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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비휘발성 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57) 요 약
시스템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 및 메모리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일 태양에서, 데
이터는 휘발성 메모리로부터 비휘발성 메모리로 체크포인트되는 트랜잭션 로그 파일 및 메타데이터에 의해 설명
된다. 로그 파일 세그먼트와 메타데이터 세그먼트의 마지막 체프포인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액션은 비휘발성
메모리 블록을 스캔함으로써 발견되며,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진 각각의 블록에서의 가장 높은 섹터의 리코드를
설명한다. 임의 나중 트랜잭션이 발견되며 저장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가 정확하게 나타내도록 복구된 메타데이
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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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비휘발성 기억소자(NVS)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휘발성 기억소자(VS)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동적 테이블을 유지하는 단계;
상기 NVS에 상기 동적 테이블의 체크포인트된 복사본(copy)을 유지하는 단계;
동적 테이블에 대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는 VS에 다른 일부는 NVS에 유지하는 단계; 및
메타데이터의 제1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NVS에 저장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동적
테이블에 적용하고; NVS에 저장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에 포함되지 않은 동적 테이블에 대한 변경을 발견하며;
발견된 변경이 존재하면, 메타데이터의 제2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견된 변경을 동적 테이블에 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동적 테이블을 수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의 체크포인트된 복사본이 NVS에서 휘발성 기억소자로 판독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은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에 대한 인덱스 값을 포함하고, 인덱스 값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록된 블록
의 섹터 번호의 가장 높은 증분 값인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변경을 발견하는 단계는 데이터가 블록의 인덱스 값보다 큰 인덱스 값을 가지는 섹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결정
하기 위해 블록을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데이터가 섹터에 기록되어 있다는 표시는 데이터 비트가 모두 "1"인 비트 이외의 데이터 비트인 메모리 시스템
의 동작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데이터가 섹터에 기록되어 있다는 표시는 섹터의 예비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비트가 모두 "1"인 비트 이외의 데
이터 비트인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변경을 발견하는 단계는 트랜잭션 로그의 체크포인트부터 블록이 소거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각의 블록의
적어도 가장 낮은 번호의 섹터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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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발견된 변경은 예비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예비 데이터는 데이터의 논리 블록 어드레스, 및 트랜잭션 시퀀스 번호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예비 데이터는 데이터의 이전 섹터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1
제 3 항에 있어서,
섹터는 복수의 섹터인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4 개의 섹터가 하나의 페이지이며, 발견된 변경은 데이터의 페이지에 대한 것인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시퀀스 번호는 동적 테이블의 각각의 변경에 순차적으로 배정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은 최소 기록가능한 메모리 회로 어드레스 범위의 각각에 기록된 데이터의 적어도 기본 메모리 어드
레스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인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메타데이터는 물리적 섹터 어드레스로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관련시키며 동적 테이블은 부분들에 체크포인트를
함으로써 비휘발성 기억소자에 유지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은 복수의 블록에 대한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포함하며, 각각의 블록은 섹터로 구성되는 메모리 시스
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 및 트랜잭션 로그는 세그먼트들에서의 비휘발성 기억소자에 체크포인트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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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테이블의 각각의 세그먼트는 동일한 세그먼트가 다시 체크포인트되기 전에 체크포인트되는 메모리 시스템
의 동작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의 각각의 세그먼트는 기결정된 개수의 변경이 세그먼트의 콘텐츠에서 이뤄지는 경우 체크포인트되
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의 각각의 세그먼트는 마지막 체크포인트부터 기결정된 경과 시간 이후 체크포인트되는 메모리 시스
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NVS에서의 체크포인트된 트랜잭션 로그는 트랜잭션 NVS로 휘발성 트랜잭션 로그의 가장 최근 세그먼트의 콘텐츠
를 기록함으로써 유지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NVS에서의 트랜잭션 로그의 크기는 동적 테이블의 세그먼트의 각각이 체크포인트된 마지막 시간부터 동적 테이
블에 영향을 미치는 트랜잭션의 리코드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발견된 변경을 위한 예비 데이터는 복구 로그에 기록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예비 데이터는 예비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트랜잭션 시퀀스 번호에 의해 복구 로그에 정렬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정렬된 예비 데이터는 예비 데이터에 포함된 트랜잭션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동적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6
제 3 항에 있어서,
블록에 대한 인덱스 값에 대응하는 섹터가 검사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7
제 9 항에 있어서,
섹터는 블록이 소거 트랜잭션에 의해 소거되었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프리 섹터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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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NVS 안에 기록된 사용자 데이터는 RAI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록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 데이터는 RAID 데이터의 시퀀스 번호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30
휘발성 메모리 장치(VS);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NVS); 및
휘발성 메모리 장치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와 통신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NVS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VS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동적 테이블을 유지하는 단계;
상기 NVS에 상기 동적 테이블의 체크포인트된 복사본(copy)을 유지하는 단계;
동적 테이블에 대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는 VS에 다른 일부는 NVS에 유지하는 단계; 및
메타데이터의 제1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NVS에 저장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동적
테이블에 적용하고; NVS에 저장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에 포함되지 않은 동적 테이블에 대한 변경을 발견하며;
발견된 변경이 존재하면, 메타데이터의 제2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견된 변경을 동적 테이블에 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동적 테이블을 수선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동적 테이블은 NVS의 기록가능한 데이터 영역에 대한 인덱스 값 및 물리적 어드레스로의 논리 어드레스의 맵핑
을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인덱스 값은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NVS의 블록의 가장 높은 기록가능한
데이터 영역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32
비휘발성 기억 장치(NVS)에 저장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휘발성 기억 장치에 메타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프로세서
및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기억소자(NVS)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휘발성 기억소자(VS)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동적 테이블을 유지하며;
상기 NVS에 상기 동적 테이블의 체크포인트된 복사본(copy)을 유지하고;
동적 테이블에 대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는 VS에 다른 일부는 NVS에 유지하며;
메타데이터의 제1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NVS에 저장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동적
테이블에 적용하고; NVS에 저장된 트랜잭션 로그의 일부에 포함되지 않은 동적 테이블에 대한 변경을 발견하며;
발견된 변경이 존재하면, 메타데이터의 제2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견된 변경을 동적 테이블에 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동적 테이블을 수선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되거나 분배된 컴퓨
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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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항에 있어서,
발견된 트랜잭션은 적용하기 전에 정렬된 시퀀스로 배열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발견된 트랜잭션은 NVS의 데이터의 블록이 소거되었는지 여부 및 트랜잭션이 체크포인트된 메타데이터 또는 트
랜잭션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및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메타데이터는 NVS의 블록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는 가장 높은 섹터 위치를 나타내는 인덱스 값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6
제 32 항에 있어서,
메타데이터는 프리 블록의 목록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프리 블록은 모든 프리 섹터들로 구성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데이터는 증가하는 인덱스 값의 순서로 블록의 프리 블록에 기록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데이터가 프리 블록에 기록되는 경우, 섹터는 유효 데이터를 가진다고 고려되고 섹터는 블록이 소거될 때까지
다시 기록될 수 없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0
제 34 항에 있어서,
블록은 라이브 데이터를 가지는 블록의 모든 섹터의 데이터가 또다른 블록의 프리 섹터들로 재배치될 때까지 소
거될 수 없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1
제 35 항에 있어서,
섹터의 위치의 데이터가 수정되는 경우, 수정된 데이터의 섹터 위치는 수정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프리 페
이지의 섹터 위치로 변경되며 수정된 데이터가 이동되어 있는 섹터 위치는 데드 페이지로서 마킹되는 컴퓨터 판
독가능 매체.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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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2007년 11월 21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1/003,897호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는 본 발명에 참고
로 통합되어 있다. 본 출원은 2005년 4월 21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0/674,189호, 및 2005년 6월 11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0/698,636호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2006년 4월 17일에 출원된 미국 출원 제 11,405,803
호, 및 2007년 3월 29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60/920,737호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2008년 3월 26일에 출원된
미국 출원 12/019,364호의 일부 계속 출원이며, 이들 각각은 본 발명에 참고로 통합되어 있다.

[0002]

본 발명은 휘발성 및 비휘발성 저장 매체 상의 데이터의 저장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비휘발성 기억소자(non-volatile storage: NVS)는 장기간 동안 보유될 필요가 있는 데이
터를 저장하고, 전력 손실 또는 다른 시스템 실패 이벤트 이후 데이터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한 컴퓨
팅 시스템에 유용하다.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예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광 디스크 및 플래시 메모리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메모리는 영구 기억소자(persistent storage)라 불린다.

[0004]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 메모리 셀의 어레이에 정보를 저장하는 NVS의 예이다. SLC(single-level cell) 장치에
서, 각각의 셀은 한 비트의 정보만을 저장한다. MLC(multi-level cell) 장치로 공지된, 최근 개발된 유형의 플
래시 메모리는 셀로 적용하기 위해 전기 전하의 여러 레벨 사이에서 선택함으로써 셀당 2 이상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NVS가 개발되고 있으며, 장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0005]

플래시 메모리 회로의 2 개의 포괄적 유형, 즉 NOR 및 NAND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용량 메모리 시
스템에 대해, NAND 플래시 메모리가 바람직하다. NOR 플래시 메모리가 바이트에 기초하여 수행되도록 판독 및
기록(프로그래밍) 동작, 및 "블록"으로 알려진 영역 상의 소거를 허용하는 반면, NAND 플래시는 자기 디스크 드
라이브에 유사한, 블록에 기초하여 조직된다. 이와 같이, 섹터(sector), 페이지 및 블록이란 용어는 계층에 기
초하여 유추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이들 데이터 저장 영역의 크기는 설명되는 실제 제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메모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블록이란 용어는 소거될 수 있는 물리적 메모리
위치의 가장 작은 인접한(contiguous) 범위를 나타낸다. 블록을 소거하는 것은 블록에서의 모든 비트를 "1"로
설정한다. 때때로 프로그래밍이라 불리는, 기록은 메모리로 정보(데이터)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블록의 한 페이
지 또는 섹터의 선택된 비트들을 "0"으로 설정한다. 블록 내의 섹터 또는 페이지 프로그래밍 동작은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동작은 NAND 메모리의 각각의 섹터에 대해 오직 한번 수행될 수 있고, 섹터를
포함하는 메모리의 전체 블록은 섹터를 다시 기록하기 전에 소거되어야 한다.

[0006]

논리 메모리 어드레스에 대한 NVS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물리적 메모리 위치에 또다른 기록을 요구
하며, 이는 플래시 시스템에 바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행해진 보통의 접근은 사용되지 않은 그러나 이전에
소거된 섹터로 수정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물리적 메모리에 논리적 메모리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재배치되어 있는 섹터는 구 데이터를 현재 포함하고, 사용자에 더이상 흥미가 없다. 이는 "데드(dead) 또는 무
효" 섹터라 고려될 수 있는 반면, 통용되는 데이터는 "리브(live) 또는 유효" 섹터에 저장된다고 고려된다. 데
이터의 기록을 위해 이용가능한 섹터는 "프리(free)" 섹터라 불릴 수 있다. 동일한 용어는 페이지, 또는 블록
등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0007]

메타데이터(metadata)는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예를 들어,
물리적 저장 위치로 논리 데이터 요소의 연관일 수 있다. 파일 관리 시스템의 요건, 씬 프로비저닝(thin
provisioning) 시스템, 분산 RAID 관리, 디스크 에뮬레이션(disk emulation) 또는 다른 사용자 요구에 좌우하
는, 다른 정보,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기록 시간, 및 오류 수정 코드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08]

시스템 동작에서의 중단이 예를 들어, 전력 실패, 하드웨어 실패, 또는 소프트웨어-관련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
하는 경우,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변질되거나 또는 손실될 수 있고, 비휘발성 기억소자(NVS)에,
하우스키핑(housekeeping) 또는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데이터의 위치 및 다른 정보는 중단의 시간에서
는 더이상 알려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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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9]

본 발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과제의 해결 수단
[0010]

시스템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 및 메모리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0011]

일 태양에서, 상기 방법은 비휘발성 기억소자(NVS)에 동적 테이블의 체크포인트된(checkpoint) 복사본(copy)을
유지하는 단계; 및 동적 테이블에 대한 트랜잭션 로그를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동적 테이블이 현재의 것이
아니거나 또는 재저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기 방법은 트랜잭션 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동적 테이블로의 변경
을 발견하는 단계 및 발견된 변경 및 트랜잭션 로그에서의 트랜잭션을 적용함으로써 동적 테이블을 업데이트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로그되는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이 시작되고/되거나 NVS로 기록되는 것을 마치기 전에
트랜잭션 로그가 NVS로 기록되는 상황과 같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던 트랜잭션 로그에서 엔트리를 발견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0012]

또다른 태양에서, 데이터의 저장 시스템은 프로세서, 휘발성 메모리 장치(VS),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NVS)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NVS에 저장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의 VS에서의 동적 테이블; NVS에서의
동적 테이블의 점진적으로 체크포인트된 버전, 및 로그가 NVS로 점진적으로 체크포인트되며, 메타데이터에 영향
을 미치는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VS에서의 로그를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메타데이터는 수선 또는 복구의 시간과
NVS에서의 로그의 마지막 점진적 체크포인트 사이에서 NVS로 기록된 데이터를 발견함으로써 수선될 수 있다.

[0013]

또다른 태양에서, 비휘발성 기억 장치(NVS)에 저장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세서
및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명령어를 가지며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상에 저장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개시되어 있다. 트랜잭션 로그 및 NVS에의 메타데이터의 체크포인트된 버전은 NVS에서 유지될 수 있고,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체크포인트된 메타데이터로 트랜잭션 로그의 트랜잭션을 적용하
고; 트랜잭션 로그가 트랜잭션을 포함하도록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던 시간 동안 기록된 데이터를 발견하고; 그
리고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로 정렬된 복구 로그에서의 트랜잭션을 적용함으로써 수선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4]

본 발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5]

도 1은 휘발성 및 비휘발성 저장 회로를 가지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설명한다;
도 2a는 비휘발성 기억소자(NMS)에 체크포인트된 메타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b는
언제 메타포인트의 세그먼트가 체크포인트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
이며; 도 2c는 도 2b에 도시된 방법의 연속이다;
도 3a는 메타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파트 Ⅰ); 및 도 3b는 메타데이터를 복수하는 방법
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파트 Ⅱ);
도 4는 메모리 모듈의 논리 또는 물리적 배열일 수 있는, 복수의 메모리 모듈 상에 저장된 어레이 A에 대한 데
이터 구조의 예이다;
도 5는 모듈의 물리적 배열이 다수의 루트를 가지는 이진 트리에 있는, 메모리 시스템의 물리적 모듈로의 논리
데이터 소자의 배정(assignment)을 나타내는 예이다;
도 6a는 메타데이터의 인덱스 워드(index word)의 데이터 구조의 예이며; 도 6b는 모듈의 또다른 모듈에 대한
인덱스 워드의 일부이다;
도 7은 메모리 어레이에 구체적 기본 데이터 유닛을 위치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인덱스 워드를 나타낸다;
도 8은 메모리의 쿼드 데이터 유닛(quad data unit: QDU)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9는 여유 영역(spare area)에서 여유 영역 필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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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2-칩 메모리 회로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조의 계층을 나타낸다;
도 11은 RBR(Root Block Record)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2는 RBR 여유 영역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3은 IB(Index Block) 여유 영역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4는 MTE(Map Table) 여유 영역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5는 MTE(Map Table Entry)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6은 도 15의 MTE 위치 필드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7은 여유 영역에서 MTE 위치 필드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8은 도 15의 시퀀스 번호 필드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19는 CPB(checkpoint block) 여유 영역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20은 MTE에 대한 로그 엔트리(log entry)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21은 체크포인트 블록 기록 동작에 대한 로그 엔트리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22는 블록 소거 동작에 대한 로그 엔트리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23은 블록 배정 동작에 대한 로그 엔트리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24는 불량 블록에 대한 로그 엔트리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25는 로그를 패딩하기 위한 로그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도 26은 로그 블록 여유 영역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6]

예시적인 실시예는 도면을 참고로 하여 더 잘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 실시예는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
어 있지 않다.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도면에서 동일한 번호의 소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소자들은 번호가
매겨지거나 또는 두문자어에 의해 표시될 수 있거나 또는 양자 모두 가능하고, 명료함을 위해 표현 사이의 선택
이 이루어져, 숫자로 표시된 소자, 및 두문자어 또는 글자와 숫자로 쓴 표시자에 의해 나타난 동일한 소자는 구
별되어서는 안된다.

[0017]

당업자가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예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공지된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또는 기술을
본 발명에서 참고로 할 수 있다. 예들은, 시스템, 장치, 구성소자 또는 공지되어 있거나, 본 발명에 개시될 수
있거나, 이하 개발될 수 있는 기술,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당업자가 본 발명에 청구된 바와 같이 발명
의 개념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다.

