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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모리 시스템 및 그것의 데이터 저장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은: (a)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단계; (b) 상기 필터링에 근거하
여 상기 데이터가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c)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b) 단계 이후,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판단 결과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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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에 있어서:
(a)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단계;
(b) 상기 필터링에 근거하여 상기 데이터가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될지 여부를 판
단하는 단계; 및
(c)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b) 단계 이후,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판단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는 심볼을 기준으로 필터링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입력되는 데이터는 상기 복수의 필터링 데이터로 필터링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서로 다른 메모리 장치인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장치는 플래시 저장 장치 및 HDD(Hard Disk Driver)인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
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하나의 메모리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
터 저장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하이브리드 HDD인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인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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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각각 SLC(Singl Level Cell) 영역 및 MLC(Multi Level Cell) 영역이되,
상기 SLC 영역은 데이터를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는 영역이고, 상기 MLC 영역은 데이터를 MLC 방식으로 프로
그램하는 영역인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필터링 데이터는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태그를
덧붙히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필터링 데이터는 상기 태그에 따라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
를 저장될지 판단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
청구항 12
제 1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메모리 영역;
제 2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2 메모리 영역; 및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되, 데이터를 상기 제 1 혹은 제 2 종류의 데이터로
필터링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영역에 전송하는 호스트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에서 상기 데이터는 심볼을 기준으로 필터링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영역은 서로 다른 메모리 장치인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장치는 플래시 저장 장치 및 HDD(Hard Disk Driver)인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메모리 영역 및 상기 제 2 메모리 영역은 하나의 메모리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하이브리드 HDD인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인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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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각각 SLC(Singl Level Cell) 영역 및 MLC(Multi Level Cell) 영역이되,
상기 SLC 영역은 데이터를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는 영역이고, 상기 MLC 영역은 데이터를 MLC 방식으로 프로
그램하는 영역인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태그를
상기 데이터에 덧붙히는 필터 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데이터에 덧붙혀진 상기 태그에 따라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될지 판단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 상기 SLC 영역 혹은 MLC 영역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태그를 상기
데이터에 덧붙히는 필터 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에 덧붙혀진 상기 태그에 따라 상기 필터링 데이터를 상기 SLC 영역 혹은 상기 MLC 영역에 저장시키
는 메모리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SLC 영역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시스템의 메타 파일 혹은 코드 데이터인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카드에 이용되는 메모리 시스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0>

본 발명은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메모리 시
스템 및 그것의 데이터 저장 방법에 관한 것이다.

<21>

최근 들어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는 장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Digital Camera), 휴대전화(Mobile Phone), 캠코더, 플래시 카드(flash card), 및 SSD(Solid State Disk) 등
은 저장장치로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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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장장치로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는 장치들이 증가하면서, 비휘발성 메모리의 용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들 중 하나는 하나의 메모리 셀(cell)에 다수의 비트들을 저장하는 방식인
이른바 멀티 레벨 셀(MLC: Multi Level Cell) 방식이다.

<23>

도 1은 일반적인 메모리 시스템(100)을 보여주고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메모리 시스템(100)은 호스트
(110), 메모리 제어기(120),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130)를 구비한다.

<24>

메모리 제어기(120)는 버퍼 메모리(121)를 포함한다. 플래시 메모리(130)는 셀 어레이(131) 및 페이지 버퍼
(132)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플래시 메모리(130)에는 디코더(decoder), 데이터 버퍼(data
buffer), 그리고 제어 유닛(control unit)이 포함되어 있다.

<25>

메모리 제어기(120)는 호스트(110)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Data)와 쓰기 커맨드(Write Command)를 입력받고, 데
이터(Data)가 셀 어레이(131)에 쓰이도록 플래시 메모리(130)를 제어한다. 또한, 메모리 제어기(120)는 호스트
(110)로부터 입력되는 읽기 커맨드(Read Command)에 따라, 셀 어레이(13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읽혀지도
록 플래시 메모리(130)를 제어한다.

