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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 갱신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외부 버퍼를 이용하여 다중 플레인 구조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휘발성 메모리의 각 플레인별로 갱신 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않을 데이터는 외부 버퍼로 이동된다. 외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는 각 플레인에서 비어있는 페이지에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램된다. 호스트로부터 입력된 갱신할 데

이터는 각 플레인의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에 랜덤입력되어 프로그램된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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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버퍼를 이용하여 다중 플레인 구조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플레인별로 갱신 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않을 데이터를 상기 외부 버퍼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외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각 플레인에서 비어있는 페이지에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램하는 단계; 및

호스트로부터 입력된 갱신할 데이터를 상기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에 랜덤입력하여 프로그램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 갱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하는 단계는

상기 갱신할 데이터중 제1데이터를 상기 플레인들중에서 마지막 플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

된 페이지에 랜덤입력하여 더미 프로그램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할 데이터중 제2데이터를 상기 마지막 플레인에 랜덤입력하여 실제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

는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 갱신 방법.

청구항 3.

외부 버퍼를 이용하여 다중 플레인 구조의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들에 각각 페이지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

법에 있어서,

제1비휘발성 메모리의 각 플레인별로 갱신 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않을 데이터를 상기 외부 버퍼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외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제1휘발성 메모리의 각 플레인에서 비어있는 페이지에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램하

는 단계;

상기 두 단계를 나머지 비휘발성 메모리들에 대해 수행하는 단계; 및

호스트로부터 입력된 갱신할 데이터를 각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각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 갱신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하는 단계는

상기 갱신할 데이터중 제1데이터를 각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마지막 플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가 로

딩된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더미 프로그램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할 데이터중 제2데이터를 각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마지막 플레인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실제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 갱신 방법.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버퍼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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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갱신 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 않을 데이터의 크기 및 상기 플레인 수의 곱에 의하여 결정되며, 채널 수와 무관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 갱신 방법.

청구항 6.

호스트로부터 갱신할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갱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플레인을 포함하고 상기 플레인들에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들의 외부에 위치하는 외부 버퍼;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들에 대해 각 플레인별로 갱신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 않을 데이터를 상기 외부 버퍼로 이동하고

상기 외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각 플레인별로 비어있는 페이지에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램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

행하며, 상기 호스트로부터 입력된 갱신할 데이터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들에서 각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된 페

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프로그램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데이터 갱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갱신할 데이터중 제1데이터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들에서 마지막 플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

가 로딩된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더미 프로그램하고, 상기 갱신할 데이터중 제2데이터를 상기 마지막

플레인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실제 프로그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

성 메모리의 데이터 갱신 장치.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버퍼의 크기는

상기 갱신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 않을 데이터의 크기 및 상기 플레인 수의 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데이터 갱신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메모리(Non Volatile Memory, NVM)에서 데이터 갱신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페이지 카피 백(page copy back) 기능이 없는 NVM에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NVM, 예를 들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는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단일 레벨 셀(single level cell)

로 구성된 경우 페이지 카피 백 기능을 지원한다. 여기서, 페이지 카피 백 기능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내에 버퍼를 두어서

갱신 대상의 소스 데이터(source data)를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덮어쓰기(overwrite) 기능

이 없으므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할 경우 먼저 갱신 대상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해당 영역을 이레

이즈(erase)한 다음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로딩하고, 갱신할 데이터를 해당 위치에 랜덤 입력한 다음 프로그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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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페이지 카피 백 기능은 2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다중 레벨 셀(multi-level cell)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 경우

에는 지원되지않는다.

또한, 단일 레벨 셀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버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향후 페이지 카피 백 기능은 규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페이지 카피 백 기능을 지원하지않으며 다중 플레인(multi-plane) 구조를 갖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동일 플레인내의

동일 블록이나 동일 플레인내 다른 블록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고자하는 경우, 페이지 단위로 저장된 소스 데이터는 반드시

외부 버퍼로 이동된 후 목적지 페이지로 옮겨진다. 이 경우 플레인 수가 증가할수록 또는 복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동

시에 리드(read)/라이트(write)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채널 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 이동을 위한 외부 버퍼의 크기가 증

가한다.

