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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메모리카드의 삽입/빼냄시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전자기기에 커넥터를 매개로 삽입되어 메모리기능을 부가하는 기억매체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
체는 GND단자와 전원단자, 제어단자 및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갖추고, 상기 커넥터는 상기 기억매체의 각 단자와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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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접속되는 기능을 가지며,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로 삽입되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
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어단자가 상기 커
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된다.
    

대표도
도 2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메모리카드의 외관도이고,

도 2는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퍼스컴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격납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격납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종래예의 논리·물리블록 변환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종래의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논리어드레스와 물리어드레스의 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64M비트 NAND형 비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논리어드레스와 물리어드레스의 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나타
낸 도면,

도 11은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어드레스의 데이터배치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종래의 DOS포맷의 파라미터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종래의 개서(改書)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종래의 개서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종래의 개서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종래의 소거 코맨드 실행시의 관리영역과 데이터영역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플래시 메모리의 격납데이터예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플래시 메모리의 격납데이터예를 나타낸 도면,

도 19는 종래의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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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 이용하는 메모리카드의 외관을 나타낸 도면,

도 21은 도 20의 카드의 각 단자의 신호명을 나타낸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의 메인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23은 메모리카드의 전원전압과 외관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24는 메모리카드의 전원전압의 전기적 검지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25는 5V 전용 커넥터의 외관도,

도 26은 3.3V 전용 커넥터의 외관도,

도 27은 5V 및 3.3V 전용 커넥터의 외관도,

도 28은 메모리카드의 삽입·빼냄 검지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29는 메모리카드가 PC카드 어답터에 대응한 경우의 삽입·빼냄 검지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30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ECC데이터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ECC코드를 산출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낸 도면,

도 32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전원투입시의 제어 플로우챠트,

도 33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논리어드레스/물리어드레스 변환테이블 작성의 플로우챠트,

도 34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논리어드레스/물리어드레스 변환테이블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5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독출시의 플로우챠트,

도 36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기입시의 플로우챠트,

도 37은 본 발명의 DOS포맷의 파라미터를 나타낸 도면,

도 38은 본 발명의 개서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

도 39는 본 발명의 개서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

도 40은 본 발명의 개서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

도 41은 본 발명의 소거 코맨드 실행시의 관리영역과 데이터영역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42는 본 실시예에 의한 논리블록-물리블록 변환테이블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43은 본 실시예에 의한 논리블록-물리블록 변환테이블의 작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44는 실시예의 논리·물리블록 변환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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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는 실시예에서의 물리블록 어드레스의 표현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46은 종래의 불량블록과 용장(冗長)블록의 치환을 행한 경우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7은 불량블록과 용장블록의 치환의 종래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8은 존(zone) 분할제어를 전제로 불량블록과 용장블록의 치환을 행한 경우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9는 본 발명의 PC카드 어댑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50은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PC카드 어댑터에 삽입한 때의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51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DOS포맷의 파라미터를 나타낸 도면,

도 52는 ECC부호영역의 사용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카드의 제어에 사
용되는 것이다.

근래,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카드가 디지탈 스틸 카메라나 PDA 등의 휴대정보기기의 기억매체로서 주
목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로서 NAND형 플래시 메모리라 불리는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

이 메모리카드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박형(薄型)의 플라스틱 패키지 (1)에 작은 홈이 설치되어 있고, 그 홈에 2
2핀의 평면전극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 (2)가 매립되어 있다. 본 플래시 메모리카드는 전용의 커넥터를 매개로 호스트 
(host) 시스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데이터의 입출력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들 메모리카드는 커넥터를 매개로 신호의 교환을 행하기 때문에, 메모리카드의 각 단자와 커넥터의 단자와의 접촉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오동작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메모리카드의 각 단자와 정보처리기기의 커넥터의 단자가 
확실하게 접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고안되어 왔다.

    
특히, 종래의 메모리카드를 이용한 제어시스템에서는, 메모리카드의 각 단자와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는 동시에 접속
/절단되고 있었기 때문에, 삽입/빼냄시에 있어서, 접속/절단의 타이밍의 근소한 오차가 생기는 일이 있다. 이 때문에, 예
컨대,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맨드 래치 인에이블(command latch enable) 신호 등의 제어신호가 부정(不
定)으로 되면, 의도하지 않은 기입 또는 소거 코맨드 등이 취입되어 데이터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메모리카드와 
커넥터의 삽입·빼냄제어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플래시 메모리로서 16M비트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는 512개의 물리적인 메모리블록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블록은 소거시의 최소단위로 되고 있다. 1블록은 더욱이 16페
이지로 분할된다. 1페이지는 기입 및 독출의 기본적인 단위로 된다. 1페이지는 264바이트로 구성되고, 그 중 256바이
트는 유저데이터(user data)영역(데이터부), 나머지 8바이트(용장부)는 에러정정부호 및 관리정보 등의 격납(용장부)
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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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퍼스컴측에서는, 데이터는 도 3에 나타낸 논리블록에 의해 관리된다. 논리블록(LBA: Logical Block Addr
ess)이 500개 설정되어 있고, 1개의 논리블록은 연속한 8섹터(sector)에 상당한다. 즉, 논리블록(0)은 논리섹터(0~
7)을 의미한다.

통상, 퍼스컴 등에서는 데이터가 섹터(512바이트)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본 메모리카드에서도 512바이트 단위로의 
데이터관리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 물리블록의 2페이지를 쌍으로 하여 논리블록의 1섹터분의 데이터를 기억시킨다. 데
이터의 구체적인 격납방법을 도 4에 나타낸다.

    
미사용의 정상블록은 데이터부와 용장부도 " FFh" 로 설정되어 있다. 하기에 각각의 바이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Data Area-1에는 512바이트 데이터중 전반(前半)의 0~255바이트의 데이터가 격납된다. Data Area-2에는 512바
이트 데이터중 후반의 256~511바이트의 데이터가 격납된다. User Data Area의 데이터는 유저에 해방(解放)되어 있
고 사용방법은 유저에 일임된다. Data Status Area는 데이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통상은 " FFh" 이지만, 
정상이 아닌 데이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 " 00h" 가 설정된다. Block Status Area는 블록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나
타낸다. 통상은 " FFh" 이지만, 불량블록인 경우 " 00h" (초기 불량블록), " F0h" (후발 불량블록)이 설정된다. 2비트 
이상 " 0" 이었던 경우는 불량블록인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 데이터는 동일 블록내에서는 모두 동일치를 기입한다. 
Block Address Area-1은 블록의 논리어드레스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1논리블록을 구성하는 8섹터에는 512의 물리
블록중 1물리블록이 상당하기 때문에, 본 데이터는 동일 블록내에서는 모두 동일치가 기입되는 것으로 된다. 마찬가지
로서, Block Address Area-2는 Block Address Area-1의 데이터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ECC Area-1은 
우수(偶數) 페이지 데이터(256바이트)의 3바이트 ECC코드이다. ECC Area-2는 기수(奇數) 페이지 데이터(256바이
트)의 3바이트 ECC코드이다.
    

    
64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는 1024개의 물리적인 
메모리블록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블록은 소거시의 최소단위로 되고 있다. 1블록은 또 16페이지로 분할된다. 1페이지
는 기입 및 독출의 기본적인 단위로 된다. 1페이지는 528바이트로 구성되고, 그 중 512바이트는 유저데이터영역(데이
터부), 나머지 16바이트(용장부)는 에러정정부호 및 관리정보 등의 격납(용장부)에 사용된다. 논리블록은 도 6에 나타
낸 바와 같이, 1000개로 설정되어 있고, 1개의 논리블록은 연속한 16섹터에 상당한다. 즉, 논리블록 0은 논리섹터 0~
15를 의미한다. 64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격납방법을 도 7에 나타낸다.
    

    
이와 같은 메모리카드의 제어에서는, 데이터갱신시는 소거완료영역에 갱신데이터를 기입하여 원래의 데이터가 존재하
는 영역을 소거한다는 추가기입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물리블록은 
고정이 아니라 항상 메모리내를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리블록의 용장부에는 자신이 어느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보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논리블록 어드레스정보를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 4 
및 도 7중의 Block Address Area-1 및 Block Address Area-2가 대응하는 논리블록 어드레스에 상당한다.
    

    
그러므로, 통상은 전원투입시에 모든 물리블록의 그 논리블록 어드레스정보 격납영역을 서치(search)하고, 시스템 R
AM상에 논리블록과 물리블록의 변환테이블을 만든다. 한번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는, 그 테이블을 참조하면 논리블록
에 대응하는 물리블록이 즉시 판단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블록의 서치동작은 전원투입시에 1회 행해진다. 당연한 것이
지만, 데이터의 갱신을 행하고, 대응하는 물리블록의 위치가 변화한 경우, 메모리 시스템은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
이블의 갱신작업을 행하고 다음의 억세스에 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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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의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상기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에 요하는 RAM영역이 팽대(膨大)해져 
버린다는 제1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하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종래의 16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도 9에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1논
리블록분의 데이터, 즉 연속한 8섹터분의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중의 512블록중 어느 물리블록에 존재한다. 512개의 
물리블록으로부터 1개의 블록을 선택하는데에는 9비트가 필요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의 편리성을 배려하여 오프셋(off
set)이 그대로 물리블록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구성하면, 1논리블록에 대해 2바이트, 합계 1KB의 RAM영역
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논리블록 5의 정보가 격납되어 있는 물리블록의 번지는 테이블의 선두로부터 오프셋 5워드
(10바이트)째에 격납된다.
    

    
이와 같이, 종래 이용되고 있던 방법에 있어서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이 필요로 하는 RAM영역이 대단히 크
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통상 잘 이용되는 범용 CPU에서는 내장 RAM으로서 1KB 정도의 RAM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종래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만으로 1KB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장 RAM만으로는 
시스템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RAM을 시스템으로서 갖추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비용증가의 큰 요인으로 되
고 있었다.
    

도 10에 종래의 64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나타낸다. 이 경우, 1논리블록분
의 데이터, 즉 연속한 16섹터분의 데이터는 플래시 메모리중의 1024블록중 어느 물리블록에 존재한다. 1024개의 물리
블록으로부터 1개의 물리블록을 선택하는데에는 10비트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합계 2KB의 RAM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16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RAM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이 문제는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커질수록 심각하게 된다. 예컨대, 1G비트의 시대로 되면 블록의 수는 8192개로 되
기 때문에, 16KB의 RAM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또, 메모리 용량이 더욱 증가하면,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의 용장부에 논리어드레스를 격납할 수 없다는 제2의 문제
가 생긴다. 도 7에 나타낸 16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의 용장부의 Block Address Area에는 자신이 
어느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보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논리블록 어드레스정보가 격납된다. 각 물리블록의 용
장부의 Block Address Area의 구조를 도 11에 나타낸다. 도 11중에서 우수 페이지의 262바이트 및 기수 페이지의 2
59바이트째의 D4~D7의 4비트와, 우수 페이지의 263바이트 및 기수 페이지의 260바이트째의 D0의 1비트는 " 1" 고
정치로 된다. 따라서, 격납가능한 블록어드레스의 최대치는 BA0~BA 10으로 표현되는 2047이다. 512M비트의 NAN
D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물리블록이 4096개 존재하기 때문에, Block Address Area의 기술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어드레스를 격납할 수 없다.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와 용장부의 제어방법을 다르게 하기 위해, 호스트가 2종류의 프로그
램을 준비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호스트 시스템의 프로그램 격납영역의 
용량을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의 기입, 소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기입은 페이지단위로 일괄적으로 실행
된다. 64M비트 NAND형 EEPROM의 경우는 1페이지 528바이트이다. 또, 소거는 블록단위로 실행된다. 64M비트 NA
ND형 EEPROM은 16페이지로 1블록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NAND EEPROM에서는 기입과 소거의 단위가 다르다. 따
라서, 어떤 페이지만을 소거하여 데이터를 갱신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퍼스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OS지배하의 드라이브로서 취급된다. 도 12에 종래
의 DOS 포맷 파라미터(format parameter)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도 12a로서 클러스터 사이즈(cluster size) 4K
B의 경우, 도 12b로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8KB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클러스터란 DOS의 파일관리의 기본최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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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일 사이즈가 매우 작아도 1개의 클러스터분의 용량은 점유한다.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는, 복수개의 클러스터의 
체인(chain)으로서 관리되고, 그 관리정보는 FAT(File Allocation Table)에 격납된다. 클러스터의 사이즈나 FAT의 
관리방법 등은 부트섹터(boot sector)라 불리는 섹터내에서 관리된다. 1개의 디바이스가 복수개의 드라이브로서 관리
되는 경우는, 마스터(master) 부트섹터에 정보가 격납된다. 파일의 기입으로서는 OS로부터 클러스터단위로 기입명령
이 발행된다.
    