<26>

버퍼 메모리(121)는 플래시 메모리(130)에 쓰일 데이터 또는 플래시 메모리(130)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한다. 버퍼 메모리(121)에 임시적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제어기(120)의 제어에 의해 임시적 저장된 데이
터를 호스트(110) 또는 플래시 메모리(130)로 전송한다.

<27>

플래시

메모리(130)의

셀

어레이(131)는

복수의

메모리

(Nonvolatile)으로, 데이터를 저장한 후 전원이 꺼져도

셀(Cell)로

구성된다.

메모리

셀은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 페이지

버퍼(132)는 셀 어레이(131)의 선택된 페이지(page)에 쓰일 데이터 또는 선택된 페이지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저
장하는 버퍼이다. 플래시 메모리(130)의 셀 어레이(131)는 멀티비트 데이터가 프로그램된다. 즉, 하위비트(LSB)
먼저 프로그램하고, 하위 비트(LSB)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메모리 셀에 상위비트(MSB)를 프로그램한다.
<28>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130)는 SLC(Single Level Cell) 방식으로 프로그램되는 영역(도시되지 않음)과
MLC(Multi Level Cell) 방식으로 프로그램되는 영역(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어드레스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할지 혹은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필터는 어드레스 요청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호스트(100)의 오브젝트(Object)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구분함으로 필터의 범위가 협소하다. 한편 호스트(100)내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시되지 않음)는 플래시 메모리(130)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읽기, 쓰기 및 소거를 요청함으로 플래시 메모리
(130)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29>

예를 들어,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원도우 시스템일 경우,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윈도우 메타 파일
(windows meta file)은 필터링되지 않고 플래시 메모리(130)의 MLC 영역에 저장되고 있다. 이러한 윈도우 메타
파일은 비번하게 억세스되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러한 윈도우 메타 파일은 SLC 영역에 저장되도록 필터링될
필요성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0>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및 그것의 데이터 저장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1>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법은: (a)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단계; (b) 상기 필터링에 근거
하여 상기 데이터가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c) 상
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b) 단계 이후, 상기 데이터는 상기 판단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32>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는 심볼을 기준으로 필터링된다.

<33>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입력되는 데이터는 상기 복수의 필터링 데이터로 필터링된다.

<34>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서로 다른 메모리 장치이다.

<35>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장치는 플래시 저장 장치 및 HDD(Hard Disk Driver)이다.

- 5 -

등록특허 10-0854032
<36>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하나의 메모리 장치에 포함되어 있다.

<37>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하이브리드 HDD이다.

<38>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이다.

<39>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각각 SLC(Singl Level Cell) 영역 및 MLC(Multi Level Cell)
영역이되, 상기 SLC 영역은 데이터를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는 영역이고, 상기 MLC 영역은 데이터를 MLC 방식
으로 프로그램하는 영역이다.

<40>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필터링 데이터는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
를 나타내는 태그를 덧붙히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41>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필터링 데이터는 상기 태그에 따라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를 저장될지 판단된다.

<42>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은: 제 1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메모리 영역; 제 2 종류의 데이터를 저
장하는 제 2 메모리 영역; 및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되, 데이터를 상기 제
1 혹은 제 2 종류의 데이터로 필터링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영역에 전송하는 호스트를 포함한다.

<43>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에서 상기 데이터는 심볼을 기준으로 필터링된다.

<44>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영역은 서로 다른 메모리 장치이다.

<45>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장치는 플래시 저장 장치 및 HDD(Hard Disk Driver)이다.

<46>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하나의 메모리 장치에 포함되어 있다.

<47>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하이브리드 HDD이다.

<48>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이다.

<49>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은 각각 SLC(Singl Level Cell) 영역 및 MLC(Multi Level Cell)
영역이되, 상기 SLC 영역은 데이터를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는 영역이고, 상기 MLC 영역은 데이터를 MLC 방식
으로 프로그램하는 영역이다.

<50>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
를 나타내는 태그를 상기 데이터에 덧붙히는 필터 드라이버를 더 포함한다.

<51>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데이터에 덧붙혀진 상기 태그에 따라 상기 복수의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
중 어느 하나에 저장될지 판단한다.

