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12/0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1월04일

10-0664933

2006년12월28일

(21) 출원번호 10-2004-0106431 (65) 공개번호 10-2006-0067611

(22) 출원일자 2004년12월15일 (43) 공개일자 2006년06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2월1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이태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8-11 103호

최혁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은하수벽산아파트 205-1302

(74) 대리인 김동진

정상빈

심사관 : 김기천

전체 청구항 수 : 총 16 항

(54)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저장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수신하는 단계, 비휘발성 메모리에 포함된 블록 중에서 모든 페이지가 비어있는 블록에 순차적으로 상기 수신한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가 블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각화된 블록을 검

색하여, 상기 조각화된 블록의 페이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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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버퍼에 수신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블록 단위만큼 멀티 미디어 데이터가 수신시 상기 버퍼에 수신된 멀티 미디어 데이터

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포함된 블록 중에서 모든 페이지가 비어 있는 블록에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가 블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각화된 블록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조각화된 블록의 페이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상기 메모리에서 한번에 삭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둘 이상의 페이지를 포함하며,

상기 페이지는 상기 메모리에서 한번에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인,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

장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든 페이지가 비어있는 블록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인 가비지가 저장된 페이지를 포함하지 않는 블록인,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크기가 상기 블록의 크기보다 큰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 1 부분을 소정 블록의 모

든 페이지에 저장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 2 부분을 다른 블록의 적어도 일부 페이지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 2 부분을 저장한 블록은 상기 제 1 부분을 저장한 블록과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블

록인,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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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플래쉬 메모리, PRAM, MRAM 중 어느 하나인,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

장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에서 가비지가 저장된 페이지를 포함하는 블록에서 상기 가비지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비휘발성 저

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삭제 단위만큼 상기 버퍼에 수신하는 동안에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비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버퍼에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부;

상기 버퍼에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블록 단위만큼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수신시 상기 버퍼에 수신된 멀티 미디어 데이터

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블록 중에서 모든 페이지가 비어 있는 블록에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가 블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각화된 블록을 검색하여, 상기 조각화된

블록의 페이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이동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상기 저장부에서 한번에 삭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둘 이상의 페이지를 포함하며,

상기 페이지는 상기 저장부에서 한번에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인, 저장 장치.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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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든 페이지가 비어있는 블록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인 가비지가 저장된 페이지를 포함하지 않는 블록인, 저장 장

치.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크기가 상기 블록의 크기보다 큰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 1 부분을 소정 블록의 모

든 페이지에 저장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 2 부분을 다른 블록의 적어도 일부 페이지에 저장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제 2 부분을 저장한 블록은 상기 제 1 부분을 저장한 블록과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블

록인, 저장 장치.

청구항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플래쉬 메모리, PRAM, MRAM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저장장치.

청구항 16.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저장부에서 가비지가 저장된 페이지를 포함하는 블록에서 상기 가비지를 삭제하는, 저장장치.

청구항 17.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삭제 단위만큼 상기 버퍼에서 수신하는 동안에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는, 저장장치.

청구항 18.
삭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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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가 대용량화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녹음

기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장을 필요로 하는 기기가 다양화되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휘발성 저장장치 중에서는 NAND 플래쉬 메모리와 같이 쓰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삭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메모리가 있다. 이러한 메모리들을 블록 액세스 메모리(Block Access Memory)라 한다.

블록 액세스 메모리의 경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선행해야 하는데, 한번에 삭제를 하는 단위가 한번에 저장

하는 단위보다 큰 경우가 있다. 저장 단위가 512byte, 삭제 단위가 16 kbyte인 경우를 예로 들 경우, 통상적인 저장 작업

은 512 byte로 수행된다. 그런데, 저장이 수행될 부분이 삭제되지 않은 부분에 속해있다면 먼저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 따

라서, 512byte를 쓰기 위해 16kbyte를 삭제한 후에 다시 512byte를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블록 액세스 메모리

의 경우 삭제된 상태(Erased)와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Nonerased)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 1은 종래의 플래쉬 메모리에서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플래쉬 메모리(100)는 페이지 단위로 기록이 가능하다. 페이지는 통상 512 byte 또는 1024 byte 와 같이 일정 크기를 가

