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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스트로부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 가능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소거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와의 사이의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휘발성 메모리의 데이터의 저장 영역의 용량은 불휘발성 메모리의 데이터의 저장 영
역의 용량보다도 크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호스트, 휘발성 메모리, 불휘발성 메모리, 액세스 명령, 시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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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을 적용한 SDRAM및 플래시 메모리의 어드레스 공간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을 적용한 커맨드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을 적용한 스테이터스/에러 정보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을 적용한 호스트 및 메모리 장치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을 적용한 데이터 전송 제어부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을 적용한 시퀀서의 상태 천이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을 적용한 데이터 전송의 타이밍차트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을 적용한 다른 메모리 장치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을 적용한 MMC 인터페이스의 단자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을 적용한 SD 카드 인터페이스의 단자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스틱 인터페이스의 단자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을 적용한 또 다른 메모리 장치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을 적용한 또 다른 메모리 장치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을 적용한 SDRAM및 플래시 메모리의 어드레스 공간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을 적용한 SDRAM및 플래시 메모리의 어드레스 공간 관리 테이블을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을 적용한 어드레스 공간 관리 테이블의 상세를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을 적용한 호스트 및 메모리 장치의 기동 시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을 적용한 호스트 및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공간 관리 테이블 갱신 시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을 적용한 호스트 및 메모리 장치의 호스트 데이터 기입 시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의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 기입 시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을 적용한 호스트 및 메모리 장치의 동작 종료 시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의 플래시 데이터 판독 시의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의 전원 공급 개시 시부터 전원 공급 정지 시까지의 처리 흐름도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의 SDRAM호환 메모리 동작의 처리 흐름도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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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플래시 메모리

103 : SDRAM

104 : 메모리 제어부

105 : 데이터 전송 제어부

106 :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부

107 : SDRAM인터페이스 제어 회로

108 : 데이터 버퍼

109 : ECC 제어 회로

110 : 대체 섹터 제어 회로

111 : 호스트

112 : SDRAM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휘발성 메모리 및 불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고속이며 염가인 메모리 시스템의 구
축에 관한 것이다.

휘발성 메모리 및 불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특개 2001-572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원 투입
시에 있어서 불휘발성 메모리의 내용을 휘발성 메모리에 복제하고, 호스트로부터 휘발성 메모리를 액세스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경우, 전원 차단 시에서는 휘발성 메모리의 내용을 불휘발성 메모리에 복제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전용선을 이용하여 호스트에 통지함으로써 안전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전원 차단 후에도 데이터를 유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종래 기술에서는, 휘발성 메모리(DRAM)와 불휘발성 메모리(플래시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전원 투입 시 혹
은 전원 차단 시밖에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전원 투입 후, 그 메모리 시스템을 한창 사용하고 있을 때에 그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데이터 전송은 모든 불휘발성 메모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메모리에 대해서는 전송에 시간이 걸리게 되며,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까지의 준비에 시간이 걸린
다. 또한, 전원 차단에 있어서는 복제 처리가 종료한 것을 호스트에 통지하기 위해 전용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휘발
성 메모리 인터페이스만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또한, 호스트로부터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액세스하기까지는 고려되
어 있지 않다. 또한, 휘발성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불휘발성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의 상위에 대해서는 고려
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의 목적은 호스트로부터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 가능하게 하고, 호스트로부
터의 제어성을 향상시킨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본 발명의 목적은 호스트로부터 불휘발성 메모리에의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호스트로부터의 제어성을 향상시킨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제어 회로가 호스트로부터의 커맨드를 수신하고, 해석하고, 해석된 커맨드에 따라,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개시한다.

또는, 본 발명은 제어 회로가 호스트로부터의 휘발성 메모리 상의 사전에 정해진 어드레스에의 액세스 명령(데이터 판독,
데이터 기입을 포함)에 따라,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개시한다.

또는, 본 발명은 호스트와 상기 제어 회로 사이에 위치하는 제1 인터페이스가 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기입 및 판독하는
데이터를 입출력하고, 호스트와 제어 회로 사이에 위치하는 제2 인터페이스가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기입 및 판독하
는 데이터를 입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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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본 발명은 호스트와 제어 회로 사이에 위치하는 인터페이스가 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기입 및 판독하는 데이터를
입출력함과 함께,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기입 및 판독하는 데이터를 입출력한다.

또는, 본 발명은 유지 회로가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전송 데이터를 유지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

도 24에 도시한 메모리 장치(4000)는, 예를 들면 휴대 전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음악 재생 장치,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셋톱 박스, 퍼스널 컴퓨터,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의 정보 단말에 실장하는 것이 가능한
메모리 장치(4000)이다.

메모리 장치(4000)는 호스트(4040)에 지정된 어드레스에, 호스트(4040)에 지정된 데이터를 기입하는 기능과, 전원이 공
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입된 데이터를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는 기능과, 호스트(4040)에 지정된 어드레스에 유지
되어 있는 데이터를 호스트(4040)에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 메모리 장치(4000)로서, 전원 공급을 정지해도 기입된 데이터
의 일부 혹은 모두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불휘발성을 갖고, 메모리 장치(4000)의 호스트(4040)는 메모리 장치(4000)에
대하여 어드레스의 지정과, 메모리 장치(4000)에의 데이터의 기입과, 메모리 장치(4000)로부터의 데이터의 판독을 적어
도 SDRAM(싱크로너스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과 전기적으로 호환성이 있는 인터페이스(4001)에 의해 행할 수 있
는 기능을 갖는 메모리 장치(4000)이다.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4040)란, 예를 들면 정보 단말에 내장된 CPU나 ASIC 등과 같은 정보 처리 장치이다. 메모리 장치
(4000)에는, 예를 들면 호스트(4040)가 각종 정보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동작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다.

동작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OS(오퍼레이팅 시스템), 드라이버, JAVA 가상 머신, JAVA 애플릿 등의 각종 어플리케이션
등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정보 처리란, 예를 들면 정보 단말을 구성하는 각 하드웨어의 동작 제어나 데이터 연산, 동화
상이나 음성의 기록 및 재생 등의 처리이다. 호스트(4040)는 메모리 장치(4000)를 주기억 장치로서 이용하여, 메모리 장
치(4000)에 저장된 동작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동작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장치(4000)에는, 예를 들면 동작 프로그램으
로 처리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란, 예를 들면 텍스트, 화상, 음성, 동화상 등의 각
종 데이터, 프로그램의 동작 파라미터나 설정 파일 등이다. 그 밖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메모리 장치(4000)는 휘발성 메모리이지만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SD RAM(4010)과, 불휘발성 메모리인 플래시 메모리
(4020)와, 호스트(4040)가 메모리 장치(4000)를 액세스하기 위한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구비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에 의해 호스트(4040)에 접속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호환 메
모리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호스트(4040)는 메모리 장치(4000)를 SDRAM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메모
리 장치(4000)는 SDRAM(4010)의 데이터의 일부 혹은 모두를 플래시 메모리(4020)에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
(4000)는 플래시 메모리(4020)의 데이터의 일부 혹은 모두를 SDRAM(4010)으로 판독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
장치(4000)로의 전원 공급을 정지하기 전에, SDRAM(4010)의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4020)에 저장하는 것으로 하면,
전원 공급 정지에 의한 SDRAM(4010)의 데이터 소실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메모리 장치(4000)에의 전원 공급
을 개시한 후, 호스트(4040)가 메모리 장치(4000)에 액세스하기 전에 플래시 메모리(4020)의 데이터를 SDRAM(4010)으
로 판독해 내는 것으로 하면, 호스트(4040)는 메모리 장치(4000)를 불휘발성을 갖는 SDRAM호환 메모리로서 사용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4010)과 플래시 메모리(4020)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호스트(4040)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메모리 장치(4000)의 동작 지시를 호스트(4040)로부터 접수하는 지시 접수
기능과, 메모리 장치(4000)의 상태를 호스트(4040)에 대하여 통지하는 상태 통지 기능을 갖는다.

지시 접수 기능과 상태 통지 기능은 호스트(4040)가 메모리 장치(4000)의 소정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소정 서식의 데이터
를 판독 및 기입함으로써 행한다. 그 때문에, 호스트(4040)는 메모리 장치(4000)에 대하여 지시를 행하기 위한 전용 핀을
SDRAM인터페이스에 새롭게 추가하지 않고, 지시 접수 기능과 상태 통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4040)는
기존의 SDRAM(4010)과 메모리 장치(4000)를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4000)의 호스트(4040)는 지시 접
수 기능에 의해, 수시 메모리 장치(4000)에 대하여 SDRAM(4010)의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4020)로 전송하는 것, 및 플
래시 메모리(4020)의 데이터를 SDRAM(4010)에 전송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여기서, 메모리 장치(4000)는 불휘발성을 갖는 데이터 저장 에리어를 구비하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다. 또한, 통상의
SDRAM(4010)과 동등한 전송 속도를 갖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하는 경우에 비하여 전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갖기 때문에, SDRAM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호
스트(4040)는 하드웨어의 신규 설계 혹은 추가를 하지 않고 메모리 장치(4000)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에, 메모리 장치(4000)가 갖는 기능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메모리 장치(4000)의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 신호를 SDRAM(4010)의 SDRAM 인터페이
스(4001) 신호에 스루 패스(through-pass)하는 기능을 갖는다.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 신호의 스루 패스 기능
에 의해 호스트(4040)는 메모리 장치(4000)를 SDRAM호환의 메모리 장치(4000)로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스트
(4040)는 메모리 장치(4000)에 대하여, SDRAM(4010)과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판독 커맨드나 기입 커맨드나 리프레시 커
맨드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4010)의 소정의 영역에 유지된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4020)
의 소정의 영역으로 전송하는 스토어 기능을 갖는다. 스토어 기능에 의해, 플래시 메모리(4020)에 전송된 데이터가 메모리
장치(4000)에의 전원 공급의 정지에 의해 SDRAM(4010) 상에서 소실되어도 플래시 메모리(4020) 상에 유지해 둘 수 있
다.