<52>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 상기 SLC 영역 혹은 MLC 영역 중 어느 하나를 나
타내는 태그를 상기 데이터에 덧붙히는 필터 드라이버를 더 포함한다.

<53>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에 덧붙혀진 상기 태그에 따라 상기 필터링 데이터를 상기 SLC 영역 혹은 상기
MLC 영역에 저장시키는 메모리 제어기를 더 포함한다.

<54>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SLC 영역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시스템의 메타 파일 혹은 코드 데이터이다.

<55>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카드에 이용된다.

<56>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57>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200)을 보여주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메모리 시스템(200)은 호스트
(210), 메모리 제어기(220) 및 플래시 메모리(230)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200)의 호스트
(210)는 플래시 메모리(230)의 SLC(Single Level Cell) 영역(232) 혹은 MLC(Multi Level Cell) 영역(234)에 저
장될 데이터를 각각 필터링하여 메모리 제어기(220)로 전달한다. 여기서 SLC 영역(232)은 SLC 방식으로 프로그
램되는 메모리 영역을 말하고, MLC 영역(234)는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영역을 말한다. SLC 영역
(232) 및 MLC 영역(234)은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유동적일 수도 있다.

<58>

호스트(210)는 프로세싱 유닛(211) 및 시스템 메모리(212)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세싱 유닛(211)은 중앙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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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구현될 것이다. 프로세싱 유닛(211)은 호스트(21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시스템 메모리(212)는 응
용 프로그램(213), 파일 시스템(214), 필터 드라이버(215)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216)를 포함하고 있다.
<59>

파일 시스템(214)은 자료를 계층적으로 저장, 탐색, 접근, 조작하기 위한 추상적 자료구조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하는 원도우즈(Microsoft Windows)는 FAT(File Allocation
Table) 또는 NTFS(NT File System)을 파일 시스템(214)으로 사용하고 있다.

<60>

필터 드라이버(215)는 파일 시스템(214)을 경유한 데이터 중에서 빈번하게 억세스가 요구되는 데이터를 필터링
한다. 아래에서 빈번하게 억세스가 요구되는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Meta Data)라 하겠다. 또한, 파일의 실제적
인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파일 데이터라 하겠다. 메타 데이터에는 코드(Code) 및 원도우즈 메타 파일
(Windows Meta File)이 포함된다. 여기서 코드는 파일 관련 정보, 확장자 정보 및 미러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파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원도우즈 메타 파일은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구동
하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a.txt'파일의 경우, 이 파일과 관련된 정보 및 원도우즈를 운영하
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메타 데이터이고, 'a.txt'의 실제적인 정보는 파일 데이터이다.

<61>

본 발명의 필터 드라이버(215)는 심볼(Symbo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한다. 필터 드라이버(215)가 메타 데
이터를 필텅링하기 위한 심볼에는 파일 이름, 확장자 정보, 미러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파일 정보 및 마
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즈의 경우 ＄으로 시작하는 메타 파일 심볼(Meta File Symbol) 등이 있다.

<62>

여기서 ＄으로 시작하는 메타 파일 심볼은 다음 표와 같다.

<63>

<64>

심볼

대상

역할여u

＄Mft

MFT 파일

MFT 자신에 대한 파일 레코드

＄MftMirr

MFT 미러 파일

MFT의 앞쪽 몇 개에 대한 사본

＄LogFile

로그 파일

볼륨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에 대한 기록

＄Root

루트 정보 파일

루트에 저장된 파일과 디렉토리 목록

＄Bitmap

비트맵

볼륨 할당상태 기록

＄Secure

데이터 베이스 파일

볼륨 전역의 보안 서술자 데이터 베이스

＄Boot

부트 파일

부트 스트랩에 대한 파일

원도우즈의 메타 파일은 필터 드라이버(215)를 통해 호스트(200)의 램(도시되지 않음)와 같은 메모리에 임시 저
장해두었다가 전송된다. 이를 통해 I/O 요청외에 불필요하게 플래시 메모리(230)에 억세스되는 것을 피하게 된
다.