예를 들어, 2 채널의 2개 플레인을 갖고 페이지 크기가 2KB이며, 페이지 카피 백 기능이 없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내에서

데이터를 갱신하려면 8KB의 외부 버퍼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중 플레인에 페이지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동일선상의

블록내의 동일 페이지 어드레스에서만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버퍼에 플레인별, 채널별로 소스 데이

터를 저장한 후, 새로운 페이지에 호스트로부터 입력되는 갱신 데이터와 외부 버퍼로부터 리드한 소스 데이터를 순서에 맞

게 플레인별, 채널별로 로딩하여 프로그램해야 하기 때문에 채널 수에 따라 외부 버퍼의 크기가 커지고 데이터 갱신과정이

복잡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중 플레인 구조의 다중 채널 NVM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할 때, 소스 데이터

를 외부 버퍼에 저장한 다음, 저장된 데이터를 각 채널별로 프로그램하고자하는 플레인의 새로운 페이지에 로딩하고 호스

트로부터 갱신할 데이터를 랜덤 입력받아서 모든 채널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시에 라이트하는, NVM에서 데이터 갱신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외부 버퍼를 이용하여 다중 플레인 구조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먼저, 비휘발성 메모리의 각 플레인별로 갱신 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않

을 데이터는 상기 외부 버퍼로 이동된다. 상기 외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는 각 플레인에서 비어있는 페이지에 로딩되어

더미 프로그램된다. 호스트로부터 입력된 갱신할 데이터는 상기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에 랜덤입력되어

프로그램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외부 버퍼를 이용하여 다중 플레인 구조의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들에 각각

페이지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비휘발성 메모리의 각 플레인별로 갱신 대상 페이지에

서 갱신하지않을 데이터는 상기 외부 버퍼로 이동된다. 상기 외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는 상기 제1휘발성 메모리의 각 플

레인에서 비어있는 페이지에 로딩되어 더미 프로그램되고, 상술한 과정들이 나머지 비휘발성 메모리들에 대해서 수행된

다. 호스트로부터 입력된 갱신할 데이터는 각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각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에 실질적

으로 동시에 랜덤입력되어 프로그램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호스트로부터 갱신할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갱신하는 장치에 관한 것

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의 데이터 갱신 장치는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들, 외부 버퍼 및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들은 복수의 플레인을 포함하고 상기 플레인들에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외부 버퍼는 상기 비휘발

성 메모리들의 외부에 위치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들에 대해 각 플레인별로 갱신대상 페이지에서 갱신

하지 않을 데이터를 상기 외부 버퍼로 이동하고 상기 외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각 플레인별로 비어있는 페이지에 로딩

하여 더미 프로그램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상기 호스트로부터 입력된 갱신할 데이터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들에서 각 플레인들의 상기 데이터가 로딩된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프로그램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기로한다.

도 1(a)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도 1(b)는 도 1(a)에서 한 페이지를 분리하여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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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는 하나의 디바이스(device)를 나타낸다. 하나의 디바이스는 2K블록으로 구성되며, 한

블록은 128페이지로 구성된다. 한 페이지는 (2K+64)바이트로 구성된다. 블록내의 페이지 액세스(page access)는 로우

어드레스로 지정하며 페이지내 위치는 칼럼 어드레스로 지정한다. 또한 하나의 디바이스는 다중 플레인 구조로 되어 있으

며, 카피 백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도 2(a)는 두 개의 플레인을 갖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하나의 플레인은 1K

블록으로 이루어지고, 플레인 0는 홀수번째 어드레스를 갖는 블록들, 플레인 1은 짝수번째 어드레스를 갖는 블록들로 이

루어짐을 알 수 있다.

도 2(b)는 도 2(a)의 두 플레인을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하는 페이지 프로그램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두 플레인을 페이지 프로그램할 때에는 동일 선상의 블록내에 동일 선상의 페이지만 지원할 수 있으며, 두 플레인

에 대한 블록 이레이즈에서도 동일 선상의 블록들만이 이레이즈되는 제약조건이 있다. 즉, 도시된 두 플레인에서 빗금 친

블록인 블록 2와 블록 3은 각각 플레인 0 및 1의 두번째 블록에 해당하며, 동일선상에 위치한 블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플레인에 대한 페이지 프로그램은 동일 선상의 블록내에서 동일 페이지 어드레스에서만 프로그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플레인 0에 대한 페이지 프로그램 명령어는 플레인 0의 해당 페이지로 소스 데이터를 로딩(loading)하는 데

이터 입력 명령 80h와 데이터 로딩을 완료하는 더미 프로그램 명령(dummy program command) 11h가 있다.

플레인 1에 대한 페이지 프로그램 명령어는 플레인 1에 대한 데이터 입력 명령 81h와 로딩된 데이터를 페이지에 라이트하

기 위한 실제 프로그램 명령(actual program command)인 10h가 있다.

또한, 일부분에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에 데이터를 더 저장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입력받는 랜덤 데이터

입력 명령 85h가 사용된다.

상술한 명령어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프로그램하기위해서, 종래에는 플래시 전송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FTL)

프로토콜에 따라 80h-11h 다음에는 반드시 81h-10h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플레인 0에 데이터를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

램한 후 반드시 플레인 1에 데이터를 로딩하여 실제 프로그램해야한다.