스토어 기능은 메모리 장치(4000)의 동작 상태가 소정의 스토어 실행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실행한다. 스토어 실행 조건
중 하나는, 예를 들면 전원 공급이 정지되는 것이다. 스토어 실행 조건의 하나는, 예를 들면 호스트(4040)로부터 스토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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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지시가 발행된 것이다. 스토어 실행 조건 중 하나는, 예를 들면 메모리 장치(4000)의 소정의 레지스터가 소정 범위의 값
을 취하는 것이다. 소정의 레지스터란, 예를 들면 호스트(4040)로부터 메모리 장치(4000)에의 액세스 횟수를 카운트하는
카운터 레지스터이다.

메모리 장치(4000)는, 스토어 실행 조건을 규정하는 스토어 실행 조건 정보를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스토어 실행
조건 정보를 변경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스토어 실행 조건 정보의 변경을 호스트(4040)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스토어 실행 조건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4020)에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
모리 장치(4000)는 스토어 실행 조건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4020)로부터 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플래시 메모리(4020)의 소정 영역에 유지된 데이터를 SDRAM(4010)의 소정의 영역에 전송하는 로드 기능을 갖는다.

로드 기능은 메모리 장치(4000)의 동작 상태가 소정의 로드 실행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실행한다. 로드 실행 조건 중 하
나는, 예를 들면 전원 공급이 개시되는 것이다. 로드 실행 조건 중 하나는, 예를 들면 호스트(4040)로부터 로드 실행 지시
가 발행된 것이다. 로드 실행 조건 중 하나는, 예를 들면 메모리 장치(4000)의 소정의 레지스터가 소정의 범위의 값을 취하
는 것이다.

메모리 장치(4000)는 로드 실행 조건을 규정하는 로드 실행 조건 정보를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로드 실행 조건 정
보를 변경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로드 실행 조건 정보의 변경을 호스트(4040)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
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로드 실행 조건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4020)에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
(4000)는 로드 실행 조건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4020)로부터 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소정의 수순
에 따라, SDRAM(4010)의 어드레스와 플래시 메모리(4020)의 어드레스를 대응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스토어 기능 및 로드 기능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어드레스 대응 기능에 의해서 대응된 어드레스끼리 행한다. 어드레스 대응
기능은 어드레스 대응 정보에 기초하여 행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4020)에는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판독 및 기입할 수
없는 불량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4020)의 메모리 에리어는 플래시 메모리(4020) 상에
존재하는 불량 영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드레스 대응 정보는 불량 영역에 대하여 데이터 액세스
가 발생되지 않도록 SDRAM(4010)의 어드레스와 플래시 메모리(4020)의 어드레스를 대응시킨다.

메모리 장치(4000)는 어드레스 대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대응 정보 저장 레지스터를 갖는다. 메모리 장치
(4000)는 어드레스 대응 정보 저장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대응 정보를 변경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
는 어드레스 대응 정보의 변경을 호스트(4040)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어드레스 대응 정
보를 플래시 메모리(4020)에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어드레스 대응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4020)
로부터 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모리 장치(4000)는 메모리 장치(4000)에의 전원 공급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음에 메모리 장치(4000)의 구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적어도,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와, SDRAM(4010)과, 플래시 메모리(4020)와, 제어 장치
(4030)를 구비한다. SDRAM(4010)과 제어 장치(4030)는 SDRAM인터페이스(4002)로 접속한다.

제어 장치(4030)와 플래시 메모리(4020)는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4003)로 접속한다. 제어 장치(4030)에는 메모리
장치(4040)와 호스트(4040)를 접속하기 위한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접속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예를 들면 SDRAM(4010)과, 플래시 메모리(4020)와, 제어 장치(4030)를 각각 다른 실리콘 칩 상
에 구성하고, 각 실리콘 칩의 단자 사이를 예를 들면 와이어 본딩 등으로 접속하여, 하나의 패키지 내에 밀봉한 멀티 칩 패
키지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패키지란, 예를 들면 TSOP(Thin Small Outline Package)나 BGA(Ball Grid Array) 등의
LSI 패키지 형태를 가리킨다.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는, 예를 들면 칩에 전기 신호를 입출력하는 단자군과 단자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전
기적 특성이 SDRAM의 단자군과 호환성을 갖는 인터페이스이다. 예를 들면,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과, 각 신호의
셋업 시간이나 홀드 시간이나 CAS 레이턴시 등의 특성이 호환성을 갖는다.

호스트(4040)와 제어 장치(4030)를 접속하는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는, 예를 들면 JEIDA 규격의 SDRAM과 단
자군의 전기적 특성뿐만 아니라, 메모리 장치(4000)의 패키지 사이즈나, 메모리 장치(4000)의 패키지에 배치된 예를 들면
핀이나 땜납 볼 등의 단자군의 사이즈 및 단자군의 배치 등도 호환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구비한 호스트(4040)는 SDRAM과 메모리 장치(4000)를
치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는, 예를 들면 SDRAM 인터페이스(4002)에 대하여, 어드레스 지정할 수 있는 메모리 에
리어를 제어용 레지스터분만큼 확장한 인터페이스이다. SDRAM(4010)은 호스트(4040)에 지정된 어드레스에 호스트
(4040)에 지정된 데이터를 기입하는 기능과,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입된 데이터를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유지
하는 기능과, 호스트(4040)에 지정한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하여 호스트(4040)에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 메모
리 장치(4000)이다. 신호의 입출력을 클럭에 동기시켜 실행함으로써, 동기시키지 않은 DRAM에 비교하여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킨 메모리 장치(4000)이다. SDRAM(4010)은 SDRAM 인터페이스(4002)를 갖는다. SDRAM 인터페이스
(4002)는 SDRAM(4010)을 이용하는 외부 장치(도시되지 않음)가 SDRAM(4010)에 대하여 어드레스나 데이터를 지정하
는 단자군이다.

플래시 메모리(4020)는 호스트(4040)에 지정된 어드레스에 호스트(4040)에 지정된 데이터를 기입하는 기능과, 전원 공
급이 정지되어도 기입된 데이터를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는 불휘발성과, 호스트(4040)에 지정한 어드레스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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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를 판독하여 호스트(4040)에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 메모리 장치(4000)이다. 플래시 메모리(4020)는 플래시 메
모리 인터페이스(4003)를 갖는다.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4003)는 플래시 메모리(4020)를 이용하는 외부 장치(도시
되지 않음)가 플래시 메모리(4020)에 대하여 어드레스나 데이터를 지정하는 단자군이다.

제어 장치(4030)는 메모리 장치(4000) 각부의 동작을 통괄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 제어 장치(4030)이다. 제어 장치(4030)
는 메모리 장치(4000) 각 부의 동작을 통괄 제어하여, 메모리 장치(4000)의 각 기능을 실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어 장치
(4030)는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와 SDRAM인터페이스(4002)를 접속하고, 호스트(4040)와 SDRAM(4010) 사
이의 데이터 전송을 중계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어 장치(4030)는 SDRAM(4010)의 소정의 영역에 유지된 데이터를 플래
시 메모리(4020)의 소정 영역에 전송하는 스토어 기능을 갖는다. 제어 장치(4030)는 플래시 메모리(4020)의 소정의 영역
에 유지된 데이터를 SDRAM(4010)의 소정의 영역에 전송하는 로드 기능을 갖는다. 제어 장치(4030)는 소정의 수순에 따
라, SDRAM(4010)의 어드레스와 플래시 메모리(4020)의 어드레스를 대응시키는 어드레스 대응 기능을 갖는다. 제어 장
치(4030)는 제어용 레지스터(4031)를 갖는다. 제어용 레지스터(4031)는 제어 장치(4030)가 동작할 때에 필요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이다.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일부 혹은 전부는 호스트(4040)가 재기입할 수 있다.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일부 혹은 전부
는 호스트(4040)가 판독할 수 있다.

호스트(4040)가 제어용 레지스터(4031)를 재기입하는 경우에는 호스트(4040) 가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에 의
해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소정의 어드레스에 소정 서식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것으로 행한다. 호스트(4040)가 제어용
레지스터(4031)를 판독하는 경우에는 호스트(4040)가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에 의해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소정 어드레스로부터 소정의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으로 행한다.

