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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와 비휘발성 메모리("NVM") 사이에 위치하는 중재기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및 이 메모리 장치를 포함한 시스

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NVM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

여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NVM으로부터 상기 메모리의 접근을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

어기 ("DMAC")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DMAC,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및 상기 DMAC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DMAC는 중재기(Arbiter)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중재기의 동작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의 전원 소모의 감소 및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프로세서(Processor)와 메모리 장치 및 비휘발성 메모리(Non-Volitile memory)로 구성된 시스

템을 간략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와 메모리 장치 및 비휘발성 메모리의 연결을 간략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의 메모리 장치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와 메모리 장치 및 비휘발성 메모리(Non-Volitile memory)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와 메모리 장치간에 데이터전송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6은 도 4에서 "1번 전송"이 일어나고, "3번 및 4번 전송"이 일어날 때 중재(Arbitration)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7은 도 4에서 "1번 전송"이 일어나지 않고, "3번 및 4번 전송"이 일어날 때의 중재(Arbitration)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도이다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210 : 프로세서(Processor) 120, 220 : 메모리 장치

120, 230 :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320 :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콘트롤러(DMAC)

322 : 중재기 (Arbiter) 330 : 멀티플렉서 (Multiplex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로직 회로를 포함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프로세서(Processor)와 비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Memory, "NVM") 사이에 위치한 로직 회로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시스템(Mobile system)은 에스오씨 프로세서(System-On-Chip(SOC) Processor), 휘발성 메모리

(Volatile memory) 및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으로 구성된다. 상기 NVM은 랜덤 엑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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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acces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를 옮겨놓고 사용하거나, 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를 모아

서 NVM에 프로그램한다. 상기 휘발성 메모리로는 주로 디램(Dynamic Random Access, "DRAM")이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상기 NVM으로 NAND 플래쉬 메모리가 주로 사용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SoC 프로세서와 메모리 및 비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Memory, 이하 "NVM")로 구성된 시

스템을 간략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시스템(100)은 SoC 프로세서(110), 메모리 장치(120) 및 NVM(130)을 포함한다. 상기 프로세서

(110)은 상기 메모리 장치(120) 및 NVM(130)과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콘트롤러(DMAC)(140)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시스템(100)은 NVM(130)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120)으로 옮기거나, 메모리 장

치(120)에 저장된 데이터를 NVM(130)에 프로그램할 때, 데이터의 송수신이 상기 프로세서(110) 특히, 프로세서(110)에

포함된 DMAC(140)을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 장치(120) 및 NVM(130)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경우 상기 프로세서(110) 내부 버스를 점유

하고 있어, 프로세서(110)의 동작이 지연되거나, 데이터의 송수신시 프로세서(110)가 지속적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전원소

모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적으로 전원 소모의 감소 및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하

여, 프로세서(Processor)와 비휘발성 메모리 사이에 위치한 로직 회로를 포함한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프로세서(Processor), 비휘발성 메모리, 및 프로세서와 비휘발성 메모리 사이에 위치한 로직 회로

를 포함한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프로세서(Processor)와 비휘발성 메모리 사이에 위치한 로직 회로를 포함한 메모리 장치에 있어

서, 상기 프로세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 장치간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와 비휘발성 메모리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제1 데이터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제2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메모리의 접근을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를 포함하

되,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

기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중재기를 포함한다. 상기

중재기의 허가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

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한 제1 및 제2 칩선택 신호를 각각 생성한다. 또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기 메모리 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중재기는 상기 프로세서에 허가 신호를 비활성화시키고,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제3 칩선택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메모리는 예를 들어 디램(DRAM)이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는 NAND 플래쉬 메모리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프로세서와 비휘발성 메모리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로부터 상기 메모리의 접근을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는 중재기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비휘발성 메모리와 결합되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와 데

이터를 송수신하는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메모리 엑세스를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간의 데이터 송수신과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와 상기 메모

리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충돌을 방지하도록 제어하는 중재기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프로세서, 메모리 장치 및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

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데이터 프로세싱 및 명령 신호를 생성하는 프로세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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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상기 프로세서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프로

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로부터 상기 메모리의 접근을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

세스 제어기,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중재기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프로세서와 비휘발성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장