<65>

필터 드라이버(215)는 심볼을 근거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메타 데이터 및 파일 데이터에 각각 서로 다른 태그
를 붙혀준다. 예를 들어, 메타 데이터는 SLC 태그를 덧붙혀주고, 파일 데이터는 MLC 태그를 덧붙혀준다. 여기서
태그는 소정 비트의 데이터에 하나의 비트를 추가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타 데이터는 SLC 태그
로 '1' 비트를 추가하고, 파일 데이터는 MLC 태그로 '0'비트를 추가할 수 있다.

<66>

디바이스 드라이버(216)는 플래시 메모리(230)의 제어 및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된다. 프로세싱 유닛(211)은
디바이스 드라이버(216)를 이용하여 플래시 메모리(230)와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67>

메모리 제어기(220) 및 플래시 메모리(230)는 하나의 메모리 카드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메모리 카드에
는 MMC(Multi Media Card), SD 카드, XD 카드, CF 카드, SIM 카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메모리 카드는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MP3 플레이어, PMP 등과 같은 호스트(210)에 접속되어 있다.

<68>

메모리 제어기(220)는 플래시 메모리(230)의 제반 동작(예를 들면, 쓰기 혹은 읽기 동작)을 제어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메모리 제어기(220)는 펌웨어(222)를 포함하고 있다. 펌웨어(222)는 호스트(210)로부터 전달된 태그
가 붙여진 데이터를 보고, 해당 데이터를 SLC 방식 혹은 MLC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230)에 프로그램시킨다.
예를 들어, 메타 데이터의 경우, 펌웨어(222)는 SLC 태그에 근거하여 메타 데이터를 SLC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
리(230)에 프로그램시킨다. 한편, 파일 데이터의 경우, 펌웨어(222)는 MLC 태그에 근거하여 파일 데이터를 자동
으로 MLC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230)에 프로그램시킨다.

<69>

플래시 메모리(230)는 메모리 셀 어레이(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하고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는 SLC 영역(232)
및 MLC 영역(234)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SLC 영역(232)는 상술된 바와 같이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되는 영역
이고, MLC 영역(234)은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되는 영역이다. MLC 방식에는 하나의 메모리 셀이 2비트를 저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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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2비트 MLC 방식, 3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3비트 MLC 방식 및 4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4비트 MLC 방식
등이 있다.
<70>

한편 SLC 영역(232) 및 MLC 영역(234)은 플래시 메모리(230)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유동적일 수도 있
다. 즉, 영역이 고정된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230)의 메모리 셀 어레이 중에서 일정한 영역은 SLC 영역(23
2)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영역을 MLC 영역으로 이용한다. 한편, 영역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
(230)의 메모리 셀 어레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할 수도 있고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도 있다.

<71>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200)의 호스트(210)는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SLC 방식 혹은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할지
를 결정하게 된다. 호스트(210)는 필터링된 데이터에 적합한 SLC 태그 혹은 MLC 태그를 덧붙혀준다. 메모리 제
어기(220)는 전달된 데이터에 붙혀진 SLC 태그 혹은 MLC 태그를 근거로 전송된 데이터를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
할지 혹은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할지 결정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200)은 플래시 메모리(230)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72>

도 3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200)의 파일 시스템의 아키텍쳐에 대한 제 1 실시예이다. 도 2 및 도 3를 참조
하면, 데이터 저장방법이 설명될 것이다.

<73>

S105 단계에서는 저장하려는 파일(예를 들어, a.txt)로부터 심볼 정보(symbolic information)를 알아낸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용자(user)가 플래시 메모리(230)에 파일(a.txt)를 저장하는 I/O 요청을 하게 되면, 필터
드라이버(212)는 저장하려는 파일(a.txt)을 필터링하여 심볼 정보(symbolic information)를 추출해 낸다

<74>

S110 단계에서는 파일 시스템 계층은 저장하려는 파일(a.txt)을 나타내는 논리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여기서 파
일 시스템은 크게 위치 정보 영역(Location Information)과 데이터 영역(Data Area)로 구성된다. 위치 정보 영
역에는 논리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영역에는 메타 데이터 및 파일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75>

S120 단계에서 I/O 계층은 파일 시스템 계층에서 생성된 논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저장 장치
로 저장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저장 장치는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본 메모리 시스템(200)에서는 저
장장치로 플래시 메모리(230)를 이용하고 있다.