제어 장치(4030)는 임의의 제어용 레지스터(4031)에 액세스할 수 있다. 혹은 소정의 레지스터를 재기입 금지로 하거나 판
독 금지로 할 수 있다.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어드레스의 지정은 SDRAM의 어드레스 지정과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행할 수 있다. 제어용 레지
스터(4031)는, 예를 들면 호스트(4040)가 메모리 장치(4000)에 각종 동작 지시를 발행하기 위한 영역을 갖는다. 제어용
레지스터(4031)는, 예를 들면 호스트(4040)가 메모리 장치(4000)의 동작 상태를 알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을 갖는
다. 제어용 레지스터(4031)는, 예를 들면 스토어 실행 조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갖는다. 제어용 레지스터(4031)
는, 예를 들면 로드 실행 조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갖는다. 제어용 레지스터(4031)는, 예를 들면 어드레스 대응
조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갖는다.

제어 장치(4030)는 전압 검출 장치(4032)를 갖는다. 전압 검출 장치(4032)는 외부 장치로부터 메모리 장치(4000)에 공급
되는 전원 전압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이다. 전압 검출 장치(4032)는 메모리 장치(4000)에의 공급 전압이 소정의 범위의 값
이 된 것, 혹은 공급 전압이 소정의 범위에 있는 것을 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메모리 장치(4000)에의 전원 투
입 시에는 전원 전압이 소정의 값보다 커진 것을 검지한다. 소정의 값이란, 예를 들면 제어 장치(4030)가 정상 동작 가능한
전압값이나 SDRAM(4010)이 정상 동작 가능한 전압값이나 플래시 메모리(4020)가 정상 동작 가능한 전압값 등이다. 또
한, 예를 들면 메모리 장치(4000)의 전원 전압이 소정의 값보다도 작아진 것을 검지한다. 소정의 값이란, 예를 들면 제어
장치(4030)가 정상 동작 가능한 전압값이나 SDRAM(4010)가 정상 동작 가능한 전압값이나 플래시 메모리(4020)가 정상
동작 가능한 전압값 등이다.

제어 장치(4030)는 전압 검출 장치(4032)를 이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전원이 소정의 값 이상으로 되면 플래시 메모리
(4020)의 소정의 영역의 데이터를 SDRAM(4010)의 소정의 영역에 로드하고, 전원이 소정의 값 이하가 되면
SDRAM(4010)의 소정의 영역의 데이터를 SDRAM(4010)의 소정의 영역에 스토어한다는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다음에 메모리 장치(4000)의 메모리 에리어의 구성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4010)의 메모리 에리어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불휘발 에리어(4011)를 구성한다.

불휘발 에리어(4011)란, 플래시 메모리(4020)를 이용한 미러링(4063)을 행하는 에리어이다.

SDRAM(4010)의 메모리 에리어 중, 불휘발 에리어(4011)로 하지 않는 에리어를 휘발 에리어(4012)로 한다.

여기서는, 플래시 메모리(4020)의 미러 에리어(402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DRAM(4010)의 불휘발 에리어(4011)
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일치시키는 것, 혹은 SDRAM(4010)의 불휘발 에리어(401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복제
를 플래시 메모리(4020)의 미러 에리어(4021)에 저장하는 것을 미러링(4063)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단, 플래시 메모리
(4020)의 미러 에리어(4021)는 플래시 메모리(4020)의 불량 영역을 제외한 논리 어드레스로 관리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플래시 메모리(4020)의 메모리 에리어 내에, 적어도 SDRAM(4010)의 미러링(4063)을 행하기 위
한 미러 에리어(4021)와, 제어용 레지스터(4031)를 저장하기 위한 제어용 레지스터 저장 에리어(4022)를 갖는 구성으로
한다. 미러 에리어(4021)는, 적어도 SDRAM(4010)의 불휘발 에리어(4011)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만큼
의 메모리 에리어를 갖는 구성으로 한다.

SDRAM(4010)은 휘발성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SDRAM(4010)에 기입된 데이터는 메모리 장치(4000)에의 전원 공급을
정지하면 소실된다. 그러나, 불휘발 에리어(4011)에 저장된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4020)의 미러 에리어(4021)에 미러
링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차단 후에도 유지해 둘 수 있다. 휘발 에리어(4012)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원 차단에 의해 소
실된다. 호스트(4040)는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이용하여 소정의 어드레스를 지정함으로써, SDRAM(4010)의
불휘발 에리어(4011), SDRAM(4010)의 휘발 에리어(4012), 제어용 레지스터(4031)를 액세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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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메모리 장치(4000)에서의 데이터의 전달 경로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데이터 액세스(4051)는 호스트(4040)가 SDRAM(4010)에 대하여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이용하여 액세스하
는 경로이다. 이 때, 호스트(4040)는 불휘발 에리어(4011) 및 휘발 에리어(4012)의 쌍방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다.

레지스터 판독(4052)은 호스트(4040)가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이용하여 제어용 레지스터(4031)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판독하는 경로이다. 레지스터 기입(4053)은 호스트(4040)가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이용하여 제
어용 레지스터(4031)에 각종 정보를 기입하는 경로이다. 전원 공급 개시(4061)는 메모리 장치(4000)에의 전원 공급이 개
시된 경우에, 미러 에리어(4021)로부터 불휘발 에리어(4010)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로이다. 로드(4062)는 호스트
(4040)로부터 메모리 장치(4000)에 로드 실행 지시가 발행된 경우 등에 미러 에리어(4021)로부터 불휘발 에리어(4010)
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로이다. 스토어(4062)는 호스트(4040)로부터 메모리 장치(4000)에 스토어 실행 지시가 발행된
경우 등에 불휘발 에리어(4010)로부터 미러 에리어(4021)로 데이터를 스토어하는 경로이다. 전원 공급 정지(4061)는 메
모리 장치(4000)에의 전원 공급이 정지되는 경우에, 불휘발 에리어(4010)로부터 미러 에리어(4021)로 데이터를 스토어
하는 경로이다.

다음에, 이상과 같이 구성한 메모리 장치(4000)의 동작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5는 전원 공급 개시로부터 전원 공급 정지까지의 메모리 장치(4000)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호
스트(4040)는, 메모리 장치(4000)에 전원 공급을 개시한다(4101). 메모리 장치(4000)는 전원 공급이 개시되면, 플래시
메모리(4020)의 미러 에리어(4021)의 데이터를 SDRAM(4010)의 불휘발 에리어(4011)에 로드한다.

다음에 로드 처리의 흐름도의 일례를 설명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전압 검출 장치(4032)가 동작 가능한 값까지 공급
전압이 상승하면, 제어용 레지스터(4031)에 비지(busy) 신호를 세트한다(4102). 비지 신호는 제어용 레지스터(4031) 의
소정의 어드레스에 소정 서식으로 저장한다. 호스트(4040)는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폴링함으로
써, 메모리 장치(4000)의 내부 상태를 알 수 있다. 로드 처리 실행 중은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와 SDRAM인터페
이스(4002)는 전기적으로 분리한다.

상기 처리에 의해,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사용하는 호스트(4040)로부터 제어용 레지스터(4031)에의 액세스
와, SDRAM인터페이스(4002)를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4020)로부터 SDRAM(4010)에의 로드 처리를 병행하여 실행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4000)는, 전압 검출 장치(4032)에 의해서, 전원 공급의 상태를 감시하여, 공급 전압이 소정의 값이
될 때까지 대기한다(4103). 여기서 소정의 값이란, 예를 들면 SDRAM(4010) 및 플래시 메모리(4020)가 함께 정상 동작
가능한 전압값이다.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4020)의 제어용 레지스터 저장 에리어(4022)로부터, 각종 제어용 정보를 판독하여, 제어용 레지스
터(4031)에 저장한다(4104). 여기서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4020)의 제어용 레지스터(4031) 저장 에리어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어 장치(4030)의 제어용 레지스터(4031)로 판독해내는 것을 레지스터 복귀라고 한다.

다음에 판독한 제어용 레지스터(4031) 내의, 어드레스 대응 정보에 기초하여, 플래시 메모리(4020)의 미러 에리어(4021)
의 데이터를 SDRAM(4010)의 불휘발 에리어(4011)에 로드한다(4105). 로드가 종료하면,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비지
신호를 해제한다(4106).

로드 처리가 종료하면, 그 이후, 메모리 장치(4000)는 호스트(4040)로부터 셧다운(shutdown) 지시를 접수하기(4107)까
지 SDRAM 호환 메모리로서 동작한다(4108). 셧다운 지시란, 호스트(4040)로부터 메모리 장치(4000)에 대하여 전원 공
급을 정지하는 것을 통지하기 위한 지시로, 호스트(4040)가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소정의 어드레스에 소정 서식의 데
이터를 기입하는 것으로 실현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호스트(4040)로부터 셧다운 지시를 접수하면, SDRAM(4010)의
불휘발 에리어(4011)의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4020)의 미러 에리어(4021)에 미러링한다.

다음에, 스토어 처리의 흐름도의 일례를 설명한다. 메모리 장치(4000)는, 호스트(4040)로부터 셧다운 지시를 접수하면,
제어용 레지스터(4031)에 비지 신호를 세트한다(4109). 비지 신호는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소정의 어드레스에 소정
서식으로 저장한다. 호스트(4040)는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폴링함으로써, 메모리 장치(4000)의
내부 상태를 알 수 있다. 스토어 처리 실행 중에는,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와 SDRAM인터페이스(4002)는 전기
적으로 분리한다. 상기 처리에 의해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사용하는 호스트(4040)로부터 제어용 레지스터
(4031)에의 액세스와, SDRAM 인터페이스(4002)를 사용하는 SDRAM(4010)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4020)에의 스토어
처리를 병행하여 실행할 수 있다.