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 장치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은 상기 프로세서는 상

기 메모리 장치에 리퀘스트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프로세서에 허가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

기 허가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만약 상기 메

모리 장치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간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시, 상기 허가 신호를 비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허가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기에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Processor)와 메모리 장치 및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로 구성된 시스템을 간략히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시스템(200)은 SoC 프로세서(210), 메모리 장치(220) 및 비휘발성 메모리(230)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장치(220)은 메모리(222)와 주변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메모리 장치(220)는 상기 SoC 프로세서(210) 및 상

기 비휘발성 메모리(230)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종래에는 상기 메모리 장치(220)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 간의

데이터 송수신은 상기 SoC 프로세서(210)를 경유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상기 SoC 프로세서(210)를 경유하지 않고, 상

기 메모리 장치(220)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SoC 프로세서(210)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212)를 포함하며,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212)를 통하여 상기 메모리 장치(220)과 연결된다. 또한 상기 메모리 장치(220)은 비휘발성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

(224)를 포함하며, 비휘발성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224)를 통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과 연결된다. 따라서, 상

기 메모리 장치(220)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프로세서(210)을 거치지 않게 되어, 상기

프로세서(210)의 동작이 지연되지 않고,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프로세서(210)가 동작되지 않음으로써, 전원소모를 줄일

수 있다. 도면에 도시된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Direct Memory Access Controller, "DMAC")(320), 중재기(322),

메모리 인터페이스(340), 및 멀티플렉서(330)은 도 3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도 3은 도 2의 메모리 장치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메모리 장치(220)는 상기 SoC 프로세서(210)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모리(222), 상기 프로세서(210)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으로부터 상기 메모리(222)의 접근

을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DMAC")(320)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210)와 상기 DMAC(320), 상기 프

로세서(210)와 상기 메모리(222), 및 상기 DMAC(320)와 상기 메모리(222)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

기 DMAC(320)는 중재기(Arbiter)(322)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중재기(322)는 상기 DMAC(320)에 포함되어 설명하나, 상기 DMAC(320)에 분리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메모리(222)는 디램(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이며, 싱크로너스

(Synchronous) DRAM이 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 장치(220)은 멀티플렉서(Multiplexer)(33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멀티플렉서(330)는 제1 멀티플렉서(332) 및 제2 멀티플렉서(334)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222)와 상기 DMAC(320) 사

이에 위치하고, 상기 중재기(322)의 명령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한다. 즉, 상기 프로세서(210)의 데이터를 상기 메

모리(222)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상기 멀티플렉서(330)는 상기 프로세서(210)에서 생성되는 제1 칩선택 신호(nCS0)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WDATA 라인을 통하여 상기 메모리(222)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DMAC(320)의 데이터를 상기 메모

리(222)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상기 멀티플렉서(330)은 상기 DMAC(324)에서 생성되는 제3 칩선택 신호(nCS2)에 응답

하여, 데이터를 WDATA2 라인을 통하여 상기 메모리(222)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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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메모리(222)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상기 DMAC(320)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프로세서(210)가 읽는 경우에

는, 상기 중재기(322)의 제어 동작없이 상기 프로세서(210)의 명령으로 수행된다. 또한, 상기 메모리(222)에 저장된 데이

터를 DMAC(320)이 읽는 경우에도, 상기 중재기(322)의 제어 동작없이 DMAC(320)의 명령에 따라 수행된다.

상기 메모리 장치(220)는 상기 멀티플렉서(330)와 상기 DMAC(320)에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Interface)

회로(34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 장치(220)은 상기 DMAC(320)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과의 연

결을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224)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프로세서(210)와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입

출력 버퍼(Buffer) 회로(35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DMAC(320)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Register)(또는 버퍼)(324)를 포함

하고 있다. 또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NAND 플래쉬 메모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중재기(322)와 상기 SoC 프로세서(210)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212)사이에는 서

로 명령을 송수신할 수 있는 신호선(326)이 존재한다. 이 신호선(326)을 통하여 상기 프로세서(210)는 상기 메모리(222)

의 접근(Access) 필요시 리퀘스트 신호(nREQ)를 상기 중재기(322)에 송신하고, 상기 리퀘스트 신호(nREQ)에 따라 상기

중재기(322)는 상기 메모리(222)의 접근 허가시 허가신호(nGRANT)를 상기 프로세서(210)에 송신한다. 상기 중재기

(322)의 허가신호(nGRANT)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210)와 상기 메모리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제1 칩선택신호

(nCS0) 및 상기 프로세서(210)와 상기 DMAC(320)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제2 칩선택신호(nCS1) 신호를 발생한다.