클러스터 사이즈가 4KB인 경우를 도 12의 (a)에 나타낸다. 논리섹터 0에 마스터 부트섹터, 논리섹터16에 부트섹터, 
논리섹터17~22에 FAT, 논리섹터23~28에 FAT의 복사본(copy), 논리섹터29~44에 디렉토리(directory), 논리섹
터 45 이후에 파일데이터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클러스터 사이즈가 8KB인 경우를 도 12의 (b)에 나타낸다. 논리섹터 0에 마스터 부트섹터, 논리섹터16에 부트섹터, 
논리섹터 17~19에 FAT, 논리섹터20~22에 FAT의 복사본, 논리섹터 23~38에 디렉토리, 논리섹터 39 이후에 파일
데이터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먼저, 도 13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사이즈 4KB의 경우를 예로 들어 종래의 개서(改書) 시퀀스를 설명한다. 클러스터 사
이즈가 4KB이기 때문에, 연속한 8섹터분의 기입명령이 OS로부터 발행된다. 이때 논리섹터의 45~52(클러스터A)에 
대한 기입(데이터갱신)이 발생한다.

1) 소거완료 신영역(新領域)을 찾아 논리섹터 32~44까지를 원래 블록으로부터 신영역 NAND Block C로 복사한다.

2) 논리섹터 45~47의 신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C로 기입한다.

3) 원래 블록 NAND Block A를 소거한다.

4)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갱신.

5) 소거완료 신영역을 찾아 논리섹터 48~52의 신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D에 기입한다.

6) 원래 블록 NAND Block B의 논리섹터 53~63의 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D로 복사한다.

7) 원래 블록 NAND Block A를 소거한다.

8)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갱신.

따라서, 외부에서 보아 8섹터의 개서를 실시한 경우, 실제 디바이스로서는 논리섹터 32~63의 합계 32섹터(32페이지)
의 기입동작과, NAND Block A, NAND Block B의 합계 2블록에 대한 소거동작이 실시된 것으로 된다.

다음에, 도 14를 이용하여 클러스터B에 대한 기입시퀀스를 설명한다. 이 경우 논리섹터의 53~60(클러스터B)에 대한 
기입(데이터갱신)이 발생한다.

1) 소거완료 신영역을 찾리 논리섹터 48~52까지를 원래 블록 NAND Block B로부터 신영역 NAND Block C로 복사
한다.

2) 논리섹터 53~60의 신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C로 기입한다.

3) 논리섹터 61~63까지를 원래 블록 NAND Block B로부터 신영역 NAND Block C로 복사한다.

4) 원래 블록 NAND Block B를 소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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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갱신.

따라서, 외부에서 보아 8섹터의 개서를 실시한 경우, 실제 디바이스로서는 논리섹터의 48~63의 합계 16섹터(16페이
지)의 기입동작과 NAND Block B의 1블록에 대한 소거동작이 실시된 것으로 된다.

다음에, 도 15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사이즈 8KB의 경우를 예로 들어 종래의 기입시퀀스를 설명한다. 클러스터 사이즈
는 8KB이기 때문에, 연속한 16섹터분의 기입명령이 OS로부터 발행된다. 이때 논리섹터의 39~54(클러스터A)에 대한 
기입(데이터갱신)이 발생한다.

1) 소거완료 신영역을 찾고, 논리섹터 32~38까지를 원래 블록 NAND Block A로부터 신영역 NAND Block C로 복사
한다.

2) 논리섹터 39~47의 신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C로 기입한다.

3) 원래 블록 NAND Block A를 소거한다.

4)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갱신.

5) 소거완료 신영역을 찾아 논리섹터 48~54의 신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D로 기입한다.

6) 원래 블록 NAND Block B의 논리섹터 55~63의 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D로 복사한다.

7) 원래 블록 NAND Block B를 소거한다.

8)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갱신.

따라서, 외부에서 보아 16섹터의 개서를 실시한 경우, 실제 디바이스로서는 섹터 32~63의 합계 32섹터(32페이지)의 
기입동작과, NAND Block A, NAND Block B의 합계 2블록에 대한 소거동작이 실시된 것으로 된다.

상기 클러스터가 4KB인 것과 8KB인 경우를 동일하게 8KB의 데이터가 기입되는 경우를 상정(想定)하여 비교하면, 클
러스터 사이즈가 4KB인 경우는 2회의 기입으로 처리가 분할되어 합계 48섹터의 기입 및 3블록분의 소거동작이 발생한
다. 이에 대해, 클러스터 사이즈가 8KB인 경우는 1회의 기입으로 처리가 집약되어 합계 32섹터의 기입 및 2블록분의 
소거동작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메모리 시스템은, 외부에서 보아 갱신된 섹터수와 비교하여, 실제로 디바이스상에서 실행된 기입동작 
및 소거동작이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본 개서속도가 늦어진다는 제2의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에, 종래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파일소거 코맨드 실행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통상 DOS의 파일시스템에 있어서
는, 파일소거 코맨드 실행시에 디렉토리상에 해당 파일이 무효라는 취지의 마킹(marking)을 행하고, 해당 파일이 점유
하고 있던 메모리영역을 FAT(File Allocation Table)상으로 개방한다. 따라서, 파일본체의 데이터부분은 플래시 메
모리상에 소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소거 코맨드 실행시의 관리영역과 데이터영역의 관계를 도 16에 나타낸다. 도 16
에 있어서, 예컨대 File-1과 File-4의 소거 코맨드를 실행한 경우, 관리영역의 File-1과 File-4가 개방되어 소거마
크(del mark)가 마킹된다. 이때 데이터영역에 있어서는 File-1, File-4는 소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 후의 기입 코맨드 실행시에 상기 개방된 영역에 대해 새로운 파일의 데이터부분이 기입될 때에, 먼저 플
래시 메모리의 소거동작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파일기입시에 반드시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동작을 수반하여 파일
기입속도를 열화시킨다는 제3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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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나타낸 ECC Area-1은 우수 페이지 데이터(256바이트)의 3바이트 ECC코드이다. ECC Area-2는 기수 페이
지 데이터(256바이트)의 3바이트 ECC코드이다.

    
여기에서, ECC(Error Correction Code)란 에러정정을 위한 부호를 가르킨다. 시스템은 이 에러정정용의 부호를 이용
하여, 독출한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고, 에러가 존재하는 경우,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필요한 에러
정정능력은 플래시 메모리 자신의 신뢰성, 예컨대 메모리의 셀구조에 의존한다. 플래시 메모리에는 복수의 데이터 기억
방법이 있는 바, 이들 플래시 메모리를 예컨대 디지탈 스틸 카메라나 PDA 등의 시스템에 이용한 경우의 에러정정에 대
해 생각해 보자.
    

    
예컨대, 제1플래시 메모리카드는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리셀의 임계치에 따른 " 0" 과 " 1" 의 2치의 값을 보
지하고, 1페이지(256바이트)에 대해 1비트 에러정정용의 부호를 가지게 한다. 또, 제2플래시 메모리카드는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리셀의 임계치에 따른 " 00" , " 01" , " 10" 및 " 11" 의 4치(2비트분)의 값을 보지하고, 1개의 
메모리셀이 파괴되면 2비트분의 데이터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페이지(256바이트)에 대해 2비트 에러정정
용의 부호를 갖게 한다. 1비트 에러정정용과 2비트 에러정정용에서는 부호의 생성, 에러의 검출 및 정정에 관해서는 알
고리즘이 다르다.
    

종래의 시스템(예컨대, 디지탈 스틸 카메라나 PDA 등)에서는 도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종류의 에러정정 알고리즘만 
탑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상기 제1 및 제2중 어느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카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는 제4의 문제점
이 발생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시장에서의 범용성을 높이는 데에 장애로 되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발명은, 메모리카드의 삽입/빼냄시의 동작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
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저으로 한다.

더욱이, 제2, 제5, 제6실시예에 따른 발명은, 상기 제1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
이블에 필요하게 되는 RAM의 용량을 저감하고, 범용 CPU의 내장 RAM만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
하며, 이에 따라 종래 필요했던 외부 RAM을 불필요하게 하여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발명은, 상기 제2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물리블록에 있어서, DOS상
의 파일관리의 기본단위인 클러스터의 구획이 소거의 단위로 되는 블록을 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데이터
의 고속기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발명은, 상기 제3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거 코맨드 실행시에 물리
블록의 관리영역을 해방함과 동시에, 그 데이터영역의 소거도 행함으로써, 그 후의 기입 코맨드 실행시의 처리속도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관한 발명은, 상기 제4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2치/다치(多値) 등의 2종류
의 플래시 메모리카드의 전부 또는 복수의 플래시 메모리가 지원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발명에서는, 일본 특개평 8-90969호 공보 및 일본 특
원평 8-202509호에 개시된 메모리카드(기억매체)의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커넥터단자를 이용한, 이하의 제1
~제9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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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상술한 메모리카드(기억매체)의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커넥터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
넥터에 삽입되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
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
법을 제공한다.

둘째로, 상술한 메모리카드(기억매체)의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커넥터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로부터 빼내어지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는 메모리 시
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셋째로, 제1 및 제2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어단자가 코맨드 래치 인에이블신호인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넷째로, 상술한 메모리카드(기억매체)의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커넥터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에 삽입되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
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1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데이터 입출
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제2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
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다섯째로, 상술한 메모리카드(기억매체)의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커넥터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로부터 빼내어지는 경우, 상기 제2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고,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1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
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
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여섯째로, 상술한 메모리카드(기억매체)의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커넥터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에 삽입되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
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1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기억매체의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제2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기억매체의 모든 단자가 삽입된 후, 상기 삽입·빼냄 검지용 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
응하는 단자에 접속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일곱째로, 상술한 메모리카드(기억매체)의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커넥터단자를 이용하여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로부터 빼내어지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삽입·빼냄 검지용 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고,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
단자와 제2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
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고,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1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
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여덟째로, 제7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체의 삽입·빼냄 검지용 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고 나서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까지의 사이에, 상
기 기억매체가 기입 또는 소거동작의 리세트를 완료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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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로, 제4 내지 제8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제어단자로 전달되는 신호는 코맨드를 거두어들
이기(취입하기) 위한 신호이고, 상기 제2제어단자로 전달되는 신호는 데이터 출력단자를 비활성화하는 신호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다음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발명에서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논리블록과, 
복수의 메모리셀에 의해 구성되고 상기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물리블록과, 상기 물리블록내에 포함되
고 상기 대응하는 논리블록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용장부와, 상기 물리블록이 적어도 2 이상으로 구성되는 물리블록영
역를 구비하고, 상기 논리블록과 상기 물리블록영역과의 대응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작성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또, 상기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메모리 억세스시에 상기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물리블록영역의 어드레스를 독출하고, 상기 물리블록영역을 구성하는 적어도 2이상의 물리블록의 
상기 용장부에 기억되는 대응하는 논리블록의 어드레스를 독출함으로써, 상기 논리블록과 대응하는 물리블록을 선택하
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더욱이, 상기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전원투입시에 작성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또,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관한 발명에서는, 데이터의 고속개서를 실현하는 수단으
로서, 본 발명에서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파일과, 적어도 1이상의 상기 파일을 기억하는 복수의 블록을 갖추고, 상기 블
록내에서 상기 파일의 선두가 상기 블록의 선두부와 일치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
법을 제공한다.