다음에 판독한 제어용 레지스터(4031) 내의 어드레스 대응 정보에 기초하여 SDRAM(4010)의 불휘발 에리어(4011)의 데
이터를 플래시 메모리(4020)의 미러 에리어(4021)에 스토어한다(4110).

다음에, 제어용 레지스터(4031)에 저장된 각종 제어용 신호를 플래시 메모리(4020)의 제어용 레지스터 저장 에리어
(4022)에 기입한다(4111). 여기서와 같이, 제어 장치(4030)의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플래시
메모리(4020)의 제어용 레지스터(4031) 저장 에리어에 기입하는 것을 레지스터 퇴피(4071)라고 부르기로 한다. 레지스
터 퇴피가 종료되면,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비지 신호를 해제한다(4112). 호스트는 제어용 레지스터(4031)의 폴링에
의해 비지가 해제된 것을 검출하면, 메모리 장치(4000)에의 전원 공급을 정지한다.

이상 설명한 수순을 실행한 경우, 메모리 장치(4000)에 전원 공급의 정지에 의해 메모리 장치(4000) 내의 SDRAM(4010)
에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는 소실되지만, 그 일부 혹은 모든 데이터의 복제를 플래시 메모리(4020) 상에 유지해 둘 수 있고,
다음회 메모리 장치(4000)에 전원 공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4020) 상에 유지해 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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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메모리 장치(4000)가 SDRAM호환 메모리로서 사용될 때(4108)의 동작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26은 메모리 장치(4000)가 SDRAM 호환 메모리로서 동작할 때의 처리 흐름도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메모리 장
치(4000)는 호스트(4040)로부터 SDRAM인터페이스(4001)를 통해 판독, 기입, 리플래시 등의 각종 SDRAM동작 지시를
접수한다(4201).

다음에 접수한 동작 지시에 의해 처리를 분기한다. 접수한 동작 지시가 판독 혹은 기입인 경우에는, 호스트(4040)에 지정
된 메모리 어드레스를 판정한다(4202). 접수한 동작 지시가 판독 혹은 기입 이외였던 경우, 혹은 지정된 메모리 어드레스
가 SDRAM의 메모리 에리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SDRAM 호환 인터페이스(4001) 신호를 SDRAM 인터페이스(4002)에
스루 패스한다(4203). 본 처리에 의해,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호환 메모리로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접수한 동작 지시가 판독 혹은 기입이고, 또한 지정된 메모리 어드레스가 제어용 레지스터(4031)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판독 지시인지, 기입 지시인지에 따라 처리를 분기한다(4204). 접수한 동작 지시가 기입인 경우에는, 제어용 레지스터
(4031)가 지정된 어드레스에 지정된 데이터를 기입한다(4205). 접수한 동작 지시가 판독이던 경우에는 제어용 레지스터
(4031)의 지정된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소정 서식으로,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통해 호스트(4040)에 출
력한다(4207). 본 처리에 의해 메모리 장치(4000)는 SDRAM인터페이스에 신호 핀을 추가하지 않고, 호스트(4040)로부
터의 동작 지시를 접수하는 것, 및 메모리 장치(4000)의 동작 상태 등의 각종 정보를 호스트(4040)에 통지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다음에, 제어용 레지스터(4031)에의 액세스에 의해 호스트(4040)로부터 동작 지시가 발행된 경우에는 지정된 동작을 개
시한다(4206). 여기서 동작은, 예를 들면 로드 처리나 스토어 처리나 어드레스 대응 처리 등이다. 동작의 실행 중에는
SDRAM(4020)으로의 액세스의 경합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호스트(4040)의 SDRAM액세스를 금지하거나 혹은 액세
스를 무시한다. 혹은, 예를 들면 SDRAM(4020)을 복수개 갖는 구성으로 하거나 혹은 예를 들면 SDRAM(4020)을 복수 뱅
크에 독립하여 액세스 가능한 구성으로 하고, 복수의 처리를 병행하여 실행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참
조 부호 4201∼4203, 혹은 참조 부호 4201∼4206까지의 처리는 도 41의 참조 부호 4107, 4108로 도시한 바와 같이 호
스트로부터 셧다운 지시가 발행할 때까지 반복한다. 즉, 호스트(4040)는 메모리 장치(4000)를 SDRAM 호환 메모리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여기서는 메모리 장치(4000) 내부에 SDRAM을 사용하는 예를 설명하였지만, 다른 메모리, 예를 들면 DDR-
SDRAM(더블 데이터레이트 SDRAM) 등을 사용하는 구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메모리 장치(4000)와 호스트
(4040)를 접속하는 인터페이스로서 SDRAM호환 인터페이스(4001)를 사용하는 예를 설명하였지만, 다른 인터페이스, 예
를 들면 DDR-SDRAM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구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불휘발 메모리로서 플래시 메모리
(4020)를 사용하는 예를 설명하였지만, 다른 불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4000)의 보다 상세한 실시 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101)의 실시 형태의 내부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다. 메모리 장치(101)는 불휘발성 메
모리인 플래시 메모리(102), 휘발성 메모리인 SDRAM(싱크로너스 DRAM)(103) 및 이들의 메모리를 제어하는 메모리 제
어부(104)로 구성된다. 메모리 제어부(104)는 호스트(111)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호스트(111)와 메모리 장치(101), 및
플래시 메모리(102)과 SDRAM(103) 사이의 데이터 전송 등을 제어한다. 호스트(111)는, 통상 SDRAM 인터페이스(112)
를 통해 SDRAM(103)을 직접 액세스하지만, 특정 어드레스에의 기입을 행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102)와 SDRAM(103)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나 플래시 메모리(102)의 포맷 등, 메모리 장치(101)의 내부 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호스트(111)란,
예를 들면 휴대 전화, 휴대 정보 단말(PDA), 퍼스널 컴퓨터, 음악 재생(및 녹음) 장치,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셋톱 박스 단
말 등이 해당한다.

메모리 제어부(104)는 데이터 전송 제어부(105),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부(106), SDRAM 인터페이스 제어 회로
(107), 및 데이터 버퍼(108)로 구성된다. 호스트(111)가 SDRAM(103)을 직접 액세스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 제어부(105)
및 SDRAM 인터페이스 제어 회로(107)는 스루 패스된다. 플래시 메모리(102)와 SDRAM(103)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양
디바이스 사이의 전송 속도차를 흡수하기 때문에, 데이터 버퍼(108)를 통해 행해진다.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데이터
버퍼(108)에의 데이터의 전송(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의 판독) 시에는,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부(106) 내의
ECC 제어 회로(109)가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판독된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데
이터의 정정을 행한다. 그 때, 판독 대상이 되는 섹터가 불량 섹터인 경우, 대체 섹터 제어 회로(110)가 불량 섹터에 대한
대체 섹터를 검출하여, 검출된 대체 섹터로부터 데이터가 판독된다. 데이터 버퍼(108)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로의 데
이터의 전송(플래시 메모리(102)에의 기입) 시에는 판독된 데이터는 데이터 버퍼(108)로부터 데이터 전송 제어부(105)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부(106)로 전송된다.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부(106)는 전송 데이터에 대한
ECC를 생성한다. 생성된 ECC는 전송 데이터와 함께 플래시 메모리(102)에 기입된다. 그 때, 기입 대상이 되는 섹터가 불
량 섹터인 경우, 대체 섹터 제어 회로(110)로 불량 섹터에 대한 대체 섹터를 검출하여, 검출된 대체 섹터에 데이터가 기입
된다.

도 2는 SDRAM(103) 및 플래시 메모리(102)의 어드레스 공간 및 사용 방법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SDRAM(103)의
어드레스 공간은 시스템용 워크 영역(201), 커맨드/스테이터스 유지 영역(202), 휘발 영역(203), 및 불휘발 영역(204)으
로 구성된다. 시스템용 워크 영역(201)에는 호스트(111)가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단, 후술하는 휘
발 영역(203)에 저장해도 상관없다). 커맨드/스테이터스 유지 영역(202)은 메모리 장치(101)에 대하여 내부 처리를 지시
하기 위해 설치되는 영역이다. 휘발 영역(203)은 호스트(111)가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이다. 휘발 영역(203)의 내용은 메모리 장치(101)의 전원이 차단될 때에 소거된다. 불휘발 영역(204)에는 전원
차단 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저장된다. SRDAM(103)은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SDRAM(103) 상의 불휘발
영역(204)에 저장된 정보는 전원 차단 전에 플래시 메모리(102)에 복제되어 플래시 메모리(102) 상에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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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SDRAM(103) 상의 어드레스 공간을 이용하여 이하와 같은 처리가 가능해진다. 전원 투입 후에, 플래시 메모리
(102) 상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SDRAM(102)의 휘발 영역(203)에 복제하여, 호스트(111)는 SDRAM(103) 상의 휘발 영역
(203)을 액세스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 차단 시에 휘발 영역(203)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
데이터는 파기되지만, 플래시 메모리(102) 상에 프로그램 데이터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또한, 전원 투입 후에,
플래시 메모리(102) 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SDRAM(103)의 불휘발 영역(204)에 복제하고, 호스트(111)는 SDRAM(102)
상의 불휘발 영역(204)을 액세스함으로써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가 변경 혹은 추가되어 있는 경
우에는 전원 차단 전에 사용자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102)에 복제되어, 플래시 메모리(102) 상에서 유지된다.