한편, 상기 DMAC(320)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레지스터(324)에 저장한 후, 상

기 메모리(222)에 송신한다. 이 경우, 만약 상기 프로세서(210)가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222)에 송신하고 있는 경우,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를 상기 중재기(322)는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때, 상기 중재기(322)에서 허가신호

(nGRANT)를 비활성화시키고, 상기 DMAC(322)는 제3 칩선택신호(nCS3)를 발생시키면, 상기 DMAC(320)와 상기 메모

리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발생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의 전송 과정을 예를 들어 다음 4가지 경우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210)와 메모리 장치(220) 및 비휘발성 메모리(230)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첫째, 상기 프로세서(210)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212)와 상기 메모리 장치(220) 내부의 메모리(222)간의 제1 경로

(1)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중재기(322)로부터 허가(nGRANT 액티브 상태)를 획득한 후, 상기 제1 선택 신호선

(nCS0 신호선) / 제1 콘트롤 신호선 (CTRL 신호선) / 제1 쓰기데이터 신호선(WDATA 신호선) / 제1 읽기데이터 신호선

(RDATA0 신호선)을 사용하여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이하 "1번 전송") 여기서, 프로세서(210)에서 메모리(222)로의 데

이터 전송은 WDATA 신호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메모리(222)에서 프로세서(210)로의 데이터 전송은 RDATA0 신호선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상기 프로세서(210)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212)와 상기 메모리 장치(220) 내부의 DMAC 레지스터(324)간의

제2 경로(2)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중재기(322)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후, 제2 선택 신호선(nCS1 신호선) / 제1 콘

트롤 신호선 (CTRL 신호선) / 제1 쓰기데이터 신호선(WDATA 신호선) / 제2 읽기데이터 신호선 (RDATA1 신호선) 을

사용하여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이하 "2번 전송") 여기서, DAMA 레지서터(324)에서 프로세서(210)으로의 데이터 전송

은 RDATA1 신호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상기 DMAC(320)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 간의 제3 경로(3)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DMAC(320)의 내

부 레지스터(324)에 저장된 데이터는 상기 NVM 인터페이스 회로(224)를 경유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에 송신되

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230)의 데이터는 상기 NVM 인터페이스 회로(224)를 경유하여 상기 DMAC(320)의 내부 레지

스터(324)에 전송된다. 이때 상기 중재기(322)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 (이하 "3번 전송")

넷째, 상기 중재기(322)의 허가(nGRANT 액티브 상태)가 있을 때만, 상기 DMAC(320)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340)

을 경유하여 상기 메모리(222)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상기 메모리(222)와 상기 DMAC(320) 간의 데이터 송수

신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340)을 경유한다. 이 때 제3 선택 신호선(nCS2 신호선) / 제3 콘트롤 신호선 (CTRL2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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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 제3 쓰기데이터 신호선(WDATA2 신호선) / 제1 읽기데이터 신호선 (RDATA0 신호선)이 사용된다. (이하 "4번 전송

") 여기서, DMAC 레지스터(324)에서 메모리(222)로의 데이터 전송은 WDATA2 신호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메모리

(222)에서 DMAC 레지스터(324)로의 데이터 전송은 RDATA0 신호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상기 "3번 및 4번 전송"경우를 타이밍도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와 메모리 장치간에 데이터전송을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도 5을 참조하면, "NAND R/B" 축은 비휘발성 메모리(230)가 래디/비지(Ready/Busy)를 나타낸다. NAND R/B가 하이

(high)이면 불휘발성 메모리(230)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상태(ready)이고, NAND R/B가 로우(low)이면 불휘발성 메모

리(230)가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한 상태(busy)이다. "NAND 10" 축은 비휘발성 메모리(230) 신호선을 의미하고,

