치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사용자 데이터 가비지 수집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수행된다. 최악의 경우, 매

호스트 쓰기가 사용자 데이터 가비지 수집을 트리거 시키지만, 1개 블록의 자발적인 재배치의 충분한 시간이 있는 때에,

우선적 재배치가 동시에 하나의 제어 블록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 가비지 수집 작동과 제어 갱신이 물리적 에러들과 부합할 때, 초기에 미리, 즉, 블록이 여전히 2개 또는 그

이상의 쓰이지 않은 메모리 유닛(예를 들면, 섹터)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우선적 재배치 또는 제어된 가비지 수집을 행하

여 더 큰 안전한 마진을 갖는 것이 더 좋다.

비록 본 발명의 다양한 양태를 특정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의 전체 범주내에서 보호가

부여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메모리 시스템의 메인 하드웨어 콤포넌트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컨트롤러의 메모리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그리고, 섹터의 물리 그룹(또는 메타

블록)으로 조직화된 메모리를 예시하는 도면.

도 3A(i) 내지 도 3A(iii)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사이의 맵핑을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

면.

도 3B는 논리 그룹과 메타블록 사이의 맵핑을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4는 물리 메모리내의 구조와 메타블록의 정렬을 예시하는 도면.

도 5A는 다른 평면의 최소 삭제 유닛의 링크형성으로 구성되는 메타블록을 예시하는 도면.

도 5B는 메타블록으로의 링크형성을 위해 각 평면으로부터 하나의 최소 삭제 유닛(MEU)이 선택되는 일 실시예를 예시하

는 도면.

도 5C는 메타블록으로의 링크형성을 위해, 각 평면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MEU가 선택되는 일 실시예를 예시하는 도면.

도 6은 플래시 메모리와 컨트롤러 내에 구현되는 바와 같은 메타블록 관리 시스템의 개략 블록도.

도 7A는 순차 갱신 블록에 순차 순서로 기록되는 논리 그룹내의 섹터의 예를 예시하는 도면.

도 7B는 카오틱 갱신 블록에 카오틱 순서로 기록되는 논리 그룹내의 섹터의 예를 예시하는 도면.

도 8은 논리 어드레스의 불연속성을 갖는 두 개의 별개의 호스트 기록 동작의 결과로서 순차적 갱신 블록에 순차 순서로

기록되는 논리 그룹내의 섹터의 예를 예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일반적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의 논리 그룹을 갱신하기 위한 갱신 블록 관리자에 의한 프로세스를 예시

하는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의 논리 그룹을 갱신하기 위한 갱신 블록 관리자에 의한 프로세스를 예시

하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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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A는 도 10에 도시된 카오틱 갱신 블록을 폐쇄하는 병합 프로세스를 보다 상세히 예시하는 흐름도.

도 11B는 도 10에 도시된 카오틱 갱신 블록을 폐쇄하기 위한 압축 프로세스를 보다 상세히 예시하는 흐름도.

도 12A는 논리 그룹의 모든 가능한 상태 및 다양한 동작하에서 그들 사이의 가능한 전이를 예시하는 도면.

도 12B는 논리 그룹의 가능한 상태를 나열하는 테이블.

도 13A는 논리 그룹에 대응하는 물리 그룹인 메타블록의 모든 가능한 상태 및 다양한 동작하에서의 그들 사이의 가능한

전이를 예시하는 도면.

도 13B는 메타블록의 가능한 상태를 나열하는 테이블.

도 14A 내지 도 14J는 논리 그룹의 상태와, 또한, 물리 메타블록에 대한 다양한 동작의 영향을 예시하는 상태도.

도 15는 할당을 위한 삭제 블록과 개방 및 폐쇄된 갱신 블록의 추적을 유지하기 위한 할당 블록 리스트(ABL)의 구조의 양

호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도면.

도 16A는 카오틱 블록 인덱스(CBI) 섹터의 데이터 필드를 예시하는 도면.