도 3은 호스트(111)가 메모리 장치(101)에 대하여 지시하는 처리 내용, 즉 커맨드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커맨드의
어드레스는 상술하는 커맨드/스테이터스 유지 영역(202)에 맵핑되고, 커맨드/스테이터스 유지 영역(202)의 선두 어드레
스 A209로부터 오프셋 어드레스(301)을 가산한 어드레스에 배치된다. 어드레스 0은 휘발 영역(203)의 선두 어드레스
(ADRsdB210)를, 어드레스 1은 휘발 영역(203)의 사이즈(y)를 지정한다. 어드레스 2는 불휘발 영역(204)의 선두 어드레
스(ADRsdC211)를, 어드레스 3은 불휘발 영역(204)의 사이즈(z)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SDRAM(103) 상의 임의의 어드
레스 공간에 휘발 영역(203) 및 불휘발 영역(204)을 맵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본 예에서는 커맨드/스테이터스 유지
영역(202)은 사전에 결정된 고정치로 되어 있지만,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실시함으로써, 임의의 공간에 맵핑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호스트가 최초에 액세스하기 위한 커맨드/스테이터스 유지 영역(202)의 선두 어드레스
(ADRsdA209)를, 사전에 해당 메모리 장치(101) 내부의 레지스터나 플래시 메모리(102)에 저장해 둔다. 어드레스 4는 플
래시 메모리(102)의 포맷을 지시한다. 어드레스 5는 플래시 메모리(102)에 대한 데이터 전송 혹은 소거 시의 개시 섹터 어
드레스(Dtx213)를 지정한다. 어드레스 6은 SDRAM(103)에 대한 데이터 전송 개시 어드레스(Ctx212)를 지정한다. 어드
레스 7은 플래시 메모리(102)와 SDRAM(103) 사이의 데이터 전송 사이즈, 혹은 플래시 메모리(102)의 데이터 소거 사이
즈를 지정한다. 어드레스 8은 플래시 메모리(102)와 SDRAM(103)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기동한다. 어드레스 9는 전력 절
약 모드를 지정한다. 어드레스 9에 대응하는 커맨드가 발행된 경우, 플래시 메모리(102), 및 메모리(102)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에의 전원이 차단된다.

메모리 장치(101)는 호스트(111)가 발행한 커맨드의 처리 상태를 호스트(111)에 통지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n+1에 스테
이터스/에러 정보(314)를 저장한다. 호스트(111)는 임의의 커맨드를 발행한 후, 어드레스 n+1로 표시되는 기억 영역을 액
세스함으로써, 발행 커맨드의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다.

도 4는 스테이터스 및 에러의 내용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Bito는, 커맨드 처리 중인 것을 나타낸다(401). Bit1은 처
리가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을 나타낸다(402). Bit2는 전술한 ECC 정정을 행하고, 정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403). Bit3
은 ECC 정정을 행했지만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404). Bit4는 커맨드의 처리를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을 나타낸
다(405).

도 5는 상술한 커맨드 발행 시에서의 시스템의 처리의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호스트(111)는 상술한 어드레스에 대
하여 데이터의 기입을 행함으로써, 메모리 장치(101)에 대하여 커맨드를 발행한다(501). 커맨드를 수취한 메모리 장치
(101)는 커맨드를 디코드하고(508), 디코드 결과에 기초하여 발행 커맨드에 대한 내부 처리를 실행한다(509). 처리 종료
후, 메모리 장치(101)는 결과를 스테이터스/에러 정보를 저장하는 어드레스 n+1에 기입한다(510). 호스트(111)는 어드레
스를 판독하고(502), 커맨드로 지시한 처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판정한다(503).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505)에는 커맨드로 지시한 처리를 재시도하거나, 혹은 이상(異常) 종료한다(507).

본 발명에서는, 도 1에 도시한 메모리 제어부(104)에서, 상술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기능을 실시한다. 이하, 메모리 제어
부(104)의 핵심을 이루는 데이터 전송 제어부(105)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6은 데이터 전송 제어부(105)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데이터 전송 제어부(105)는 커맨드 디코더(601), 시
퀀스(602), 어드레스 맵핑 테이블(603), 플래시 어드레스(ADRf1) 생성 회로(604), 섹터 카운터(605), 플래시 버퍼 전송
회로(606), SDRAM-버퍼 전송 회로(607), SDRAM 어드레스(ADRsd) 생성 회로(608), MUX/DEMUX0(609), 버퍼 어드
레스(ADRbu) 생성 회로(610), 및 M UX/DEMUX1(611)로 구성된다. 커맨드 디코더(601)는 호스트(111)가 발행한 커맨
드의 내용을 해석한다. 시퀀서(602)는 데이터 전송 제어부(105) 전체의 처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도 7은 시퀀서(602)의 상태 천이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메모리 장치(101)에 전원이 투입된 후, 시퀀서(602)는
SDRAM모드(702)로 이행하고 메모리 장치(101)는 SDRAM(103)으로서 동작한다. 그 후, 호스트(111)가 발행하는 커맨
드에 의해 시퀀서(602)의 상태가 천이한다. 호스트(111)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의 데이터 전송을 기동하는 커맨드
CMDtx706(도 3에 도시한 어드레스 8)이 발행된 경우, 시퀀서(602)는 플래시 전송 모드(703)로 천이한다. 데이터 전송의
처리가 종료하고, 그 스테이터스 정보를 기입하는 STtx707(도 3의 어드레스 n+1에의 기입)의 기입 시에, 시퀀서(602)는
재차, SDRAM모드(702)로 천이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102)를 포맷하는 커맨드 CMDfm708(도 3의 어드레스 4)이 발
행된 경우, 시퀀서(602)는 플래시 포맷 모드(704)로 천이하고, 처리 종료 후, 스테이터스의 기입 STfm709 실행 후에
SDRAM모드(702)로 천이한다. 플래시 메모리(102) 상의 데이터를 소거하는 커맨드 CMDer710 (도 3의 어드레스10)가
발행된 경우, 시퀀서(602)는, 플래시 데이터 소거 모드(705)로 천이하고, 처리 종료 후, 스테이터스의 기입 STer711 실행
후에 SDRAM모드(702)로 천이한다.

도 6으로 되돌아가 설명을 계속한다. 어드레스 맵핑 테이블(603)은, SDRA M(103)에서의 어드레스 공간 상의 불휘발 영
역(204)을 플래시 메모리(102)의 논리 섹터 어드레스(205)에 할당하는 것이다. ADRfl 생성 회로(604)는 플래시 메모리
(102) 상의 논리 섹터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섹터 카운터(605)는 호스트(111)로부터 지시된 전송 사이즈에 기초하여, 플
래시 메모리(102)의 데이터 전송 섹터수를 관리한다. 플래시-버퍼 전송 회로(606)는 플래시 메모리(102)와 데이터 버퍼
(108)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한다. 마찬가지로, SDRAM-버퍼 전송 회로(607)는 SDRAM(103)과 데이터 버퍼(108)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한다. ADRsd 생성 회로(608)는 SDRAM(103)에 액세스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MUX/
DEMUX0(609)은 기입 시에, 호스트(111)와 접속된 SDRAM인터페이스(112) 버스와 데이터 전송 제어부(105)에서 생성
된 SDRAM인터페이스 버스(112)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SDRAM 인터페이스 제어 회로(107)로 보낸다. 또한, 판독 시
에는 SDRAM인터페이스 제어 회로(107)로부터 전송되는 SDRAM(103)의 데이터를 호스트(111)와 접속된 SDRAM인터
페이스(112)의 데이터 버스 혹은 SDRAM-버퍼 전송 회로(607)로 보낸다. ADRbu 생성 회로(610)는 데이터 버퍼(1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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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를 생성한다. MUX/DEMUX1(611)은 데이터 버퍼(108)에의 기입 시에 플래시-버퍼 전송 회로(606) 혹은
SDRAM-버퍼 전송 회로(607)의 출력 데이터 버스를 데이터 버퍼(108)로 보낸다. 또한, 데이터 버퍼(108)로부터 데이터
를 판독하는 경우에는, 플래시-버퍼 전송 회로(606) 혹은 SDRAM-버퍼 전송 회로(607)에 해당 데이터를 보낸다.

이하,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SDRAM(103)으로의 데이터 전송 처리를 예로 들어, 각 회로의 동작을 설명한다.

호스트(111)는 데이터 전송을 기동하기 전에, 플래시 메모리(102)측의 전송 개시 논리 섹터 어드레스(Dtx213)를 지정한
다(도 3의 어드레스 5). 어드레스의 지정 방법으로서는, Dtx213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 SDRAM(103) 상의 어드레스
(Ctx212) 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 경우, 어드레스 맵핑 테이블(603)에 기초하여 Ctx212는 Dtx213으로 변환된다.
Dtx213은 ADRf1 생성 회로(604)에서 유지되어,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부(106)로 보내진다. 호스트(111)는 데
이터 전송 사이즈를 설정하는 커맨드(도 3의 어드레스 7)를 이용하여 전송 사이즈를 설정한다. 설정된 전송 사이즈는 섹터
카운터(605)에서 유지된다. 여기서, 전송 사이즈의 지정이 바이트 단위이면, 전송 사이즈의 정보는 카운터(605)에서 섹터
단위로 변환되어,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부(106)로 보내진다. 또한 호스트(111)는 SDRAM(103)의 전송 개시 어
드레스 Ctx212를 설정하는 커맨드(도 3의 어드레스 6)를 발행한다. Ctx212는 ADRsd 생성 회로(608)에서 유지된다.