"SDRAM DQ" 축은 상기 메모리(222)의 데이터 신호선을 의미한다. "NAND 10" 축의 "A"또는 "B"는 상기 DMAC(320)의

내부 레지스터(324)의 버퍼만큼의 데이터 전송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우선 비휘발성 메모리(230)

가 래디되면 명령과 주소에 해당되는 비휘발성 메모리(230)의 데이터가 상기 DMAC(320)의 내부 레지스터(324)의 버퍼

로 이동된다. 상기 DMAC(320)의 내부 레지스터(324)의 버퍼는 예를 들어, 2개 사용하며, 데이터가 비휘발성 메모리

(230)에서 DMAC(320)의 "B"버퍼로 로드(Load)되는 동안(T1 구간), "A" 버퍼의 데이터는 메모리(222)로 전송된다. 마찬

가지로 데이터가 비휘발성 메모리(230)에서 DMAC(320)의 "A" 버퍼로 로드(load)되는 동안 (T2 구간), "B" 버퍼 데이터

는 메모리(222)로 전송된다. 예를 들어, A 및 B버퍼의 크기는 각각 약 16 바이트이다. 또한, 상기 메모리(222)와 상기

DMAC(320)는 상기 메모리 장치(220)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SDRAM DQ" 축은 데이터를 상기 DMAC(320)의 레지스터 버퍼(324)에서 읽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

이하, 상기 프로세서(210)와 DMAC(320)이 서로 상기 메모리(222)를 엑세스(Access)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재

(Arbitration)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1번 전송"이 일어나고, "3번 및 4번 전송"이 일어날 때의 중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프로세서(210)는 메모리(222)를 엑세스하기 위하여 리궤스트(nREQ) 신호를 활성화("low")시키면, 중재

기(322)는 그랜트(nGRANT) 신호를 상기 프로세서(210)에 보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기 프로세서(210)는 상기 메모

리(222)를 엑세스한다. 프로세서(210)가 메모리(222)를 엑세스하는 동안 (processpr access 1)에는 비휘발성 메모리

(230)에서는 DMAC(320)의 레지스터 버퍼(324)에 데이터(A, B)를 전송하고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일단 프로세서(210)가 메모리(222)를 엑세스 하는 동안 (processor access 1)에도 중재기(322)는 디렉

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320)로 전송될 수 있도록 nGRANT 신호를 비활성화(high) 시킨다. 만약, nREQ신호가 "활성"

("low")에서 "비활성"("high")로 바뀌면, 1 클럭 후에 DMAC(320)의 레지스터 버퍼에 저장된 비휘발성 메모리 데이터

("A" , "B")는 상기 메모리(222)로 전송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중재기(322)에서는 DMAC에서 메모리(222)로

의 데이터 전송이 끝나기 1 클럭전에 nGRANT를 활성화('low')시킬 수 있다.

다시 프로세서(210)는 메모리(222)를 엑세스가 필요하면, 리궤스트(nREQ) 신호를 활성화(Active "low")시키고, 중재기

(322)는 활성화된 그랜트(nGRANT) 신호를 상기 프로세서(210)에 보낸다. 이때, t2 시점에서 DMAC(320)의 레지스터

(324) 버퍼에서 메모리(222)로의 데이터 전송은 중지되고, 프로세서(210)가 메모리(222)를 엑세스 (processor access

2)하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1번 전송"은 일어나지 않고, "3번 및 4번 전송" 이 일어날 때의 중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프로세서(210)은 메모리(222)를 엑세스할 필요가 없더라도 리궤스트(nREQ)를 활성화(Active "low")시

켜서(T3 구간), 프로세서(210)에서 메모리(222) 엑세스가 필요할 때 1 클럭의 지연없이 엑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nGRANT신호는 nREQ 신호가 활성화되기 전에 미리 활성화

('low')되어 있다. 즉, 중재기(322)는 프로세서(210)가 사용가능한 상태라면 nREQ 신호가 활성화되지 않더라고,

nGRANT 신호를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면, DMAC(320)로부터 메모리(222) 엑세스를 요청하는 신호인 nREQ신호(미도

시)가 중재기(322)에 입력되는 경우, DMAC(320) 및 프로세서(210)가 사용가능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

