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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레벨링 시스템 및 웨어 레벨링 방법에 관한 것으로, 단위 섹터의 메모리 셀 가운
데 가장 노화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 소거시간을 통하여 단위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단위 섹터의 노화
정도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해당 단위 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갖는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레벨링 시스템과 웨어 레벨링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본 발명에 따른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은, 테스트 모드에서 단위 섹터를 구성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단위 메모리 셀이 정상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최대 노화상태에서 기 저장된 데이터를 소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출하여 이를 기준소거시간으로 설정한다. 정상동작 모드에서는 단위 섹터의데이터 소거 시 소요
되는 실제소거시간이 기준소거시간보다 크면 단위 섹터를 비활성화 시킨 다음 단위 섹터의 피지컬 어드레스가 다른 섹
터를 지시하도록 하고, 실제소거 시간이 기준소거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단위 섹터에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도록 활
성화시킨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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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플래쉬 메모리의 제어부와 메모리 셀 어레이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종래의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단위 섹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플래쉬 메모리.

제4도는 제3도에 나타린 본 발명에 따른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단위 섹터의 구성.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10 : 호스트 20, 120 : 제어부

21, 121 : 어드레스 변환부 22 : 소거회수 비교부

30, 130 : 메모리 셀 어레이 31, 131 : 단위 섹터

32, 132 : 사용자 영역 33, 133 : 기타정보 저장영역

34 : 소거회수 저장영역 122 : 소거 동작시간 검출부

123 : 소거 동작시간 비교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의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에 관한 것으
로, 특히 수 바이트(byte) 이상의 크기를 갖는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소거하여 일반적인 EEPROM보다 상대적으로 빠
른 속도로 데이터를 소거하는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 및 웨어 레벨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수명이 매우 긴 기억장치를 사용한다. 하드디스크는 개인용 컴퓨터 시
스템 등에서는 필수적인 기억장치이지만,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여러 장의 알루미늄 원판과 데이터 리드/라이트용 암(
arm) 등의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겁고 부피가 크며, 특히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포터블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종래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을 정
도로 수명이 길고 용량이 큰 플래쉬 EEPROM의 사용이 늘고 있다. 이 플래쉬 EEPROM은 간단히 플래쉬 메모리라고도 
부른다. 플래쉬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f1oating gate)와 콘트롤 게이트의 두 개의 게이트를 갖는 모스 트렌지스터를 
사용하여 단위 메모리 셀을 구성한 것이다. 기판과 콘트롤 게이트의 사이에 위치한 플로팅 게이트의 표면을 산화막(Si
O2)으로 둘러싸고, 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를 주입하거나 제거하여 두 가지의 논리상태를 구현한다. 즉, 콘트를 게이
트에 매우 높은 전압을 가하여 기판과의 사이에 매우 강한 전계를 형성시키면 기판에서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가 이동한
다. 이때 콘트롤 게이트에 대한 전압공급을 중단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표면의 산 화막 때문에 외부로 빠져 나오
지 못하며, 이로써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소거할 때 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가
해지는 매우 높은 전압 때문에, 데이터의 기록 및 소거 회수가 증가할수록 메모리 셀의 트랜지스터가 노화(degradatio
n)되어 데이터 저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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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쉬 메모리가 일반적인 EEPROM과 다른 점은 블록단위의 데이터를 일시에 소거하는 것이다. 플래쉬 메모리의 셀 
어레이는 다수개의 단위 섹터(unit sector)로 구성 되며, 하나의 단위 섹터는 대개 수백 바이트의 데이터 저장용량을 
갖는다. 이 단위 섹터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하나의 단위 섹터에서 일부 메모리 셀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때
는 하나의 단위 섹터에서 일부 메모리 셀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소거할 때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셀과 저장하고 있지 않은 메모리 셀을 구분하지 않고, 섹터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소거한다. 즉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소거(sector based erase)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플래쉬 메모리의 데이터 기록과 소거 과정에서 각각의 섹터를 구성하는 메모리 셀들이 노화되기 때문에 이 
노화정도를 검사하여 이후에도 해당 섹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이를 웨어 레벨링이라고 한다.

제1도는 종래의 플래쉬 메모리의 제어부와 메모리 셀 어레이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먼저 메모리 셀 어레이(30)
는 실제로 데이터가 기록되어 저장되는 다수개의 단위 섹터와 각각의 단위 섹터의 정보(로지컬 어드레스(logical add
ress)에 대응하는 피지컬 어드레스(physical address)등을 저장하는 섹터정보 테이블(sector information table)로 
구성된다.