데이터 전송을 기동하는 커맨드 CMDtx706이 발행되면, 커맨드 디코더(601)에서 그 커맨드 내용이 해석된다. 시퀀서
(602)는 플래시 전송 모드(703)로 상태 천이하고, MUX/DEMUX0(609)을 통해, ADRsd 생성 회로(608) 및 SDRAM-버퍼
전송 회로(607)의 출력을 SDRAM인터페이스 제어 회로(107)에 보내도록 지시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
어부(106)에 대하여 논리 섹터 어드레스 Dtx213으로부터 지정된 전송 섹터수의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판
독하도록 지시한다. 판독된 섹터 데이터(SCTn)는 플래시-버퍼 전송 회로(606) 및 MUX/DEMUX1(611)을 통해 데이터
버퍼(108)로 전송된다. 그 후, 데이터는, 데이터 버퍼(108)로부터 SDRAM-버퍼 전송 회로(607) 및 MUX/DEMUX0(609)
을 통해 SDRAM인터페이스 제어 회로(107)로 전송되어 SDRAM(103)에 기입된다.

도 8은 데이터 전송의 타이밍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하나의 섹터 (SCT0(802))가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데이터 버퍼
(108)로 전송되면, 데이터 버퍼(108)로부터 SDRAM(103)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개시되며(804), 아울러서 플래시 메모리
(102)로부터 데이터 버퍼(108)로의 데이터 전송이 계속된다(SCT1의 전송). 또, SDRAM(103)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
(102)에의 데이터 전송은 상술한 전송 경로와는 반대의 경로로 행해진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SDRAM(103)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호스트(111)로부터의 커맨드에 따
라 사전에 실시해 둠으로써, 호스트(111)는 SDRAM(103) 상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SDRAM(103)
상의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02)에 전송함으로써, 전원 차단 후에라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901)의 제2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메모리 장치(901)는 호스트(906)와의
접속 인터페이스로서, 도 1에서 도시한 SDRAM 인터페이스(112) 외에, MultiMediaCard(MultiMediaCard는
InfineonTechnologiesAG의 등록 상표. 이하, 「MMC」라고 약기) 인터페이스(907)를 갖는다. MMC는 플래시 메모리
(102)를 기억 매체로 하는 메모리 카드이며, 호스트(906)는 MMC 커맨드를 발행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102)의 데이터
판독 및 기입을 행한다. 즉, 메모리 장치(901)는 전술한 메모리 간 전송 등의 기능 외에, MMC로서의 기능도 갖는다. 따라
서, 메모리 장치(901)에서의 MMC 인터페이스(907)는 MMC 사양에 준거하는 것이다.

MMC 인터페이스(907)는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칩 셀렉트 단자(CS)(1001), 커맨드 단자(CMD)(1002), 2개의 접지
단자(GND1)(1003, 1006), 호스트(906)로부터의 전원 공급 단자(VCC1)(1004), 클록 단자(CLK1)(1005), 및 데이터
(DAT)(1007)의 7개의 단자로 구성된다. CS(1001)는 MMC의 SPI 모드의 동작에서 사용되는 입력 단자로서,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다. CMD(1002)는 호스트(906)가 MMC 사양에 준거한 메모리 카드 커맨드를 메모리 장치(901)로 송신하거나,
동일 사양에 준거한 메모리 카드의 응답을 메모리 장치(901)로부터 수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입출력 단자이다.
DAT(1007)는 호스트(906)가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사양에 준거한 형식의 입력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901)에 송신하
거나, 동일 사양에 준거한 형식의 출력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901)로부터 수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입출력 단자이다.
CLK1(1005)은 호스트(906)로부터 공급되는 클럭 신호가 입력되는 단자이다. 호스트(906)가 CMD(1002)를 통해 메모리
카드 커맨드, 메모리 카드 응답을 송수신하거나, DAT(1007)를 통해 호스트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에, CLK1(1005)에 클
럭 신호가 입력된다. 또, MMC 인터페이스(907)의 전송 속도가 시스템 상 병목이 되는 경우, MMC 인터페이스(907)의 사
양을 변경하여 CLK1(1005)의 클럭 주파수를 높이거나 DAT(1007)를 복수개 사용하여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해도 된다.

메모리 장치(901)의 내부 구성은 도 1에서 도시한 메모리 장치(101)의 내부 구성과 비교하여, MMC 인터페이스 제어부
(903)가 추가되어 있고, MMC 인터페이스 제어부(903)가 데이터 전송 제어부(905)에 접속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전술한 실시 형태에서는 호스트(111)로부터의 커맨드 발행이 SDRAM 인터페이스(112)를 통해 실행되는 예를 들었지만,
본 실시 형태의 구성에서는 MMC 인터페이스(907)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도 3에 도시한 커맨드를 MMC의
커맨드로 하여, 호스트(906)로부터 메모리 장치(901)에 발행할 수 있다. 발행된 커맨드는 MMC 인터페이스 제어부(903)
에서 커맨드 제어 회로(904)가 그 내용을 해석한다. 이것은 전술한 도 6에 도시한 커맨드 디코더(601)와 동일한 기능이다.

또한,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실현하는 형태로서,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은 내부 구성을 취해도 된다. 이것은
MMC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갖는 MMC제어부(1302) 및 플래시 메모리(102), 메모리 통괄 제어
부(1304), 및 SDRAM(103)으로 구성된다. 메모리 통괄 제어부(1304)는 MMC 인터페이스(907)와 SDRAM 인터페이스
(112)를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 인터페이스 변환 제어 회로(1305) 및 SDRAM 인터페이스 제어 회로(107)로 구성된다. 이
구성의 경우, MMC용 제어 LSI를 그대로 유용함으로써, MMC 인터페이스(907)를 갖지 않는 호스트(1306)에 대해서도
(SDRAM인터페이스(112)를 통해) 제2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상기 MMC 인터페이스(907)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 도 11 및 도 12는, 각각 본
발명을 SD 카드(폭 24㎜, 길이 32㎜, 두께 2.1㎜로, 9개의 외부 단자를 갖고,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한 소형 메모리 카드)와
메모리 스틱(메모리 스틱은 소니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이다)의 인터페이스에 적용한 메모리 장치(1101, 1201)의 내부 구
성의 개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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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드 외부 단자는 9개의 단자로 이루어지고, 이들의 위치는 끝에서부터 Data2 단자(1104), Data3 단자(1105), Com
단자(1106), Vss 단자(1107), Vdd 단자(1108), Clock 단자(1109), Vss 단자(1110), Data0 단자(1111), Data1 단자
(1112)의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Vdd 단자(1108)는 전원 공급 단자, Vss 단자(1107)는 접지 단자, Data0 단자(1111)와
Data1 단자(1112)와 Data2 단자(1104)와 Data3 단자(1105)는 데이터 입출력 단자, Com 단자(1106)는 커맨드 입출력
단자, Clock 단자(1109)는 클럭 입력 단자이다. 이 경우, 외부에 접속하는 SD 카드 대응 호스트(1114)와의 인터페이스 사
양에 있어서 MMC와 다르지만, MMC 외부 단자와 매우 유사한 외부 단자를 갖고, MMC와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커맨드
를 발행함으로써 동작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메모리 스틱 외부 단자는 10개의 단자로 이루어지고, 이들 위치는 끝에서부터 Gnd 단자(1204), BS 단자(1205),
Vcc 단자(1206), 예약 단자 Rsv를 하나 스킵하여 DIO 단자(1207), INS 단자(1208), 예약 단자 Rsv를 하나 스킵하여
SCK 단자(1209), Vcc 단자(1210), Gnd 단자(1211)의 순으로 배열한다. Vcc 단자(1206)는 전원 공급 단자, Gnd 단자
(1204)는 접지 단자, DIO 단자(1207)는 커맨드 및 데이터 입출력 단자, SCK 단자(1209)는 클럭 입력 단자이다. 메모리
스틱은 외부에 접속하는 메모리 스틱 대응 호스트(1213)와의 인터페이스 사양에 있어서 MMC와 차이가 있지만, MMC와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커맨드를 발행함으로써 동작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MMC 인터페이스(907) 및 SDRAM 인터페이스(112)를 갖는 호스트(906)는 메모리 장치(901)를
고속의 휘발 및 불휘발 메모리로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MMC로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4는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장치(1401)의 제3 실시 형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메모리 장치(1401)는 호스트(1408)와
의 인터페이스로서 MMC 인터페이스(1407)를 갖는다. 또, 본 실시 형태의 메모리 장치(1401)는 카드 형상이지만, 형상에
대해서는 카드의 형상뿐만 아니라, 전술한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장치로서 취급할 수도 있다. 도 14에서의 메모
리 장치(1401)의 내부 구성은 도 9에 도시한 메모리 장치(901)의 내부 구성과 비교하여, MMC 인터페이스 제어부(1403)
에서 커맨드 리퍼(ripper) 회로(1405)가 추가되어 있고, 그 출력이 데이터 전송 제어부(1406)에 접속되어 있는 점이 다르
다. 또한, 호스트(1408)와의 접속에는 SDRAM인터페이스(112)는 없고, MMC 인터페이스(1407)뿐인 점이 다르다. 그 밖
의 구성은 도 9와 다르지 않다.