진다. 따라서, 한 바이트를 쓰고자 해도 그 바이트가 저장될 영역이 속한 한 페이지 전체에 대해 저장 작업이 수행된다. 도

1의 플래쉬 메모리(100)는 페이지로 저장영역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0x0003 페이지에 한 바이트의 정보를 쓰기 위

해서 한 페이지 크기만큼 버퍼링을 한 후에 메모리(200)에 저장된 정보를 플래쉬 메모리(100)에 저장할 수 있다. 플래쉬

메모리(100)에 저장하는 단위는 페이지므로, 페이지보다 작은 단위의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한 바이트를 쓴 후에는 그 페이지에 다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고, 삭제를 한 후에 저장할 수 있다. 버퍼링을 수행

하는 메모리(200)는 레지스터(register)와 같이 정보를 빨리 입출력하는 기억소자이다.

도 2는 종래의 플래쉬 메모리에서 한 페이지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한 블록에 저장된 가비지를 삭제한 후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1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삭제 없이 데이터를 저장한 경우를 보여준다. 그러나 플래쉬 메모리를 사용시,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페이지가 유효하지 않은 가비지(Garbage)를 가질 수 있다. 가비지란, 불필요한 정보이며, 다른 데이터가 저장

되어도 무방하지만 아직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플래쉬 메모리의 경우, 저장할 위치에 가비지가 있

는 경우, 오버라이트(overwrite)가 되지 않고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한다. 도 1의 경우는 가비지가 없는 경우이고, 도 2에서

는 가비지가 있는 페이지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01은 페이지 단위로 구별되어 있는 플래쉬 메모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한 블록(블록 A)은 32 페이지로 구성된다. 페이지

는 쓰기, 저장의 단위이며, 블록은 삭제의 단위이다. 따라서 삭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블록 전체를 삭제한다.

도 2에서 나타내는 플래쉬 메모리의 페이지의 상태는 50에 나열된 세가지 상태 중 하나이다. 유효한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

지는 10과 같이 짙은 색으로 나타냈으며, 가비지가 저장되어 삭제되지 않은 상태는 20과 같이 나타낸다. 그리고 가비지가

삭제되었거나 데이터가 저장된 적이 없어서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는 30과 같이 나타낸다. 20과 같이 삭제되지 않

은 페이지는 데이터를 쓰기 전에 삭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101의 메모리는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0x0001, 0x0002, 0x0003, 0x001F, 0x8012)와 삭제되지 않은 가비지가 남아

있는 페이지(0x0000, 0x001C, 0x001D, 0x001E), 그리고 삭제된 상태의 페이지(0x8011, 0x8013) 등으로 구성된다. 여

기서 0x001C 페이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한다. 이 경우, 0x001C 페이지는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플래쉬 메모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삭제의 단위가 저장 단위보다 크다. 그 결과

0x0000에서 0x001F의 페이지로 구성된 블록 A의 페이지 전체를 삭제한 후에 0x001C 페이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다. 그런데, 블록 A에는 유효한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가 있으므로 유효한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까지 삭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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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블록 A를 삭제하기 전에, 블록 A를 구성하는 페이지들의 정보를 메모리(버퍼, 200)로 복사한다. 그리고 0x001C

페이지에 저장할 데이터를 메모리(200)에 저장한다. 이는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102와 같이 플래쉬 메모리

(100)의 블록 A의 페이지들을 삭제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페이지들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이후 블록 A를 구성하는

페이지들은 삭제된 상태(30)로, 바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상태이므로, 메모리(200)에 저장된 페이지들을 저장한다. 이때,

10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전의 가비지를 가지고 있던 페이지는 쓰지않고, 유효한 데이터들(0x0001, 0x0002,

0x0003, 0x0001C, 0x0001F)만 저장하면, 이후 블록 A의 다른 페이지에는 삭제 작업 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도 2의 예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는 한 블록을 지워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가 블록 내에서 일괄적으

로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삭제되고 일부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도 2에서 살펴본 방식처럼 삭제 후 저장을

수행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신되며, 연속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특성 때문에 삭제 작업이

저장 작업의 중간에 많이 존재할 경우, 삭제로 인해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삭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저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파일 단위로 삭제가 되므로, 페이지 단위를 넘어선 변경, 삭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블록 단위로 삭제를 수행하는 비휘발성 저장장치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빠르게 저

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수신하는 단계, 비휘발성 메모리에 포함된 블록 중에서 모든 페이지가 비어있는 블록에 순차적으로 상기 수신한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가 블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각화된 블록을 검

색하여, 상기 조각화된 블록의 페이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장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부, 모든 페이지가 비어있는 블록에 순

차적으로 상기 수신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저장부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가 블록의 일부

를 구성하는 조각화된 블록을 검색하여, 상기 조각화된 블록의 페이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이동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설명에 앞서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렇지만 용어의 설명은 본 명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는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 블록 액세스 메모리(Block Access Memory)

저장될 위치의 메모리 소자에 가비지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삭제한 후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의 메모리를 포함한다.