제어부(20)의 어드레스 변환부(21)는 호스트(10)에서 발생한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한 다음 변
환된 피지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섹터의 데이터를 판독(read)한다. 또한 제어부(20)는 다수개의 단위 섹터로 구성되
는 메모리 셀 어레이(30)의 데이터 기록과 소거 동작 등을 제어하며, 각각의 단위 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를 리맵핑(remapping)함으로써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 및 단위 섹터의 대응관계를 재 설정한다.

    
제어부(20)의 또 다른 구싱요소는 소거회수 비교부(22)이다. 이 소거회수 비교부(22)에는 메모리 셀 어레이(30)를 
구성되는 단위 메모리 셀의 동작특성에 따라 최대 몇 회의 데이터 기록 및 소거가 가능한지를 실험을 통하여 구해진 값
이 기준소거회수로서 설정된다. 소거회수 비교부(22)는 메모리 셀 어레이(30)의 섹터정보를 통하여 각각의 단위 섹터
에서 진행된 소거회수와 기준소거회수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 섹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리맵핑하여 다른 새로운 섹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성하는 단위 섹터의 구성을 제2도에 나타내었다. 단위 섹터는 크게 오버헤드 영역(overhead ar
ea)과 사용자 영역(user's area)으로 구분된다. 사용자 영역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영역(32)이며, 오버헤드 영역은 다
시 기타정보 저장영역(33)과 소거회수 저장영역(34)으로 구성된다. 기타정보 저장영역(33)은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으로서 피지컬 어드레스와 유효비트(valid bit), 더티 비트(dirty bit) 등이 저장된다. 소거회수 
저장영역(34)에는 섹터의 데이타를 소거한 회수(erase time)가 저장된다. 이 소거회수 저장영역(34)에 저장된 값이 
제1도에 나타낸 소거회수 비교부(22)에서 기준소거회수와 비교되는 값이다.
    

플레쉬 메모리의 주된 응용범위 가운데 하나가 기준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데이터 저장용량이 매우 클 필
요가 있다. 만약 단위 섹터의 데이터 저장용량이 512바이트이고 전체 데이터 저장용량이 2기가 바이트(GB)인 플래쉬 
메모리라면 단위 섹터는 200만개 이상이 된다. 하나의 단위섹터가 3바이트의 소거회수 저장영역을 갖는다면 플래쉬 메
모리 전체의 소거회수 저장영역은 약 6메가 바이트이다.

따라시 플래쉬 메모리의 오버헤드 영역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단위 섹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 메모리 셀이 제조공정시의 미스매치로 인하여 모두 균일한 특성을 갖지 못하고, 
특징 메모리 셀이 다른 메모리 셀보다 빠르게 노화되기도 한다(동일한 데이터 소거회수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 단위 섹터의 소거회수가 실험직으로 얻은 최대 유효소거회수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일부 단위 메모리 셀이 노화되
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섹터 전체의 데이터 저장능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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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른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은 단위 섹터의 메모리 셀 가운데 가장 노화된 메모리 셀
의 데이터 소거시간을 통하여 단위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단위 센터와 노화정도를 지장하기 위한 별
도의 지장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해당 단위 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갖는 플래쉬 메
모리 셀 미래이의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과 웨어 레벨링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본 발명에 따른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은, 테스트 모드에서 단위 섹터를 구성
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단위 메모리 셀이 정상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최대 노화상태에서 기 저장된 데이터를 소
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출하여 이를 기준소거시간의 설정한다. 정상동작 모드에서는 단위 섹터의 데이터 소거 시 
소요되는 실제소거시간이 기준소거시간보다 크면 단위 섹터를 비활성화시킨 다음 단위 섹터의 피지컬 어드레스가 다른 
섹터를 지시하도록 하고, 실제소거시간이 기준소거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단위 섹터에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도록 활
성화시킨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플레쉬 매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제3도 내지 제4도를 참조하여 상
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플래쉬 메모리의 제어부와 메모리 셀 어레이의 구성을 나타낸 블
록도이다.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래이(130)는 실제로 데이타가 기록되어 저장되는 다수개의 단위 섹
터와 각각의 단위 섹터의 정보(로지컬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피지컬 어드레스 등)를 저장하는 섹터정보 테이블로 구성
된다.

먼저 제어부(120)의 어드레스 변환부(121)는 호스트(110)에서 발생한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한 
다음 해당 피지컬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섹터의 데이터를 판독한다. 또한 제어부(120)는 같은 방법으로 다수개의 단위 
섹터로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130)의 데이터 기록과 소거 동작 등을 제어하며, 각각의 단위 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를 리맵핑하여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 및 단위 섹터의 대응관계를 재 설정한다.