본 발명에 개시된 예와 임의 공지된 시스템, 장치, 구성소자 또는

기술 사이의 성능을 비교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교는 본 발명의 새로운 시스템, 장치, 구성소자 또는 기술을
더 편리하게 이해하기 위해 단지 당업자에서 허용되도록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결과가 변함없이 달성되거나 또
는 달성될 수 있는 성능상에 제한이 되는지를 암시하지 않고, 상기 비교가 더 양호하게, 열등하게, 또는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경우, 복잡한 시스템에서, 다양한 구성 및 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0018]

설명된 방법 및 도면에 도시된 장치가 기계-실행가능한 명령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로, 또는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거나 또는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명령어는 설명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해 명령어와 함께 프로그램되는, 범용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제어기와 같은, 특수 목적 프로세서,
DSP, 또는 어레이 프로세서 등을 야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대안으로는, 동작은, 설명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한 펌웨어 명령어 또는 하드와어어드 로직(hardwired logic)을 포함하는 특수 하드웨어 소자에 의해, 또는 아날
로그 회로를 포함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하드웨어(custom hardware) 소자 및 프로그램된 컴퓨터 소자의 임의
조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소자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및 혼합 로직 및 아날로그 회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19]

상기 방법들은 기계-판독가능 매체 저장될 수 있거나 또는 분배될 수 있고, 컴퓨터(또는 다른 전자 장치)가 기
능 또는 방법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명령어를 포함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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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부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명세서의 목적을 위해, "기계 판독가능 매체(machine-readable medium)"란
용어는 기계 또는 특수 목적 하드웨어가 본 발명에 설명된 기능 또는 방법 중 임의 하나를 수행하게 하고, 컴퓨
팅 기계 또는 특수 목적 하드웨어에 의해 판독 또는 실행을 위한 데이터 또는 명령어의 시퀀스를 저장할 수 있
는 임의 매체를 포함하도록 취해질 것이다. "기계-판독가능 매체"란 용어는 고체-상태 메모리, 광 디스크 및 자
기 디스크, 자기 메모리 및 광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0020]

예를 들어, 제한이 아니라, 기계 판독가능 매체는 ROM(read-only memory); 모든 유형의 RAM(random access
memory)(예를

들어,

S-RAM,

D-RAM,

P-RAM,

M-RAM);

EPROM(electronically alterable read only memory); 자기 RAM;

PROM(programmable

read-only

memory);

자기 디스트 저장 미디어; 및 모든 유형의 플

래시 메모리(에를 들어, SLC, MLC, 위상 변화(phase change)), 또는 공지되어 있거나 또는 연이어 개별될 수 있
는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 유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21]

또한, 액션을 취하거나 또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일 형태 또는 또다른 형태로(예를 들어, 프로그램, 절차,
과정, 애플리케이션, 모듈, 알고리즘 또는 로직) 소프트웨어라 말하는 것이 당해 기술에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컴퓨터 또는 등가 장치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컴퓨터의 프로세서 또는 등가 장치가 액션을 수행
하거나 또는 결과를 발생하도록 한다고 말하는 단지 편리한 방법이며, 이들의 표현은 예를 들어, 메모리 위치에
저장될 수 있거나, 또는 외부 장치 또는 시스템 상에, 국부적으로 또는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0022]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 경우, 예는 구체적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을 포함할 수 있지만, 모든 예가 반드시 구체
적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2 개 이상의 예의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의 결
합이 명백히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 개 이상의 예의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의 결합이 결합되어서는 안되
거나 결합될 수 없는 제안 또는 의미로서 취해져서는 안된다. 구체적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이 예와 함께 설명되
는 경우, 당업자는, 명백하게 본 발명에서 설명되든 아니든, 다른 예와 함께 이와 같은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을
실시할 수 있다.

[0023]

메타데이터는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예를 들어, 물리 저장 위
치로의 논리 데이터 요소의 연관, 및 논리 데이터 요소와 물리 저장 위치의 연관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스템
의 요건에 좌우되는, 데이터 유형에 대한 정보, 데이터의 기록의 시간, 오류 수정 코드 및 물리적 저장 위치의
상태 등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은 메타데이터 자
체로 이뤄질 수 있고, 메타데이터가 나타나도록 의도되어 있는 저장된 데이터와 일관되게 메타데이터를 유지하
도록 로그에 대해 이뤄질 수도 있다.

[0024]

메타데이터는 다이, 칩, 모듈, 볼륨 또는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관한 것 일 수 있으며, 다른 메타데이터를
언급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메타데이터로 언급될 수 있다. 간단함을 위해, 다이 상의 데이터의 저장과 연과된
메타데이터가 논의되며, 칩, 모듈 또는 시스템 상에 저장된 메타데이터의 태양은 필요한 경우 도입된다. 메타데
이터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 상에 색인된 테이블로 조직될 수 있지만, 그러나 물리적 메모리 위치(예를
들어, PBA)와 관련하여 또한 저장될 수 있다. 어드레스 인덱스는 자주 디스크 상의 개별 페이지 또는 섹터, 또
는 플래시 다이 상의 블록의 섹터들 또는 페이지들과 연관되며, 512 바이트일 수 있다. 다른 태양에서, 어드레
스 인덱스는 복수의 섹터(통상적으로 4개의 섹터)를 가지는 페이지와 연관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LBA란 용어
는 메타데이터에 의해 표현되는 데이터 어드레스의 가장 작은 증분을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12 바이트,
또는 2K 바이트. 저장된 데이터가 플래시 칩의 여유 영역에서와 같은, 메모리에 저장된 속성을 가지는 경우, 이
와 같은 데이터의 존재는 LBA의 속성들 중 하나로서 포함될 수 있고 로컬 메타데이터로 고려될 수 있다.

[0025]

LBA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의 물리적 어드레스, 및 LBA 시퀀스 번호는 LBA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 LBA 시퀀스 번호는 각각의 LBA에 특정할 수 있으며 연관된 메모리 장치의 리셋에서 초기화될
수 있거나, 또는 시퀀스 번호는 명령(command)에 의해 일정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LBA의 데이터가 변경되는
매 경우, LBA의 시퀀스 번호의 값(SeqLba)은 1(unity) 씩 증분될 수 있다. 시퀀스 번호가 2 개 이상의 LBA와 연
관된다면, 시퀀스 번호는 증분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카운터의 현재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대안으로는, 시퀀스
번호는 클록 값의 일부 또는 시간 스탬프, 난수(random number), 또는 또다른 다른 방법으로 임의로 배정된 값
일 수 있다.

[0026]

LBA 등의 용어가 호스트 또는 사용자 컴퓨터로 초기화된 프로세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말하는 경우, 사용자
는 LBA가 메모리의 논리 또는 물리적 어드레스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메모리 시스템은 이 명칭
(designation)을 받아들 일 수 있고, 임의 사용자 데이터 위치가 메모리에서의 논리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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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메모리의 실제 데이터 위치 및 데이터 위치의 사용자 표현 사이의 맵핑(mapping)을 형성한다. 따라서, 사용
자의 파일 관리 시스템은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구식 소
프트웨어(legacy software)일 수 있는 복수의 파일 관리 시스템 유형은 호스트 컴퓨터 상에서 성공적으로 동작
할 수 있다.
[0027]

설명의 간단함을 위하여,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 위치는, 사용자 관점에서, RAM-기반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사
용되는 것과 유사한, 메모리 어드레스의 근접 스팬(span)으로 설명될 수 있고,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은 사용자
메모리 공간에 서브-영역으로 분할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 프로세스로 이와 같은 영역을 할당하기 위해
메모리 시스템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랜덤하게 접근가능한 것으로, RAM 메모리 시스템에서
와 같이, 블록 지향 장치로서, 또는 임의 다른 어드레스지정 방식을 사용하여 LBA 어드레스 범위를 처리할 수
있다.

[0028]

RAID(Reliable Array of Inexpensive Disks)와 등가의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 동일한 시퀀스 번호는 RAID 그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스트라이프(stripe)의 각각의 메모리 회로에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로 할당될 수 있다.
RAID 스트라이프의 각각의 일부로의 동일한 시퀀스 번호 값의 배정은 스트라이프의 각각의 일부로부터 판독된
데이터가 스트라이프의 상기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가장 최근의 데이터이며, 스트라이프의 약간의 부분이
정확한 어드레스를 가지지만 구식 버젼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허용한다. 시
퀀스 번호는 순차적일 필요는 없지만 RAID 스트라이프의 모든 부분이 함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질 필요만이 있다. 이와 같은 비순차적 "시퀀스" 번호의 예들은 공유된 난수, T1 DIF(Data
Integrity Field), 또는 스트라이프의 또다른 부분의 체크섬(checksum)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크 B(chunk
B)의 SeqNum은 청크 A의 CRC이고, 청크 C의 것은 청크 B의 CRC이며, ... 청크 E의 것은 청크 D의 CRC이고 청크
A의 것은 청트 E의 CRC이다. 스트라이프 부분들의 SeqNum은 스트라이의 한 부분 또는 전체에 걸쳐 계산된 ECC
또는 CRC의 조각일 수 있다.

[0029]

메타데이터로의 변경은 로그에 리코드(record)될 수 있고 로그의 헤드에 순차적으로 리코드될 수 있고, 이는 메
타데이터의 유지와 연관된 트랜잭션(transaction)의 연대순의 기록이다. 로그에 할당된 저장 공간이 유한하며,
따라서 프리 공간은 예를 들어, 로그 파일 시스템이, 로그 파일이 순환 버퍼에서 유지되는 경우 로그의 헤드가
랩 어라운드(wrap around)하는 경우 채워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그의 테일(tail)로부터 되찾아 질 수
있다. 그러나, 로그 데이터는 링크된 리스트 또는 다른 데이터 구조로서 유지될 수 있다. 로그 파일 자체는 또
한 메타데이터로서 고려될 수 있다.

[0030]

칩 또는 모듈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자율 엔티티(autonomous entity)로서 모듈을 유지하도록, 칩 또는 모듈 상의
칩들에 기록될 수 있다. 칩의 고장은 복구를 위한 메터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데이터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
다. 사용자 데이터는 RAID 배열에서 복수의 모듈을 가로질러 데이터를 스트라이핑함으로써 메모리 시스템에 저
장될 수 있고, 고장난 모듈에 저장된 데이터는 RAID를 사용하여 여유 모듈로 재구성될 수 있다.

[0031]

메타데이터가 모듈상에 저장되고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듈의 메모리 영역 또는 칩이 고장나는 경우,
오류 복구 메커니즘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손실될 수 있다. 모듈의 칩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모듈의 복수의 칩에 걸쳐 RDID 스트라이프에 메타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손실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회복 불능
의 오류가 모듈에 저장된 (로그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 블록에서 발생하는 경우 잉여 패리티(redundant
parity) 데이터가 사용되도록 예상될 뿐이기 때문에, RAID는 높은 순위를 가질 것이다. 즉, 18 개의 칩을 가지
는 하나의 모듈에서, 메타데이터 자체는 17개의 칩 상에 저장될 수 있고, 패리티 데이터는 18 번째 칩에 저장될
수 있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패리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판독되지 않는다. 이와 같
이, 필요한 저장 영역, 및 로컬 프로세서 로드(load)만이 단지 약간 증가될 뿐이다.

[0032]

로그 엔트리와 저장 매체로 기록된 데이터를 연관시키도록, 다른 시퀀스 번호(PgmSeqNum, PSN)는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트랜잭션, 또는 NVS 상의 블록 상태와 연관될 수 있다. PgmSeqNum의 값은
매체가 초기화되거나 또는 리셋되는 시간에 초기화될 수 있고, NVS로 기록된 다른 데이터 또는 각각의 LBA 데이
터에 대해 1 씩 증분될 수 있거나, 블록이 소거되거나, 또는 다른 리코드가능한 액션이 NVS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 PgmSeqNum의 값은 예를 들어, 각각의 섹터 또는 페이지와 연관된 NVS의 여유 영역에 LBA 데이터를 특징으로
하는 다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저장될 수 있다. NVS의 여유 영역은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닌 다른 정보 또
는 메타데이터의 저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할당되는 임의 어드레스 범위일 수 있다. 여유 영역은 섹터, 또는 페
이지에 근접할 수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비-근접한 어드레스 범위일 수 있다. 섹터 또는 페이지와 연관되는
경우, 여유 영역은 때때로 보조 데이터라 불린다. 통상적으로는, 본 발명에서 상호변경가능하게 용어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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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0033]

로그 파일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 또는 저장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저장 매체 상에 각각의 동작을 위한 엔트리
를 포함할 수 있고, LBA, 이전 물리적 메모리 위치, 새로운 물리적 메모리 위치, SeqLba, PgmSeqNum 및 LBA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임의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 및 로그는
또한 페이지 및 이의 섹터를 포함하는, 블록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예를
들어, 블록, 페이지 또는 섹터가 프리, 리브, 데드 또는 불량 중 하나일 수 있다.

[0034]

로그 파일은 NVS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로그 파일의 세그먼트는 "충돌
(crash)"이 발생하는 순간에 (DRAM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휘발성 메모리에서의 로그 파일의
세그먼트는 메타데이터가 충돌에 의해 변질되거나 또는 손실되기 전에 NVS로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다. 트
랜잭션 데이터가 로그 파일로 입력되었다고 말해지는 경우, 특별히 달리 말하지 않는 한, NVS에 이미 저장된 트
랜잭션 데이터의 세그먼트를 의미한다. 이 논의는 전력 실패의 시간, 또는 현재 메타데이터 및 트랜잭션 로그가
휘발성 메모리로부터 NVS로 완전히 저장되어 있지 않은, 다른 상황에서 불충분한 잔존 전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모든 메타데이터 및 트랜잭션 로그가 동작의 중단 전에 NVS에 저장될 수 있는 경우, 이는 "클린" 종
료(clean shutdown)라 불릴 수 있으며, 저장된 로그에 임의 트랜잭션에 의해 적어도 업데이트되는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현재 표현이다. 프로그래밍 결함과 연관된 충돌 또는 유사한 이
벤트의 경우에,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어떠한 기회도 없을 수 있거나, 또는 데이터 전송이 불완전하거나 또는
손상될 수 있다.

[0035]

메타데이터, 로그 파일, 및 유사한 정보는 예를 들어, 순환 버퍼에 NVS에 저장될 수 있다. 일 태양에서, 메타데
이터 및 로그 데이터는, 원보다는 사슬을 형성하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적으로 할당되고 비어있는
(freed) 데이터 구조에 저장될 수 있다. (완전하거나 또는 인접하지 않을 수 있는) LBA의 범위를 나타내는, 메
타데이터의 세그먼트는 NVS 메타데이터 버퍼의 헤드에 위치함으로써 NVS에 저장된 데이터에 주기적으로 추가될
수 있어(체크포인트될 수 있어), 비록 저장된 메타데이터가 과거에 LBA 어드레스 범위의 각각의 "스냅샷
(snapshot)"을 나타낼 수 있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LBA 데이터는 NVS에 저장되어 있다. 체크포인트를 위해 할
당된 NVS 메모리는 메타데이터의 적어도 현재의 전체 세트 및 관련 저장 매체에 대한 임의 연관된 트랜색션 로
그가 저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결국에는, 버퍼는 논리적으로 랩 어라운드될 수 있고 오래된 데이터
는 중복기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메타데이터 세트만이 충돌로부터 복구하는데 사용된다; 그러
나, 더 오래된 메타데이터는 진단을 목적으로 보유될 수 있고, 메타데이터 저장을 위해 할당된 저장 영역은 완
전한 체크포인트를 위한 저장 영역을 초과한다.

[0036]

NVS에서의 트랜잭션 로그 파일의 크기는 (마지막 증분 체크포인트) 각각의 LBA 어드레스 범위에 대해 업데이트
된 메타데이터의 저장 다음에 메타데이터에서의 변경을 리코드하는데 적어도 충분할 필요가 있어, 저장된 데이
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완전한 세트가 NVS에 저장되거나, 또는 NVS로부터 복구가능하다.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의 주기성 및 NVS에서의 로그 파일의 길이는 설계 트레이트-오프(trade off)이며, 판독 및 기록 동작의 혼합에
좌우되며 동적으로 조절가능할 수 있다.