<76>

S125 단계에서 필터 드라이버(212)는 S105 단계에서 알아낸 심볼 정보를 근거하여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23
0)의 SLC 영역(232) 혹은 MLC 영역(234)에 저장할지 판단한다. 또한 필터 드라이버(212)는 이러한 판단 결과에
따라 각각의 데이터에 적합한 SLC 태그 혹은 MLC 태그를 덧붙혀준다.

<77>

S130 단계에서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은 논리 어드레스을 플래시 메모리(230)에 적합한 물
리적인 어드레스로 매핑시켜 준다. 동시에 플래시 변환 계층(FTL)은 입력되는 데이터의 태그에 따라 해당 데이
터를 S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할지 혹은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할지 결정하게 된다. 도 2에 도시된 펌웨어(222)는
플래시 변환 계층에 포함된다.

<78>

플래시 변환 계층은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논리 어드레스를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한 어드레스 맵핑 모듈(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거 평준화 동작을 수행하는 소거 평준화 모
듈(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한편, 플래시 변환 계층은 플래시 메모리의 각 블럭들에 흩어져 있는 유효 데이
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블럭에 채우는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 동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플래시
변환 계층은 모듈 단위의 기능블럭들을 포함하며,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읽기/쓰기 요청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억
세스 동작을 지원한다.

<79>

S140 단계에서 플래시 메모리(230)의 해당 물리적 어드레스에 S130 단계에서 결정된 SLC 방식 혹은 MLC 방식으
로 해당 데이터가 프로그램된다.

<80>

도 4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200)의 파일 시스템의 아키텍쳐에 대한 제 2 실시예이다. 도 2 및 도 4을 참조
하면, 데이터 저장 방법이 설명될 것이다.

<81>

S210 단계에서, 사용자가 플래시 메모리(230)에 파일(a.txt)을 저장하는 I/O 요청을 하면, 파일 시스템 계층은
파일(a.txt)에 해당하는 논리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이때 동시에 S215 단계도 진행된다.

<82>

S215 단계에서, 필터 드라이버(212)는 파일 시스템 계층의 데이터로부터 심볼(Symbol)을 추출한다. 필터 드라이
버(212)는 추출된 심볼에 따라 해당하는 데이터에 SLC 태그 혹은 MLC 태그를 붙여준다.

<83>

S220 단계에서, I/O 계층은 태크가 붙은 데이터와 해당 논리 어드레스를 어떠한 저장 장치에 저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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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본 발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230)에 한정하였다. I/O 계층은 SLC 혹은 MLC 태그가
붙은 데이터를 메모리 제어기(220)로 전송한다.
<84>

S230 단계에서, 플래시 변환 계층은 논리 어드레스를 플래시 메모리(230)에 적합한 물리 어드레스로 매핑한다.
또한 플래시 변환 계층은 동시에 전송된 데이터의 태그에 따라 해당하는 물리 어드레스에 SLC 방식으로 프로그
램할지 혹은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할지 판단하게 된다.

<85>

S240 단계에서, 플래시 변환 계층의 판단 결과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230)에 해당 데이터를 SLC 방식 혹은 MLC
방식으로 프로그램시킨다.