더욱이, 상기 블록은 소거시의 최소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또,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발명에서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파일과, 상기 파일
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이터영역과, 상기 파일과 데이터영역의 대응관계를 기억하는 관리영역을 갖추고, 상기 파일의 소
거를 행할 때에, 상기 관리영역에 대응하는 데이터영역이 빈 영역이라는 취지를 마크하고,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영역의 
소거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또, 소거 영역의 데이터의 고속기입을 실현
하는 제2수단으로서, 본 발명에서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파일과, 상기 파일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이터영역과, 상기 파일
과 데이터영역의 대응관계를 기억하는 관리영역을 갖추고, 상기 파일의 소거를 행할 때에, 상기 관리영역에 대응하는 
데이터영역이 빈 영역이라는 취지를 마크해 두고, 메모리 시스템에 입력되는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관리영역의 내용을 
검지하여 대응하는 데이터영역의 소거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더욱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발명에서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셀어레이를 복수개의 물리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각 물리블록에 이 시스템이 관리하는 상기 논리
블록과 대응지워진 정보를 기억시키며, 상기 논리블록과 상기 물리블록과의 대응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을 상기 
시스템의 RAM상에 유지함에 있어서, 상기 논리블록과 상기 물리블록의 대응관계중 호스트로부터의 억세스에 따라 필
요한 영역만의 대응관계를 상기 시스템내의 상기 RAM상에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더욱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발명에서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의한 셀어레이를 복수개의 물리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각 물리블록에, 
이 시스템이 관리하는 논리블록 어드레스와의 대응지워진 정보를 기억시키고, 상기 물리블록과 상기 논리어드레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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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어드레스 변환테이블을 이 시스템의 RAM상에 작성함에 있어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상기 물
리블록을 각각 집합함으로써 복수의 영역을 구성하고, 소정의 상기 논리블록의 어드레스범위의 데이터는 소정의 상기 
영역내에 격납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억세스시에, 해당하는 상기 논리블록 어드레스의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는 상기 영역에 대응하는 상기 어드레스 변환테이블을 필요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또,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불
휘발성 메모리에 의한 셀어레이를 복수개의 물리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각 물리블록의 기억영역에 이 시스템이 관리
하는 상기 논리블록과의 대응지워진 정보를 기억시키고, 상기 논리블록과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과의 대응관계를 관
리하기 위한 테이블을 이 시스템의 RAM상에 형성하는 제어방법으로, 1개 혹은 복수개의 상기 물리블록으로 구성되는 
영역을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셀어레이상에 확보하고, 메모리 억세스시마다 억세스대상으로 되는 상기 영역에 대해 그 
영역을 구성하는 물리블록의 기억영역을 서치하는 논리블록과 물리블록과의 대응관계를 관리하는 상기 테이블을 이 시
스템의 RAM상에 작성하며, 그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물리블록을 선택가능하게 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더욱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따른 발명에서는, 본체에 대해 수종류의 메모리장치
가 착탈에 의해 교환가능하게 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본체에 장착된 상기 메모
리장치에 따라 상기 본체가 갖는 수종류의 에러정정수단중 대응하는 것을 선택하여 에러정정을 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실시형태)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도 20에 본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나타내고, 도 21에 그 카드에서 평면전극중의 각 핀의 신호명칭을 기록한다.

도 22에 본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제어에 관한 메인 플로우(ma in flow)를 나타내고, 이후 각 행정의 동
작에 대해 설명한다.

스텝A의 삽입검지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종래의 기술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메모리카드에 대한 처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상으로 커넥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된다. 불완전한 삽입상태에서 메모리카드에 억세스를 행하면 물리적 또는 데이터적인 파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플로우에서는, 메모리카드가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
는지를 검출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 그 수단으로서 기구적인 것, 전기적인 것 등이 있다.

예컨대, 커넥터에 검출용 스위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메모리카드가 정상인 접촉위치에 보지된 후에 시스템에 대해 검
출신호를 보내는 위치(예컨대 커넥터의 가장 안쪽부분)에 배치되는 것이 있다.

또, 삽입을 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기구로서 메모리카드가 정상인 위치에 보지되도록 보증하는 것으로, 예컨대 
메모리카드 삽입구에 덮개가 있고, 덮개가 닫힘으로써 메모리카드를 정위치로 집어넣는 방법 등도 있다.

또, 전기적으로 메모리카드의 삽입을 검지하는 수단을 이용하여도 좋다.

다음에, 스텝 B의 전원전압검지에 대해 이하에 상세히 설명한다.

본 메모리카드는 5V 전원전압과 3.3V 전원전압의 제품이 있는데, 3.3V 전원전압작동의 메모리카드에 5V의 전원이 인
가되면, 전압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시스템은 전원전압을 검지하고 있다. 검지
방법으로서 외관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전기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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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에 외관으로 판단하는 방법예를 나타낸다. 도 23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5V 제품은 상단의 좌측의 절결을 취
하고, 도 23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3.3V제품은 상단의 우측에 절결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눈으로 봄으로써 용이하
게 전원전압의 판별이 가능하다.

    
도 24에 전기적으로 전원전압을 검지하는 방법예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17핀을 사용하여 전원전압을 검지한다. 예컨
대, 5V 제품은 도 24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17핀을 전기적으로 플로우팅(floating: 부유)상태로 하고, 3.3V 제품에
서는 도 24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17핀을 메모리카드의 커넥터 표면에서 VCC라인과 단락시킨다. 시스템측에서는 
17핀을 저항을 매개로 하여 VSS로 풀다운(pull down)한다. 시스템측에서, 12핀 및 22핀을 VCC로 하여 3.3V를 공급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전원전압단자에 5V를 인가하지 않는다. 시스템측은 17핀의 레벨을 모니터하고, " L" 레벨이면 5
V 제품, " H" 레벨이면 3.3V 제품으로 판별한다. 이 판별결과에 따라, 정규의 전원전위가 전원전압단자에 인가된다.
    

    
또, 커넥터를 연구함으로써 전기적으로 검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25에 5V 제품의 전용 시스템의 예를 나타
낸다. 5V전용 시스템에는 3.3V 제품이 삽입되지 않도록 절결검출기구 부착의 커넥터를 사용해도 좋다. 이 경우, 5V 제
품의 메모리카드에서는 동시에 이면(裏面)삽입이 방지된다. 또, 3.3V 제품에 관해서는 이면삽입되지만, 전기적인 접촉
은 방지할 수 있다. 도 25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간략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래의 배려를 하고 있다. 5
V 전원이 항상 커넥터에 공급되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 메모리카드의 단자가 커넥터단자와 접촉하기 전에 절결을 이용
한 오삽입 방지기구가 기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오삽입 방지기구가 커넥터 입구주위에 있어, 오삽입시는 
전기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도 26에 3.3V 전용 시스템의 경우의 예를 나타낸다. 3.3V 전용 시스템은 5V제품이 삽입되지 않도록 절결검출기구 부
착의 커넥터를 사용한다. 이 경우, 3.3V제품에서는 동시에 이면삽입이 방지된다. 또, 5V 제품에 관해서는 이면삽입되
지만, 전기적인 접촉은 방지할 수 있다.

도 27에는 5V 및 3.3V의 겸용 시스템의 예를 나타낸다. 겸용 시스템의 경우, 당연한 것이지만, 5V 혹은 3.3V 제품 모
두가 시스템에 삽입되기 때문에, 3.3V제품에 5V 전원이 인가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메모리카드가 삽입된 시
점에서 5V의 전원이 출력되고 있어서는 안된다. 전기적으로 전원전압을 검지하여 5V제품인 것이 명확해지기까지 5V
가 디바이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셋째로, 스텝 C의 용량검지에 대해 설명한다.

플래시 메모리카드에는 기억용량 또는 인터페이스 사양이 다른 복수종류의 것이 있다. 시스템에 메모리카드가 삽입된 
때에는, 디바이스의 메이커 코드(maker code) 및 디바이스 코드(device code) 등을 판별하고, 상정한 것 이외의 코
드인 경우는 새로운 억세스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 메이커 코드, 디바이스 코드 등의 독출에는 정규의 전원전압을 투
입한다.

넷째로, 스텝 D의 물리포맷확인에 대해 설명한다.

    
메모리카드에서는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물리포맷이 이루어져 있는 바, 메모리카드가 시스템에 삽입된 때는 그 물리
포맷을 확인하고, 혹시 서포트 외의 포맷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파괴하는 일없이 리젝트한다. 또, 미지의 물
리포맷제품이 삽입된 경우에, 시스템이 재차 물리포맷을 실행하는 것은 플래시 메모리의 선천성 및 후천성 불량블록에 
대한 처리가 불완전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16M비트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예로 생각하면, 플래시 메모리는 512개의 물리적인 블록으로 분할되어 있고, 선두블록에는 물리포맷의 형식이나 카드
의 속성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나머지 블록은 데이터영역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선두블록의 데이터를 판별함으로써, 
지원가능한 물리포맷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판별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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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스텝 E의 논리포맷은 메모리카드를 DOS상의 디바이스로서 억세스 가능하게 하기 위해 행해진다. 메모리카
드의 논리포맷이 지원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DOS의 클러스터의 단락과 NAND 플래시 메모리
의 물리적인 블록의 구획을 일치시키면, 보다 고속의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여섯째로, 스텝 F의 각 동작은 시스템의 메모리 억세스동작을 나타내고, 독출, 기입, 소거동작의 것이다.

일곱째로, 스텝 G의 빼냄검지는 전술한 삽입검지와 마찬가지로, 빼냄의 검지도 행하는 것이다. 빼냄이 검지된 경우, 메
모리 시스템은 그 동작을 종료한다.

다음에, 상술한 메모리카드의 제어 플로우에 있어서, 메모리카드의 삽입·빼냄을 전기적으로 검지하는 방법으로서, 일
본 특개평 8-90969호 공보 및 일본 특원평 8-202509호에 개시된다. 메모리카드(기억매체)의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
속되는 커넥터단자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먼저, 이 커넥터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카드의 삽입/빼냄을 검지하는 방법을 도 28을 참조하여 설명
한다.

    
커넥터 1핀 및 10핀 단자를 VSS에 접속하고, 커넥터 11핀 단자를 VCC레벨로 풀업(pull up)한다. 메모리카드의 11핀 
단자가 커넥터단자와 접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커넥터단자의 전위레벨은 풀업저항에 의해 " H" 레벨로 되어 있다. 메
모리카드의 11핀이 커넥터단자와 접촉하면 1핀 및 10핀을 매개로 VSS와 접속되기 때문에, " L" 레벨로 천이(遷移)된
다. 따라서, 11핀의 커넥터단자의 전위가 " L" 로 천이됨으로써 삽입을, 또 " L" 로부터 " H" 로 천이됨으로써 빼냄을 
전기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11핀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삽입을 검지하기 위해서는, 11핀이 커넥터단자와 접촉하고 
있으면, 11핀 이외의 단자도 커넥터단자와 접촉하고 있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의 
요구사양을 만족하도록 풀업 저항의 값을 조정하면 좋다.
    