[0037]

실시예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NVS를 특징 짓는데 사용된다.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계 고려사항에 좌우하여, 구체적 메모리 장치의 사용은 개발되고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유형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개발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적 특성을 가지는, 다른 NVS 메모리 장치가 동일하
게 사용가능하지 않음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몇 가지 다른 NVS 메모리 기술의 조합이 NVS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몇 가지 다른 메모리 유형의 조합이 또한 휘발성 기억소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휘발성 메
모리 회로 및 비휘발성 메모리 회로 모두는 편의를 위해 약간의 다른 메모리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0038]

현재 제품에서 예시적인 NVS 장치는 동일한 물리적 패키지에서 2 개의 512 Mbyte 다이(die)를 가지는, 삼성 부
품 번호 K9W8G08U1M, 1 GByte 플래시 메모리 회로이다. 상기 장치는 공유된 8-비트 I/O 버스 및 다수의 공유된
제어 신호들을 가진다. 2 개의 다이는 개별 인에이블(enable) 및 레디/비지(ready/busy) 신호를 가진다. 간략함
을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실시예에서 언급되는 경우, 모듈 또는 칩에서의 2 개의 다이의 동작이 논의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이 중 하나 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용량의 칩 및 다
중 칩 패키지들로의 확대가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실시예에서 사용된 플래시 메모리 칩의 구체적 설계
가 실시예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버스 구조, 및 데이터 용량 등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양
장치가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메모리 회로의 선택은 NVS 메모리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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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9]

각각의 다이는 4096 블록을 포함하며; 각각의 블록은 64개의 2KByte 페이지를 포함한다. 즉, 각각의 다이는 512
Mbyte(MB)의 용량을 가지며, (하나의 칩일 수 있는) 2 개의 다이의 패키지는 1 GByte(GB)의 용량을 가진다. 각
각의 페이지는 또한 4 개의 512 byte 섹터로 구성될 수 있다. 각각의 페이지는 섹터에 대한 보조 데이터라 불릴
수 있는, 로컬 메타데이터를 보유하는데 사용된 64 Byte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및 페이지의 로컬 메타
데이터는 또한 달리 배열될 수 있고, 전체 페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하나의 64 바이트 영역에 포함되거나 또
는 페이지의 섹터에 할당된다.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는 2 KByte + 64 byte 휘발성 데이터 레지스터로 플래시
저장으로부터 전체 페이지의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판독될 수 있다. 따라서, 판독된 데이터는 바이트 데이터로
서 휘발성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접근될 수 있거나, 전체 페이지는 데이터 버스 상에서 시프트 아웃(shift
out)한다. 판독 포인터(pointer)가 페이지에서의 임의 바이트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의 서브세트가
또한 시프트 아웃될 수 있다. 페이지 또는 섹터의 판독이 설명되는 경우, 로컬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가 요구
된다면 또한 판독되어야 한다고 추정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메타데이터는 섹터 또는 페이지의 남아있는 데이
터를 전달하지 않고 접근될 수 있다.

[0040]

데이터 레지스터로의 비휘발성 메모리 회로로부터의 페이지의 판독은 약 25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릴 수 있고, 데
이터는 20 MBytes/second의 레이트로 칩 데이터 버스로 시프트 아웃될 수 있다. 레지스터 및 버스로부터 또는
이들로 전체 페이지를 시프트하는 것은 약 100 마이크로세컨드를 요구한다. 보조 데이터만이 요구되는 경우, 판
독 시간은 데이터 레지스터로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 필요한 대략 25 마이크로세컨드로 감소될
수 있다.

[0041]

블록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전에, 그 블록은 소거되어야 하며, 소거 프로세서는 대략 2 밀리세
컨드가 걸릴 수 있다. 소거는 블록의 모든 비트를 "1"로 설정하고, 다음 기록(프로그래밍) 동작은 선택적으로
비트를 "0"으로 클리어한다. 비트가 일단 0으로 된다면, 전체 블록을 소거함으로써 "1"로 설정될 수 있을 뿐이
다. 즉, 블록의 하나 이상의 섹터가 기록된다면, 동일한 섹터들은 전체 블록이 소거될 때가지 다시 기록될 수
없다. 부분적으로만 채워진 블록들은 오름 차순으로 프리 섹터 또는 페이지로, 기록된 데이터를 계속하여 가질
수 있다.

[0042]

기록은 칩 데이터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시프트하고 이후 비휘발성 메모리(NVS) 회로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명령
을 실행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기록은 버스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배
제하고, 대략 200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린다. 페이지의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영역은, 페이지가 4 개의 섹터로
구성되는 것으로 고려되는 경우, 소거들 사이의 4 배의 시간까지 각각 기록될 수 있다. 즉, 페이지의 섹터들의
각각은 증가하는 시퀀스 순서로 개별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 태양은 페이지가 4 개의 512 바이트 섹터로서
처리되도록 할 수 있고, 각각의 섹터는 연관된 ECC 또는 다른 로컬 메타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
블록에서의 페이지는 낮은 페이지 어드레스로부터 높은 페이지 어드레스로, 순차적으로 기록된다. 저장된 데이
터의 메모리 어드레스는 예를 들어, 블록 번호, 블록에서의 순차적 페이지 번호 및 섹터 번호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섹터 내의 바이트의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페이지가 일단 기록된다면, 블
록에서의 더 빠른 페이지는 전체 블록의 다음 소거 이후 까지 더이상 기록될 수 없다.

[0043]

종종,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페이지는 판독되거나 또는 기록되고 있는 등의

메모리 위치들의 가장 작은 인접

그룹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설명에서의 간소함을 위한 것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많은 NVS 회로는
섹터 레벨에서 기록가능하며, 한 페이지에 복수의(통상적으로는 4 개) 섹터가 존재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
이, 한 페이지의 섹터들은 한 페이지가 오름 차순으로, 그러나 반드시 함께는 아니라, 4 개의 섹터로서 기록될
수 있도록 시퀀스에 기록될 수 있다. 데이터가 페이지로부터 판독되는 경우, 데이터는 휘발성 데이터 레지스터
로 전송되고, 데이터의 일부만이 전송되거나 또는 동작된다. 예를 들어, 한 페이지의 한 섹터만, 데이터의 한
바이트만, 또는 섹터 또는 페이지의 여유 영역만이 실제로 칩의 버스에 배치될 수 있다.
[0044]

전술한 설명에서의 섹터, 페이지 및 블록이란 용어의 사용은 플래시 메모리 회로를 위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용어를 반영하며, 회전 디스크 메모리 기술로부터 몇 가지 용어의 채택으로부터 유발된다. 그러나, 데이터
구조가 본 발명에 설명된 경우, "블록"이란 용어는 이하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 구조에서의 데이터의 블록은 논리 데이터 구조 정의해 의해 정의된 크기 및 특성을 가지며, 소거 동작에
서 소거될 수 있는 최소 량의 메모리를 나타내는 플래시 메모리의 한 블록에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 "
세그먼트"란 용어는 물리적 메모리의 플래시 메모리 블록으로 크기에 있어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고정 또는 가
변 크기의 데이터의 한 블록을 언급할 수 있다. 페이지 및 섹터란 용어는 데이터 및 위치를 말하는 경우 사용되
는 다른 용어로 교체될 수 있다. 이는 실시예들의 내용으로부터 명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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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도 1에 도시된, 시스템(1)의 예에서, 컴퓨터 또는 버스 인터페이스 프로세서(10)는 휘발성 기억 장치(20) 및 플
래시 메모리일 수 있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30)(NVS)와 통신한다. 휘발성 기억소자(20)는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또는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등과 같은 장치일 수 있다. 휘발성 메모리 또는 휘
발성 기억소자(VS)는 이와 같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원의 근본적으로 연속하
는 응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종 이 전력이 시스템 구조의 임의 레벨에서 있을 수 있는 배터리 백
업 시스템에 의해 보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백업 전력 공급은 무한히 계속되지 않으며, 이 예를 위해, 시스
템 주 전력의 손실 또는 다른 전력 중단이 휘발성 기억소자(20)에 데이터의 손실 또는 가능한 변질을 가져오도
록 고려된다. 편의를 위해, 휘발성 기억소자(VS)는 RAM으로 본 발명에서 설명된다. 비휘발성 기억소자(NVS)는
데이터 무결성이 전력 손실 이후에 조차 유지되는 매체 또는 메모리 회로를 가지는 장치일 수 있다. 자기 디스
크 같은 매체, 또는 다양한 유형의 플래시 메모리가 현재 사용된다. 예를 위해, SLC NAND 플래시 메모리
회로는, 사용될 수 있는 NVS의 유형을 제한하도록 의도되지 않고, NVS 빌딩 블록으로서 사용된다.

[0046]

버스 인터페이스(10)는 RAM, 자기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 등과 같은 다른 저장 매체와 연관될 수 있는, 호스트
프로세서와 같은 컴퓨팅 시스템의 다른 소자와 통신할 수 있고, 또한 외부 통신 네트워크와 접속할 수 있다. 버
스 인터페이스(10)는 더 큰 NVS 메모리 시스템의 버스와 접속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도 1의 어셈블리는 모듈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메모리 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일 태양에서, 도 1의 어셈블리는 고체 상태
디스크(solid state disk: SSD)로 고려될 수 있고, 더 대용량의 메모리 시스템의 일부로서 또는 개별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

[0047]

RAM(20)은 실행하기 전에 RAM에 또한 저장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RAM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의 휘발성 저장을 위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고, 메타데이터는
NVS 상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 또다른 메타데이터, 및 로그 파일 등의 태양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다.

[0048]

모듈이 대용량의 메모리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다른 휘발성 메모리 영역들은 또한 또다른 컴퓨터 또는 프로세
서 등에 의해 동작을 위한 데이터 및 프로그램 명령어의 임시 저장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메모리 모듈과 연관
된 RAM은 NVS 장치와 임의 다른 저장 매체 사이에 중간 기억소자로서 사용될 수 있다.

[0049]

반복하기 위해, 모듈이란 용어는 컴퓨팅 시스템에 연관될 수 있는, NVS 메모리회로의 그룹을 상상하기 위한 편
의이다. 모듈은 또한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과 통신하기 위한 버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듈은 단일
회로 보드, 기판 또는 패키지 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소자를 가질 필요는 없다. 대안으로는, 2 개 이상
의 모듈은 단일 보드, 기판 또는 패키지 상에 존재할 수 있다.

[0050]

처리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현재는, NVS에서의 데이터를 판독하고 기록하기 위한 액세스 시간이 RAM에서의 데
이터에 대한 액세스 시간 보다 긴 경우 NVS에서 뿐만 아니라 RAM에 저장될 수 있고, NVS는 또한 소모되기 전에
소거 또는 기록의 횟수와 같은 제한을 가질 수 있다. RAM(VS)에서의 메타데이터를 휘발성 메타데이터라고 고려
할 수 있으며, NVS(예를 들어, 플래시)에서의 메타데이터를 바람직하게는 휘발성 메타데이터의 비휘발성 거의
현재 또는 현재 이미지라고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가 NVS 상의 데이터의 저장 및 회수(retrieva
l)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수정된 메타데이터가 RAM에 있는 경우 동작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데
이터란 용어가 본 발명에 사용되는 경우, 특별히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데이터, 메타데이터, 파
일 데이터, 프로그램 명령어 및 로그 파일 등을 의미한다.

[0051]

휘발성 기억소자(VS)의 메타데이터는 시스템 전력의 손실 또는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 손실되거나, 변질
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종종 "충돌(crash)"로 불린다. 본 발명에서, "충
돌"이란 용어는 VS의 메타데이터가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되도록 하는 임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충돌의 유발은 전력 고장, 하드웨어 결함,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오류, 또는 유사한 발생일 수
있다. 이 발생은 또한 시스템이 순서대로 종료되고("클린" 종료), 그리고 모든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가 NVS에
정확하게 저장되는(체크포인트되는) 상황과 구별하도록, "더티(dirty)" 종료로 공지될 수 있고, 저장된 메타데
이터 또는 저장된 메타데이터와 저장된 트랜잭션 로그의 조합은 저장된 데이터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0052]

이 실시예에서, 휘발성 메타데이터는 RAM에 저장되고, 메타데이터는 NVS에 저장된 데이터의 각각의 논리 요소의
속성 및 위치를 설명한다. 논리 데이터 요소 저장 설명은 예를 들어, 섹터, 페이지, 블록 또는 볼륨의 입도
(granularity)를 가질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논리 요소는 섹터이다. 시스템(1)이 동작을 시작하는 경우, 시
스템(1)에 의해 수신되거나, 또는 시스템 및 연관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동작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는 저장
되거나 또는 NVS로부터 회수될 수 있다. 데이터가 NVS로 기록되는 경우, 데이터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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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가지는, 섹터로서 조직화된다. 메타데이터는 NVS의 섹터의 물리적 메모리 위치와 LBA를 연관시키며, 시간
스탬프, 시퀀스 번호(예를 들어, SeqLba, PgmSeqNum), 데이터 유형, 체크섬, 또는 다른 오류 수정 코드(ECC) 등
과 같은 데이터와 관련한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시간 스탬프는 동작의 상대적 순서가 기결정된 입도에
대해 시간이 경과하는 방향과 관련하여 조직될 수 있도록 시스템 타이머에 관련할 수 있다.
[0053]

휘발성 메타데이터의 스냅샷(체크포인트)를 취할 수 있고, NVS에 저장할 수 있고 제 1 베이스라인(baseline)으
로 사용될 수 있다. 파일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가 NVS로 기록되도록 하는 매 시간마다, 논리 요소와 이의 물리
적 위치 사이의 연관은 데이터 또는 저장 위치의 임의 변경된 속성과 함께, 업데이트되고 휘발성 메타데이터에
저장되며, 트랜잭션은 또한 휘발성 기억소자에서 로그에 저장된다.

[0054]

주기적으로, 또는 휘발성 메타데이터로의 기결정된 횟수의 업데이트 이후, 메타데이터의 세그먼트(예를 들어,
페이지)는 NVS로 기록되어, 모든 메타데이터 페이지가 NVS에 기록됨에 따라, 동작의 횟수 또는 시간 주기 이후,
NVS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구성한다. 비록 다른 유효 시간을 가지더라도, 완전한 메타데
이터 세트가 NVS에 있도록 메타데이터 페이지의 수보다 큰 깊이를 가지는 순환 버퍼에 메타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NVS에 체크포인트된 이미지와 다르도록 휘발성 메모리의 메타데이터 페이지를 수정하는 동작이
수행된 직후, 저장된 데이터는 구식이며, 전체 메모리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메타데이터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트랜잭션의 로그는 휘발성 기억소자에 유지되며, 로그 데이터의 세그먼트는, 통상적으로 기결
정된 경과된 시간 또는 메타데이터 변경의 횟수 이후, 휘발성 메모리로부터 NVS로 점진적으로 기록된다. 이는
저장된 로그가, 로그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NVS에 저장되어 있던 시간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도록 할 수 있다.

[0055]

현재 휘발성 메타데이터 또는 휘발성 로그 데이터는 즉시 NVS로 기록(체크포인트)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충돌
의 발생은 RAM의 로그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사용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NVS에서의 메타데이터 이
미지, 및 NVS에서의 로그는 완전히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는 다음에 NVS로 기록되었을 수 있으며, 불필
요 데이터 수집(garbage collection) 또는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 하우스키핑 동작은 데이터 등의 재배치
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몇 데이터의 위치의 리코드가 손실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 영구적으로 기록되지 않
은 것과 같은 액션 및 다른 이유로, 데이터는 NVS에서의 하나의 물리적 위치로부터 또다른 물리적 위치로 전송
될 수 있다. 이들 "손실" 데이터는 위치가 정해질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발견될" 필요가 있으며, 메타데이터는
시스템이 충돌의 순간에 현실에서 존재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세트와의 일관성을 가지는 메타데이터 세트 상에
서 동작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다.

[0056]

메타데이터는 배드 블록(bad blocks)의 테이블, 각각의 플래시 블록에 대해, 수행된 이전 소거 동작의 횟수와
같은 사용 데이터, 및 각각의 플래시 메모리 블록의 점유 등과 같은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블록
의 섹터가 기록됨에 따라, 기록되려는 블록의 물리적 페이지 어드레스(인덱스)가 증분되며, 각각의 블록 'i'는
점유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이는 MaxNum[i] 값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는 데이터가 기록되어있는 블록
에서 가장 높은 어드레스 섹터의 인덱스 번호이다. 블록 소거 동작의 결과로서 이전에 소거되었고, 그리고 아직
다시 기록되지 않은, 또는 프로그램되지 않은 경우, 더 높은 페이지 번호를 가지는 섹터는 모두 "1"로
예상된다. MaxNum=0은 이전에 블록이 소거되었고, 데이터가 아직 블록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MaxNum[i]=MAX_BLOCK은 예를 들어, 블록이 차있음을 나타내며, 여기서 MAX_BLOCK 값은 블록에서 섹터
의 개수이다.

(이 실시예에서,

블록은 페이지당 4 개의 섹터를 가지는 64 개의 페이지를 포함하여,

MAX_BLOCK=255 이다.)
[0057]

충돌로부터의 복구의 과정은 각각의 메타데이터 세그먼트의 가장 현재 버전을 결정하도록 NVS에 저장된 체크포
인트된 메타데이터를 스캔(scan)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세그먼트(예를 들어, 논리
어드레스 범위)의 2개 이상의 이미지를 찾으면, 2개의 세그먼트 중 오래된 것이 무시된다. 각각 보유된 가장 현
재의 메타데이터 세그먼트의 가장 오래된 시간은 NVS로부터 회수된 트랜잭션 로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변
경을 고려하기 위한 시간 경계를 설정한다. NVS에 저장되어 있고, 보유된 세그먼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시간보
다 더 오래된, 트랜잭션 로그의 데이터는 저장된 메타데이터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트랜직션 로그 시간이 메타데이터의 각각의 유형에 대해 가장 오래된 가장 최근 체크포인트 시간과
동일한 경우 시작할 수 있다.