NAND 플래쉬 메모리가 현재 블록 액세스 메모리의 주종이다. RAM(Random Access Memory)의 일종으로 전원이 공급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정보를 저장하는 PRAM(Parameter RAM), 비트를 자기장(magnetic charge)을 이용하여 저장

하는 MRAM(Magnetoresistive RAM) 등이 블록 액세스 메모리에 포함된다.

-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

일종의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able Read Only Memory)으로 크게 바이트 단위 I/O(Input/

Output)를 지원하는 NOR 형과 페이지 단위 I/O를 지원하는 NAND 형이 있다. NOR 형 플래쉬 메모리는 읽기가 빠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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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가 느리고, NAND 형 메모리는 쓰기 속도가 빠르고 단위 단가가 낮아 주로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장치에 사용된다. 비

휘발성 메모리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보존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블록 액세스 메모리의 일종인 NAND 형 플

래쉬 메모리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일 실시예이며, 저장 작업전에 삭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메모리에 적용 가능하

다.

- 버퍼(Buffer)

메모리는 크게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로 나뉘어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버퍼라고 칭하게 되는 메모리는 상기

의 휘발성 메모리를 의미하며, 레지스터(register), RAM 등과 같이 빠른 입출력을 제공하며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한다. 통

상 플래쉬 메모리에는 레지스터가 장착되어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 저장 단위 (Writing Unit, 쓰기 단위, 기록 단위)

한번에 저장(쓰기, 기록)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플래쉬 메모리의 경우, 이러한 단위를 페이지(page)라 한다. 페이지는 예를

들어 512 byte와 같이 메모리 회사에서 제조시에 미리 정해진 크기로 설정된다.

- 삭제 단위 (Erasing Unit, 소거 단위)

한번에 삭제가 일어나는 단위를 의미한다. 삭제 단위가 저장 단위보다 큰 경우, 몇 개의 저장 단위가 삭제 단위가 될 수 있

다. 플래쉬 메모리의 경우 이러한 삭제 단위를 블록(block)이라 부른다. 블록의 크기가 16kbyte이고 페이지가 512 byte인

경우, 이 블록은 32 페이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블록의 크기, 페이지의 크기, 그리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는 메모리의

특성과 제조회사, 메모리 소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 블록(Block), 페이지(Page)

삭제 단위의 메모리 영역을 블록이라 하며, 저장 단위의 메모리 영역을 페이지라 한다.

- 플래쉬 메모리의 상태

플래쉬 메모리에는 크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읽을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며, 곧

바로 저장이 가능한 상태(Erased State),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가비지가 저장되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삭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태(Nonerased State)가 존재한다. 전술한 삭제 단위가 저장 단위보다 크기 때문에 저장 작업시에 삭제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하는 오버헤드(overhead)가 발생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블록 액세스 메모리에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3의 메모리(110, 111, 112)는 도 1과 도 2에서 페이지 단위로 플래쉬 메모리의 구역을 나눈 것과는 달리, 블록 단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블록에는 둘 이상의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다.

플래쉬 메모리는 블록 액세스 메모리의 일 실시예이며, 페이지(page)는 저장 단위의 메모리 크기를 나타내며, 블록(block)

은 삭제 단위 또는 소거 단위의 메모리 크기를 나타낸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특성상 연속적으로 저장되고, 연속적으로 읽혀지는 데이터다. 그리고 데이터가

수정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블록 삭제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저장을 블록 단위로 수행한다. 마지막 데이터는 블록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저장한다. 저

장을 블록 단위로 수행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 블록의 모든 페이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적으로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특성의 메모리는 저장 단위가 페이지 단위이지만, 본 명세서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빠

른 저장과 조각화된 블록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 블록의 모든 페이지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한, 삭제 없이 데이터 저

장이 가능한 블록이 여러 개가 존재할 경우,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데이터 입출력 시의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순차적인

저장은 한 블록 내에서도 한 블록을 구성하는 페이지들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3의 110은 블록 단위로 두 멀티미디어 데이터(AVData_1, AVData_2)가 저장된 플래쉬 메모리의 일부 영역이다.