다음에, 상술한 커넥터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카드의 삽입·빼냄시의 제어방법을 이하에 상세히 설
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서 활선(活線)삽입·빼냄을 예로 설명한다. 활선삽입·빼냄이란 전원이 
커넥터에 공급된 상태하에서 메모리카드의 삽입·빼냄을 행하는 것이다. 메모리의 오동작이나 전기적인 파괴를 방지함
에 있어서 하기와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어신호(/CE, /WE, CLE 등)나 I/O핀이 부정한 상태로 되면, 의도하지 않은 기입 또
는 소거 코맨드 등이 입력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CE=" L" , /RE=" L" 로 되면 디바이
스는 데이터 출력상태로 된다. 이때 시스템측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출력상태로 되면 데이터 버스(data bus)상에서 충
돌이 일어나서 디바이스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 CMOS 디바이스에서는 전원전압 
이상의 전위가 I/O핀으로 인가되면, 전류가 유입하여 래치업(latch up)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후, 실례를 들면
서 상기 주의사항의 회피방법예를 나타낸다. 예컨대 커넥터단자의 접촉 및 이탈에 관해 순번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접
촉, 이탈을 행함으로써 활선삽입·빼냄을 실현할 수 있다. 예컨대 하기의 4단계 시퀀스는 시스템측의 제한사항이 적고, 
PC카드 어댑터(adapter) 등의 사용에도 적합하다. 커넥터의 접촉순서 혹은 시스템측에서의 제한사항은 아래의 표로 
나타낸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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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1단계에서는 VSS단자를 접촉시킴으로써 칩의 접지레벨을 확정시키고, CLE단자를 " L" 레벨(비활성상태)
로 고정함으로써, 이후의 시퀀스로 노이즈 등에 의해 잘못된 코맨드가 투입되어 디바이스가 잘못 소거되는 등의 문제를 
회피한다. 제2단계에서는, /CE단자가 " H" (비활성 상태)로 고정됨으로써 디바이스의 출력핀은 Hi-Z(하이임피던스)
상태로 되고, 시스템측의 버스 제어상태에 관계없이 버스상에서의 데이터의 충돌이 회피된다. 제3단계에 있어서는, 제
2단계에서, VCC가 소정레벨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핀을 매개로 버스 라인상으로부터 전류가 유입 등의 문제가 
회피된다. 제4단계에서는, 최후로 11핀이 접촉한다. 11핀은 앞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삽입·빼냄 검지단자로서 가능하다.
    

상기 4단계 시퀀스에 의한 활선삽입·빼냄의 외에 2단계 시퀀스로의 활선삽입·빼냄도 가능하다. 이때, 커넥터의 접촉
순서 혹은 시스템측에서의 제한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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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제1단계에서 VSS단자를 접촉시킴으로써 칩의 접지레벨을 확정시키고, CLE단자를 " L" 레벨(비활성 상태)
로 고정함으로써 이후의 시퀀스에서 노이즈 등에 의해 잘못된 코맨드가 투입되어 디바이스가 잘못 소거되는 등의 문제
를 회피한다. 또, 제2단계에 있어서 VCC, /CE, I/O핀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시에 접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고, 접촉 타이밍에 의도적이지 않은 오차가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시스템측에서 I/O버스를 Hi-z로 보지하고 있으
면, 버스상에서의 데이터의 충돌, 전류의 유입 등은 회피된다.
    

    
또, 상기 4단계 접촉 시퀀스용 커넥터를 PC카드 타입의 어댑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PC카드에는 카드검출핀으
로서 -CD1, -CD2의 2핀이 정의되어 있고 시스템측에서는 양핀을 풀업한 상태로 PC카드의 삽입·빼냄을 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C카드 어댑터에서의 -CD1핀 및 -CD2핀의 신호생성방법으로서, 도 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리
카드의 11핀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기재한다. 이 경우의 퍼스컴의 표준적인 시퀀스를 하기에 나타낸다. PC카드 어댑
터만 퍼스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퍼스컴은 어떤 카드도 삽입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메모리카드가 삽입될 때, 4
단계 접촉 시퀀스 커넥터에서는 먼저 VSS(1, 10핀)가 최초로 접촉한다. 이 단계에서 퍼스컴으로부터 GRD레벨이 공급
되고 있다. 순차적인 접속이진행하여 모든 핀이 접속된 후, 최후에 11핀이 접속된다. 이 단계에서 -CD1과 -CD2의 레
벨이 " L" 로 떨어지고, 퍼스컴측은 카드삽입을 확인하여 초기화처리로 들어가 퍼스컴측으로부터 전원이 투입된다.
    

    
다음에, 메모리카드로의 억세스중에 빼냄을 행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본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억세스 램프 등에 의해 유저에게 억세스중인 것을 알리는 수단을 갖추는 것 등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소거동작 또는 기입동작중에 메모리카드가 잘못 빼내어진 경우, 억세스중의 블록 이외의 데이터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하에 나타낸 시퀀스는 선택중의 블록 이외의 데이터가 보호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하에, 4단
계 삽입·빼냄 시퀀스의 커넥터를 예로 설명한다.
    

    
빼냄시는 상술한 접촉 시퀀스와 역의 순번으로 이탈시키게 된다. 먼저 11핀을 사용하여 메모리카드의 빼냄을 검지한다. 
다음에 쓰기방지신호 /WP를 인에이블로 하고, 소거 또는 기입동작을 리세트한다. 리세트에 필요한 시간은 소거모드시
에 최대 1.5초 이하이다. 리세트동작을 정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카드에 전원이 공급되어 내부의 로직이 정상
으로 동작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4단계 이탈 시퀀스를 사용하는 경우, VCC핀이 이탈하는 단계 이전에 리세트동작을 
완료시키고, 또 제3단계의 I/O핀 등이 이탈하기 전에 리세트동작을 완료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 2단계 이탈 시퀀스도 상기 2단계 삽입 시퀀스와 역의 순번으로 이탈시킴으로써 실현가능하다.

더욱이, 상기 4단계 접촉/이탈 시퀀스의 제3단계와 제4단계를 동시에 행하는 3단계 접촉/시퀀스도, 활선삽입·빼냄시
의 데이터보호에 대해 유효하다.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의하면, 메모리카드 삽입·빼냄검지시에 있어서, 메모
리카드의 삽입/빼냄시의 동작의 안정성의 향상, 또 활선삽입·빼냄시의 데이터의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에 필요한 RAM영역의 용량의 삭감을 행한 플래시 메모리카드에 대한 것이
다.

먼저, 반복으로 되지만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물리블록의 구조와 논리블록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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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 물리블록구조 및 물리블록내의 데이터구성은, 종래 기술의 항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 2 및 도 4에 나타내어진다. 이하에, 도 4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 물리블록내의 각각의 바이트의 
의미를 설명한다.

    
Data Area-1은 512바이트 데이터중 전반의 0~255바이트에 데이터가 격납된다. Data Area-2에는 512바이트 데이
터중 후반의 255~511바이트에 데이터가 격납된다. User Data Area의 데이터는 유저에 해방되어 있고 사용방법은 유
저에게 일임된다. Data Status Area는 데이터가 정상인지 어떤지를 나타낸다. 통상은 " FF h" 이지만, 정상이 아닌 데
이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 " 00h" 가 설정된다. Block Status Area는 블록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통상은 " 
FFh" 이지만, 불량블록의 경우, " 00h" (초기 불량블록), " F0h" (후발 불량블록)가 설정된다. 2핀 이상 " 0" 이었던 
경우는 불량블록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 데이터는 동일 블록내에서는 모두 같은 값을 기입한다. Block Address Are
a-1은 블록의 논리 어드레스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1논리블록을 구성하는 8섹터에는 512의 물리블록중 1물리블록이 
상당하기 때문에, 본 데이터는 동일 블록내에서는 모두 같은 값이 기입되는 것으로 된다. 마찬가지로 하여, Block Add
ress Area-2는 Block Address Area-1의 데이터와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다. ECC Area-1은, 우수 페이지 데이터
(256바이트)의 3바이트 ECC코드이다. ECC Area-2는, 기수 페이지 데이터(256바이트)의 3바이트 ECC코드이다.
    

여기에서, ECC에 대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256바이트(2048비트)단위의 데이터에 대해 ECC부호를 생성한다. 
1비트 정정의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 256바이트에 대해 22비트의 ECC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256바이트는 도 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로 나열한 것이다.

즉, 1Byte째의 입력의 bit0가 2048bit의 1bit째(어드레스; 00000000 000)로 되고,

256Byte째의 입력의 bit7가 2048bit의 2048bit째(어드레스; 11111111 111)로 된다.

ECC코드[라인 패리티(line parity)와 컬럼 패리티(column parity)]는 도 31에 나타낸 조건을 만족하는 1024비트의 
기수 패리티로서 산출된다.

    
컬럼 패리티 -CP0~CP5는 1바이트(8비트)로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갱신된다. ECC부호의 생성을 소프트웨어로 행
하는 경우는, 1바이트의 입력(256가지)에 대한 칼럼 패러티 계산결과를 미리 시스템내의 ROM상에 갖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 비트단위의 연산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산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 바이트의 입력(
256가지)에 대한 칼럼 패러티 계산결과를 전원투입시 일괄하여 계산하고, RAM상에 보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전안(前案)과 비교하여 ROM이 없어도 되지만, 대신에 RAM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도 3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관한 플래시 메모리카드의 전원투입시의 제어 플로우챠트이다. 이하에 플로우에 따라 
설명한다.

(스텝 S1) 커넥터에 메모리카드가 삽입된 것을 받아 전원전압의 검지를 행한다.

(스텝 S2) 메모리카드의 ID코드를 독출하고, 기억용량을 인식한다.

(스텝 S3) 만약 시스템이 지원하고 있지 않은 ID코드가 독출되면 리젝트한다.

(스텝 S4) 물리포맷의 확인을 행한다. 물리번지의 선두블록의 정보를 읽는다.

(스텝 S5) 만약 시스템이 지원하고 있지 않는 포맷이 되어 있으면 리젝트한다.

(스텝 S6)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만듦과 더불어, 다음의 기입동작에서 기입을 행하기 위한 소거완료영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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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에 상기 스텝 S6에 나타낸 전원투입시에 작성하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작성의 플로우차트를 나타낸
다.

(스텝 S1)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이 수용되는 RAM영역을 리세트한다.

(스텝 S2) 다음의 데이터 기입에 사용되는 소거완료의 블록을 기억하는 테이블영역을 리세트한다.

(스텝 S3) 물리블록의 1로부터 서치를 개시한다.

(스텝 S4) 블록의 용장부를 독출한다.

(스텝 S5) 소정영역의 데이터를 기초로 그 블록이 정상인 블록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불량블록의 경우, 이하에 이어
지는 처리가 불필요하게 되고, 다음의 블록의 서치를 이행(移行)한다.

(스텝 S6) 소거완료의 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스텝 S7) 소거완료의 블록이면, 다음의 기입시에 사용하는 블록의 후보로서 테이블상에 격납한다.

(스텝 S8) 소거완료의 영역이 아니면, 논리어드레스 정보영역을 추출한다. 이때, 패리티체크를 행하여 타당성을 확인
한다.

(스텝 S9) 상기 내용을 기초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작성한다.

(스텝 S10) 물리블록번호의 카운트업.

(스텝 S11) 512블록을 서치했으면 종료.

    
이 플로우에 따라 작성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도 34에 나타낸다. 도 34에 나타낸 물리블록영역(Physica
l Block Area)이란 연속한 2개의 물리블록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물리블록영역 0은 물리블록 0과 물리블록 1
을 나타낸다. 본 테이블에서는, 1개의 논리블록에 대해 1개의 물리블록영역을 할당하고 있다. 예컨대, 논리블록 0에 대
해, 물리블록영역 5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 물리블록의 10 혹은 11이 실제의 논리블록 0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것
으로 된다. 따라서, 실제로 억세스할 때에는, 물리블록 10 및 11의 용장부의 논리어드레스와의 관련을 나타내는 데이터
영역을 검색하고, 어느 것이 논리블록 0의 데이터를 실제로 격납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히 한정
된 영역을 독출할 뿐이므로, 메모리 억세스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때, 물리블록영역은 전체에 256개(512/2) 존재하고, 8비트의 데이터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소프트
웨어의 편리성을 배려하여 오프셋이 그대로 물리블록을 지시하도록 테이블을 구성하면, 1블록에 대해 1바이트, 계 0.5
KB의 RAM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논리블록 5의 정보가 격납되어 있는 물리블록영역의 번지는 테이블의 선두
로부터 오프셋 5바이트째에 격납된다.