[0058]

일 태양에서, 블록이 소거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 발생은 NVS의 트랜잭션 로그에 아직 기록되
어 않았다. 블록이 기록 동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소거 동작은 메타데이터에 소거되었던 것으로 블록을 마킹
(marking)고 새로운 데이터를 블록에 기록하기 전에 VS의 트랜잭션 로그로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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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

이 실시예에서 칩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고려한다. 이와 같은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속성 중 하나는, 메타데이터
가 플래시 장치의 특성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장치로 기록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
래시 장치의 블록에서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유효 데이터를 가지는 MaxNum[i]=MAX, 각각의
블록 "i"에 대한 가장 높은 페이지 및 섹터 번호 MAX를 나타내는 정보는 메타데이터의 일부로서 저장될 수
있다. 플래시 블록은 그 블록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기 전의 소정 시간에 소거되었기 때문에, MaxNum[i]=MAX의
값보다 더 높은 섹터 및 페이지가 모두 "1"일 것으로 예상한다.

[0060]

충돌로부터의 복구의 일부로서, 마지막 유효 저장된 메타데이터 세트는 NVS에서 VS로 판독된다. NVS에 저장된
트랜잭션 로그 데이터는, 로그가 NVS로 저장되어있던 마지막 시간으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도록 처리된 로
그, 및 체크포인트의 가장 오래된 마지막 저장된 메타데이터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시간 또는 시퀀스 번호로부터
적어도, NVS로부터 VS로 또한 판독된다. 널 데이터(null data)를 포함하는, 기록 데이터, 및 NVS로의 로그의 마
지막 저장 다음에 취해진, 불필요 데이터 수집 또는 웨어 레벨링과 같은, 다른 NVS 관리 시스템에 의한 액션은
다른 수단에 의해 발견될 필요가 있다.

[0061]

각각의 블록 "i"에 대한 MaxNum[i]의 값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스캔될 수 있다. 각각의 블록 "i"에 대한,
MaxNum[i]의 값을 사용하여, 블록의 MaxNum[i]+1에 대응하는 섹터가 판독되며, (체크섬, SeqLba와 같은) 적절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영역의 모든 비트가 "1"이라면, 따라서 블록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NVS에서의 로그로
휘발성 트랜잭션 로그의 저장, 또는 롤링(rolling) 체크포인트 또는 스냅샷의 일부로서 NVS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 데이터도 블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다.

[0062]

MaxNum[i]=MAX의 값 이하의 섹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삭제될 수 있거나 또는 NVS의 다른 영역으로 이
동되었을 수 있다. 데이터가 이동되고, 트랜잭션이 NVS의 로그에 저장되지 않았다면, 데이터는 NVS의 블록의 각
각에 대해 MaxNum[i]의 값 위의 섹터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 체크하는 과정에 의해 발견될

것이다. MaxNum

[i]의 값 위의 섹터에 발견된 데이터는, 연관된 섹터 또는 페이지 메타데이터의 일부로서, 시퀀스 번호
(PgmSeqNum)에 대한 값, 및 현재 LBA 시퀀스 번호(SeqLba), 및 LBA의 물리적 이전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데
이터는 메타데이터를 복구하도록 VS에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위해 휘발성 기억소자에서의 복구 로그
로 기록될 수 있다. 대안으로는, 섹터의 판독은 보조 데이터, 또는 예비 데이터로 제한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모두 "1"이라면, 이때 섹터의 데이터 영역은 또한 모두 "1"로 추정될 수 있다. 예비 데이터만 판독하는 것이 더
빠른 동작이다.
[0063]

블록의 섹터로의 데이터의 기록이 양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섹터 MaxNum[i]=MAX+1의 검사는

소거되지 않았던 블록에 어떠한 추가 데이터도 기록되지 않았음을 결정하는데 충분할 수 있다. 새로운 데이터가
메모리 블록에 발견되었다면, 기록되지 않았던 제 1 섹터가 발견될 때까지, 추가 섹터가 판독되고, 섹터는 점진
적으로 더 커지는 섹터 번호를 가지며, 적절한 정보는, 복구 로그로의 엔트리를 발생하도록 여유 영역에 설명적
데이터(로컬 메타데이터)로부터 판독된다.

이 시점에서, 블록에 기록되어있지만 아직 NVS의 로그로 투입되지

않은 모든 섹터가 발견되며, 휘발성 기억소자의 복구 로그로 추가된다.
[0064]

MaxNum[i]=MAX의 값에 대응하는 섹터가 또한 검사된다. 2개의 전형적 상황이 달성된다. 첫 번째로, 값이
MaxNum[i]=MAX인 섹터의 데이터는 충돌 전의 시간에 섹터로 기록되었고 (NVS에 저장되어 있던 로그에 의해 적어
도 업데이트되는 경우) 이미 메타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는 "손실"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복구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블록이 소거되었지만, 그러나 트랜잭션은 아직 로그로 기록되지 않았다. 즉,
MaxNum[i]=MAX 이하의 값의 모든 섹터에서의 정보는 이동되거나 또는 삭제되고, 블록은 소거된다. 이 액션은 로
그에 블록에 대한 소거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데이터가 또다른 섹터로 재기록되었다면, 데
이터는 본 발명에 설명된 과정에 의해 발견될 것이며, 섹터 위치는 LBA와 연관될 수 있다.

[0065]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는 소거 동작 후에 블록, 정확히 새로운 데이터가 기록된 블록의 MaxNum[i]=MAX+1 섹터로
기록될 수 있다. 섹터 MaxNum[i]=MAX의 상태 영역은, 유효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마지막 로그 세그먼트가 NVS로
투입되는 전의 시간에 데이터가 기록되었는지를 결정하도록 감시되어야 한다. 나중에 기록된 데이터가 발견된다
면, 낮은 섹터 번호의 블록에서 모든 데이터는 또한 발견되는 새로-기록된 데이터이다. 그러나, 섹터
MaxNum[i]=MAX에서의 데이터가 로그 세그머트가 NVS로 투입되는 시간보다 오래 되었다면, 낮은 섹터 번호에서의
모든 데이터는 저장된 메타데이터 또는 저장된 로그에 이미 설명되어 있다.

[0066]

또다른 태양에서, 블록은 소거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MaxNum[i]=MAX 시간 동안 기록되지 않아, 체크되고 있는 섹
터가 소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 것이 블록에 기록되는 지를 보기위해 블록의 제 1 섹터가 판독되어야
한다. 데이터 자체가 NVS로 기록되기 전에 로그 세그먼트에 대한 트랜잭션 정책이 때때로 NVS로 기록된다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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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적은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블록이 소거되었음을 의미
하지 않는다.
[0067]

특수한 경우가 로그를 기록하는데 사용된 정책에 좌우하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블록이 소거되도록 스케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엔트리가 NVS에 기록될 때까지 예를 들어 블록이 소거되도
록 허용될 수 없거나, 또는 블록이 소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로그 엔트리가 NVS에 기록될 때까지 어떠한 기록
동작도 새롭게 소거된 블록에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볼록이 소거되고 기록되는 경우, 그러나 메타데이터가
소거 동작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0068]

다양한 특수한 경우는 시스템의 다른 특성을 제한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 소거된 블록은, 로
그 엔트리가 NVS로 기록되지 않고 VS에 남아있도록 허용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의 기간 동안 기록되도록 허용될
수 없거나, 또는 블록 소거의 표시를 포함하는 로그 엔트리가 로그의 성장 때문에 NVS로 넘치는 충분한 기록이
발생할 때까지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로그 엔트리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NVS에 기록되기 전에 데이터가 NVS에
기록될 수 있는 경우에, 다수의 방법은 동작이 실제로 시작하고/하거나 완료하지 않은

로그 엔트리를 "실행취

소(undo)"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실제 기록 발생 전에 기록될 수 있는 만큼
의 많은 로그 엔트리를 로그의 테일으로부터 폐기되는 것이다. 또는, 엔트리는 기록이 완료되었는 지를 결정하
도록 로그의 테일으로부터 시작하며 확인될 수 있다.
[0069]

블록 "j"의 각각의 섹터 'j'에 대한 로컬 메타데이터는 시퀀스 번호(PgmSeqNum[i,j]; PSN)를 포함하여, 각각의
섹터의 기록의 순차적 순서는 복수의 블록 상에서 결정될 수 있다. 칩의 각각의 블록의 섹터에 발견된 데이터는
NVS로의 트랜잭션 로그 세드먼트의 마지막 저장과 충돌 사이의 시간 동안 섹터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나타
낸다.

[0070]

메타데이터로 표현된 복수의 블록에 있는 발견된 섹터의 복구 로그는 PgmSeqNum[i,j]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테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부터 헤드의 가장 새로운 것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정렬될 수 있다. 섹터 또는 페이
지 여유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메타데이터의 LBA를 사용하여, 복구 로그는 LBA와의 섹터 또는 페이지 메모리 위
치의 현재 연관, 및 LBA의 바로 전 메모리 위치 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복구 로그가 테일에서 헤드
로 처리되는 경우, 각각의 섹터 또는 페이지와 연관된 LBA는 이전 손실된 섹터 또는 페이지와의 LBA의 연관을
삭제하고, 복구 동작 동안 발견되는 섹터 또는 페이지와 LBA를 연관시킴으로써, 업데이트된다. 몇 다른 정책에
따라, 또는 일단 모든 페이지가 데드 또는 프리라면, 전체 블록이 블록을 소거함으로써 결국에 복구될 수 있도
록 이 액션은 또한 "데드" 메모리 위치를 식별한다. 블록 소거에 대한 복구 로그 데이터는 시퀀스 번호를 포함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보는 프리 블록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소거된 블록에 대한 MaxNum[i]를 0으로 설정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0071]

업데이트의 완료 이후, 각각의 LBA는 유효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섹터, 페이지 및 블록과 연관된다. 각
각의 물리적 메모리 블록에서 페이지의 상태는 또한, 불필요 데이터 수집 및 웨어 레블링과 같은 하우스키핑 동
작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다.

[0072]

이 실시예는 예를 들어, 불필요 데이터 수집, 웨어 레벨링, 불량-블록 검출 및 처리 등과 같은 유지 또는 하우
스키핑 동작을 무시함으로써, 단순해진다. 많은 이들 동작들은 새로운 섹터로 데이터의 이동, 블록의 소거, 및
불량 블록 테이블 변경 등으로 나타나며, 설명된 과정에 의해 설정된 유효 메타데이터의 재구성에서 설명된다.

[0073]

종료 또는 충돌 이후 NVS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의 예는 도 2 및 도 3a에 도시되
어 있다. 저장된 데이터 및 플래시 메모리 상태를 특징짓는 메타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500)이 도 2a에 도시되
어 있다. 기록 요청(단계 510)이 수신된다. 이 요청은 NVS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정보의 수정을 유발하는 임의
동작을 위한 것일 수 있다. 현재 PgmSeqNum은 1 씩 증가되며(단계 520) 기록 요청과 관련된 트랜잭션 정보는 VS
의 트랜잭션 로그의 헤드에 입력된다(단계 530). 트랜잭션은 예를 들어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에 특정 페이지 위
치로 데이터의 페이지를 기록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단계 540). VS의 메타데이터는 트랜잭션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된다(단계 550). 이 메타데이터는, 부분적으로, 복수의 논리 데이터 어드레스에 포함될 수 있어, 각각
의 논리 데이터 어드레스는 NVS의 물리적 메모리 어드레스로 맵핑된다. 체크포인트를 위하여, 메타데이터는 복
수의 세그먼트로 할당될 수 있고, NVS의 메타데이터의 저장을 관리하기 위해, 각각의 세그먼트는 복수의 논리
데이터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로그 또는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상태는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 세그
먼트, 또는 로그의 세그먼트가 NVS에 기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체크된다(단계 560). 어떠한 정보도
NVS에 저장되는데 필요하지 않다면, 단계 510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기록 요청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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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4]

정보가 NVS에 저장될 필요가 있다면, 메타데이터 세그먼트 또는 로그는 NVS에 기록되고(단계 580) 가장 최근에
저장된 메타데이터 및 로그에 대한 포인터가 업데이트된다. 단계 510으로 돌아간다. 또다른 태양에서, 클린 종
료를 수행하기 위한 명령과 같은, 이벤트가 수신될 수 있다(단계 570). 이는 이벤트 트리거(event trigger)라
불릴 수 있으며 단계 560에서 처리된다.

[0075]

단계 560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 2b에 도시되어 있다. 현재 시스템 시간뿐만 아니라 PgmSeqNum의 현재 값이 판독
된다(단계 561, 단계 562). 시스템 시간은 1-초 카운터의 롤-오버(roll over)의 횟수를 세는 카운터로부터 판독
될 수 있거나, 플래시 메모리 회로와 관련하여 유지되는 임의 다른 시간 기준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이벤트
비트가 체크되고(563) 이벤트 비트가 설정된다면 과정 600으로 간다. 달리, PgmSeqNum의 값 및 시스템 시간은
메타데이터 세그먼트 또는 로그에 대한 이전에 기록된 값에 대해 검사된다(단계 564). 여기서, "마지막"
PgmSeqNum 또는 "last" 시스템 시간의 값과 현재 사이의 차가 결정된다. 값이 메타데이터 세그먼트 및 로그의
각각에 대한 개별 파라미터일 수 있는, 한계보다 크다면, 예의 결과를 가지고 주과정 500으로 나가, 메타데이터
세그먼트 또는 로그는 적당한 경우, NVS에 기록된다. 시스템 시간 및 PgmSeqNum의 "마지막" 값은 특정 메타데이
터 세그먼트 또는 로그가 NVS에 기록되어 있는(체크포인트되어 있는) 마지막 시간을 나타낸다. 로그는 "마지막"
PgmSeqNum으로부터 현재로 저장된다. "마지막" PgmSeqNum 및 "마지막" 시간은 현재 값으로 업데이트된다. 단계
564의 결과가 아니오라면, 주 과정으로 간다.

[0076]

과정 560이 이벤트 비트가 설정된 결과로서 과정 600으로 가는 상황에서, 과정 600의 단계들은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행된다. VS에 기존 메타데이터 세그먼트들이 메타데이터의 현재 체크포인트로서 모두 NVS에 기록되
고(단계 610), VS의 로그는 이들 트랜잭션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된다. 이후, 아직 NVS에 기록되지 않은 VS
의 로그의 일부는 NVS로 체크포인트(기록)되고(단계 620), "클린" 종료의 완료가 기록된다(단계 630). 종료가
이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 저장된 로그는 종료의 시간으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도록 시동시 처리될 수 있
다.

[0077]

대안으로는, 저장된 로그 및 휘발성 로그는 재시작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종료 전에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명된 단계들이 다양한 순서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몇 단계
들은 설계의 다른 태양에 따라,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고, 이 구체적 실시예는 전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제공된다.

[0078]

종료가 "더티" 종료인 경우, NVS에 저장된 메타데이터 및 로그는 NVS에 저장된 다른 정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
지 않을 수 있으며, 메타데이터는 사용 전에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0079]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구 과정을 시작하도록 복구 요청이 수신된다(단계 710). 체크포인트된 메타데이터
세그먼트는 NVS로부터 VS로 판독된다(단계 720). 로그 데이터는 가장 최근의 로그 정보로 체크포인트된 메타데
이터와 연관된 가장 이른 "마지막" PgmSeqNum으로 시작하는 주기 동안 NVS로부터 VS로 판독되고, VS로 이동된다
(단계 730). 시간의 기간에 걸쳐 세드먼트 단위로(segment by segment) 저장될 수 있더라도, NVS에 저장되어 있
는 메타데이터의 세그먼트의 마지막 완료 세트는 체크포인트된다. VS의 로그는 메타데이터에 모든 트랜잭션을
입력하도록(단계 750) 가장 오래된 엔트리로부터 가장 최근 엔트리로 처리될 수 있다(단계 740). 이 시점에서,
VS의 메타데이터는 로그가 VS로 마지막 체크포인트되었던 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0080]

일 태양에서, 개별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실제 시간과 연관된 PgmSeqNum이 정확하다면, 정확한 시간
순서 방식으로 로그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데이터를 발견하기 전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NVS에 저장된 로그를 사용하는 경우, NVS에 저장된 로그의 마지막 PgmSeqNum은 마지막 유효
PgmSeqNum으로 고려되며, 마지막 유효 PgmSeqNum의 것보다 큰 PgmSeqNum와 연관된 로그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복
구에 사용되지 않는다. 차라리, 더 높은 PgmSeqNum과 연관된 데이터가 손실된 것으로 고려되며 발견 과정에 의
해 발견될 수 있다. 저장된 로그는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기 전에 PgmSeqNum에 의해 정렬
된다.