AVData_1은 0x0028 블록까지 블록 단위로 저장되어 있으며, 마지막 데이터의 크기가 블록 사이즈보다 작아서 0x0029

블록의 일부 페이지만 채우고 있다. 물론 0x0029 블록의 남은 페이지는 삭제 작업 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상태이

등록특허 10-0664933

- 7 -



다. 그러나 AV_Data_2는 0x0029 블록의 남은 페이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0x0030 블록부터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0x0052 블록까지 AVData_2를 저장하고 남은 데이터는 0x0053 블록에 저장한다. AVData_

1과 AVData_2를 블록 단위로 저장한 결과, 블록의 일부만 저장되어 있는 조각화(Fragmentation)된 블록이 0x0029,

0x0053 존재한다. 조각화되어 있는 블록이 많이 존재할수록, 삭제 단위와 저장 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조각화된 블록들을 다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합친다는 것은 여러 블록의 일부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들을 블록을 꽉 채우도록 옮겨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다시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0x0029, 0x0053 두 블록의 일부를 차지하는 페이지들을 합한 크기

가 하나의 블록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a)는 조각화된 블록의 페이지들을 합쳤을 때, 한 블록보다 큰 경우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32개의 페이지가 하나의 블록을

구성할 경우에, 두 블록에 있는 페이지들이 모두 32개를 넘는 경우이다. AVData_1이 저장된 0x0029 블록에 AVData_2

의 0x0053 블록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를 0x0029 블록으로 저장한다. 0x0053 블록에는 0x0029로 복사되지 않은 일부

페이지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0x0029는 AVData_1과 AVData_2의 페이지를 합쳐서, 블록 전체에 유효한 데이터로 채워

지게 된다. 그 결과 유효한 데이터가 일부만 남아있는 조각화된 블록은 0x0053 하나만 존재한다. 저장된 결과는 111과 같

다.

(b)는 조각화된 블록의 페이지들을 합쳤을 때, 한 블록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보여준다. AVData_1이 저장된 0x0029 블

록에 AVData_2의 0x0053 블록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0x0029 블록으로 저장한다. 0x0053 블록에는 더 이상 유효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페이지를 합쳤을 경우의 크기가 한 블록의 크기와 같다면 더 이상 조각화된 블록은 존재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블록을 구성하는 페이지 수가 32개이고, 0x0029 블록과 0x0053 블록에 존재하는 페이지가

32개라면, 0x0029 블록으로 0x0053 블록의 페이지를 옮겼을 때에, 한 블록을 모두 채우게 된다. 0x0053은 더 이상 유효

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0x0029 블록은 모든 페이지에 유효한 데이터가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합쳤을 경우의 페이지 개수가 한 블록을 구성하는 페이지 개수보다 작다면, 하나의 조각화된 블록이 존재한다.

0x0053은 더 이상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조각화된 블록이 아니며, 0x0029는 AVData_1과 AVData_2

의 마지막 데이터를 합치고 남는 페이지가 존재하므로 조각화된 블록이 존재한다. 저장된 결과는 112와 같다.

이후,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 단위로 저장한 후에, 마지막 데이터가 저

장된 블록이 조각화된 블록일 경우, 이 블록과, 이전에 존재하는 조각화된 블록을 합치는 작업을 수행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일반 데이터가 블록 액세스 메모리에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4의 메

모리(115, 116) 역시 블록 단위로 플래쉬 메모리의 구역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블록에는 둘 이상의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 데이터(Non-multimedia data)는 멀티미디어와 달리 블록 단위가 아니라 플래쉬 메모리의 저장 단위인 페이지 단위

로 저장된다. 도 3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각화된 블록에 먼저 일반 데이터를 저장한다. 도 4에서

는 일반 데이터인 NormalData를 저장하고 있다. 115는 도 3의 (a)와 같이, 조각화된 블록(0x0053)이 마지막에 존재하는

경우 NormalData가 순차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저장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116은 도 3의 (b)와 같이 조각화된 블록(0x0029)이 멀티미디어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NormalData가 순차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도 3의 (a), (b)에서 0x0053 블록의 일부 페이지가 0x0029 블록으로 저장되므로, 0x0053의 일부 페이지는 가비지로 존