도 3은 단일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갱신하는 경우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3)에 저장된 데이터중 블록 n의 페이지 P1에 위치한 플레인 0의 섹터(sector) S3와 플레

인 1의 섹터 S0의 데이터가 갱신된다. 이를 위해, 먼저, 블록 n의 페이지 P1의 데이터중 갱신하지않을 데이터, 즉 섹터 S0,

S1 및 S2의 데이터는 외부 버퍼(미도시)에 저장되고, 외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는 임의의 비어있는 블록 2의 임의의 페이

지 P1에 로딩된다. 갱신할 데이터는 호스트(미도시)로부터 P1의 섹터 S3의 위치에 랜덤 입력되어 더미 프로그램된다. 다

음으로, 플레인 1의 블록 2의 페이지 P1에는 갱신할 데이터가 호스트로부터 입력되고, 외부 버퍼로부터 S1,S2,S3의 데이

터가 랜덤 입력된 후 실제 프로그램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명령어 입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블록 n의 페이지 P1에 위치한 데이터는 외부 버퍼(미도시)로

이동된 후, 80h-어드레스 (플레인 0, 블록 2, 페이지 P1)-데이터 (S0,S1,S3)-85h-어드레스(플레인 0, 블록 2, 페이지

P1, 섹터 S3)-새로운 데이터 (S3)-11h, 81h-어드레스(플레인 1, 블록 2, 페이지 P1)-새로운 데이터 (S0)-85h-어드레스

(플레인 1, 블록 , 페이지 P1, 섹터 S1)-데이터(S1,S2,S3)-10h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어드레스(x)는 x에 해당

하는 위치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명령을 나타내고, 데이터(y)는 y의 데이터를 외부 버퍼로부터 로딩하는 명령을 나타낸

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y)는 y의 데이터를 호스트로부터 입력받는 명령을 나타낸다.

상술한 과정을 복수의 채널에 대해 적용한다면, FTL에 따라 복수 채널을 통해 복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동시에 프로

그램되기 때문에 외부 버퍼는 복수 배로 증가하여야한다. 즉, 외부 버퍼의 크기는 한 채널에 대해 페이지 크기와 플레인 수

의 곱, 즉 페이지 크기x플레인 수(여기서, x는 곱셈을 의미함)로 결정되고, 복수 채널인 경우 채널 수만큼 더 곱해진 크기

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각 낸드 플래시 메모리별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더미 프로그램한 다음, 호스트로부터 갱신할 데이

터를 입력받아 실질적으로 동시에 프로그램함으로써 외부 버퍼의 크기를 채널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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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갱신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장치는 호스트(40), 제어부(41), 제1 및 제2NVM(42,

43) 및 외부 버퍼(44)를 포함한다.

도시된 제1 및 제2NVM(42, 43)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두 개의 메모리만을 예시하였으나, 이에 한정되지않고 복수의 메모

리가 채택될 수 있다.

먼저, 채널이 하나인 경우, 즉, 제1 및 제2휘발성 메모리(42, 43)중 어느 하나만이 제어부(41)에 연결되는 경우에 대해 도

4의 데이터 갱신 장치에 대한 동작을 도 5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단일 채널의

NVM에 대한 데이터 갱신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먼저, 호스트(40)로부터의 데이터 갱신 요구에 따라, 제어부(41)는 플레인별 해당 페이지에서 갱신하지않을 데이터를 외

부 버퍼(44)로 이동한다(51단계). 제어부(41)는 각 플레인에서 비어있는 블록의 임의의 페이지에 외부 버퍼(44)로부터 데

이터를 로딩하고(52단계), 더미 프로그램한다(53단계). 이때, 외부 버퍼(44)의 크기는 플레인 수와 갱신 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 않을 데이터의 크기의 곱, 즉, 플레인 수x 갱신 대상 페이지에서 갱신하지않을 데이터의 크기(여기서, x는 곱셈

을 의미함)인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제어부(41)는 호스트(40)로부터 수신된 갱신할 데이터를 각 플레인의 해당 페이지에 랜덤입력하여 프로그램한

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제어부(41)는 호스트(40)로부터 수신된 갱신할 데이터를 플레인 0의 해당 페이지에 랜덤 입

력하여 더미 프로그램하고(54단계), 플레인 1에 대해 호스트(40)로부터 수신된 갱신할 데이터를 플레인 1의 해당 페이지

에 랜덤 입력하여 실제 프로그램한다(55단계).