[0081]

상기 방법의 다음 단계들은 충돌과 로그의 마지막 체크 포인트 사이에서, 기록되거나 또는 소거되어 있는 플래
시 메모리의 임의 블록, 페이지 또는 섹터를 찾거나 또는 "발견"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시스템 과정은 모든 "리
브" 블록으로 이동하며 블록 소거 전에 또다른 블록에서의 프리 페이지로 이들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소거된
블록에 있었던 "리브" 페이지는 이동되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이동이 NVS의 로그 및 메타데이터에 기록되
지 않았더라도, 복구될 것이다. 과정 800일 수 있는, 복구 동작 동안, NVS에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과정 700에 의해 업데이트되며, 각각의 블록에 대해, 값이 라이브 페이지가 저장되
어 있다고 생각되는 플래시 메모리 블록에서 가장 높은 페이지 번호를 가르키는 가변 "MaxPage"를 가진다. 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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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메모리의 물리적 블록에서 페이지가 순차적인 오름 차순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블록에서 MaxPage 위의 모든
블록은 모든 "1"의 소거된 상태에 여전히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페이지 로컬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는 블록에서 MaxPage 위의 임의 페이지는 메타데이터가 체크포인트된 마지막 시간 이후 기
록되어야 하며(과정 700에서 처럼, 저장된 로그에 의해 업데이트 되는 경우), "발견된" 데이터로 고려된다. 발
견된 페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복구 로그에 기록된다. 본 발명에 몇 가지는 설명되어 있는, 코너(corner) 케
이스를 제외하고, MaxPage 아래의 모든 페이지가 다른 블록으로 콘텐츠를 기록함으로써 이전에 이동되고 플래시
메모리 블록이 소거되지 않는 한, MaxPage 미만의 모든 페이지에 대해 트루(true)일 수 있는 경우, 페이지
MaxPage는 데이터 및 이와 관련된 로컬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0082]

플래시 블록의 실제 콘텐츠는 과정 800에서 확인된다. 과정 700으로부터,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는 장치에서 각
각의 플래시 블록에 대해 판독된다(단계 810) .특히, 플래시 블록에 대해, MaxPage 값, MAX가 판독된다. 페이지
MaxPage=MAX에 대한 메타데이터 또는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가 판독된다(단계 820). 데이터가 모두 "1"이라면,
페이지가 소거된다. 발견되려는 새로운 데이터가 MAX 아래의 페이지로 기록되는 가능성이 있다. 플래시 블록에
기록된 임의 새로운 데이터가 가장 낮은 블록 번호에서 시작하며 윗 방향으로 페이지 증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계 830에서의 예 결정은 페이지 번호가 "0"으로 설정되는 단계 840으로 간다. 그래서 페이지 "0"이 판독되고,
판독된 정보는 새로운 데이터가 플래시 블록으로 기록되는 지를 결정하도록 평가된다. 결과가 모든 데이터 비트
가 "1"이라고 하면, 이는 소거된 상태이며, 따라서 어떠한 새로운 페이지도 이 플래시 블록에서 발견될 수 없다
고 결정할 수 있고, 예와 함께, 단계 860에서, 과정 800은 특정 플래시 블록에 대해 종결한다.

[0083]

데이터가 페이지 "0"에서 발견된다면, 페이지에 대한 로컬 메타데이터는 발견된 것으로 리코드되고 페이지에 대
한 로컬 메타데이터는 복구 로그에 저장된다(단계 870). 페이지 번호는 하나씩 증분되며(단계 880) 데이터는 다
음 가장 높은 페이지로부터 판독된다. 단계 860이 다시 수행되고 결과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프로그램되지 않은) 페이지가 발견될 때까지

플래시 블록에 더 높게 점진적으로 스캔

이 계속되며, 플래시 블록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데이터의 모두는 설명된다.
[0084]

그러나, 단계 830의 결과가 아니오라면, MAX 아래의 모든 페이지는 이전에 기록되었으며, 과정 700에 의해 업데
이트되는 바와 같이, 트랜잭션은 메타데이터에서 설명되어 있다. 페이지 번호는 증분되며(단계 850) MAX 위의
다음의 가장 높은 페이지가 평가된다(단계 860). 데이터가 모두 "1"이라면, 어떠한 데이터도 이 페이지 또는 플
래시 블록에 임의의 더 높은 번호의 페이지에 기록되지 않으며, 발견되는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도 없다. 이 플
래시 블록에 대해, 과정 800이 종료한다. 데이터가 모두 "1"이 아닌 경우,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는 이 메모리 블록에 기록되고, 따라서 이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된다. 발견이 보고되고
복구 로그에 리코드되며(단계 870) 메모리 블록의 모든 페이지가 스캔될 때까지, 임의 또다른 페이지가 플래시
블록으로 기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페이지 번호는 다시 증가되거나(단계 880), 또는 단계 860은 블록이 프로
그램되지 않았다고 결정한다. 플래시 블록의 스캔이 완료된다. 과정 800은 각각의 플래시 블록에 대해
수행된다. 블록의 발견된 데이터를 가지는 가장 높은 페이지 위의 모든 페이지는 프로그램되지 않은 바와 같이,
프리 페이지이다.

[0085]

오직 경계 스캔(boundary scanning)이 블록에서 발견되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플래시 블록의
개별 페이지가 스캔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많은 플래시 블록은 경계 스캔만을 요구할 것이다. 즉, 업데이트되
고 체크포인트된 메타데이터가 유효한 이후 기록 또는 소거가 수행되는 지를 결정하도록 상기 방법은 메모리 블
록의 스캔을 수행하고,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가 유효한 시간 이후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복구하는데 필요
한 이와 같은 블록의 페이지만을 스캔한다. MaxPage=MAX_BLOCK인 경우에, 블록에서 가장 큰 페이지 번호는 블록
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평가하는데 필요한 번호일 뿐이다.

[0086]

이 방법은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는 특정 단계들을 참고로 하여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설명된 다른
예들에서와 같이, 단계, 기능, 또는 액션이

동일한 방법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거나, 분할되거나, 또는 재정

렬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한, 이와 같은 단계, 기능,
또는 액션의 순서 및 분류는 제한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0087]

개별 칩은 더 큰 크기의 시스템 또는 메모리 어레이에 결합될 수 있고 모듈을 형성하도록 회로 보드에 장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복수의 모듈은 훨씬 더 큰 메모리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마더 보드, 또는 기판 등에 장착
될 수 있다.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무결성은 오류 수정 코드 또는 RAID와 같은, 하나 이상의 리던던시 기
술에 의해 더 개선될 수 있다.

[0088]

현재 상태로의 메타데이터의 복구가, 복수의 블록이 고려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레벨에서 설명되는 반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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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더 높은 레벨에서 사용될 수 있고, 낮은 레벨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실패한 모
듈와 같은 문제는 불량 블록의 등가물로서 고려될 수 있다.
[0089]

이 예에서 데이터 처리가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기
판 또는 모듈인 회로 보드 상에 위치하거나, 또는 버스에 의해 이와 같은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제어기
또는 메모리 관리 회로일 수 있어, 데이터는 더 큰 시스템의 또다른 소자에서 처리될 수 있다. 시스템의 다른
태양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된 버스는 버스 구조의 다양성, 산업 사양, 또는 공지된 독점 포맷 중 임의의 것일
수 있거나, 또는 개발될 수 있으며, 메모리

시스템이 접속하도록 설계될 수 있는 제품과 호환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버스는 회전 자기 디스크 저장 시스템이 인터페이스 특성을 모방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버스
상에 위치한 모듈의 동작처럼 RAID를 지원하기 위해 확장과 같은, 확장 또는 개선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확장
은 RAID 그룹 사이의 데이터의 동기화, 또는 예를 들어, 모듈의 동작의 시간 동기화를 위해 사용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090]

일 태양에서, 로그로 아직 기록되지 않은 NVS로의 기록을 찾기 위해 모든 블록을 검색하는 것 대신에, 더 작은
개수의 블록은, 새로운 데이터를 어디에 기록할지를 검색하기 위한 정책을 시스템의 재구성된 상태로부터, 전체
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따를 수 있다면, 검색될 수 있다.

[0091]

예를 들어, 정책이 가장 프리로운 공간을 가지는 블록으로 기록되고 N 개의 프리 페이지를 가지는 3 개의 블록
및 N-1 개의 프리 페이지를 가지는 2 개의 블록이 존재하는 로그를 처리한 후, N 개의 프리 페이지를 가지는 오
직 3 개의 블록만이 체크되어야 한다. 이들 블록 중 3 개 모두에 기록된 페이지가 존재하면, 이들은 N-1개의 프
리 페이지를 가져, N-1 개의 프리 페이지를 가지는 새로운 8 개의 블록이 체크되어야 한다. 새로운 페이지가 블
록들 중 7 개의 블록에서 찾아진다면 N-1 개의 페이지를 가지는 남아있는 블록 전에 기록되지 않음에 따라 N-2
개의 프리 페이지를 가지는 블록 중 임의 블록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

[0092]

소거될 수 있는, 그러나 로그되지 않은 임의 블록을 찾기 위해,

어떠한 "라이브" 페이지도 가지지 않는 블록만

을 체크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으며, 정책은 블록이 라이브 데이터를 가지는 경우 소거 동작을 위해 마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0093]

일 태양에서, RAID 리던던시 구성, 또는 다른 버젼의 RAID 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성의 계층을 이행하도록, 데
이터는 모듈의 칩 또는 복수의 메모리 회로에 걸쳐, 또는 다수의 메모리 모듈에 걸쳐 스트라이프될 수 있다. 이
와 같은 구성은 제 2 실시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제 1 실시예의 접근과 호환가능하다.

[0094]

또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 시스템은 버스 시스템에 의해 연결된 모듈의 어레이로서 조직될 수 있다. 메모리 모
듈의 버스연결된 어레이는 2006년 4월 17일에 출원된, 상호연결 시스템(Interconnection System)이란 명칭의,
US 11/405,083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본 발명에 참고로 통합되어 있다. 버스연결된 어레이의 모듈은 본 발명
에서 제 1 실시예의 휘발성 기억소자(20) 및 비휘발성 기억소자(20)를 가질 수 있고, 버스 인터페이스 또는 로
컬 메모리 제어기(20)를 가질 수 있다. 충돌로부터의 복구는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메모리 모듈
의 각각에 수행될 수 있다. 버스 연결된 메모리 시스템은 2008년 3월 26일에 출원된 메모리 관리 시스템 및 방
법이란 명칭의 US 12/079,737에 설명된 바와 같이, RAID 기술의 사용에 의해 데이터 손실에 대한 추가 보호를
가질 수 있고, 이 특허는 참고로 본 발명에 통합되어 있다.

[0095]

도 4는 4개의 데이터 모듈 및 1 개의 패리티 모듈을 가지는 RAID 5 조직을 실현하도록 다른 메모리 모듈 상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논리 조직을 나타낸다. 각각의 LBA는 4 개의 작은 LBA 범위(예를 들어, 섹터)의 그룹
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다른 메모리 모듈 상에 저장될 수 있다. LBA 범위의 각각의 그룹에 대한 패리티 값은 계
산될 수 있고 제 5 메모리 모듈에 저장될 수 있다. 데이터 저장의 이와 같은 조직화는, 메모리 모듈이 실패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 판독이 수행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의 복구를 허용한다. 출
원 12/079,364에 설명된 바와 같이, 도 4의 메모리 시스템은 5 개의 모듈 중 오직 4개로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하
여 유효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작동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동작은 예를 들어, 실패된 모듈의 교체 이
후 RAID 데이터 구조가 재건설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0096]

일 태양에서, 데이터 A는 개별 메모리 모듈 상에 데이터의 2 개의 순차적 영역 A1, A2, A3, A4로 저장되고, 패
리티 Ap는 제 5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다. 각각의 메모리 모듈에서 데이터의 순차적 영역과 연관된 LBA가 동일할
수 있고, 각각의 모듈의 LBA에 대한 SeqLba 값이 리셋 또는 초기화시 0으로 이전에 초기화될 수 있음에 따라,
특정 데이터 영역 A에 대한 스트라이프에서의 모든 모듈은 그 시간 이후 (섹터일 수 있는) 데이터의 동일한 개
수의 서브-블록을 수신할 수 있다. 시퀀스 번호 값 SeqLba는 각각의 모듈의 메타데이터의 일부로서 저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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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A에 대한 데이터가 메모리 모듈로부터 판독되고 재조합되는 경우, 데이터 A1, A2, A3, A4 및
Ap의 서브세트의 각각은 SeqLba의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0097]

RAID는 모듈, 또는 이의 일부가 실패되는 경우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개별 모듈에 대한
로컬 메타데이터가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충돌이 있다면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복구된 LBA의 로컬 메타데
이터는 정확한 시퀀스 번호 SeqLba를 가질 것이다. 5 개의 모듈 중 남아있는 4개로부터 데이터는 4 개의 유효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데이터의 XOR를 계산함으로써, 실패한 모듈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그에 따른 데이터는 남아있는 모듈로부터 손실된 데이터이다. 그래서, 실패한 모듈이 교체된 후, 데이터는
완전히 복구되고 재저장될 수 있다. 일 태양에서, 데이터는 여유 모듈로 실패된 모듈의 데이터의 재구성 동안,
또는 실패된 모듈의 교체에 의한 것일 수 있는, 하드웨어의 수선 동안, 계속 접근될 수 있고, 핫-스웨핑(hotswapping)을 기초로 수행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PgmSeqNum 또는 다른 인덱스는 저장된 A1, A2, A3, A4 및
Ap(이들 중 하나는 모듈 실패로 인해 손실됨)에 대응하는 각각의 모듈에 대한 개별 메타데이터 세트의 각각에
존재할 수 있고, 그러므로 복구된 데이터에 대한 SeqLba가 또한 공지될 수 있다. 복구된 데이터에 대한
PgmSeqNum은 NVS에 재저장되는 경우 재-초기화될 수 있다.

[0098]

실패한 메모리 모듈의 콘텐츠가 RAID를 사용하여 재구성되는 경우, 재구성된 데이터는 교체 또는 여유 모듈에
저장될 수 있고, 모듈 상의 데이터의 저장과 연관된 메타데이터는 동시에 생성될 수 있다.

[0099]

메모리 시스템 내의 메모리 모듈의 위치는 도 4에 도시된 논리적 배열과 물리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도 4
의 배열은 또한 복수의 메모리 모듈이 선형 버스에 조직되며 하나 이상의 메모리 제어기에 연결되는 물리적 메
모리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다.

[0100]

또다른 실시예에서, 트리-유형 메모리 시스템이 도 5에 도시되어 있으며, 도 4의 논리적 배열에 대응하는 RAID
5 배열의 스트라이프와 연관된 메모리 모듈이 도시되어 있다. 대응하는 물리적 모듈은 D1, D2, D3, D4 및 Dp이
다. 물리적 메모리 모듈 D1, D2, D3, D4 및 Dp로의 데이터 서브-어레이 A1, A2, A3, A4 및 Ap의 연관은 계산
알고리즘, 룩업 테이블, 또는 임의 다른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뤄질 수 있다.

[0101]

또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복구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호환가능한 데이터 구조의 상세한 설계를 설명한다. 일
태양에서, 실시예는 논리-블록-어드레스가능 포맷에서 데이터의 저장으로 지향되어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저장 포맷은 파일 시스템 저장, 객체 데이터 저장, NV 컴퓨터 주 메모리를 포함한다; 저장 포맷의 몇 가
의 유형은 블록 기반 저장 시스템의 상부에 놓여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은 전체 데이터 관리 구조 내에서 본 출
원의 태양을 통합할 수 있다.

[0102]

이 상세한 설계는 많은 가능한 설계들 중 하나이며 메모리 시스템의 맥락에서 데이터 구조 설계를 배치하기 위
해 제공된 설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설명된 특징 및 동작의 모두가 임의 특정 설계에 필요하지
않고, 특징은 개발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되거나 또는 소거될 수 있다. 또한, 이 설명이 다른 실시예보다 더 상
세한 반면, 당업자는 수행될 수 있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은 다른 동작 및 하우스키핑의 다양성이 있음을

인식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구조의 일부는 설명되지 않거나, 또는 도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상세히 설명되지 않는
다. 이들 부분은 또다른 개발을 위해, 또는 이 출원의 주제가 아닌 특징을 이행하기 위해 예비 공간을 제공할
수 있거나, 또는 본 발명에 설명되어 있다. 실시예에서 임의 특징의 생략은 경제성, 또는 특정 성능 특성의 최
적화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좌우하여, 특정 설계에 추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
[0103]

데이터가 모듈 레벨에서 하드웨어 고장, RAID 기술에 의해 시스템에서의 더 높은 레벨, 또는 오류 수정 코드
(EEC) 등에 기인한 손실에 대해 보호될 수 있는 반면, 이 실시예에서, 이와 연관된 동작이 설명되지 않으며, 이
와 같은 동작은 실행을 위해 명령되어 있는 판독 및 기록 동작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고려된다.