제어부(120)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소거시간 검출부(122)이다. 이 소거시간 검출부(122)는 메모리 셀 어레이(130)
의 단위 섹터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소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출한다. EEPROM의 데이터 소거시간은 메모리 
셀의 노화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제어부(120)에서는 단위 섹터의 메모리 셀 가운데 가장 노화된 메
모리 셀의 데이터 소거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단위 섹터의 데이터 소거 수행시간을 판단한다.

    
소거시간 비교부(122)에는 메모리 셀 어레이(130)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는 최대 노화상태에서 데이터를 소거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을 실험을 통하여 구한 값이 기준소거시간으로 설정된다. 이 
소거시간 비교부(122)는 소거시간 검출부(122)를 통하여 검출된 실제소거시간과 기준소거시간을 비교한다. 만약 실
제소거시간이 기준소거시간보다 크면 단위 섹터의 피지컬 이드레스가 다른 단위 섹터를 지시하도록 리맵핑한다. 반대로 
실제소거시간이 기준소거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섹터를 인에이블 시키며, 이후에도 해당 단위 섹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단위 섹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2도의 종래의 단위 섹터와 비교하
면 제4도의 본 발명에 따른 단위섹터 오버헤드 영역에는 소거회수 저장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
에 따른 웨어 레벨링 시스팅은 데이터를 소거할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을 검출하여 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섹터의 데이터 소거회수를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웨어 레벨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단위 섹터의 노화정도를 매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단위 섹터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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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시간은 단위섹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 메모리 셀에 지장되어 있는 데이타를 소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따
라서 특정 메모리 셀의 특성이 나빠져서 다른 메모리 셀보다 데이터 소거시간이 길어지면 그 단위 섹터의 전체 데이터 
소거시간 역시 길어진다. 만약 단위 섹터의 데이터 소거 시간(즉, 그 단위 섹터의 가장 노화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 소거
시간)이 실험을 통하여 얻은 한계값 이상이 되면 그 섹터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종래의 웨어 레벨링이 각각의 메모
리 셀의 노화정도에 관계없이 단위 섹터 전체의 데이터 소거 회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본 발명의 웨어 레벨
링은 가장 열악한 상태의 메모리 셀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플레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 및 방법은 단위 섹터의 메모리 셀 가운데 가장 노화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 소거시간을 통하여 단위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단위 섹터의 노화정도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해당 단위 섹터의 노화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갖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위 섹터를 갖는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에 있어서, 테스트 모드에서, 상기 
단위 섹터를 구성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단위 메모리 셀이 정상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최대 노화상태에서 기 저
장된 데이터를 소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출하여 이를 기준소거시간으로 설정하고; 정상동작 모드에서, 상기 단위 
섹터의 데이터 소거 시 소요되는 실제소거시간이 상기 기준소거시간보다 크면 상기 단위 섹터를 비활성화시킨 다음 상
기 단위 섹터의 피지컬 어드레스가 다른 섹터를 지시하도록 하고, 상기 실제소거시간이 상기 기준 소거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단위 섹터에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키도록 이루어지는 플래쉬 메모리 어레이의 웨어 레벨
링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플레쉬 메도리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은, 호스트에서 발생하여 입력되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
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어드레스 변환부와; 정상동작 모드에서 상기 실제소거시간을 검출하는 소거시간 검출부와; 
상기 기준 소거시간이 설정되고, 상기 기준소거시간과 상기 실제소거시간을 비교하는 소거시간 비교부를 포함하는 플레
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시스템.

청구항 3.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위 섹터를 갖는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방법에 있어서, 테스트 모드에서, 상기 
단위 섹터를 구성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단위 메모리 셀이 정상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최대 노화상태에서 기 저
장된 데이터를 소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검출하여 이를 기준소거시간으로 설정하는 단계와; 호스트에서 발생하여 
입력되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하고 상기 피지컬 어드레스가 지시하는 해당단위 섹터의 데이터 
소거 시 소요되는 실제소거시간을 검출하여 상기 기준소거시간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실제소거시간이 상기 기준 소
거시간보다 크면 상기 단위 섹터를 비활성화시키는 다음 상기 피지컬 어드레스가 다른 단위 섹터를 지시하도록 하고, 
상기 실제소거시간이 상기 기준소거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단위 섹터를 게속 활성화시켜서 데이터의 저장이 이
루어지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웨어 레벨링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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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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