이 0.5KB의 RAM용량은 종래 필요했던 1KB의 RAM용량에 대해 반으로 된다. 범용 CPU는 통상 1KB정도의 RAM영
역을 갖고 있는데, 본 실시예에 의해 얻어진 0.5KB의 RAM영역의 삭감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즉, 비용증가를 일으키는 외부 RAM을 설치하지 않아도, 본 실시예에 의해 얻어진 0.5KB의 빈 영역을 사용함으로써 시
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상기 실시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물리블록영역으로서 4물리블록을 정의 해도 좋고, 또 큰 블록수를 상정해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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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는 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카드의 독출시의 동작 플로우챠트이다. 이하에 플로우에 따라 설명한다.

(스텝 S1) 독출을 행하는 선두섹터 어드레스와 전송섹터수를 호스트로부터 받는다.

(스텝 S2) 독출범위가 타당한 범위인지 검증한다.

(스텝 S3) 섹터를 논리블록으로 변환. 16M비트 제품의 경우는 1블록 8섹터 구성이기 때문에 8로 나누는 것으로 된다.

(스텝 S4)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논리블록이 존재하는 물리블록영역을 얻는다.

(스텝 S5) 블록영역에 있는 2개의 물리블록의 논리어드레스 정보영역을 조사하여, 어느 것이 호스트의 지정한 논리블
록의 데이터를 격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스텝 S6) 특정된 물리블록으로부터 1섹터분의 데이터를 독출한다. 예컨대 섹터번호가 0일 때는, 물리블록의 선두 2페
이지의 데이터를 읽고, 예컨대 섹터번호가 7일 때는, 물리블록의 최종 2페이지의 데이터를 읽는다. 1개의 물리블록중에
서, 8개의 섹터의 데이터가 순번으로 나열되어 있다.

(스텝 S7) 독출한 데이터에 대해 에러체크를 행하고, 에러가 없는지 확인한다.

(스텝 S8) 에러가 검출되면, 정정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스텝 S9) 에러가 검출되고, 역시 또 정정가능한 경우, 데이터를 정정한다.

(스텝 S10) 호스트가 요구한 섹터수를 독출하면 종료한다.

(스텝 S11) 다음의 독출섹터가 물리블록의 경계를 지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예컨대, 섹터7에서 8로 이행하는 경우, 
데이터는 각각 다른 물리블록에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재차 참조한다.

(스텝 S12) 동일 블록내에서 독출을 계속하는 경우는, 독출하는 페이지를 카운트업한다.

(스텝 S13) 다른 블록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논리블록을 카운트업하고, 페이지의 카운트도 리세트한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기입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기입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3부분의 처리로 대별(大別)된다. 예컨대, 논리섹터 3을 개서하는 경우의 예를 설명한다. 갱
신은 섹터 3뿐이지만, 섹터 0으로부터 7의 8섹터분의 데이터는 동일 블록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1블록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첫째로, 논리섹터 0, 1 및 2에 관해서는, 데이터의 갱신이 없기 때문에, 논리섹터 0, 1 및 2의 데이터는 원래 격납되어 
있던 논리블록으로부터 새롭게 기입을 행하는 물리블록으로 복사된다.

둘째로, 논리섹터 3은 갱신되기 때문에, 원래의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는 없고, 호스트로부터 주어진 데이터를 새롭게 
기입을 행하는 블록으로 기입한다.

셋째로, 논리섹터 4~7은 데이터의 갱신이 없기 때문에, 논리섹터 4~7의 데이터는 원래 격납되어 있던 물리블록으로부
터 새롭게 기입을 행하는 물리블록으로 복사한다.

이상과 같이, 1블록에 대해 복사/갱신데이타 기입/복사의 동작이 기본으로 된다. 물론, 기입이 섹터 0~7가 같은 경우는 
1블록분 모두의 데이터가 갱신되기 때문에, 복사동작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하에 나타낸 플로우챠트의 
분기는 주로 이것으로부터 기입하는 섹터가 갱신데이터인가 아니면 복사동작인가를 판별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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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은 본 실시예에 관한 플래시 메모리카드의 기입시의 동작 플로우챠트이다. 이하에 플로우에 따라 설명한다.

(스텝 S1) 호스트로부터 데이터의 갱신을 행하는 선두섹터번지와 전송섹터수를 받는다.

(스텝 S2) 논리블록번호로 변환하고,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참조한다. 독출동작과 마찬가지로, 논리블록영
역의 2개의 블록으로부터 실제로 물리블록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선택한 블록으로부터 복사해야 할 데이터를 끌어올리
는 것으로 된다.

(스텝 S3) 물리블록의 선두로부터 처리를 개시한다.

(스텝 S4) 블록 전반의 복사동작인가 아니면 데이터의 갱신인가를 판단한다.

(스텝 S5) 복사라면, 원래 블록으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여 신블록으로 기입을 실행한다.

(스텝 S6) 다음의 섹터의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 S7) (스텝 S4)에서 갱신영역으로 판단되었으면, 호스트로부터 받은 갱신데이터를 기초로 기입을 행한다.

(스텝 S8) 다음의 섹터의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 S9) 호스트가 요구하는 섹터수 기입인가 확인한다.

(스텝 S10) (스텝 S9)에서 요구한 수의 기입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블록의 경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미기
입의 영역이 남아 있으면, 블록 후반의 복사동작으로 이행. 블록경계라면, 이 이상 복사동작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

(스텝 S11) 원래 블록으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여 신블록에 기입한다.

(스텝 S12) 다음의 섹터의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 S13) (스텝 S4)에서 호스트가 요구하는 섹터수의 기입이 종료하여 있지 않은 경우는 더 한층의 기입이 필요하
지만, 블록경계라면, 다음의 물리블록에 대한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 S14) 다음에 블록처리로 이행 또는 처리를 종료하기 전에, 기입을 행한 결과를 기초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
테이블의 갱신을 행하고, 더욱이 원래의데이터가 존재했던 물리블록을 소거하며, 다음의 처리에서의 새로운 기입영역으
로서의 후보영역으로서 등록한다.

(스텝 S15) 다음의 블록의 처리로 이행한다.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의하면, RAM영역의 큰 삭감을 실현할 수 있다. 이
것은, 종래의 메모리카드 시스템은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로 필요한 RAM용량이 크므로, 범용 CPU의 내장 RA
M만으로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없고, 외부 RAM을 설치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해, 본 발명의 메모리카드 
시스템은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로서 필요한 RAM의 용량을 저감하여 범용 CPU의 내장 RAM만 제어가능하게 
한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래 필요했던 외부 RAM이 불필요하게 되어 대폭
적인 비용삭감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DOS포맷형식으로 이용한 경우에, 데이터의 개서동작을 고속화한 플래시 메모리카드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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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에 본 실시예에 의한 DOS포맷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도 37의 (a)로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4KB인 경
우, 도 37의 (b)로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8KB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클러스터 사이즈가 4KB인 경우, 논리섹터 0에 
마스터 부트섹터, 논리섹터 19에 부트섹터, 논리섹터 20~25에 FAT, 논리섹터 26~31에 FAT의 복사본, 논리섹터 3
2~47에 디렉토리, 논리섹터 48 이후에 파일데이터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클러스터 사이즈가 8KB인 경우, 논리섹터 
0에 마스터 부트섹터, 논리섹터 25에 부트섹터, 논리섹터 26~28에 FAT, 논리섹터29~31에 FAT의 복사본, 논리섹터 
32~47에 디렉토리, 논리섹터 48 이후에 파일데이터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 사이즈가 4KB 및 8K
B인 경우에도, 클러스터의 구획이 물리적인 블록의 구획을 걸치지 않도록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DOS포맷 
파라미터중 부트섹터가 배치되는 장소를 조정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먼저, 도 38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사이즈 4KB의 경우를 예로 기입 시퀀스를 설명한다. 클러스터 사이즈는 4KB이기 때
문에, 연속한 8섹터분의 기입명령이 OS로부터 발행된다. 이때, 논리섹터의 48~55(클러스터A)에 대한 기입(데이터갱
신)이 발생한다.

1) 소거완료 신영역을 찾아 논리섹터 48~55까지의 신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C에 기입한다.

2) 논리섹터 56~63의 원래의 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C로 복사한다.

3) 원래 블록 NAND Block B를 소거한다.

4)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갱신.

따라서, 외부로부터 보아 8섹터의 개서를 실시한 경우, 실제 디바이스로서는 논리섹터 48~63의 합계 16섹터(16페이
지)의 기입동작과, NAND Block B의 1블록에 대한 소거동작이 실시된 것으로 된다.

다음에, 도 39를 이용하여, 또 클러스터B에 대한 기입 시퀀스를 설명한다. 이 경우, 논리섹터 56~63(클러스터B)에 대
한 기입(데이터갱신)이 발생한다.

1) 소거완료 신영역을 찾아 논리섹터 48~55까지의 원래의 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C로 복사한다.

2) 논리섹터 56~63의 신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C에 기입한다.

3) 원래 블록 NAND Block B를 소거한다.

4)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갱신.

따라서, 외부로부터 보아 8섹터의 개서를 실시한 경우, 실제 디바이스로서는 논리섹터 48~63의 합계 16섹터(16페이
지)의 기입동작과, NAND Block B의 1블록에 대한 소거동작이 실시된 것으로 된다.

다음에, 도 40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사이즈 8KB의 경우를 예로 들어 기입 시퀀스를 설명한다. 클러스터 사이즈가 8K
B이기 때문에, 연속한 16섹터분의 기입명령이 OS로부터 발행된다. 이때, 논리섹터의 48~63(클러스터A)에 대한 기입
(데이터갱신)이 발생한다.

1) 소거완료 신영역을 찾아 논리섹터 48~63까지의 신데이터를 신영역 NAND Block C에 기입한다.

2) 원래 블록 NAND Block B를 소거한다.

3)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갱신.

 - 21 -



등록특허 10-0365385

 
따라서, 외부로부터 보아 16섹터의 개서를 실시한 경우, 실제 디바이스로서는 논리섹터 48~63의 합계 16섹터(16페이
지)의 기입동작과, NAND Block B의 1블록에 대한 소거동작이 실시된 것으로 된다.

상기 클러스터가 4KB인 것과 8KB인 경우를 동일하게 8KB의 데이터가 기입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비교하면, 클러스터 
사이즈가 4KB인 경우는 2회의 기입으로 처리가 분할되어 합계 32섹터의 기입 및 2블록분의 소거동작이 발생한다. 이
에 대해, 클러스터 사이즈가 8KB인 경우는, 1회의 기입으로 처리가 집약되어 합계 16섹터의 기입 및 1블록분의 소거
동작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도 12~도 15에 나타낸 종래의 메모리 시스템의 개서속도와 비교하면, 클러스터가 4KB인 경우에는 8KB의 데이터를 
갱신하는데 48섹터의 기입 및 3블록분의 소거동작이 발생하고 있던 것이, 32섹터의 기입 및 2블록분의 소거동작으로 
되어, 시간적으로 2/3로 단축된 것으로 된다. 또, 클러스터가 8KB인 경우에는, 8KB의 데이터를 갱신하는데 32섹터의 
기입 및 2블록분의 소거동작이 발생하고 있던 것이, 16섹터의 기입 및 1블록분의 소거동작으로 되고, 시간적으로 1/2
로 단축된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DOS의 파일관리의 단위인 클러스터의 구획이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적인 블록의 경계를 걸치지 않도록 함으
로써, 개서속도의 고속화가 예상된다.

    
또, 클러스터의 사이즈에 주목하면, 클러스터가 4KB인 경우에는, 8KB의 데이터를 갱신하는데 32섹터의 기입 및 2블
록분의 소거동작이 발생하고 있던 것이, 클러스터가 8KB인 경우에는 16섹터의 기입 및 1블록분의 소거동작으로 되어, 
시간적으로 1/2로 된다. 즉,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의 사이즈와 같게 함으로써, 보다 고속의 
기입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의 사이즈의 정수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소거후의 기입 코맨드 실행시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킨 플래시 메모리카드에 대한 것이다.