<86>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200)은 비번하게 억세스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플래시 메모리(130)의 SLC 영역
(232)에 자동으로 프로그램하여 읽기 동작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87>

도 2에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200)은 저장장치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은 서로 다른 종류의 메모리 영역을 포함하는 저장장치에 대하여 필터링
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도 5은 본 발명의 또 다른 메모리 시스템(300)을 보여주고 있다. 도 5를 참조하
면, 메모리 시스템(300)은 호스트(310) 및 저장장치(320)를 포함하고 있다. 호스트(310)는 도 2에 도시된 호스
트(210)와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구현될 것이다. 저장장치(320)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제 1 메모리 영역(322) 및
제 2 메모리 영역(324)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제 1 메모리 영역(322)은 억세스와 신뢰성을 요구되는 종류의
메모리로서, 노아 플래시 메모리 혹은 피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제 2 메모리 영역(324)은 대용량의 데이터
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로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다. 덧붙혀, 제 1 메모리 영역(242)는 휘발
성 메모리를, 제 2 메모리 영역(324)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88>

한편,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은 저장장치로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Hybrid HDD)를 이용할 수도
있다. 도 6은 하이브리드 HDD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400)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메모리 시스템
(400)은 호스트(410) 및 하이브리드 HDD(420)를 포함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420)는 플래시
메모리(422) 및 HDD(424)를 포함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422)는 호스트(410)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부트 코드
(boot code)가 저장된다. 호스트(410)의 필터 드라이버(415)는 데이터 중에서 호스트(410)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부트 코드를 필터링하여 적합한 태그를 덧붙혀준다. 하이브리드 HDD(420)는 호스트(410)로부터 전달된 데이터에
붙혀진 태그를 보고, 플래시 메모리(422)에 저장할지 혹은 HDD(424)에 저장할지 판단한다.

<89>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저장장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메모리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HDD(Hard Disk
Driver), DVD(Digital Versatile Disc), BD(Blu-ray Disc) 등에 적용될 수도 있다.

<90>

상술한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은 하나의 저장 장치내에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은 서로 다른 저장장치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도 7은 본 발
명에 또 다른 메모리 시스템(500)에 대한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메모리 시스템(500)은 호
스트(510), 플래시 저장장치(520) 및 HDD(530)을 포함하고 있다.

<91>

호스트(510)는 파일을 어떠한 저장장치(520)에 저장할지를 판단한다. 즉 호스트(510)의 필터 드라이버(515)는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해당 데이터가 플래시 저장장치(520)에 저장될지 혹은 HDD(530)에 저장될지 판단한다. 호
스트(510)의 I/O 계층(도시되지 않음)은 필터 드라이버(512)의 판단 결과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플래시 저장장
치(520) 혹은 HDD(530)에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해당 데이터에는 필터 드라이버(512)의 판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92>

일례로, 필터 드라이버(515)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 데이터 저장 장치를 구분할 수 있다. 파일의 확장자가 동영
상 혹은 음원일 경우(예를 들어, MPG,AVI,MP3 등), 필터 드라이버(515)는 해당 파일을 플래시 메모리(520)에 저
장하게 하고, 그 외의 파일은 HDD(530)에 저장하도록 판단하고, 적합한 판단 정보를 해당 데이터에 추가한다.
I/O 계층(도시되지 않음)은 판단 정보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플래시 저장치(520) 혹은 HDD(530)에 전송한다.

<93>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94>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 및 그것의 데이터 저장 방법은 심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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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여 해당 데이터를 적합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게 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도 1은 일반적인 메모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2>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200)의 제 1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3>

도 3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200)의 파일 시스템의 아키텍쳐에 대한 제 1 실시예이다.

<4>

도 4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200)의 파일 시스템의 아키텍쳐에 대한 제 2 실시예이다.

<5>

도 5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300)에 대한 제 2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6>

도 6은 하이브리드 HDD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400)의 제 3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7>

도 7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500)에 대한 제 4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8>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9>

100,200,300,400,500: 메모리 시스템

<10>

110,210,310,410,510: 호스트

<11>

120,220: 메모리 제어기

130,230: 플래시 메모리

<12>

211,311: 프로세싱 유닛

212,312: 시스템 메모리

<13>

213,313: 어플리케이션

214,314: 파일 시스템

<14>

215,315,415,515: 필터 드라이버

216,316: 디바이스 드라이버

<15>

222: 펌웨어

<16>

232: SLC 영역

234: MLC 영역

<17>

322: 제 1 메모리 영역

324: 제 2 메모리 영역

<18>

320: 저장장치

420: 하이브리드 HDD

<19>

520: 플래시 저장장치

530: HDD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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