상술한 과정에 대한 명령어의 입력은, 외부 버퍼(44)에 데이터가 저장된 후 80h-어드레스(플레인 0)-데이터(S0,S1,S2)-

11h, 80h(또는 81h)-어드레스(플레인 1)-데이터(S1,S2,S3)-11h, 85h-어드레스(플레인 0)-새로운 데이터(S3)-11h,

85h-어드레스(플레인 1)-새로운 데이터(S0)-10h로 이루어진다.

도 6은 두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갱신하는 경우 각 NVM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NVM들(42,

43)에 각각 저장된 데이터중 블록 n의 페이지 P1에 위치한 플레인 0의 섹터 S3와 플레인 1의 섹터 S0의 데이터가 갱신된

다.

도시된 두 채널 NVM들에 대한 데이터 갱신 방법을 도 7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호스트(40)로부터의 제1 및 제2NVM(42, 4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갱신요구에 따라, 제어부(41)는 임의의 순서로 제

1NVM(42)의 각 플레인의 해당 페이지별로 갱신하지 않을 데이터를 외부 버퍼(44)로 이동한다(71단계). 제어부(41)는 외

부 버퍼(44)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1NVM(42)에서 비어있는 블록의 임의의 페이지에 각 플레인별로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

램한다(72단계). 다음으로, 제어부(41)는 제2NVM(43)의 각 플레인의 해당 페이지에서 갱신하지 않을 데이터를 외부 버퍼

(44)로 이동한다(73단계). 제어부(41)는 외부 버퍼(44)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2NVM(43)에서 비어있는 블록의 임의의 페

이지에 각 플레인별로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램한다(74단계).

데이터 로딩이 완료되면, 제어부(41)는 호스트(40)로부터 수신한 갱신할 데이터를 각 NVM(42,43)에서 각 플레인의 해당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프로그램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제어부(41)는 호스트(40)로부터 수신

한 갱신할 데이터를 플레인 0의 해당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더미 프로그램한다(75단계). 만일 플레인

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의 복수 개라면 마지막 플레인을 제외한 모든 플레인들에 대해 갱신할 데이터를 플레인들의 해당 페

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더미 프로그램한다.

다음으로, 제어부(41)는 호스트(40)로부터 수신한 갱신할 데이터를 각 NVM(42,43)의 플레인 1 또는 마지막 플레인의 해

당 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입력하여 실제 프로그램 명령을 수행한다(76단계).

상술한 과정에 대한 명령어 입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채널 0에 대해 갱신하지 않을 데이터를 외부 버퍼(44)에 저장

한 후, 80h-어드레스(플레인 0)-데이터(S0,S1,S2)-11h, 80h-어드레스(플레인 1)-데이터(S1,S2,S3)-11h 를 수행하여

비어있는 블록의 임의의 페이지에 외부 버퍼(44)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램한다. 다음으로, 채널 1에 대해

갱신하지 않을 데이터가 외부 버퍼(44)에 저장된 후, 80h-어드레스(플레인 0)-데이터(S0,S1,S2)-11h, 80h-어드레스(플

레인 1)-데이터(S1,S2,S3)-11h 를 수행하여 비어있는 블록의 임의의 페이지에 외부 버퍼(44)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하여

더미 프로그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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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버퍼(44)로부터 데이터 로딩이 완료되면, 채널 0과 채널 1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시에 85h-어드레스(플레인 0)-새로

운 데이터(S3)-11h, 85h-어드레스(플레인 1)-새로운 데이터(S0)-10h를 수행하여 제1 및 제2NVM(42,43)의 해당 페이

지를 프로그램한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갱신하지않을 데이터에 대해서는 NVM별로 플레인의 개수만큼 데이터 로딩을 반복하고, 갱신할 데이

터에 대해서는 모든 NVM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시에 마지막 플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플레인들에 대해 랜덤입력과 더미

프로그램 명령을 반복수행하며 마지막 플레인에는 랜덤 입력과 실제 프로그램 명령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페이지 카피 백 기능이 없는 복수 채널의 NVM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갱신할 때, 갱신하지않을 데이터에

대해서는 채널별로 데이터 로딩 및 더미 프로그램을 반복 수행하고 갱신할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든 NVM들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랜덤 입력 및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로써 단일 채널을 통한 데이터 갱신에 필요한 크기의 외부 버퍼만으로

다채널 NVM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버퍼의 크기가 채널 수에 따라 증가할 필요가 없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도 1(b)는 도 1(a)에서 한 페이지를 분리하여 도시한 것이다.

도 2(a)는 두 개의 플레인을 갖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2(b)는 도 2(a)의 두 플레인에 대한 페이지 프로그램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단일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갱신하는 경우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갱신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단일 채널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 갱신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두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갱신하는 경우 각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 채널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들에 대한 데이터 갱신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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