본 실시예의 플래시 메모리카드 시스템은, 통상 DOS의 파일 시스템에서의 파일소거와 달리, 디렉토리상에 해당 파일이 
무효라는 취지의 마킹을 행하고, 해당 파일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영역을 FAT(File Allocation Table)상으로 개방
할 뿐만 아니라, 파일 본체의 데이터부분을 플래시 메모리상에서 소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파일의 소거명령시
에, 개방된 클러스터의 영역에 대한 소거동작을 실시한다.

도 41에 소거 코맨드 실행시의 관리영역과 데이터영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41에 있어서, 예컨대 File-1과 File-4
의 소거 코맨드를 실행한 경우, 관리영역의 File-1과 File-4가 개방되고 소거마크(del mark)가 마킹되며, 더욱이 데
이터영역에 있어서 File-1과 File-4가 기억되어 있던 영역은 소거된다.

따라서, 다음에 새로운 파일기입명령이 발생한 때에 선택되는 클러스터는 이미 소거완료이기 때문에, 바로 기입이 가능
하게 되어 파일기입속도가 향상된다.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기입보다 소거쪽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 의해 달성되는 파일기입속도의 향상효과는 현저하다.

    
또, 본 실시예에서의 효과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조건은 상술한 제3실시예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 
사이즈와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 사이즈를 일치시킨 경우이다. 클러스터 사이즈가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 사이즈보다 작
은 경우는, 블록의 일부분을 소거하는 것으로 되지만, 처리가 더욱 번잡해지고, 사양상 블록의 일부분만이 소거되어 있
는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클러스터 사이즈와 블록 사이즈가 일치하고 있으면, 단순히 블록을 소거함으로
써 클러스터를 개방할 수 있다. 물론 클러스터 사이즈가 물리블록 사이즈의 정수배인 경우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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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본 실시예는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의 확장이 가능하다. 예컨대, 본 실시예에서는 파일소거
시에 데이터영역의 해당하는 클러스터의 소거동작을 실행했지만, 소거동작의 실행 타이밍은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포맷동작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모든 클러스터의 소거동작을 실행해도 좋다. 물론 메모리카드의 출하시점에서 
데이터영역의 클러스터를 소거완료의 상태로 출하하면 좋다. 통상적으로, 메모리카드의 출하시에는 메모리카드의 출하
시험을 실시한다. 이 테스트종료시에 디렉토리 및 FAT의 개서에 의해 파일이 없는 상태로 할뿐만 아니라, 본 실시예와 
같이 데이터영역의 소거동작을 실행해 두면, 엔드 유저(end user)의 손에 도달한 시점에서 유저가 손을 보는 일없이 
고속의 파일 기입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예컨대 디지탈 스틸 카메라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카메라상에서의 파일의 소거, 재포맷 등의 화상
파일의 소거를 따르는 동작시에 있어서, FAT 등의 개서뿐만 아니라 파일 본체가 격납되어 있던 클러스터영역의 소거를 
동시에 실행하면, 그후의 화상기입 시퀀스에 있어서, 고속기입이 가능하게 되어 사진이나 동화(動畵)의 입력 등이 가능
하게 된다. 이때에는, 클러스터 사이즈가 디바이스의 블록 사이즈의 정수배이고, 클러스터의 구획이 블록 사이즈와 일
치하고 있다면 파일 본체부분의 소거가 용이하게 된다. 또 디지탈 카메라 등에서 전원의 투입시 등에 자동적으로 불필
요한 파일부분을 소거하도록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퍼스컴상에서 단순히 FAT 등의 갱신에 의해 파일소거가 되어 있
던 메모리카드에 대해서도, 유저의 손을 번거롭게 하는 일없이 기입고속화가 이루어진다. 또, 그 타이밍은 전원투입시
에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상관없다. 또,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상 등에서 본 메모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의 수단에 의해 기입의 고속화가 이루어진다.
    

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데이터의 개서시에 발생하는 소거 및 기입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
서횟수에 제한이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의 수명을 늘이는 효과도 갖는다.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한방법에 의하면, DOS의 파일관리의 단위인 클러스터의 구획
이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적인 블록의 경계를 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개서시에 발생하는 소거 및 기입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서속도의 고속화가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개서횟수에 제한이 있는 플래
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의 수명을 늘이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화테이블에 필요한 RAM영역의 용량의 삭감을 행한 플래시 메모리카드에 대한 것이
다.

    
본 실시예에서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화테이블을 작성할 때에, 호스트로부터의 억세스를 2종류로 분류한다. 예컨대, 
케이스1은 논리블록 500개중 전반의 250개의 논리블록을 억세스하고 있는 상태, 케이스2는 논리블록 500개중 후반의 
250개의 논리블록을 억세스하고 있는 상태로 한다. 케이스1의 경우,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에는 전반 250블록
분의 테이블을 보지시키고, 상기 케이스2의 경우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은 후반 250블록분의 테이블을 보지
시킨다. 케이스1의 경우의 테이블의 상태를 도 42a에 나타내고, 케이스2의 경우의 테이블의 상태를 도 42b에 나타낸다.
    

어느 순간, 테이블상에 논리블록의 전반 250개분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면, 호스트로부터의 억세스범위가 
논리블록의 후반 0~249라면 기존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논리블록-물리블록의 대응을 검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테이블상에 논리블록의 후반 250개분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면, 호스트로부터의 억
세스범위가 논리블록의 후반 250~499라면 기존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논리블록-물리블록의 대응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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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테이블상에 논리블로의 전반 250개분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고, 호스트로부터의 억
세스범위가 논리블록의 후반 250~499라면, 기존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논리블록-물리블록의 대응을 검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논리블록의 후반 250개분에 상당하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다시 만든다. 이것에는 플래
시 메모리의 전영역의 재차의 참조가 필요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테이블상에 논리블록의 후반 250개분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면, 호스트로부터의 억
세스범위가 논리블록의 전반 0~249라면, 기존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논리블록-물리블록의 대응을 검색할 수 없다. 따
라서, 이 경우는 논리블록의 전반 250개분에 상당하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다시 만든다. 이것에는 플래시 
메모리의 재차의 참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호스트로부터 억세스한 영역에 상당하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이 RAM상에 없다면, 재차 플래시 
메모리의 전영역을 참조하여 필요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다시 만든다.

이 경우의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 작성의 플로우챠트를 도 43에 나타낸다.

(스텝 S0) 억세스의 최초에서 이미 필요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테이블작성 루
틴으로 이행.

(스텝 S1)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이 들어가는 RAM영역을 리세트한다.

(스텝 S2) 물리블록의 선두로부터 서치를 개시한다.

(스텝 S3) 블록의 용장부를 독출한다.

(스텝 S4) 소정영역의 데이터를 기초로 그 블록이 정상인 블록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불량블록의 경우 이하에 따른 처리는 불필요하게 되고, 다음의 블록의 서치로 이행한다.

(스텝 S5) 소거완료의 영역인가 어떤가를 판단한다.

(스텝 S6) 소거완료의 블록이라면, 다음의 기입시에 사용하는 블록의 후보로서 테이블상에 격납한다.

(스텝 S7) 소거완료의 영역이 아니라면, 논리어드레스 정보영역을 추출한다.

(스텝 S8) 상기 내용을 기초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작성한다.

(스텝 S9) 물리블록번호의 카운트업.

모든 블록을 서치하면 종료.

이상과 같은 동작에서 필요에 따라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작성한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의 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본 실시예에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전반, 후반의 2분할했지만, 분할의 수는 2개로 한정되지 않고, 임의의 수로 
분할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전반, 후반의 동등한 크기로 분할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분할의 갯수, 또는 크기는 자유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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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의 영역으로 분할했을 때, 항상 1개만의 테이블을 보지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본 플래시 메모리카드가 DOS
의 디바이스로서 화상파일 등을 격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통상적으로, 디바이스의 선두에는 파일의 관리영역, 즉 
마스터 부트섹터, 파티션(partition) 부트섹터, 파일할당 테이블(file allocation table; FAT), 디렉토리영역이 존재한
다. 이들의 파일관리영역은 파일의 갱신이 행해지기도 하고, 억세스될 때 빈번히 억세스되는 영역이다. 이 경우, 이 파
일관리영역에 상당하는 영역을 1개의 영역, 그 밖의 파일데이터 격납영역을 2분할한다. 파일관리영역에 상당하는 영역
의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은 항상 보지하도록 해도 좋다. 이 경우, 논리 어드레스의 후반부분에 파일을 기입하
는 동작을 행할 때, 파일관리영역과 논리 어드레스 후반의 테이블을 서로 빈번히 다시 만들 필요는 없으므로 성능의 열
화가 방지된다. 여기에서 파일의 관리영역이라고 기술했지만, 파일관리영역 이상의 영역에 대해 테이블을 항상 보지하
면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다.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예에 의하면, 논리블록과 물리블록의 대응관계의 전두를 RAM상에 항상 보지하는 것
이 아니라, 호스트로부터의 억세스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만의 대응관계를 시스템내의 RAM상으로 순차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전 영역의 대응관계를 항상 RAM상에 보지하는 경우에 비해 시스템으로서 최저한 필요한 RAM영역을 저감할 
수 있고,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범용 CPU의 내장 RAM만으로 메모리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외부 RAM을 갖
고 있던 종래의 경우에 비해 대폭적인 비용삭감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에 필요한 RAM영역의 용량의 삭감을 행한 플래시 메모리카드에 대한 것이
다.

본 실시예에서는, 플러시 메모리의 물리블록 어드레스를 복수의 논리적인 영역[이하, 존(zone)이라 부른다]으로 분할
한다. 이때 각 존에 할당되는 물리블록수, 각 존마다 용량은 균일해도, 불균일해도 상관없다. 또 존의 수는 1개이거나 
복수개이더라도 상관없다. 또 우수개이거나 기수개이더라도 상관없다.

도 44는 16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2개의 균등한 용량의 존으로 분할한 경우의 물리블록의 구조와 논리 어드
레스와 물리 어드레스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호스트가 그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 논리블록수는 500개로 정의되고, 논리블록 어드레스 0
~499의 값을 취한다. 물리블록의 용장부에는 자신이 어느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보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논리블록 어드레스정보가 격납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논리블록 어드레스는 존마다 0으로부터 순서대로 부여된다. 따
라서, 존 1에는 논리블록 어드레스 0~249가 할당되고, 각각의 논리블록은 물리블록 어드레스 0~255의 256개의 물리
블록의 어느 하나에 대응한다. 또, 물리블록의 용장부에 격납되는 논리블록 어드레스는 0~249중 어느 하나가 격납된
다. 또, 존 2에는 논리블록 어드레스 250~499가 할당되고, 각각의 논리블록은 물리블록 어드레스 256~511의 256개
의 물리블록의 어느 하나에 대응한다. 또 물리블록의 용장부에 격납되는 논리블록 어드레스는 0~249중 어느 하나가 
격납된다.
    

데이터갱신시의 추가기입방식은 갱신대상으로 되는 논리블록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존내에서 행해지고, 어느 논리블록
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물리블록은 고정이 아니라, 항상 각 존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통상은 전원투입시에 존내의 전 물리블록의 용장부에 격납된 논리블록 어드레스정보를 서치하고, 시
스템 RAM상에 논리블록과 물리블록의 변환테이블을 작성하지만, RAM상에 작성하는 존은 어느 존에 대해 행해도 상
관없다. 통상, 그 플래시 메모리가 DOS관리하에서 사용되는 경우, 관리정보인 FAT나, 디렉토리영역 등이 최초의 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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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기 때문에, 선두의 존에 대해 테이블을 작성하면 효율이 좋다. 또, RAM상에 작성하는 테이블은 1존에 제한되지 않
고, RAM용량이 허용되는 것이라면, 복수의 존에 대해 작성해도 상관없다.
    