[0104]

이 실시예를 위해, 모듈의 하드웨어는 도 1에 도시된 기능 영역을 포함할 수 있고, 비휘발성 기억소자(NVS)(3
0)는 멀티-칩 장치일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이며, 휘발성 메모리(VS)(20)는 DRAM이고, 컴퓨터(10)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FPGA(field-programmable-gate-array), 또는 상태 머신 등이며, 이는 로컬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데이터는 또다른 메모리 또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장치로부터 로딩될
수 있다. 컴퓨터(10)는 또한 외부 버스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회로소자를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시스템의 나
머지와 인터페이스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하드웨어는 단일 회로 보드 또는 기판, 또는 복수의 동일한 것 상에
위치될 수 있다.

[0105]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 실시예에서, 하나의 모듈은 8 내지 16 개의 플래시 회로를 포함할 수 있고, 각각의 플
래시 회로(패키지)는 8 플래시 칩을 가진다. 플래시 회로(NVS)는 1 GB의 용량을 가질 수 있어, 8 개의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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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는 8 GB 의 용량을 가지며 16 개의 플래시 회로는 128 GB의 용량을 가질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 칩은 통상
적 200 usec 및 최대 700 usec의 프로그래밍 시간(기록 시간), 약 100 us의 페이지 판독 시간, 및 통상적 1.5
msec 및 최대 2 msec의 소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될 수 있다. 회로는 160 MB/s의 전체 모듈 용량에 대한
20 MB/s 용량을 가지는 로컬 버스 상에 컴퓨터(10)과 통신하도록 조직된다. 휘발성 메모리(VS)는 125 MHz의 클
록률을 가지는 8 비트 확장(bit wide)으로 조직된, RAM일 수 있다. RAM 메모리의 저장 용량은 오류 수정 코드
(ECC)에 대한 영역을 추가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용량의 대략 2 퍼센트일 수 있다(0.5에서 2 GB).
[0106]

이 실시예에서 설계는 US 12/079,737에 개시된 RAID 구조와 일치하여, 플래시 메모리 상의 소거 동작은 판독 대
기 상에 거의 또는 어떠한 영향도 가지지 않으며, 최대 기록 대역폭의 실질적 부분까지의 레이트에서 기록 동작
은 판독 대기의 거의 또는 어떠한 영향도 가지지 않는다. 이는 단지 도입될 수 있는 설계 제약의 일 예이다. 데
이터 구조 및 방법은 충돌의 이벤트에서 모듈 상의 비휘발성 기억소자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복구를 용이하게 하
도록 의도되어 있다.

[0107]

이 예를 위해, 다음의 용어가 메모리 어드레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0108]

여유 데이터 영역에 추가된 2*512 바이트 영역일 수 있는 BDU(Basic Data Unit); BDU의 "여유 영역"은 단일 엔
티티로서 고려된 BDU의 양 섹터의 여유 영역을 말한다;

[0109]

4*BDU 또는 4 Kbyte일 수 있는 QDU(Quad Data Unit);

[0110]

인접한 메모리 위치에서 2*QUU일 수 있는 ODU(Octal Data Unit);

[0111]

복수의 ODU인 블록; 및

[0112]

단일 블록으로 블록 "i" 및 블록 "i+1"을 처리함으로써 형성된 메모리에 어드레스일 수 있는 2블록; 2블록은
2Block[1/2]으로 색인되며, 여기서 "i"는 짝수이다.

[0113]

블록은 일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는 이행을 간소화하거나 또는 소정의 동작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또는 페이지 단위 기초보다는 차라리 블록 단위 상에서 몇 구조들이 이동되도록 함으로써
요구되는 기록을 감소시키도록 이동 종종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으로 의도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맵 테이블(MT) 및 블록 테이블(BT) 체크포인트는 개별적으로 저장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데이터의 양 유형
을 포함하는 체크포인트 블록(CPB)에 저장될 수 있다. 로그 블록(LB) 및 데이터 블록은 개별적으로 저장되지만
그러나 로그는 데이터 블록 또는 체크포인트 블록에 저장될 수 있다. 루트 블록(RB) 및 인덱스 블록(IB)이 합병
될 수 있고, 루트 블록(RB)은 임의 위치에 저장될 수 있으며 특정한 마커, 유사하게는 인덱스 블록으로 표시에
대해 여유 영역을 검색하여 발견될 수 있다. 루트 블록 및 인덱스 블록 모두는 전체적으로 제거될 수 있고 로그
세그먼트 및 체크포인트의 위치는 식별 마커에 대한 탐색으로 발견된다. 필드 또는 기능이 소정의 유형의
"블록"에 있음에 따라 설명된 경우, 설명은 어떻게 다른 데이터 유형이 정교하게 인터리빙되는 지에 좌우되는
소정의 유형의 "섹터" 또는 소정의 유형의 "페이지"로서 판독될 수 있다.

[0114]

이 예시적인 데이터 구조의 기본적인 어드레스가능한 메모리 유닛은 BDU이며, BDU의 여유 영역은 대응하는 BDU
가 어드레스되는 경우 어드레스된다고 고려될 수 있다. BDU의 데이터는 이와 같이 어드레스될수 있지만, 그러나
참고된 BDU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도 6a는 28 비트의 길이를 가지는, 통상적인 인덱스 워드에서 비트 할당(bit
assignment)을 나타낸다.

[0115]

설명을 위해, 삼성 부품 번호 K9KAAG08U0M에서 K9NCG08U5M(삼성, 서울, 한국)가 고려되며, 각각의 부품은 칩 선
택 라인 당 2 GB의 용량을 가진다. 2Block에서 섹터의 물리적 메모리 어드레스는 BDU를 위해 비트 0-2, ODU를
위해 비트 3-8, 및 2Block에서 위치를 위해 9-20 비트에 의해 명시되며, 비트 21-23은 버스 선택을 위한
것이다. 비트 24-28은 사용된 메모리 회로의 구체적 구성에 기초한 기능에 부여될 수 있다. 8 패키지가 사용되
는 경우, 비트 24 또는 비트 24-25는 칩 선택을 준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6개의 패키지가 사용되는 경우 비
트 24는 하나의 버스 상에 2 개의 패키지 사이에 선택할 수 있고, 비트 24-25는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칩
선택을 제공한다.

[0116]

도 7은 칩 상에 특정 BDU의 메모리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인덱스 워드의 사용을 나타낸다. 인덱스 워드의 비트
패턴은 2Block 2049의 ODU 62의 QDU 1의 BDU 2인 것으로 BDU를 배치한다.

[0117]

시스템 또는 모듈 기초 상에 몇 개의 글로벌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시스템은 1 초의 롤-오버 시간 및 1 마이
크로세컨드의 입도를 가지는 카운터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RAID 행의 소거 및 기록 동작을 동기화시
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40 비트의 길이를 가지는 모듈 프로그램 시퀀스 번호(PSN 또는 PgmSeqNum)가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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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mtlf제로 수행된 동작을 센다. PSN은 클록 레이트에 좌우되는, 아마도 몇 주 마다 롤-오버(랩
(wrap))할 수 있다. 백그라운드 리프레시 동작은 PSN의 가장 최근 값의 2^38 내로 저장된 PSN을 유지하도록 요
구될 수 있다.
[0118]

각각의 페이지(QDU)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여유 영역을 가질 수 있다. QDU
의 데이터 영역은 4096 바이트 크기이며, 여유 영역은 섹터 당 16 바이트이다. BDU가 2 개의 섹터의 연속이기
때문에, BDU에 할당된 여유 영역은 32 비트이다. 섹터 K 및 L에 대응하는, 이들 여우 데이터 영역들 중 하나가
다른 여유 데이터 영역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16 바이트 영역은 여우 영역 및 데이터 영
역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ECC에 제공되어 있다; 예를 들어, ECC는 2 개의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판독되
는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 여유 영역이 판독되고 검증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이며, 하나는
스페어 영역에 대한 것이다. ECC에 추가하여 또는 대신에, 커버 범위가 다른, CRC와 같은 다른 데이터 보호 알
고리즘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6 바이트는 여유 영역을 커버하는 CRC의 4 바이트 및 데이터 및 여유 영
역 모두를 커버하는 ECC의 12 바이트로 분할될 수 있어, 여유영역의 데이터를 여유 영역 CRC가 검증한다면 여유
영역 데이터는 여유 영역의 ECC 체크를 수행하기 위해 여유에 더하여 전체 데이터를 판독할 필요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다른 태양에서, 16 바이트는 데이터를 커버하는 ECC, 여유 영역을 커버하는 ECC, 및 양 영역을 커버
하는 CRC로 분할될 수 있다. PSN은 5 바이트로 저장된다.

[0119]

블록-타입 필드는 블록에 저장된 정보의 타입을 나타내는 표시자를 저장한다. 이는 16 진수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배치될 수 있다:

[0120]

0xFF = 루트 블록(RB)

[0121]

0xF1 = 인덱스 블록(IB)

[0122]

0xF2 = 체크포인트된 블록(CB)의 블록 테이블(BT)

[0123]

0xF4 = 체크포인트된 블록(CB)의 맵 테이블(MT)

[0124]

0xF8 = 로그 블록(LB)

[0125]

0x0F = 데이터 블록

[0126]

0x00 = 불량 블록

[0127]

다른 바이트가 예약될 수 있다. 블록 타입에 좌우되는, Spare Area Fields, SAF0 및 SAF1의 콘텐츠는 도 9에 도
시되어 있다.

[0128]

본 실시예와 관련한 데이터 구조가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NVS)에서의 데이터 구
조는 RAM에서 대응하는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RAM에서 발견되지만 플래시에서 발견될 수 없는 몇 개의
데이터 구조가 있다.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 "블록"이란 용어는 논리 데이터 구성을 언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이의 각각의 유형은 다른 크기 및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 구조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 "블록"이
란 용어의 이 사용은 플래시 칩의 인접한 메모리의 최소소거가능한 양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와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블록이라 일컬어진다.

[0129]

루트 블록(RT)은 각각의 플래시 패키지에 할당되고 예를 들어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는 8 또는 16 플래시 페이지
가 있을 수 있다. 이 예에서, 2 개의 인덱스 블록(IB)은 각각의 버스에 할당된다. 체크포인트 블록(CPB)은 32
GB 당 32 BT가 있을 수 있는 블록 테이블(BT)(32-512 블록 유닛, 예를 들어, 32 GB에서 512 GB + 16 퍼 모듈의
범위인 모듈 크기에 대한 23에서 512 블록), 및 32 GB당 1K MT(1K 내지 16K) + 16 퍼 모듈이 존재할 수 있는
맵 테이블(MT)일 수 있다. MT는 전체 저장 영역의 대략 0.8 퍼센트일 수 있다. + 16은 23 GB 당 32 BT CPB가
필요한 CPB의 실제 개수를 나타내는 상황에 대비하지만, 어드레스의 범위에 대한 오래된 체크포인트 블록이 새
로운 체크포인트 블록을 기록하기 전에 중복기록되지 않는 경우,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적어
도 1 개 이상 많은 모듈이 할당된다. + 16 위치를 가지는 것은 메모리 모듈의 모든 16 패키지를 가지는 동시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허용한다. 제한에서, 오직 +1 블록이 요구되지만 그러나 동작은 병렬 기록의 개수, 및 그
결과로서, 체크포인트 데이터가 NVS에 기록될 수 있는 레이트에 제한될 수 있다. BT에 대해, 아마도 하나의 추
가의 CPB가 필요할 수 있다.

[0130]

32GB 당 1K 맵 테이블(MT) 크기는 데이터의 100 퍼센트가 사용자에 의해 어드레스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즉, 메
모리의 모든 가능한 물리적 어드레스가 사용자 데이터로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실시예에서,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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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의 대략 0.8%가 CPB를 위해 사용됨에 따라, 어드레스의 대략 99.2% 만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공간은 또한 부품의 수명에 거쳐 나빠지는 다른 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예약된 메모리 블록뿐
만 아니라 로그를 위해 요구된다. 통상적 제품에 대한 데이터 시트는 실패한 블록에 대한 허용량이 대략 3%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블록은 또한 불필요 데이터 수집 또는 웨어 레벨링과 같은 하우스키핑 동작을 위해 할당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사용자 어드레스가능 공간은 대기 또는 기록 처리량과 같은 성능 속성을 개선시키도록
예약된 공간을 거의 또는 전혀 가지지 않고 시스템의 물리적 메모리의 오직 95%일 수 있다. 그러나, 몇 상황에
서, 어드레스 공간의 50% 미만은 사용자 데이터를 위해 이용가능하다. 사용자 데이터 공간이 이들 시스템 요구
에 의해 물리적 데이터 공간으로부터 감소되는 반면, 물리적 메모리의 시스템 데이터 및 사용자 데이터의 위치
는, 불량 블록의 예방을 제외하고, 특정 물리적 메모리 위치로 제한될 수 없다.
[0131]

로그 블록(LB)는 트랜잭션을 저장하고, 대략 메모리의 32 GB 당 6000 로그 블록이 존재한다. 체크포인트된 LB가
여전히 유효 저장된 CPB의 가장 빠른 것까지의 시간에서 뒤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LB의 개수는 CPB의
완전한 체크포인트를 수행하기 위해 전체 시간의 양에 좌우된다. 체크 포인트 블록이 고정 레이트로 NVS로 기록
된다면, 이때 로그의 적합한 최대 메모리 크기는 NVS로 MT 및 BT 테이블의 완전한 체크포인트를 기록하도록 취
해진 시간 동안 수행될 수 있는 BDU 기록의 개수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로그에 이용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고정
되어 있는 경우, 체크포인트가 기록되어야 하는 속도는 로그가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는 지를 계산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0132]

일 태양에서, 체크포인트하는 속도는 시스템이 주로 유휴이고(idle), 거의 엔트리가 로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크포인트하는 것이 더 느리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다.

[0133]

또다른 태양에서, 체크포인트는 또한, 예를 들어 로그의 크기 및 체크포인트 영역의 크기들의 비에 기초하여 로
그가 얼마나 빨리 기록되는 지보다 차리리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로그에 기록되는 지에 기초하여 기록될 수 있
어, 완전한 체크포인트는 완전한 로그가 로그 엔트리를 가지고 기록되기 전에 수행될 수 있다.

[0134]

데이터 블록(DB)은 사용자 접근가능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영역이다. 불량 블록(BB)은 어떠한 이유로 "불량"이
라 선언되어 있는 블록이다. 불량 블록은 이와 같은 블록의 리스트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이유로 추적될 수 있
고, 루트 블록에서 이 경우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블록의 블록 테이블 엔트리가
불량으로 EH한 마킹될 경우 이와 같은 추적은 시스템의 동작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0135]

다른 위치들이 사용될 수 있더라도, 루트 블록(RB)은 편리하게 칩의 블록 0일 수 있다. 이 블록은 초기화 후 드
물게 프로그램되거나 또는 소거될 수 있고, 블록이 위치되어 있는 칩과 관련하여 기록 유지에 주로 이용된다.
제조업자 정보(제조 날짜, 제품 로트, 등)와 같은 이와 같은 정보, 모듈 상의 메모리 패키지 및 시스템에서의
모듈의 현재 위치, 및 메타데이터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RB 메타데이터는, 예를 들어, 인덱스 블록(IB) 어드
레스의 리스트, CPB 및 로그의 번호, 및 초기 불량 블록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루트 블록(RB)은 인덱스 블
록(IB)을 가르킨다. 초기 불량 블록(BB)은 각각의 패키지에 대한 초기 불량 블록을 대비할 수 있다. 초기 불량
블록 리스트는 단지 루트 블록으로서 동일한 패키지에 위치되어 있는 메모리 블록을 위한 것일 수 있는 반면,
다음 불량 블록 리스트는 모듈 어디든 위치한 메모리 블록을 위한 어드레스를 포함할 수 있다.

[0136]

도 11에 도시된, PBR(Root Block record)는 76 바이트의 고정 크기의 헤더를 가질 수 있고, 제 1 BDU의 잔여
부분은 제조 정보와 같은, 제조의 일련 번호/로트 번호/날짜와 같은 정보, 모듈 상의 다른 소자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에서 모듈의 위치와 같은 상대적 정적 정보(static information), 및 모듈이 장치로부터 제거되고 다른
시스템에 설치된다면, 모듈이 다른 시스템에 속하는 것으로 검출될 수 있도록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 모듈 데이
터가 의도적이지 않게 사용되거나 또는 중복되지 않는, 특정 시스템을 식별하는 시스템 ID 번호를 포함할 수 있
다.