전술한 실시 형태에서는, 호스트(111, 906)로부터 SDRAM(103)에의 액세스는 SDRAM 인터페이스(112)를 통해 행해지
는 예를 나타내었지만, 본 실시 형태의 구성에서는 SDRAM(103)에의 액세스도, MMC 인터페이스(1407)를 통해 행해진
다. 즉, 메모리 장치(1401)는 MMC으로서의 기능 외에 MMC 인터페이스(1407)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102)와
SDRAM(103)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지시하는 커맨드를 발행하거나, MMC 인터페이스(1407)로부터 SDRAM(103)으로의
액세스를 행할 수 있다. 상술한 액세스를 실현하는 일례로서, 예를 들면 새롭게 정의한 MMC 커맨드를 이용하여 커맨드의
데이터 영역에 SDRAM(103)에의 데이터 기입 혹은 판독 명령을 캡슐화하여 MMC(1401)에 발행하는 것이 생각된다. 이
경우, MMC 인터페이스 제어부(1403)의 커맨드 제어 회로(1404)에서 SDRAM(103)에의 액세스를 요구하는 커맨드를 검
출하고, 커맨드 리퍼 회로(1405)에서 액세스 요구 정보를 패치하여, 데이터 전송 제어부(1406)의 커맨드 디코더(601)(도
6 참조)에 보냄으로써, 전술한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제어부(1402)로부터 SDRAM(103)에의 액세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MMC 인터페이스(1407)만을 이용하여 MMC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의 휘발 및 불휘발 메모
리로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본 발명에서 도시한 메모리 장치(101, 901, 1301, 또는 1401)는 어떠한 형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메모
리칩과 제어용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수납한 LSI로 해도 되며, 모든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 칩 상에 수납해도 된다. 또한, 상
술한 MMC 등 메모리 카드의 형상으로 수납해도 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나타낸 불휘발성 메모리 및 휘발성 메모리의 종
별에 대해서는 각각 플래시 메모리(102), SDRAM(103)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말하면, 강유전
체 메모리나 MRAM(자기 메모리)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에, 본 발명의 SDRAM(103) 상의 불휘발 영역 관리 방법의 상세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SDRAM(103)의 불휘발
영역의 구성, 및 SDRAM(103)의 불휘발 영역과 플래시 메모리(102)의 기억 영역과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SDRAM(103)의 불휘발 영역은, 도면과 같이, 용도별로 영역 SA1501, 영역 SB1502, 영역 SC1503, 영역 SD1504, 및 영
역 SE1505로 나누어서 관리된다. 각각의 영역은 플래시 메모리(102) 상의 영역 FA1510, 영역 FB1511, 영역 FC1512,
영역 FD1513, 영역 FE1(1514), 및 영역 FE2(1515)에 대응되어 있다. SDRAM(103) 상의 영역과 플래시 메모리(102) 상
의 영역의 대응이, 1 대 1이 아니어도 되며, 영역 SE1505와 영역 FE1(1514) 및 영역 FE2(1515)를 대응시켜도 상관없다.
또한, 이 이상으로 영역을 분할하여 관리해도 된다.

영역의 관리는 어드레스 맵핑 테이블(603) 내에 영역 관리 테이블(1601)을 준비하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터 전송 제
어부(105)가 관리한다. 또한, 영역 관리 테이블(1601)은 다른 기록 장치 상에 준비해도 상관없다. 도 16은 영역 관리 테이
블(1601)의 구체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영역 관리 테이블(1601)은 플래시 메모리(102)의 선두로부터, 순차 영역을 할
당한 때의 각 영역의 속성 정보를 관리한다. 예를 들면, SDRAM의 불휘발 영역이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은 영역 구성인
경우,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영역의 속성이 영역 관리 테이블(1601)에 할당된다. 각 영역에 속성을 설정함으로써,
호스트(111)의 사용 조건에 따라 액세스 방식 등의 특성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6에서, OFFSET ADDRESS의 값 p는 할당 가능한 영역수의 최대치로 설정된다. 영역 관리 테이블(1601)의 영역 정보
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각 영역은 예비 영역(1607)으로서 다음회 영역 할당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송 제어부
(105)에 의해 관리된다.

도 17은 도 16에서 설명한 영역 속성 정보의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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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AM영역의 선두 어드레스(1702)는 SDRAM영역의 개시 어드레스를 지정한다. 플래시 영역의 선두 어드레스(1703)
는 SDRAM영역의 선두 어드레스(1702)에 대응하는 플래시 메모리 에리어의 개시 어드레스를 지정한다. SDRAM영역 사
이즈(1704)는 SDRAM영역의 사이즈를 지정한다. 갱신 횟수(1705)는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SDRAM(103)으로 데이
터를 전송한 후, SDRAM(103) 상의 데이터가 몇번 호스트(111)에 의해 갱신되었는지를 기록한다.

SDRAM(103)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로 데이터가 기입되면 0으로 클리어된다. 갱신 횟수 임계값(1706)는, 0이 지정
되면, SDRAM영역이 갱신될 때마다 플래시 메모리(102)로 데이터가 기입된다. 1 이상의 값이 지정되면, SDRAM영역이
지정 횟수가 갱신될 때까지 플래시 메모리(102)로 데이터가 기입되지 않는다. 사전 소거(pre-erase)(1707)는, 0이 지정
되면, SDRAM(103)이 갱신되어도 대응하는 플래시 메모리 에리어 상의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다. 1이 지정되면, 대응하
는 플래시 메모리 에리어 상의 데이터가 삭제된다. 데이터 복제수(1708)는, 0이 지정되면, SDRAM(103) 상의 데이터가
복제되지 않는다. 1 이상이 지정되면, SDRAM(103) 상의 데이터를 지정수 복제하여 플래시 메모리(102)로 데이터가 기입
된다. 웨어레벨링(wear leveling) 수(1709)는 SDRAM(103)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로 데이터를 기입할 때마다 기
입하는 위치를 변화시키는 웨어레벨링이라는 처리를 제어하는 파라미터이다. 0이 지정되면, SDRAM(103)으로부터 플래
시 메모리(102)로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 웨어레벨링이 행해지지 않는다. 1 이상의 값이 지정되면, SDRAM(103)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로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 지정수의 웨어레벨링이 행해진다. 예를 들면, 1이 지정된 경우, 도 15의 영
역 SE 및 영역 FE1(1514), FE2(1515)와 같이, SDRAM 영역의 2배의 영역이 플래시 메모리(102)에 준비되며, SDRAM
영역 SE1505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로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 영역 FE1(1514)과 영역 FE2(1515)에 교대로 데이터
가 기입된다. 웨어레벨링값(1710)은 웨어레벨링 유효 시에, 다음에 기입해야 할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웨어레벨링
값이다. 값이 웨어레벨링수(1709)와 같아지면, 0으로 클리어된다. 사용자 정의 속성(1711)은 호스트(111)가 설정 가능한
영역마다의 사용자 정의 속성값이다.

도 18은 메모리 장치(101) 기동 시의 영역 설정 데이터 설정 처리와 초기화 처리의 수순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메모리 장
치(101)가 기동하면, 메모리 제어부(104), SDRAM(103), 및 플래시 메모리(102)가 초기화된다(1801). 초기화가 종료하
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영역 설정 데이터 판독 지시를 플래시 메모리(102)에 발행한다(1802). 플래시 메모리(102)는
영역 설정 데이터를 메모리 제어부(104)에 송신한다(1804). 메모리 제어부(104)는 영역 설정 데이터를 데이터 버퍼(108)
에 보존한다(1803). 다음에, 메모리 제어부(104)는 영역 설정 정보에 기인하여 초기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SDRAM(103)으로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데이터의 전송이 행해진다(1805). 데이터 판독 처리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
다. 복호 메모리 장치(101)는 필요한 데이터가 전부 판독될 때까지 데이터 판독 처리를 반복한다(1806). 데이터의 전송이
종료하면, 메모리 장치(101)는 장치 자신의 초기화 종료를 호스트(111)에 보고한다(1807). 그 후, 호스트(111) 및 메모리
장치(101)는 통상 동작을 개시한다(1808).

도 19는 호스트(111)가 영역 데이터를 갱신할 때의 수순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호스트(111)는 영역 설정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101)에 기입한다(1901). 메모리 제어부(104)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 버퍼(108)에 기입하고, 데이터를 갱신한다
(1902). 그 후, 메모리 제어부(104)는 영역 설정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02)의 영역 설정 데이터 기록 영역에 기입한다
(1903, 1904).