호스트로부터 억세스요구에 대한 변환테이블의 작성과정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물리블록 어드레스 0~255를 포괄하
는 영역을 설정하여 존 1이라 부른다. 또, 물리블록 어드레스 256~511를 포괄하는 영역을 설정하여 존 2라 부르는 것
으로 한다. 호스트는 현재 RAM상에 작성되어 있는 변환테이블이 어느 존의 것인가를 기억하고 있다.

RAM상에 존 1의 변환테이블이 작성되어 있고, 논리블록 어드레스 128에 대한 억세스요구가 온 경우의 수순을 이하에 
설명한다.

(1) 논리블록 어드레스128-250×(n-1)< 250으로 되는 n을 구하면 n=1이기 때문에, 존 1의 변환테이블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RAM상에 있는 변환테이블이 존 1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작성은 행해지지 않는다.

(3) 변환테이블상의 어드레스는 0~249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호스트가 요구한 논리블록 어드레스 128로부터 변환테
이블상의 참조해야 할 어드레스를 구한다. 128-250×(1-1)=128로부터, 변환테이블상의 어드레스 128에 대응하는 
물리블록 어드레스에 대해 억세스하면 좋다.

(4) 개서가 발생한 경우는 변화테이블을 갱신하고, 다음의 억세스에 대비한다.

다음에, RAM상에 존 1의 변환테이블이 작성되어 있고, 논리블록 어드레스 324에 대한 억세스요구가 온 경우의 수순
을 이하에 설명한다.

(1) 논리블록 어드레스 324-250×(n-1)< 250으로 되는 n을 구하면 n=2이기 때문에, 존 2의 변환테이블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RAM상에 있는 변환테이블이 존 1이기 때문에, 존 2에 포괄된 물리블록 어드레스 256~511의 용장부의 논리블록 
어드레스정보를 서치하고, RAM상에 존 2의 변환테이블의 작성을 행한다.

(3) 변환테이블상의 어드레스는 0~249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호스트가 요구한 논리블록 어드레스 324로부터 변환테
이블상의 참조해야 할 어드레스를 구한다. 324-250 ×(2-1)=74로부터, 변환테이블상의 어드레스 74에 대응하는 물
리블록 어드레스에 대해 억세스하면 좋다.

(4) 개서가 발생한 경우는 변환테이블을 갱신하고, 다음의 억세스에 대비한다.

이상과 같이, 억세스하는 논리블록에 따라서 변환테이블을 작성함으로써, 종래보다 RAM영역을 용이하게 작게하는 하
는 것이 가능하다. 시스템 RAM상에 존 2의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용이하게 목적의 어
드레스로 억세스할 수 있다.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작성할 때에, RAM상에 논리블록과 물리블록의 변환테이블을 작성하지만, 이때 작성
하는 존번호(No.)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환테이블상의 물리블록 어드레스는 0~255의 값을 취하면 좋다. 실제로 물
리블록에 억세스할 때는, OFFSET으로서 변환테이블상의 물리어드레스에 256×존번호(No.)를 더함으로써, 용이하게 
플래시 메모리로 입력해야 할 새로운 물리블록 어드레스를 얻을 수 있다.

    
16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경우, 종래의 제어방법에서는 물리블록 어드레스를 표현하기 위해 9비트가 
필요하고, 소프트의 편리성으로부터는 2바이트를 쓰고 있었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리블록 
어드레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8비트이면 좋은 바, 1바이트로 족하다. 따라서, 종래의 1k바이트가 필요했던 RAM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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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으로 절약할 수 있다. 논리블록 어드레스가 증가하면, 당연히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의 용량은 그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본 실시예의 효과는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커질수록 크게 공헌한다.
    

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도 11에 나타낸 물리블록의 용장부의 Block Address Area에 격납가능한 블록 어드레스로 대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을 제어가능하게 한다. 즉, 1개의 존을 상기 용장부의 Block Address Area로 격납가능한 
블록 어드레스치의 물리블록으로 구성되도록 분할하면, 대용량의 논리어드레스에 대응가능하게 된다.

도 46은, 16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4개의 균등한 용량의 존으로 분할한 경우의 물리블록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호스트가 그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경우에, 필료하게 되는 논리블록수는 500개로 정의되고, 논리블록 어드레스 0
~499의 값을 취한다. 물리블록의 용장부에는 자신이 어느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보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논리블록 어드레스정보가 격납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논리블록 어드레스는, 존마다 0으로부터 순서대로 부여된다. 이
들의 논리블록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물리블록 어드레스는 하기와 같이 된다. 존 1에는 논리블록 어드레스 0~124가 할
당되고, 각각의 논리블록은 물리블록 어드레스 0~127의 128개의 물리블록중 어느 하나에 대응한다. 존 2에는 논리블
록 어드레스 125~249가 할당되고, 각각의 논리블록은 물리블록 어드레스 128~255의 128개의 물리블록중 어느 하나
에 대응한다. 존 3에는 논리블록 어드레스 126~374가 할당되고, 각각의 논리블록은 물리블록 어드레스 256~383의 
128개의 물리블록중 어느 하나에 대응한다. 존 4에는 논리블록 어드레스 384~499가 할당되고, 각각의 논리블록은 물
리블록 어드레스 384~511의 128개의 물리블록중 어느 하나에 대응한다.
    

데이터갱신시의 추가기입방식은 기입요구의 발생한 논리블록이 존재하는 존내에서만 행해지고, 어느 논리블록 어드레
스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격납된 물리블록 어드레스는 고정이 아니라, 항상 존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각각의 물리블록의 
용장부에는 자신이 어느 논리블록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보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논리블록 어드레스정보를 격납하
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존에는 125개의 논리블록이 할당되고, 또 128개의 물리블록이 할당된다. 이상과 같이 물리블록
을 4개의 존으로 분할한 경우에도, 2개의 존으로 분할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리던던시(redundancy) 동작에 대해, 상기 물리블록 4개의 존으로 분할한 경우를 예로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설명에 앞서, 존분할을 행하지 않는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의 리던던시 동작에 대해, 16M비트 NAND형 플
래시 메모리를 예로 설명한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6M비트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512개의 물리블록을 
갖지만,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스트로부터 본 논리블록은 500개로 규정된다. 또 PC카드 ATA 인터페이스를 용이
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보를 격납하기 위한 1블록, 추가기입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위한 1블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경우 502개의 블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16M비트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10개까지의 불량블록의 존재는 허용된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에는 개서횟수의 상한이 존재하고, 사용중에 불량블록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며, 충분한 기억영역
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블록이 발생한 경우의 치환장소로서 기입, 소거가능한 유효블록을 가져다 둘 필요가 있다. 또, 1
0개 이상의 불량블럭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는, 출하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으로부터 출하할 수 없어 제
품수율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효블록수를 많이 확보하고, 사용중의 불량블록의 발생에 대비함과 더불어, 출하시의 제품수율을 향상시키
기 위해, 16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는 512개의 본체블록의 외에 복수의 용장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이 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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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은 출하전에 용장회로에 의해 512개의 본체블록중에 발생하고 있는 불량블록과, 하드웨어적으로 치환된다. 용장회
로를 사용하면, 용장블록은 불량블록의 어드레스에 할당된다. 하드웨어적인 치환후에는, 불량블록이 존재한 어드레스를 
선택하면 치환된 용장블록이 선택되어진다. 여기에서, 용장블록은 무한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하시에 치환되지 
않은 불량블록은 선천성 블량블록으로서 취급된다. 이 선천성 블량블록과 후천성 불량블록은 상기 유효블록에 의해 구
제된다.
    

통상, 본체블록과 용장블록과의 치환을 행하는 경우, 용장회로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치환이 행해지지만, 도 4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치환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블록 어드레스가 작은 불량블록으로부터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혹은 블록 
어드레스가 큰 불량블록에서부터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치환이 행해진다. 따라서, 블록의 치환후에는 블록 어드레스가 
작은 쪽으로부터, 혹은 블록 어드레스의 큰 쪽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기입, 소거가능한 블록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의 제어방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512개의 물리블록에 대해 논리블록이 500개, 
PC카드 ATA 인터페이스를 용이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보를 격납하기 위해 1블록, 추가기입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
에 빈영역으로서 1블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합 502개의 개서가능한 블록이 있으면 제어가능했다. 따라서, 종래의 제
어방법에서는 512개의 물리블록에 대해 10개의 블량블록이 허용되고 있었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리던던시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존 1에 대해 고려하면, PC카드 ATA 인터페이스를 용이하게 구
축하기 위한 정보를 격납하기 위해 1블록, 추가기입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빈 영역으로서 1블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125개의 논리블록에 대해, 127개의 개서가능한 물리블록이 필요하게 되고, 존재에서 허용되는 개서 불가능한 
불량블록은 1개까지로 된다. 존 2~4에 대해서는 추가 기입용의 빈 블록으로서 1블록이 여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
26개의 개서 가능한 물리블록이 필요하게 되어, 존내에서 허용된다. 개서 불가능한 불량블록은 2개까지로 된다. 이하,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4존에 대해 허용되는 불량블록수는 각각 1개로 한다. 따라서, 종래 제어방법에서 허용
된 불량블록수의 스펙 (spec)에 대해 대단히 엄격해진다.
    

    
도 46에 나타낸 16M비트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예컨대 블록 어드레스 2, 5, 129, 131, 132, 385, 389의 
7블록이 불량블록이고, 이 플래시 메모리는 4개의 용장블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도 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장
회로를 사용하여 종래와 같이 블록 어드레스가 작은 불량블록에서부터 순서대로 용장블록과 치환된 경우, 치환후의 불
량블록은 물리블록 어드레스 132, 385, 389의 3개의 블록으로 되고, 이들은 선천성 블록으로 하여 그 블록의 용장부
에 선천성 불량블록의 마크가 붙여진다. 여기에서, 종래의 제어방법에서는 선천성 불량블록이 10개까지 허용되었기 때
문에, 그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존으로 분할하여 제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존 4에는 물리블록 어드레스 385, 389의 2개의 불량블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어를 행하지 않고 이 제품울 출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의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불량블록이 있을 경우, 본체의 불량블록과 용장블록과의 치환을 종래
의 플래시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치환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블록 어드레스가 작은 불량블록으로부터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혹은 블록 어드레스가 큰 불량블록으로부터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치환을 행하면, 필요한 양품 블록을 확보
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플래시 메모리가 존으로 분할되어 제어되는 경우, 모든 존이 유효블록수를 만족하도록, 각 
존에 존재하는 불량블록과 용장블록과의 치환을 행한다.

도 48은 존마다 존재하는 불량블록이, 각 존에서 허용되는 불량블록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장블록과의 치환을 행한 
경우의 물리블록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8의 플래시 메모리도 도 46에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블록 어드레
스 2, 5, 129, 131, 132, 385, 389의 7블록이 불량블록과 4개의 용장블록을 가지고 있다. 종래의 치환방법에서는 출
하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양품으로서 출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치환수순의 일례를 이하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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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 1~존 4까지를 서치하여, 이하의 변수의 값을 구한다.

*불량물리블록 어드레스의의 추출을 행한다.

Z(n)BA(m) (n=1~4, m=1~각각의 존내의 불량블록수)

*존마다 불량블록수를 구한다.

Z(n)BN(n=1~4)

(2) Z(n)BN의 n=1~4중 1개라도 용장블록을 전부 사용해도 유효블록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치환을 행하
지 않고 작업을 종료한다.

(3) Z(n)BA의 n=1~4중, 가장 값이 큰 n을 추출한다.

(4) (3)에서 추출된 n에 대해

Z(n)BA(m) (m=1~존내의 불량블록수)중, 블록 어드레스정보가 격납되어 있는 가장 작거나, 큰 m에 대해 Z(n)BA(
m)에 격납된 물리블록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블록을 용장블록과 치환한다.

(5) Z(n)BN=Z(n)BN-1

(6) (3)에서 선택된 m에 대해

Z(n)BA(m)의 블록 어드레스정보를 삭제한다.