도 16B는 전용화된 메타블록내에 레코드되는 카오틱 블록 인덱스(CBI) 섹터의 예를 예시하는 도면.

도 16C는 카오틱 갱신을 받는 주어진 논리 그룹의 논리 섹터의 데이터에 대한 억세스를 예시하는 흐름도.

도 16D는 논리 그룹이 서브그룹으로 분할되어 있는 대안 실시예에 따른, 카오틱 갱신을 받는 주어진 논리 그룹의 논리 섹

터의 데이터에 대한 억세스를 예시하는 흐름도.

도 16E는 각 논리 그룹이 다수의 서브그룹으로 분할되어 있는 실시예를 위한 카오틱 블록 인덱싱(CBI) 섹터 및 그 기능의

예를 예시하는 도면.

도 17A는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 섹터의 데이터 필드를 예시하는 도면.

도 17B는 GAT 블록에 레코드되는 그룹 어드레스 테이블(GAT) 섹터의 예를 예시하는 도면.

도 18은 삭제 블록의 사용 및 재생을 위한 제어 및 디렉토리 정보의 분포 및 흐름을 예시하는 개략적 블록도.

도 19는 논리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의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20은 메모리 관리의 동작의 과정에서 제어 데이터 구조상에 수행되는 동작의 계층체계를 예시하는 도면.

도21은 복수개의 메모리 평면들로부터 구성되는 메모리 어레이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22A는 본 발명의 일반적인 구현에 따라 평면 정렬을 이용한 업데이트 방법을 도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22B는 도22A에 도시된 플로우 차트에서 업데이트를 저장하는 단계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23A는 평면 정렬과 상관없이 순차적인 업데이트 블록에 대하여 순처적인 순서로 쓰여진 논리 유니트들의 예를 도시하

는 도면이다.

도23B는 평면 정렬과 상관없이 혼돈 업데이트 블록에 대하여 비수차적인 순서로 쓰여진 논리 유니트들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24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라 평면 정렬 및 페딩을 갖는 도23A의 순차 업데이트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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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4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라 평면 정렬을 구비하고 그리고 페딩을 구비하지 않는 도23B의 혼돈 업데이

트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24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평면 정렬 및 페딩을 갖는 도23B의 혼돈 업데이트 예를 도시하는 도

면이다.

도25는 두 개의 논리 섹터들과 같은 두 개의 논리 유니트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페이지가 두 개의 메모리 유니트들

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메모리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26A는 각각의 페이지가 한 개 대신에 두 개의 섹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도21의 메모리 구조에 유사한 것을 도시

하는 도면이다.

도26B도는 개력적인 선형 패션 내에 구성된 메모리 유니트들을 갖는 도26A의 메타 블록들을 구비하는 도면이다.

도27은 한 개의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로 카피되는 논리 유니트들을 페딩하지 않고, 업데이트 블록 내에서 평면 정열을 위

한 다른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28은 통합 작용 중에 결함 블록 내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때, 통합 작용이 또 다른 블록 상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도

시하는 도면이다.

도29는 쓰기(업데이트) 작용 뿐만 아니라 통합 작용을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 또는 쓰기 지연을 갖

는 호스트 쓰기 작용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0은 본 발명에 의한 전체 구조에 따라 프로그램 오류 취급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1A는 제3 블록(최종 위치 재설정) 블록이 제2(브레이크아웃) 블록과 다른 구성을 갖는 프로그램 오류 취급의 제1실시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1B는 제3 (최종 위치 재설정) 블록이 제2 (브레이크아웃) 블록과 동일한 구성을 갖는 프로그램 오류 취급의 또 다른 실

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2A는 통합 작용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최초 업데이트 작용의 플로우 차트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복수개의 단계 통합 작용의 플로우 차트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3은 복수개의 페이즈 통합 작용의 제1 및 최종 단계의 예시적인 타이밍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4A는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이 업데이트 블록으로써 사용되지 않지만, 그 통합 작용이 방해받는 통합 블록으로써 사