도 20은 호스트(111)가 메모리 장치(101)에 데이터를 기입했을 때의 처리의 수순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호스트(111)는 메모리 장치(101)로 데이터를 기입한다(2001). 이 때, 메모리 제어부(104)는 호스트(111)의 액세스 어드
레스를 검출한다(2002). 호스트(111)가 기입한 데이터는 SDRAM(103)에 기록된다(2003). 메모리 제어부(104)는 검출한
액세스 어드레스로부터 호스트(111)의 액세스 영역을 조사하여, 영역 관리 테이블(1601) 상의 영역 속성을 참조한다
(2004). 그 후, 메모리 제어부(104)는 영역 속성의 갱신 횟수값(1705)에 1을 더한다(2005). 갱신 횟수값(1705)이 갱신 횟
수 임계값(1706) 이상이 되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SDRAM(103)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에의 데이터 기입 처리
(2007)의 실행을 지시하고, 그 후 갱신 횟수값(1705)을 클리어한다(2008). 갱신 횟수(1705)가 갱신 횟수 임계값(1706)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사전 소거(1707)의 유효 판정을 행한다(2009). 사전 소거(1707)가 유효하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소거해야 할 영역을 플래시 메모리(102)에 지시한다(2010). 플래시 메모리(102)는 지정 영역의 소
거를 행한다(2011). 사전 소거(1707)가 무효하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처리를 종료한다.

도 21은 데이터 기입 처리(2007)의 상세 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메모리 제어부(104)는 웨어레벨링이 유효한지 판정한다(2101). 유효하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웨어레벨링값에 1을 더
한다(2102). 웨어레벨링값(1710)이 웨어레벨링 수(1709) 이상으로 되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웨어레벨링값(1710)을
클리어한다(2103, 2104). 다음에, 메모리 제어부(104)는 웨어레벨링값으로 나타내는 영역으로 SDRAM(103)으로부터 플
래시 메모리(102)로 데이터 전송을 지시하고(2105), 데이터 전송 종료 후 처리를 종료한다(2110). 웨어레벨링이 무효하
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데이터 복제수 판정을 행한다(2106). 복제수가 1 이상이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SDRAM(103)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에 지정수의 복제 데이터 전송을 지시하고(2108) SDRAM(103) 및 플래시 메
모리(102)는 SDRAM(103)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102)에의 데이터 전송을 행한다(2107). 다음에, 메모리 제어부(104)
는 SDRAM(103) 및 플래시 메모리(102)에 데이터 기입을 지시하고(2109), SDRAM(103) 및 플래시 메모리(102)는 통상
의 데이터 기입을 행한다(2110).

도 22는 메모리 장치(101)의 동작을 종료할 때의 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호스트(111)는 메모리 동작 정지 지시를 발행한다(2201). 메모리 장치(101)는 SDRAM(103) 상의 미보존 데이터 중, 보존
해야 할 데이터를 전부 플래시 메모리(102)에 기입한다(2007). SDRAM(103) 상의 보존해야 할 모든 영역의 플래시 메모
리(102)에의 기입이 종료하면(2202), 메모리 장치(101)는 데이터 보존 완료 보고(2203)를 호스트(111)에 발행한다. 그
후, 호스트(111)는 메모리 정지 처리를 행한다(2204).

도 23은 플래시 메모리(102)로부터 SDRAM(103)에의 데이터 전송 시의 상세 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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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제어부(104)는 데이터 판독을 실행하는 영역의 웨어레벨링 유효 판정을 행한다(2300). 웨어레벨링이 유효하면, 메
모리 제어부(104)는 웨어레벨링값(1710)으로 나타내는 플래시 메모리 에리어로부터 SDRAM(103)으로 데이터 전송을 행
하도록 지시하고, 데이터의 전송이 행해진다(2301, 2303). 웨어레벨링이 무효하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통상의 데이터
판독의 실행을 지시하고, 통상의 데이터 판독이 행해진다(2302, 2303). 또한, 데이터의 전송 시에 ECC 제어 회로(109)가
판독 데이터의 ECC 에러 정정을 자동적으로 행해도 된다. 이들의 처리 종료 후에, 메모리 제어부(104)는 SDRAM(103) 상
에 판독된 데이터의 에러 판정(2304)을 행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리를 종료한다. 에러가 발생하면, 메모리 제어
부(104)는 데이터 복제 영역이 유효한지를 판정한다(2305). 유효하면, 메모리 제어부(104)는 SDRAM(103) 및 플래시 메
모리(102)에 복제 영역으로부터의 데이터 판독을 지시한다(2306, 2308). 그 후, 메모리 제어부(104)는 다시 에러 판정을
행하고(2304),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리를 종료한다.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복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판정한다
(2305). 메모리 제어부(104)는 복제 데이터가 없어질 때까지 이 처리를 실행하고, 복제 데이터가 없어져도 에러가 없어지
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 처리를 실행한다(2307). 에러 처리의 예로서는 그 영역을 불량 섹터로 하여 대체 섹터 회로(110)가
처리를 행하여 대체 섹터를 준비하고 에러가 발생한 것을 호스트(111)로 통지하는 것 등이 고려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고속이며 불휘발성 메모리 시스템
을 호스트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즉, 호스트가 액세스 가능한 휘발 영역에, 불휘발인 영역을 자유롭게 맵핑
할 수 있다. 또한, 임의의 어드레스 범위에 대하여 임의의 타이밍에서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
송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MMC 등의 카드 인터페이스와의 병용이나 카드 인터페이스만으로, 휘발성 메모리, 불
휘발성 메모리에의 액세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스트로부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또한 전기적으로 상기 데이터를 소거
할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상기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에서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버퍼를 포함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데이터의 저장 영역의 용량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데이터의 저장 영역의 용량보다도
크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및 제2 에리어(area)를 포함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를 미러링(mirroring)하기 위한 제3 에리어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제1 에리어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3 에리어와의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4 에리어
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4 에리어로부터 상기 레지스터로 판독하
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에 따라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상기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의 전원 공급이 개시된 경우에,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의 상기 제4 에리어로부터 상기 레지스터로 판독하고,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에 따라서 상기 불휘
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3 에리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를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로 전송하고, 상기 호스트
로부터의 전원 공급이 정지되는 경우에,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에 따라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에 저장된 상기 데이터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3 에리어로 전송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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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데이터의 소거 횟수 또는 상기 데이터의 저장 영역의 불량화에 따라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변경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사이에서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버퍼를 포함
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및 제2 에리어를 포함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를 미러링하기 위한 제3 에리어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3 에리어와의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4 에리어를 포
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4 에리어로부터 상기 레지스터로 판독하
고,

상기 제어 회로는, 호스트로부터의 커맨드를 수신하여, 해석하고, 해석된 상기 커맨드에 따라,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어
드레스의 대응 정보에 따라서 상기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에서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버퍼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및 제2 에리어를 포함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를 미러링하기 위한 제3 에리어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3 에리어와의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4 에리어를 포
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4 에리어로부터 상기 레지스터로 판독하
고,

상기 제어 회로는, 호스트로부터의 액세스 목적지가 상기 휘발성 메모리 상의 사전에 정해진 어드레스인 경우에, 상기 레
지스터 내의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에 따라서 상기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의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와, 호스트와 상기 제어 회로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기입 및 판독하는 데이터를 입출력
하는 제1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와 상기 제어 회로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기입 및 판독할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제2
인터페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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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에서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버퍼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및 제2 에리어를 포함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를 미러링하기 위한 제3 에리어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3 에리어와의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4 에리어를 포
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4 에리어로부터 상기 레지스터로 판독하
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에 따라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상기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제2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커맨드에 따라,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
의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의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와, 호스트와 상기 제어 회로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기입 및 판독할 데이터를 입출력하
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에서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버퍼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기입 및 판독할 데이터를 입출력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및 제2 에리어를 포함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를 미러링하기 위한 제3 에리어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3 에리어와의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4 에리어를 포
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4 에리어로부터 상기 레지스터로 판독하
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에 따라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상기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카드의 규격에 따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휘발성 메모리와 불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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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전송 데이터를 유지하는 유지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호스트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및 제2 에리어를 포함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를 미러링하기 위한 제3 에리어와,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1 에리어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3 에리어와의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4 에리어를 포
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를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4 에리어로부터 상기 레지스터로 판독하
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레지스터 내의 상기 어드레스의 대응 정보에 따라, 상기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사
이의 상기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정보를 특정한 단위로 액세스할 수 있는, 불량 영역을 포함하는 기록부와,

상기 기록부와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버퍼 메모리와,

상기 기록부 내의 불량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보존하는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기록부 및 상기 휘발성 메모리를 제어하는 제어 회로와,

호스트로부터의 액세스를 처리하고, 상기 기록부 제어 회로와 상기 불량 관리 회로에 동작 지시를 하는 수단을 갖는 인터
페이스 제어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기록부를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개별로 관리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분할 단위마다 그 영역 내에 포함되는 불량 영역과,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량 영역을 치환하기 위
한 대체 영역을 확보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불량 영역에 상기 호스트가 액세스했을 때에, 상기 불량 영역 대신에 상기 대체 영역을 액세스하도
록 액세스 목적지를 변환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정보를 상기 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버퍼 메모리를 통해 상기 기록부로 전송하
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부는 복수 종류의 불량 특성을 갖고, 각각의 불량 특성에 따른 회로로 순차 대체 처리를 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가 프로그래머블 시퀀서와 시퀀스를 기록한 ROM으로 구성되며, 상기 ROM을 교체함으로써 상기 시퀀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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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가 프로그래머블 시퀀서와 시퀀스를 유지하는 RAM으로 구성되며, 기동 시에 기록부로부터 시퀀스 코드를
판독하여 상기 RAM에 보존하고, 상기 시퀀스 코드를 상기 시퀀서가 실행함으로써 상기 시퀀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메
모리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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