[0137]

QDU의 잔여 BDU는 불량 블록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불량 블록 기록은, 처음 254 개의 불량 블록의
어드레스가 뒤따르는, 불량 블록의 개수 N의 카운트로 시작할 수 있다. N이 254보다 크다면, 불량 블록 어드레
스의 리스트가 다음 BDU로 계속할 수 있고, 달리 QDU에서의 BDU의 나머지가 기록되지 않거나 또는 0으로 채워진
다. 인덱스 블록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시키기 위해, 또는 새로운 불량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 이전에 기록된
PBR의 끝에서 통상적으로, 새로운 PBR이 기록된다. 새로운 PBR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QDU 아래 경계상에서 시
작할 수 있다.

[0138]

루트 블록(RB)은 또한 다른 BDU에 대한 여유 영역과 유사할 수 있는 여유 영역을 가질 수 있고, 도 12에 도시되
어 있다. 타입 필드 값은 0xFF이며, 임의 다른 타입 값은 불량 블록을 나타낸다. 도 11에 예약되어 있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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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도시되어 있는 영역들 중 2 개의 영역이 RB에 사용된다. 동일한 24 비트 RBR 시퀀스 번호 SAF0는 동일한
RBR에 모든 BDU로 배치되며, 24 비트 소거 블록 카운트(EBC) SAF1은 RB에서의 모든 프로그램된 페이지가 동일한
EBC를 가지도록 배치된다. RBR의 새로운 버전을 기록하기 위해 블록에서의 어떠한 더 많은 공간도 존재하지 않
는다면 루트 블록(RB)의 RBR은 새로운 RB에 기록된다. 업데이트가 인덱스 블록(IB)에서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모든 루트 블록(RB)은 소거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새로운 RBR도 마지막 유효 RBR 이후 RB에 첨
부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엔트리를 저장하기에 충분한고 공간이 없다면, RB는 소거되어야 할 것이다. 모
든 RB가 동시에 소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전력이 실패했다면, 부팅하기 위해 어떠한 유효 RB도 없다. 따라서
소거될 수 있는 RB의 개수는 부팅하기 위해 유효 RBR을 선택하는데 사용된 정책에 좌우된다. 정책이 하나의 가
장 최근 유효(오류 없음) RBR을 택한다면, 하나의 RB가 남아있는 한, 시스템은 더 복잡한 복구 계획 없이 부팅
될 수 있다.

정책이 동일한 적어도 N 유효 RBR이 존재해야 하는 태양에서, 적어도 N 개의 RB는 소거된 RB로 새

로운 RBR을 기록하는 동안 소거되지 않고 남아야 한다.
[0139]

인덱스 블록(IB) 0-7은 블록 테이블(BT) 및 체크포인트 블록(CPB)의 위치를 가르키는 반면, IB 8-15는 맵 테이
블(MT) 블록을 가르킨다. 인덱스 블록(IB) 여유 영역은 도 13에 도시되어 있다. 이 구성은 필드 타입이 IB를 의
미하는 OxF1인, RBR 여유 영역과 유사하며, 가변 SAF0는 2-비트 타입 필드 및 22 비트 IBR 시퀀스 번호를 포함
한다. 동일한 IBR에서 모든 세그먼트는 동일한 시퀀스 번호를 가진다. SAF1은 RBR에서의 것과 유사한 EBC이다.
2-비트 타입 필드는 인덱스 블록이 BT(00); (01) LE 리코드; 및 MT 리코드(MT)를 가리키는 인덱스 데이터의 타
입을 나타낸다.

[0140]

각각의 메모리 블록은 256 KB의 크기를 가진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 TKd의 메모리 블록은 이중 평면
동작을 허용하도록 단일 512 KB 블록을 형성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현존하는 거대한 시장 소
자들의 구체적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고, 설계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구성은 칩들의 각각의 쌍 상의 512
1KB BDU을 가진다. 각각의 블록은 여유 영역을 가지고 블록 여유 영역의 특정 특징들은 도 14에 도시되어 있고,
타입 필드는 0x0F이다. 이 실시예에서, SAF0의 값은 30-비트 논리 BDU 인덱스 및 1 비트 Seq# 세트 필드이다.

[0141]

Seq# 세트 필드는 시퀀스 번호가 논리 어드레스에 대한 마지막 시퀀스 번호보다 하나 큰 값과 다른 값으로 설
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유 모듈은 시퀀스 번호에 대한 초가화된 값만을 가지거나, 또는 모듈이 RAID 그룹
의 다른 모듈과의 동기화를 손실하는 여유 모듈로 RAID 대구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는, 전
력 실패가 몇몇 그러나 전부가 아닌 모듈이 NVS로 기록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진 후 발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지 RAID 그룹의 하나의 모듈이 NVS로 기록된 데이터를 가진다면, RAID 그룹의 기록 동작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전 데이터 값은 예를 들어, 모듈 상에 국부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오래된 데이터를 복구하거
나, 또는 RAID 그룹의 다른 개수로부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를 재구성함으로써 재저장되어야 한다. 이들
동작은 NVS에서의 주어진 논리 어드레스에 대한 데이터의 적어도 2 개의 예에서 저장될 수 있다: 하나의 예는
더 작은 Seq# 그러나 나중 PSN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예는 더 큰 Seq# 그러나 더 빠른 PSN을 가진다. NVS로
의 관련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전력이 실패한다면 이는 NVS의 상태를 이어서 부정확하게 복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큰 Seq#를 가지는 위치는 가장 최근 버전으로 부정확하게 가정될 수 있다. Seq# 세트 비트
는 (더 작은) Seq#을 비교함으로써 엔트리들의 가장 최근 엔트리의 결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복구 과정을
나타내며; 그러나, 차라리, 복구 동작은 예를 들어, (더 큰) PSN을 비교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
진 엔트리에 대한 PSN이 RAM에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교는, 부팅의 복구 부분 동안 발견되었던 엔트리
와 비교하도록, 가장 최근으로 고려되는 NVS에 엔트리를 판독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0142]

SAF1 필드는 RAM에 저장된 MTE의 두 번째 절반의 콘텐츠, 즉 State +SN 부를 포함하는 NVS에 구조이다. RAM에서
의 MTE의 제 1 부분은, 제 1 부분이 판독되는 SAF1 필드로부터 알려져 있는, LBA가 저장되어 있는 NVS에서의 물
리적 어드레스를 포함함에 따라 NVS에서의 저장될 필요가 있지 않다.

[0143]

휘발성 로그를 사용하는 RAM에서의 체크포인트가능 메타데이터의 모두를 업데이트하고, NVS에서의 체크포인트된
메타데이터로서 엡데이트된 메타데이터의 완료 버전을 저장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 따라, 시스템이 클린
종료 이후 재시작되는 경우, NVS에 저장된 점진적으로 저장된 체크포인트된 메타데이터는 메모리의 가장 최근
상태를 나타내며, 물리적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LBA의 데이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킨다. 대안으로는, 클린
종료가 완료 메타데이터보다 차리리 최근 로그 파일 세그먼트를 저장함으로써 수행되는 경우, NVS에 저장되고
VS로 판독된 메타데이터는 저장된 로그 데이터에 의해 업데이트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더티" 종료는
현재 동적 메타데이터의 불완전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고, 휘발성 로그 데이터 및 "손실" 데이터는, 전술된 기
술을 사용하여, "발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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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

맵 테이블 엔트리(MTE)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64 비트 워드일 수 있고, 32 비트는 LBA 위치 어드레스에
할당되고 32 비트는 일련 번호 및 상태 정보에 할당된다. MT가 NVS에서의 MT인 경우, 위치 데이터는 플래시 메
모리에서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가르킨다; 또는 MT가 캐시된(cached) MT인 경우, 위치 데이터는 캐시된 BDU 기술
어를 가리키고, 이는 플래시 메모리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MTE 워드 위치 필드는 BDU가 플래시(V0) 또는
DRAM(V8)에 있는 상황을 위한 도 16에 설명되어 있다. V12는 모두 1 또는 모두 0과 같은 소정의 고정된 패턴,
또는 0xf0, 0x5a 등과 같은 통상의 테스트 패턴으로 구성된 NVS로의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타입 필드는 패턴 필드의 해석을 알려준다.

[0145]

일 태양에서, 패턴이 동일한 2 바이트의 단순한 반복인 경우, 타입 필드의 값은 패턴 필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
도록 나타낸다. 또다른 태양에서, 데이터에서의 패턴이 Oxdeadbeef, 또는 0xfeedface 등과 같은 채우기 패턴으
로 공지되어 있는 경우, 타입 필드의 값은 이와 같은 패턴된 데이터의 기결정된 테이블로의 인덱스이거나 , 또
는 패턴 필드는 학습된 패턴의 소정의 동적 테이블로의 인덱스일 수 있다. 다른 유형의 기술어(예를 들어 V14
및 V15)는 예약될 수 있다. 플래시에 사용된 바와 같은 MTE 위치 필드는 도 17에 도시되어 있다. 논리 BDU 어드
레스는 2 개의 어드레스 공간이 수용될 수 있도록 물리적 BDU 어드레스보다 1 비트 더 크다.

[0146]

NVS로 이용된 로그 및 CPB와 사용되는 경우, MTE 위치 필드는 DRAM 위치를 말하는, V8을 제외하고, 휘발성 메모
리(VS) 버전에 사용된 값들 중 임의 값 일 수 있다. MTE 위치 필드가 V8이라면, 표시된 캐시 기술어는 BDU의 인
-NVS(in-NVS) 상태를 결정하도록 역참조될 필요가 있고, BDU의 인-NVS 상태에 대응하는 위치 필드는 적절한 경
우, 로그 또는 CPB에 배치되어 있는 위치 필드이다. 포인터를 역참조함으로써, 데이터 어드레스 값인, 포인터
자체의 값보다는 차라리, 포인터가 가르키는 어드레스 값에서의 데이터가 판독된다.

[0147]

MTE 상태 및 시퀀스 번호(SeqNum) 필드는 도 18에 도시되어 있다. 20-비트 SeqNum이 사용된다. 4-비트 행동 예
측기(behavior predictor)는 3개의 행동 예측기들의 각각에 할당될 수 있다. 판독(P-R) 예측기는 현재 BDU가 판
독된다면 ODU에서의 다른 BDU가 판독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록(P-W) 예측기는 현재 BDU
가 기록된다면 ODU에서의 다른 BDU가 기록될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수명(P-L) 예측기는
데이터의 플래시 버전이 가비지 수집 동작 동안 이동되기 전에 NVS로 재기록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148]

도 20 내지 25는 비트 29-31에 저장되어 있는, 엔트리의 타입 필드에 의해 나타난, 로그에서의 데이터 엔트리의
다양한 유형을 도시하고 있다.

[0149]

타입 1은 도 20에 도시된 맵 테이블 엔트리 업데이트이고, BDU가 NVS에 기록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워드
'A'는 BDU의 이전 위치의 물리적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워드 'B'는 BDU의 논리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워드 'C'
및 'D'는 이 BDU에 대한 VS MT 엔트리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0150]

타입 2는 도 21에 도시된 블록 기록 로그 엔트리이고, 이는 '사용자' 데이터보다 차라리 메타데이터의 NVS로 기
록을 리코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워드 'A'는 기록이 수행되어있는 PBI를 포함하고, 엔트리의 나머지는 BDU의
PSN, 블록의 타입과 같은 다양한 필드를 가지고, 잉여 체크를 위해, 또는 하우스키핑 및 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0151]

타입 3은 도 22에 도시된 블록 소거 로그 엔트리이고, 블록 소거의 완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워드
'A'는 블록에서 제 1 BDU의 어드레이스며; 워드 'C'에서의 'O' 필드는 잉여 오류 체크로서 소거되는 블록의 타
입이고; 그리고 PSN은 블록 소거가 수행된 경우 PSN의 값이다.

[0152]

타입 4는 도 23에 도시된 블록 배정 로그 엔트리이고, 이는 블록의 타입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순환
식 체크포인트 버퍼의 블록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체크포인트 블록으로 블록이 배정된다면 사용되는 워드 '
B'에서의 인덱스 필드, 및 블록의 새로운 타입을 포함하는 'N' 필드의 추가를 가지며 타입 3 엔트리와
동일하다.

[0153]

타입 5는 도 24에 도시된 불량 블록 로그 엔트리이고, 블록이 불량이라고 선언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워드
'B'에서의 인덱스 필드는 블록이 불량이라고 선언되게 하는 오류의 블록에서의 위치를 포함한다.

[0154]

타입 0은 도 25에 도시된, 패드 로그 엔트리이고, 불량 블록 엔트리와 같이, 시스템 종료 시와 같은, 또는 즉시
NVS로 이용되기를 바라는 로그로 엔트리의 기록 이후와 같이, 로그 BDU가 데이터로 가득차기 전에 NVS로 로그
BDU를 기록하도록 바라는 경우 로그 BDU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채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

[0155]

불필요 데이터 수집(garbage collection) 또는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란 용어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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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하우스키핑 동작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불필요 데이터 수집은 플래시 메모리에 위치한
LBA로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생성된 "데드" 메모리 위치를 재생(reclaim)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물리적 메
모리에서의 소스 데이터 위치는 오래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재생될 필요가 있는 낭비된 공간을 나타내어, 적절한
양의 프리 메모리는 계속된 기록 동작을 허용하도록 유지된다. 웨어 레벨링은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예
상보다 이른 마모를 피하도록, 메모리의 블록들 상에서 메모리 블록 소거 동작의 횟수가 대략 동일하게 유지하
도록 시도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현재, 플래시 메모리 회로는 실패
전에 소거 동작의 횟수로 측정될 수 있는 수명을 가지는 것으로 제조업자에 의해 평가된다. 주어질 수 있는 임
의 통상적 시간-관련 실패율 외에 이것이 추가된다.
[0156]

이 새로운 BDU가 NVS에 이용되는 지에 상관없이, 시퀀스 번호 SeqNum은 변경이 BDU에서 이뤄지는 시간 마다 증
분될 수 있다. SeqNum은 "더티" 종료로부터의 복구 동안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발될 수 있다. RAID 저장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SeqNum는 저장되는 곳 어디에나, RAID 그룹의 BDU의 모두에 걸쳐 동일할 수 있다. 데이
터가 (예를 들어, 칩, 회로 패키지 또는 모듈일 수 있는) RAID 그룹의 다양한 메모리 위치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동일한 기록 동작에 속한 RAID 그룹의 모든 데이터는 동일한 SeqNum을 가질 것이다.

[0157]

이 실시예에서, BDU는 데이터의 1KB, 및 연관된 보조 데이터를 포함한다. SeqNum은 판독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와 동일한 경로 상에서 반환될 수 있다. SeqNum은 예를 들어, 메모리로 기록될 데이터의 수신을 응답하는
경우, 또한 이 데이터 경로 상에서 반환될 수 있다.

[0158]

SeqNum은 NVS로 BDU의 1 KB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명령이 발행되는 시간에서 설정될 수 있다. SeqNum의 사용
은 재건될 수 있으며 더티 종료 동안 얻어질 수 있는 상황인, 일치하지 않는 경우 RAID 그룹의 메모리 위치를
재동기화할 수 있다. 위치 필드에서의 SxS 비트는 MTE가 NVS로 체크포인트될 때까지 설정될 수 있어, 연관된
SeqNum은 복구 과정 동안 재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0159]

2block은 다음 정보가 이용가능할 수 있는 512 BDU로 구성된다: 상태; 64-브트 BDU 라이브 상태 비트 맵; 각각
2 바이트에 의해 나타난, 프리 BDU의 개수, 및 라이브 BDU의 개수; 5 바이트로 나타난, CPB의 PSN; 3 바이트 소
거 카운트; 3 바이트 판독 카운트; 오류 카운트[max-bits] 3 바이트/1바이트; 및 평균 프로그래밍 시간(3 바이
트). Max_bits는 한번에 ECC에 의해 오류에 있는 것으로 검출되었던 비트의 가장 큰 개수를 나타낸다. ECC가 오
류의 소정의 개수를 정정할 수만 있기 때문에, 오류 비트의 개수가 ECC에 의해 정정되기 위해 크기 전에 새로운
메모리 위치로 데이터가 이동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오류 비트가 마주칠 수 있는 지를 아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기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는 부품의 수명을 변경할 수 있는, 평균 소거 시간, 프로그램 및
소거하기 위한 최대 시간일 수 있다.

[0160]

체크포인트 블록(CPB)의 2 개의 타입, 즉 블록 테이블(BT) CPB 및 맵핑 테이블(MT) CPB가 사용될 수 있다.