(210)가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DMAC(320)이 동작중(busy)인지 여부로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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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EQ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면, 1 클럭 후에 DMAC(320)의 레지스터(324) 버퍼에 저장된 비휘발성 메모리 데

이터("A")는 상기 메모리(222)로 전송된다. 만약 nREQ 신호가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면, DMAC(320)의 레지스터

(324) 버퍼에서 메모리(222)로의 데이터 전송은 중지된다(T3구간). 그 결과, T3 구간에서 프로세서(210)가 메모리(222)

를 엑세스 가능한 상태가 된다. nREQ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면, 1 클럭후에 DMAC(320)의 레지스터 버퍼에 저

장된 비휘발성 메모리 데이터("B")는 상기 메모리(222)로 전송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프로세서(Processor)와 비휘발성 메모리 사이에 위치한 중재기를 포함한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여, 전원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세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 장치간의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세서와 비휘발성 메모리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제1 데이터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제2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메모리의 접근을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를 포함하

되,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중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디램("D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기의 허가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

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한 제1 및 제2 칩선택 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기 메모리 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중재기는 상기 프로세서

에 허가 신호를 비활성화시키고,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제3 칩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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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에 사이에 위치하고, 데이터의 전송을 조절하는 멀티플

렉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는 제1 멀티플렉서 및 제2 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칩선택신호 및 제3 칩선택신호는 상기 제1 멀티플렉서의 입력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에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와의 연결을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 인터페이

스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와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입출력 버퍼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

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NAND 플래쉬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프로세서와 비휘발성 메모리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로부터 상기 메모리의 접근을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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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는 중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디램("D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기의 허가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

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한 제1 및 제2 칩선택 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기 메모리 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중재기는 상기 프로세서

에 허가 신호를 비활성화 시키고,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제3 칩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에 사이에 위치하고, 데이터의 전송을 조절하는 멀티플

렉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는 제1 멀티플렉서 및 제2 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칩선택신호 및 제3 칩선택신호는 상기 제1 멀티플렉서의 입력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장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에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와의 연결을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 인터페이

스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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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와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입출력 버퍼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

치.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NAND 플래쉬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5.

데이터 프로세싱 및 명령 신호를 생성하는 프로세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프로세서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프로세서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메모리의 접근을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를 포함하

되,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및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중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디램("D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기의 허가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

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조절하기 위한 제1 및 제2 칩선택 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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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및 상기 메모리 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상기 중재기는 상기 프로세서

에 허가 신호를 비활성화 시키고,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제3 칩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와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에 사이에 위치하고, 데이터의 전송을 조절하는 멀티플

렉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는 제1 멀티플렉서 및 제2 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칩선택신호 및 제3 칩선택신호는 상기 제1 멀티플렉서의 입력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32.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NAND 플래쉬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3.

프로세서와 비휘발성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메모

리 장치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은: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메모리 장치에 리퀘스트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프로세서에 허가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허가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만약 상기 메모리 장치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간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시, 상기 허가 신호를 비활성화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허가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기에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

청구항 35.

비휘발성 메모리와 결합되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메모리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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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프로세서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메모리 엑세스를 제어하는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메모리간의 데이터 송수신과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와 상기 메모리간의 데이터 송수신

시 충돌을 방지하도록 제어하는 중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중재기로 요청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중재기는 상기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허가

신호를 상기 프로세서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메모리를 엑세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1칩 선택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1 칩 선택신호가 액티브 상태인 경우 상기 프로

세서는 제1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8.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2칩 선택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2 칩 선택신호가 액티브 상태인 경우 상기 프로

세서는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를 엑세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9.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기에 의해 상기 허가 신호가 비활성화되고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에 의해 제3칩

선택 신호가 활성화됨으로써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가 제2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0.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는 버퍼를 구비하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

세스 제어기의 버퍼를 통하여 상기 메모리와 제2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메모리를 엑세스하는 동안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의 버퍼에 제3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2.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 신호가 비활성화 상태로 바뀐후 소정 클럭 후에 상기 버퍼에 저장된 제3 데이터가 상기 메모

리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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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중재기에서는 상기 디렉트 메모리 엑세스 제어기의 버퍼에서 상기 메모리로의 제2 데이터 전송이

끝나기 소정 클럭전에 상기 허가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4.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디램(D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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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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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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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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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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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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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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