재한다. 이 경우 NormalData를 저장시에는 이 가비지를 포함하는 0x0053 블록을 삭제 후 저장할지, 일단 가비지가 저장

된 블록에 NormalData를 저장한 후에 가비지를 없애는 작업을 할 것인지는 구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 데이터

(Non-multimedia data)는 실시간 저장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므로, 블록 단위로 저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의 네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블록은 조각화(Fragmentation) 블록, 데

이터 (Full, Data) 블록, 삭제된(Empty) 블록, 그리고 가비지(Garbage) 블록이다. 도 5의 플래쉬 메모리를 나타내는 111,

112는 도 3의 (a), (b)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역시 블록 단위로 메모리 영역을 구별하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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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화 블록(191)은 111의 0x0053 블록과 같이, 유효한 데이터가 일부 저장된 블록이다. 여기에는 가비지와 유효 데이터

가 하나의 블록에 있는 경우와 유효 데이터의 일부만이 하나의 블록에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데이터 블록(192)은 유효한 데이터로 하나의 블록이 채워져있는 경우로, 0x0003 블록이 데이터 블록의 예이다. 데이터 블

록(192)은 유효한 데이터만으로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며, 가비지도 존재하지 않고, 추후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빈 페이

지도 존재하지 않는 블록을 의미한다.

삭제된 블록(193)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았으며, 가비지도 존재하지 않는 블록을 의미한다. 112의 0x0054와 같이 데이

터를 저장하기위해 삭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블록이다.

가비지 블록(194)는 가비지가 존재하는 블록을 의미한다. 112의 0x0053 블록과 같이 가비지가 블록의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전체 블록이 가비지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만약, 유효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페이지가 일부 존재

하고, 가비지를 가지는 페이지가 일부 존재한다면, 이는 가비지 블록이 아닌, 조각화 블록으로 한다.

상기 블록의 네 가지 상태는 2bit로 표시 가능하다. 구현에 따라 더 많은 상태를 나누는 경우에는 2bit 이상의 표시도 가능

하다. 또한, 데이터 저장 여부만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가비지 수집 방식에 따라 전술한 네 가지 상태 중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1bit로도 표시 가능하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액세스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6은 두가지

가비지 수집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버퍼링 중에 가비지를 수집하는 경우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난 후에 조각화된 블록들을

모으는 조각모음 작업을 수행한 후에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저장할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데이터인지 일반 데이터인지 여부에 따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수신한 데이터가 멀티

미디어 데이터인지 판단한다(S102). 판단결과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경우, 현재 가비지 수집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버

퍼링 하는 도중에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S112), 가비지 수집을 수행한다(S114). 가비지 수집은 전술한 가비지 블

록을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삭제된 블록으로 변경하는 작업이다. 가비지 수집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에 수

행될 수 있다(S116). 따라서, 임시 저장부에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수신되어 버퍼링(buffering, 임시로 저장)하면서 가비지

를 수집하므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거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수신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하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마지막 데이터가 아니라면(S120),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크기는 한 블록을 채울 수 있으므로, 한 블록에 수신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한다(S122). 이 블록은 S114 단계에서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여 가비지가 삭제된 블록이다. 그리고 멀티미

디어 컨텐츠를 모두 수신할 때까지 S114내지 S122단계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

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 데이터의 크기가 블록 크기와 같다면 한 블록에 저장하고, 만약 이 데이터의 크기가

블록 크기보다 작다면 페이지 단위로 저장한다(S124). 이렇게 블록의 일부 페이지에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은 조각화된 블

록이다.

한편 S112단계에서 버퍼링 중에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한다(S132). 수신한 데이터는 레지스터와 같은 임시 저장부에 버퍼링 될 수 있다. 일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블록 단위 또는 페이지 단위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하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의 마지막 데이터가 아니라면(S134),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크기는 한 블록을 채울 수 있으므로, 한 블록에 수신한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저장한다(S136). 이 블록은 가비지가 없는 삭제된 블록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모두 수신할 때까

지 S132내지 S136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

여 이 데이터의 크기가 블록 크기와 같다면 한 블록에 저장하고, 만약 이 데이터의 크기가 블록 크기보다 작다면 페이지 단

위로 저장한다(S138). 이렇게 블록의 일부 페이지에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은 조각화된 블록이다.