[0161]

BT-CPB는 각각의 BDU에 대해 8 개의 엔트리, 및 각각의 ODU에 대해 64 개의 엔트리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데
이터 블록은 512 BDU를 포함할 수 있어, 8 개의 엔트리를 포함하는 BT-CPB에서의 BDU는 데이터의 4MB를 보유하
는, 4K 데이터 BDU를 나타내는 BT 수조를 체크포인트하며, ODU에서의 64 개의 엔트리는 데이터의 32 MB 또는
32K 데이터 BDU를 나타내는 BT 구조를 보유한다. 블록 테이블(BT)은 정상 동작 동안 주기적으로 NVS로 체크포인
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280 2Block를 나타내는, 20 ODU BT는 매 초 NVS로 체크포인트될 수 있다. 정상 종료
동안, 휘발성 메모리에서의 BT는 모든 BT가 체크포인트될 때까지 더 빠른 레이트로 메모리로 체크포인트될 수
있다.

[0162]

BT가 전술한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체크포인트되는 경우, BT의 완전한 체크포인트는 관리되는 메모리 크기에 대
략 비례한다. 예를 들어, 전술한 체크포인트의 레이트에서, 32GByte 메모리에 대한 BT의 완전한 체크포인트는
매 50 초 마다 수행될 수 있다. 더 큰 메모리 시스템을 체크포인트하기 위한 시간은 예를 들어, 512 GB 메모리
시스템이 13 분에 체크포인트되도록 시스템에서 메모리의 양에 비례할 수 있다.

[0163]

예를 들어, 맵 테이블 CPB는 BDU 당 128 엔트리, 및 각각의 ODU에 대한 1K 데이터 엔트리를 포함할 수 있고,
160 MT ODU는 매 초마다 체크포인트될 수 있다. 따라서, MT CPB의 완전한 체크포인트는 32 GB 메모리에 대해
204 초로 수행될 수 있고, 512GB 메모리는 매 54 분 마다 체크포인트될 수 있다.

[0164]

각각의 체크 포인트 블록 여유 영역은 도 2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가적 정보를 가질 수 있고, 필드 타입 바
이트는 CPB의 타입을 나타내며, 0xF2는 BT CPB를 나타내고, 0xF4는 MT CPB를 나타낸다. 또한, 가변 SAF0는 BDU
에서의 제 1 엔트리의 인덱스이며, SAF1은 블록 소거 카운트일 수 있다.

[0165]

맵 테이블(MT)은 메모리 어드레싱 정보를 제공한다. 2차적인 테이블(128 MTE 당 하나)은 PSN 및 "활성" 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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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escriptor)를 포함할 수 있다. "활성" 서술자는 범위[128*i, 128i+127]에 얼마나 많은 MTE가 있는 지
를 나타낼 수 있고 타입 V8 위치 필드를 가질 수 있고, 데이터는 휘발성 메모리(예를 들어, RAM)에 있고 체크포
인트되는 경우 재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범위[128*i, 128i+127]에서 MTE를 포함하는 CPB의 PSN[i]은 시스템 복
구 동안 순서화하는 로그 리플레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166]

로그 블록(LB)은 LB의 각각의 BDU에 대한 256 개의 엔트리가 존재하도록 16 바이트 엔트리로 구성된다. BDU에서
의 모든 엔트리는 모호성을 피하도록, 채워져야 한다. 이와 같이, 패딩 엔트리는 종료 동안, 또는 불량 블록 엔
트리가 이뤄지는 경우와 같은, NVS로의 BDU의 즉각적인 기록이 요구될 수 있는 경우, BDU에서의 사용되지 않은
메모리 위치를 프로그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LB 엔트리 유형은 MTB(0x1); CPB(0x2); 블록 소거(0x3); 블
록 배정(0x4); 불량 블록(0x5); 및 프로그램되지 않음(0x7)이다. 표시자 0x6는 예약되어 있다.

[0167]

MTE를 나타내는 LB 엔트리는 도 20에 도시되어 있다. 워드 A는 이 LB 엔트리를 가져오는 프로그래밍(기록) 액션
전에 BDU의 물리적 위치일 수 있다. 워드 B는 기록되고 있는 논리 블록(LBA)의 인덱스일 수 있다. 워드 C 및 D
는 기록되는 LBA에 대한 MTE이다. 따라서 LB 엔트리는 LBA의 새로운 물리적 메모리 위치와 LBA의 이전 물리적
메모리 위치를 연결한다.

[0168]

CPB가 기록되고 있는 경우, LB 엔트리는 도 21에 도시되어 있다. 워드 A는 기록되고 있는 CPB BDU의 물리적 위
치이다; 워드 B는 BDU에서의 제 1 엔트리의 인덱스 값이며, 이는 정확한 데이터가 판독되고 있음을 결정하기 위
해 타당성 체크로서 사용될 수 있다(BDU 상의 CRC와 같이, 임의 다른 체크 데이터가 대체될 수 있거나, 또는 시
스템의 데이터 신뢰도 요건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워드 C는 PSN의 제 1 바이트 및 한 바이트 타입 필드를 포
함한다; 워드 D는 CPB BDU와 연관된 PSN의 마지막 4 바이트를 포함한다.

[0169]

블록 소거 동작을 나타내는 LB 엔트리는 도 23에 도시되어 있다. 워드 A는 소거되는 NVS의 블록에서 제 1 BDU의
인덱스 값이다(BDU 상의 CRC, 제 1 BDU의 PSN, 등과 같은, 또다른 체크 데이터는 대체될 수 있다; 이들 값은 현
재 데이터가 체크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은 지를 결정함으로써 블록이 소거되었다는 확인을 허용하여, 따라서 오
래된, 기-삭제 데이터가 교체되었음을 나타낸다); 워드 B는 예약되어있다; 워드 C는 PSN의 제 1 타입, 및 삭제
되어 있는 블록의 타입을 나타내는 단일 바이트를 가진다; 그리고, 워드 D는 PSN의 마지막 4 바이트를 가진다.

[0170]

전술한 바와 같이, 제한이 아닌 것으로서, 이 실시예에서, 각각의 블록은 데이터의 일 유형, 즉, 인덱스, 로그,
체크포인트 또는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이 특정 설계의 결과일 수 있는 반면, 표현을 단지 간소
화하도록 제한이 생긴다.

[0171]

블록 배정 동작에 대한 LB 엔트리는 도 24에 도시되어 있다. 워드 A는 블록에서의 제 1 BDU의 인덱스 값이다;
워드 B는 (적용가능하다면) 블록에서의 제 1 엔트리의 인덱스 값이다; 워드 C는 새로운 블록 타입을 나타내는
한 바이트를 가지고, 한 바이트는 오래된 블록 타입 및 PSN의 제 1 바이트를 나타낸다; 워드 D는 PSN의 마지막
4 바이트를 가진다.

[0172]

불량 블록에 대한 LB 엔트리는 도 22e에 도시되어 있다. 이 엔트리는 2 배로 이뤄진다. 제 1 엔트리는 불량 블
록이 검출되는 경우 이뤄진다. LB의 나머지는 완성을 위해 패딩되며, 즉시 NVS로 기록된다. 불량 메모리 블록에
서의 모든 BDU가 재위치된다면, 또다른 엔트리가 이뤄진다. 블록 타입으로서 제 1 엔트리가 현재 블록 티압을
사용하는 반면, 제 2 엔트리는 표시자로서 불량 블록 타입을 사용하는 점에서 엔트리가 다를 수 있다. 워드 A는
불량 메모리 블록에 제 1 BDU의 인덱스 값이다; 워드 B는 결함이 페이즈 프로그램(기록) 실패라면 결함 있는 페
이지의 인덱스 값이며, 결함이 블록 소거 실패라면 모두 "1"이다. 판독 오류는 현재 이용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가 사용되고 ECC에 의해 정정되는 경우 '정상'이다; 오류의 개수는 블록 테이블에 저장될 수 있다. 블록들은 판
독 오류 때문에, 그러나 프로그램 또는 삭제 오류의 결과로서 불량으로 선언되지 않을 수 있다.

[0173]

패드 동작 동안 LB 엔트리는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두 0이다. 이는 고정 콘텐츠 ODU가 NVS에 빠르게 기록
되도록 한다. NVS 메모리 회로가 이 실시예에서 사용되면, 이는 기록이 버스 상에서 수행되는 경우 대략 400 us
보다는 차라리, 대략 25 us로 패딩되도록 ODU를 허용한다.

[0174]

LB 여유 영역이 도 22에 도시되어 있다. LP 여유 영역의 고유 태양은 타입 필드가 LB임을 나타내는 0xF8이라는
것이다; SAF0의 값은 LB에서의 엔트리의 개수이다; 그리고, SAF1의 값은 블록 소거 카운트이다.

[0175]

데이터 구조를 수립하고 NVS로의 로그 및 메타데이터를 체크포인트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시작은 종료의 지점으로부터, 또는 종료가 더티하다면, 충돌의 지점으로부터 수행될 수 있다.

[0176]

시스템이 초기화되거나, 리셋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시작되는 경우, MT 및 BT는 NVS(예를 들어,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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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휘발성 기억소자(예를 들어, RAM)로 판독되고 BT 또는 MT에서의 임의 엔트리의 가장 작은 PSN보다 큰 가
장 작은 PSN을 가지는 로그 블록 어드레스(LBA)의 위치(LogStart)가 결정된다. 가장 마지막 체크포인트의 MT 및
BT 테이블 모두에서 모든 엔트리보다 더 작은 PSN을 가지는 로그에서의 어떠한 엔트리가 복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전 트랜잭션은 NVS로부터 판독되었던 BT 및 MT에 완전히 반영되며, 로그 복구는 MT 또는 BT에서의
임의 엔트리의 가장 작은 PSN 보다 더 큰 가장 작은 PSN을 가지는 로그에서의 BDU의 위치(LogStart)에서 시작한
다.
[0177]

이 실시예에 대한 과정의 태양이 다음과 같이 의사코드로 설명될 수 있다;

[0178]

L=LogStart

[0179]

While (L!=NULL)&(L.PSN>=logStart.PSN){

[0180]

/* 포인트된 Log BDU가 NULL이 아니고(소거된게 아님) BDU의 PSN이 로그의 시작의 PSN 보다 큰(즉, 더
최근) 동안, BDU에서 엔트리를 진행한다: 로그가 순환식이기 때문에, L이 움직임에 따라 로그 L은 결국 랩 어라
운드되며, BDU가 소거되지 않았다고 포인트된다면, BDU는 로그의 시작보다 빠른 PSN을 가질 것이고 이는 전체
로그가 처리되었음을 나타낼 것이다 */

[0181]

For I=0 to 63

[0182]
[0183]

If L.E[I].Type != 0 Process_LE(L,I) /* 임의 비-패드(non-pad) 엔트리를 처리한다 */
L=NextLogEntry(L) /* 로그의 다음 BDU로 진행하며, 로그 블록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경우, 다음 로그 블록
을 찾고 이 블록의 처음에서 시작한다. 이 단계는 한 블록 이후 한 블록으로, 로그가 순차적으로 기록된다고 가
정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로그가 한 번에 2 개 이상의 블록에 걸쳐 스트라이프된다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에 메모리를 통해 순차적으로 한 블록을 밟아가는 방식으로 기록된다면, NextLogEntry는 사용되었던 레이아
웃 정책에 따라 진행한다 */

[0184]
[0185]

}
Precess_LE(L,I){

[0186]

E=L.E[I];

[0187]

T=E.PSN

[0188]
[0189]
[0190]
[0191]

Switch(L.E[I].Type){
Case MTE:

/*데이터 BDU의 위치에서의 변경을 처리한다, */

/* 로그 엔트리의 다양한 필드를 추출한다
OldLoc는 업데이트 하기 전에 BDU가 있었던 물리적 위치이고, BDU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또는 MT에
서의 패턴으로서만 오직 저장되어 있었다면, OldLoc는 0과 같은 무효 어드레스로 설정된다

[0192]

New Loc는 BDU가 기록되고 있는 위치이고, BDU가 MT에서의 패턴으로서 저장되거나 또는 할당해제되는 것과
같은 소정의 이류로 NVS로 기록되지 않는다면, NewLoc는 0과 같은 무효 어드레스로 설정된다

[0193]

LBI는 이 엔트리가 언급하는 기록되고 있는 BDU의 논리 인덱스이다 */

[0194]

OldLoc = E:Bits[0-28];

[0195]

NewLoc = E:Bits[64-92];

[0196]

LBI = E:Bits[32:60];

[0197]

/*BDU의 새로운 위치 및 오래된 위치에 대한 블록 테이블 엔트리를 얻는다 */

[0198]

OB=BT[(OldLoc / BlockSize)]

[0199]

NB= BT[(NewLoc / BlockSize)]

[0200]

/* BDU의 새로운 또는 오래된 위치가 NVS에 있다면, 그리고 NVS에서의 블록 테이블 엔트리가 로그 엔트리보
다 오래되었다면, 인-메모리 BT 데이터 구조로부터 엔트리를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고, 가득차 있다면 기록되
는데 이용할 수 있는 블록의 리스트로부터 삭제하거나 또는 비어 있다면 프리 리스트로 블록을 이동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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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적절한 다른 처리를 수행한다 */
[0201]

If(OldLoc !=0)&(T>OB.PSN) {Remove(OB, OldLoc)}

[0202]

If(NewLoc !=0)&(T>NB.PSN) {Add(OB, NewLoc)}

[0203]

/* BDU를 포함하는 MT의 NVS에서의 PSN이 로그 엔트리보다 오래되었다면, 로그 엔트리에서의 데이터에 기초
하여 PSN을 설정함으로써 인-메모리 MT를 업데이트한다 */

[0204]

If T>PSN[LBI/128]{

[0205]
[0206]

MT[LBI]= E:Bits[64-127]}
}

[0207]
[0208]

Break;
Case Block_Write:

[0209]

/* 예를 들어, 블록의 타입을 변경하는 것으로부터 업데이트가 요구되었음을 나타냄으로써 하우스키핑을 단순
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로그 블록 할당되어 있던 블록에서의 포인트로 인덱스 블록의 이와 같은 엡데이트는
업데이트되는 지를 보기 위해 Index Block을 감시하는데 필요하지 않지 않도록 NVS로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이
는 언제나 사용될 수 있고 NVS로의 기록의 확인이 요구되거나 또는 도움이 된다*/

[0210]
[0211]

Break;
Case Block_Erase;

[0212]

B=E:Bits[0:27]; /*블록의 인덱스가 소거됨*/

[0213]

If(T>BT[B].PSN) { /*블록은 BT 엔트리가 체크포인트된 후 소거된다*/

[0214]

Process_Block_Erase(B); /*블록 소거 이후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데이터 구조 하우스키핑을
처리하고, 라이브 비트 필드를 클리어하며, 소거 카운트를 증분하고, 엔트리를 프리 리스트로 이동한다, 등 */

[0215]

Break;

[0216]
[0217]

Case Block_Assign;
B=E:Bits[0:27]; /*블록의 인덱스가 배정됨*/

[0218]

If(T>BT[B].PSN) { /*블록은 BT 엔트리가 체크포인트된 후 새로운 타입으로 배정된다*/

[0219]
[0220]

Process_Block_Assign(B); /* 모든 데이터 구조를 처리한다
블록의 타입이 변경된 후 수행되는 하우스키핑은, 다양한 목록으로부터 블록을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블록이 체크 포인트 블록 또는 로그 블록으로 또는 이로부터 변경된다면, 인덱스 블록(사용되
는

경우)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블록이

인덱스

블록으로

또는

이로부터

변경된다면,

루트

블록(사용된다면)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체크는 블록이 이미 업데이트되는 지를 보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
다*/
[0221]

}

[0222]

Break;

[0223]

End Switch;

[0224]

상기 의사코드는 실시예의 태양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져 있는 많은 이와 같은 과정의 상세한 부분 중 하나이며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어 있지 않다.

[0225]

로그의 처리 후, 로그의 기록에 대하여 각각의 블록으로 기록된 마지막 데이터의 위치가 결정될 것이다; 이때
각각의 블록은 마지막 로그 엔트리 이후 기록되어 있는 추가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를 보기 위해 체크된다. 발견
된 BDU의 LBA에 대한 MT에 저장된 엔트리보다 더 최근인 BDU가 찾아진다면, MT는 데이터의 새로운 위치를 반영
하도록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BT 엔트리 및 오래된 BT 엔트리는 따라서 업데이트된다. 시퀀스 번호 세트 플래그
가 발견된 BDU로 설정되는 경우에, MTE 시퀀스

번호는 BDU가 더 최근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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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에 대한 MR 엔트리로 현재 가르켜진 것 또는 발견된 것, 및 동일한 LBA를 나타내는 NVS에서의 BDU의 PSN은
데이터가 더 최근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되야 한다. PSN의 크기는 PSN이 저장 시스템의 수명 동안 랩 어라운
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다면, 스크러빙(scrubbing)의 소정의 형태는, 복구 동작 동안 동일한 LBA에 대한 데이
터를 가지는 다른 BDU의 상대적 수명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PSN이 충분히 오래된 것
인 BDU를 이동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0226]

그러므로 상기 상세한 설명은 제한보다는 차라리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청구항이 본 발명의 범위 및 기술사상을 정의하도록 이해됨이 의도되어 있다.

부호의 설명
[0227]

본 발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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