용되지 않는 경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4B는 도34A에서 시작된 복수 단계 통합의 제3 및 최종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5A는 브레이크아웃 통합 블록이 통합 블록으로써 보다는 호스트 쓰기를 수신하는 업데이트 블록으로써 유지되는 경우

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5B는 상기 두 번째 경우에 대하여 도35A에서 시작된 복수개의 단계 통합의 제3 및 최종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6A는 호스트 쓰기가 업데이트 블록의 폐쇄를 트리거하고, 업데이트 블록이 순차적일때, 시나리오로 인가되는 단계화

된 프로그램 에러 취급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6B는 업데이트 블록에서 업데이트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부분 블록 시스템에 인가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단계화된 프

로그램 에러 취급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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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6C는 메타블록으로 맵핑된 논리 그룹을 지원하지 않는 메모리 블록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쓰레기(garbage) 수집 작용

을 취급하는 단계화된 프로그램 오류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7는 동일한 논리 그룹의 모든 N-섹터 쓰기 이후에, 관련 혼돈 인덱스 섹터에 CBI 섹터의 쓰기 스케쥴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8A는 소정 횟수의 쓰기 이후에 CBI가 거기에 기록될 때 포인트 지점까지의 업데이트 블록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8B는 인덱스 섹터 이후에 더 기록되는 데이터 페이지 1, 2 및 4를 갖는 도38A의 업데이트 블록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8C는 인덱스 섹터의 다음 기록을 트리거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또 다른 논리 섹터를 갖는 도38B의 업데이트 블록을 도

시하는 도면이다.

도39A는 혼돈 업데이트 블록 내의 각 데이터 섹터의 헤더에 저장된 중간 스기에 대한 중간 인덱스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39B는 각각의 쓰여진 섹터의 헤더 내의 중간 쓰기들에 대하여 중간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40은 혼돈 업데이트 블록의 각 데이터 섹터의 헤더 내에 저장된 혼돈 인덱스 필드의 정보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41A는 각각의 메모리 셀이 두 개의 비트 데이터를 저장할 때 4-상태 메모리 어레이의 문턱 전압 분포를 도시하는 도면

이다.

도41B는 그레이 코드를 이용하는 종래의 2-패스 프로그래밍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42는 중복된 각각의 섹터를 저장하여, 임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한가지 안전한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예를 들

면, 섹터 A, B, C 및 D가 중복 카피되어 저장된다. 만약, 한 개의 섹터 카피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면, 그 대신에 다른 것

이 읽혀질 수 있다.

도43은 중복 섹터들이 멀티-상태 메모리에 일반적으로 저장되는 구성을 갖는 비-로버스트니스(non-robustness)를 도시

하는 도면이다.

도44A는 임계 데이터의 지연된 중복 카피를 멀티-상태 메모리에 저장하는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44B는 임계 데이터의 중복 카피들을 멀티-상태 메모리의 논리 상위 페이지에 저장하기는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

면이다.

도44C는 멀티-상태 메모리의 이진 모드 내에 임계 데이터의 중복 카피들을 저장하는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45는 임계 데이터의 중복 카피들을 동시에 두개의 메타 블록들에 저장하는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46A는 4-상태 메모리 어레이의 문턱 전압 분포를 도시하는데 있어서 도41A와 유사하며, 도46B의 참조도로써 도시되

어 있다.

도46B는 무장애(fault-tolerant) 코드를 사용하여 임계 데이터의 중복 카피를 동시에 저장하는 또 다른 실시예의 도면이

다.

도47은 두개의 데이터 카피의 가능한 상태와 데이터의 사용 가능성을 도시하는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48은 제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블록의 우선(preemptive) 위치 재설정의 플로우 차트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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