한편 S102 단계에서 수신할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아닌 일반 데이터라면, 데이터를 수신하고(S142), 수신한 데

이터는 페이지 단위 또는 블록 단위로 일반 데이터를 저장한다(S144). S142 단계의 데이터 수신은 임시 저장부에 버퍼링

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지막 데이터가 아니라면(S146) 다시 S142 단계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수신한다. 마지막 데이

터라면(S146) 페이지 단위로 일반 데이터를 저장한다(S148).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S124, S138, S148)가 완료하면, 조각화된 블록을 모으는 작업을 수행한다(S150). 이는 도 3에서

보았던 둘 이상의 조각화된 블록, 또는 조각난 블록들의 데이터를 한 블록으로 합치는 작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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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화된 블록이란 블록의 전체가 아닌 일부 페이지에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을 의미한다. 조각난 블록들의 데이터를 한 블

록으로 합치는 것은 일부 페이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하나의 블록의 페이지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비지 수집 방식이 조각화 블록 모음 이후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S152), 가비지 수집을 수행한다(S154).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지기간시 가비지 수집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휴지기간(idle time)이란 메모리에 읽거나 쓰는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메모리의 입출력이 없기 때

문에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는 것이 메모리의 입출력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휴지기간에 들어서면(S202) 가비지 수

집 정책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S204). 휴지기간중에 가비지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가비지 수집을 수행한다(S206).

가비지 수집 작업 중에 메모리의 입출력 명령이 들어오면 가비지 수집을 중단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장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부'라는 용어, 즉 '~모듈' 또는 '~테이블' 등은 소프트웨어, FPGA 또는 ASIC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모듈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

니다. 모듈은 어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

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

그먼트들, 드라이버들,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

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

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디바이스 또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저장장치(1000)는 플래쉬 메모리, PRAM, MRAM 등과 같이 블록 액세스를 수행하는 블록 액세스 메모리를 저장부로 가

지고 있다. 저장부(100)는 메모리 소자등으로 이루어지며, 데이터가 저장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장부(100)는 페이지

단위로 저장이 이루어지며, 블록 단위로 삭제가 이루어진다. 블록은 둘 이상의 페이지로 구성된다. 저장부(100)는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블록 단위로 저장한다.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저장할 수 있

다.

데이터 송수신부(300)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다른 장치로부터 제어 명령을 수신하거나, 저장부에 저장된 데이터의 정보

를 송신한다.

임시 저장부(400)는 데이터를 읽거나 쓸 경우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저장부와 데이터 송수신부 사이에 존재한다. 통상 레

지스터(Register), 램(RAM)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된다. 이 임시 저장부(400)는 도 1, 2에서 소개되었던 버퍼(200)

와는 차이가 있다. 도 1, 2에서 소개하였던 버퍼(200)는 저장 장치내에 장착될 수도 있고, 저장 장치와 데이터를 송수신하

는 외부 장치에 장착될 수도 있다.

제어부(500)는 저장부(100)에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부(100)를 제어한다. 또한 저장부(100)에 존

재하는 가비지를 삭제한다. 가비지를 삭제하기 위해서 각 블록이 어떤 상태인지를 검토할 수 있고, 저장부(100)가 데이터

를 저장하기 전에 임시 저장부(400)에 버퍼링을 시킨 후, 가비지를 삭제하고 버퍼링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부(100)

에 저장할 수 있다.

블록 정보부(600)는 블록이 가비지 블록인지, 또는 삭제된 블록인지, 데이터 블록인지, 또는 조각화 블록인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저장부(100)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삭제될 때, 블록 정보부(600)에 블록의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어부(500)가 블록 정보부(600)를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

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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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써 비휘발성 저장 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써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플래쉬 메모리에서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2는 종래의 플래쉬 메모리에서 한 페이지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블록에 저장된 가비지를 삭제한 후에 저장하는 과

정을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블록 액세스 메모리에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일반 데이터가 블록 액세스 메모리에 저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의 네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액세스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지기간시 가비지 수집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장장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저장부 200 : 휘발성 메모리

400 : 임시 저장부 500 : 제어부

600 : 블록 정보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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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64933

- 12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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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664933

- 14 -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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