(7) (3)~(6)을 반복한다. 용장블록을 사용하려면, (9)의 처리로 이동한다.

(8) Z(n)BN(n=1~4)가 같으면 가장 작거나, 가장 큰 n의 존에 대해 (3)~(7)을 반복한다.

(9) Z(n)BN(n=1~4)를 체크하여, 스펙을 초과하는 n이 존재하면 불량품으로 한다.

(10) 종료

    
당연히, 본체블록과 용장블록의 치환수순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4개의 존으로 분할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존이 2개 혹은 기수로 분할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또 분할된 존의 용량(블록수)가 다른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본 실시예는 본체블록과 용장블록을 치환하는 경우, 치환작업후의 각 존
에 존재하는 불량블록의 갯수가 각각의 존에서 허용되는 불량블록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각의 존에 존재하는 블량블
록수를 감시하면서 용장블록과의 치환을 행하는 것인 바, 본 실시예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환의 수순은 
달라도 상관없다.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예에 의하면, 논리블록과 플래시 메모리의 물리블록이 1대1로 대응되어 있는 테이블을 사
용하는 경우에 비해, 억세스 대상으로 되는 존단위로 테이블을 작성하기 때문에, 테이블에 필요로 하는 RAM영역을 저
감할 수 있고,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범용 CPU의 내장 RAM만으로 메모리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외부 RAM
을 갖고 있던 종래의 케이스에 비해 대폭적인 비용삭감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물리블록수가 많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
모리의 제어에 효과가 크다. 또, 물리블록의 용장부의 Block Address Area에서 결정된 비트수로 대용량의 논리어드레
스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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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물리블록을 논리적인 복수의 존으로 할당하고, 존마다 논리블록과 물리블록의 변환테
이블을 작성하며, 메모리 억세스를 행하는 제어방법을 행하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본체의 불량
블록과 용장블록을 치환하는 경우, 종래 어드레스가 작은(큰) 쪽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치환했던 것에 반해, 본 발명에서
는 치환후의 각 존에 존재하는 불량블록의 갯수가 각각의 존에서 허용되는 불량블록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각의 존에 
존재하는 불량블록수를 감시하면서 치환을 행하기 때문에, 사용불가능한 존을 갖기 때문에 출하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이 
줄어들어 제품수율이 향상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2치/다치 등의 어느 타입에도 지원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대한 것이다.

    
도 49는 본 실시예를 PC카드 어댑터에 적응시킨 도면이다. 플래시 메모리카드(101A)는 도 17에 나타내어진 2치 대응
의 것이고, 플래시 메모리카드(101B)는 도 18에 나타내어진 4치 대응의 것이다. PC카드 어댑터(102)는 플래시 메모
리카드 (101A, 101B)의 데이터를 퍼스컴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PC카드 어댑터(102)는 PC카드 슬롯용의 68핀
의 커넥터 및 플래시 메모리카드용의 커넥터를 구비하고 있다. 내부에는 플래시 메모리카드의 제어 및 PC카드 슬롯과
의 전기적인 인터페이스를 취하기 위한 콘트롤러(103) 및 콘트롤러 내부의 CPU용의 발진자(104), 버퍼용의 RAM(1
05) 등이 있다. 콘트롤러(103)내에는 본 발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2종류의 에러정정용의 회로, ECC회로1 및 ECC
회로2가 있다.
    

도 50에 전원투입시의 제어예를 나타낸다.

(스텝 S1) 전원전압검지

본 메모리카드에는 5V 전원전압과, 3.3V 전원전압의 제품이 있지만, 3.3V 전원전압동작의 메모리카드에 5V의 전원이 
인가되면, 전압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시스템은 전원전압을 검지하고 있다.

(스텝 S2, 3) ID체크

플래시 메모리에는 기억용량 또는 인터페이스 사양이 다른 복수종류의 것이 있다. 시스템에 메모리카드가 삽입된 시에
는, 디바이스의 메이커코드 및 디바이스코드 등을 판별하여 상정한 것 이외의 코드의 경우는 새로운 억세스는 하지 않
도록 한다. 또 메이커코드, 디바이스코드 등의 독출에는 정규의 전원전압을 투입한다.

(스텝 S4~8) ECC의 체크

여기에서는 ECC의 방식에 대해 체크를 행한다.

이하에, ECC방식을 인식시키는 방법의 일례를 나타낸다. 제1방법은 상기 스텝 S2, 3과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코드에 의
해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같은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이더라도, 메모리구성에 따라 디바이스코드를 바꾸면 좋
다.

    
도 51은 본 실시예의 16M비트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부와 용장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나타낸 종래의 
것과 다른 점은, 용장부의 User Data Area가 ECC Flag Area와 ECC Area-3으로 할당되어 있는 점이다. 도 5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ECC의 부호를 격납하는 영역으로서 ECC Area-1에서부터 3까지의 3개의 영역을 정의하고 있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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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영역의 사용방법을 도 5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ECC Flag Area 바이트중에 ECC의 방식에 관한 정
보를 기억시켜 둔다. 예컨대, ECC방식1의 경우 Flag 데이터로서는 " AAh" , ECC방식2의 경우는 " 55h" 로 정의하여 
둔다.
    

ECC방식1에 기초한 플래시 메모리카드의 경우, ECC Area-1에는 우수페이지 데이터(256바이트)의 3바이트 ECC코
드가, ECC Area-2는 기수페이지 데이터(256바이트)의 3바이트 ECC코드 들어오고, ECC Area-3은 공백이다. ECC 
Area-1 및 2는 각각 256바이트의 데이터 중, 2비트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ECC방식2에 기초한 플래시 메모리카드의 경우, ECC Area-1, ECC Area-2, ECC Area-3으로 512바이트에 대한 E
CC부호가 분산하여 기억된다. 이 경우 512바이트의 데이터중, 2비트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도 49의 PC카드 아답터(102)내의 콘트롤러(103)는 플래시 메모리카드가 어댑터로 삽입되는 ECC Flag Area를 독출
하고, ECC방식을 판별한다.

도 49중에서는 ECC방식1 및 ECC방식2 각각에 대응한 부호생성 및 에러검출회로가 선택된다. 콘트롤러중의 CPU는 호
스트와 버퍼용 RAM과 플래시 메모리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한다. 또, 도 49중의 ECC회로는 반드시 하드웨어일 필
요성은 없고, ECC부호의 생성 등 전체를 소프트웨어로 실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의 변경이 가능하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2종류의 ECC방식의 존재를 가정했지만, 방식은 2종류로는 한정되지 않는다. 3종류 이상의 ECC방
식을 설정할 수 있다.

또, ECC방식의 선택에는 ECC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택도 포함된다. 신뢰성이 매우 높은 플래시 메모리카드나 음성분
야 등의 데이터로 특별히 높은 신뢰성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 등에서는 ECC가 필수는 아니다. 이 경우, 상기 ECC Flag 
Area의 내용이 " FFh" 이라면 ECC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해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플래시 메모리마다 ECC의 방식을 정의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섹터단
위 혹은 블록단위 등 임의의 단위로 ECC의 방식을 절환해도 좋다. 이 경우, 단순히 전원투입시에 ECC방식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의 소정단위로 억세스할 때마다 ECC의 방식을 절환해도 좋다. 또 , 예컨대 ECC의 방식1로 독출된 데
이터를 방식2로 변환하여 재격납하는 동작도 상정가능하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PC카드 아답터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본 실시예는 PC카드 어댑터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
대, 디지탈 스틸 카메카나 PDA, 워드프로세서, 음성녹음기 등 각종 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를 사용하면, 매우 넓은 사용범위의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1개의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하게 된다.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에러정정 알고리즘이 다른 복수의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1개의 시스템이 
취급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범용성이 향상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전자기기의 커넥터에 대해 기억매체를 삽입/빼낼 때에, 양자의 소위 각각의 핀의 접촉, 분리에 일정
의 순서를 갖도록 했기 때문에, 동작의 안정성의 향상과 데이터의 보호가 확실하게 행해진다.

더욱이, 본 발명에 의하면, 논리어드레스와 물리어드레스를 변환테이블로 변환할 때에, 1개의 논리블록에 대해 복수개
의 물리블록을 할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테이블이 필요로 하는 RAM영역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의하면, 클러스터의 구획이 소거단위로 되는 블록을 걸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데이터변환시에 발
생하는 소거 동수(同數) 및 기입 동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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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본 발명에 의하면, 소거 코맨드 실행시에 물리블록의 관리영역을 개방함과 동시에, 그 데이터영역의 소거도 행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후의 기입 코맨드 실행시의 처리속도를 향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의하면, 논리블록과 물리블록의 대응관계중의 필요한 영역의 대응관계만을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저로 필요한 RAM영역을 저감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의하면, 불량블록을 용장블록으로 치환할 때에, 논리적인 존의 각각에 있어서, 치환후에는 각 존에 
존재하는 불량블록수가 소정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하는 기억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에러정정 알고리즘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종의 
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기기에 커넥터를 매개로 삽입되어 메모리기능을 부가하는 기억매체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체는 GND단자, 전원단자, 제어단자 및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갖추고 있고,

상기 커넥터는 상기 기억매체의 각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에 삽입되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2.

전자기기에 커넥터를 매개로 삽입되어 메모리기능을 부가하는 기억매체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체는 GND단자, 전원단자, 제어단자 및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갖추고 있고,

상기 커넥터는 상기 기억매체의 각 단자와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로부터 빼내어지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
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
로부터 절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단자로 전달되는 신호가 코맨드 래치 인에이블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단자로 전달되는 신호가 코맨드 래치 인에이블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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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에 커넥터를 매개로 삽입되어 메모리기능을 부가하는 기억매체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체는 GND단자, 전원단자, 제1제어단자, 제2제어단자 및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갖추고 있고,

상기 커넥터는 상기 기억매체의 각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에 삽입되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1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
고,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제2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
는 단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6.

전자기기에 커넥터를 매개로 삽입되어 메모리기능을 부가하는 기억매체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체는 GND단자, 전원단자, 제1제어단자, 제2제어단자 및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갖추고 있고,

상기 커넥터는 상기 기억매체의 각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로부터 빼내어지는 경우, 상기 제2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
기에 앞서,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고,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1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전
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의 제어방법.

청구항 7.

전자기기에 커넥터를 매개로 삽입되어 메모리기능을 부가하는 기억매체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체는 GND단자, 전원단자, 제1제어단자, 제2제어단자, 데이터 입출력단자 및 삽입·빼냄 검지용 단자를 갖
추고 있고,

상기 커넥터는 상기 기억매체의 각 단자와 순차적으로 접속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에 삽입되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1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
고,

상기 기억매체의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제2제어단자
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며,

상기 기억매체의 모든 단자가 삽입된 후, 상기 삽입·빼냄 검지용 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에 접속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8.

전자기기에 커넥터를 매개로 삽입되어 메모리기능을 부가하는 기억매체를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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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억매체는 GND단자, 전원단자, 제1제어단자, 제2제어단자, 데이터 입출력단자 및 삽입·빼냄 검지용 단자를 갖
추고 있고,

상기 커넥터는 상기 기억매체의 각 단자와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 기억매체가 상기 커넥터로부터 빼내어지는 경우, 상기 기억매체의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삽입·빼냄 검지용 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고,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와 제2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데
이터 입출력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며,

상기 기억매체의 GND단자와 제1제어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에 앞서, 상기 기억매체의 전
원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매체의 삽입·빼냄 검지용 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고 나서 상기 
기억매체의 전원단자가 상기 커넥터의 대응하는 단자로부터 절단되기까지의 사이에, 상기 기억매체는 기입 또는 소거동
작의 리세트를 완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어단자로 전달되는 신호는 코맨드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신호이고, 상기 제2제어단자로 전
달되는 신호는 데이터 출력단자를 비활성화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어단자로 전달되는 신호는 코맨드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신호이고, 상기 제2제어단자로 전
달되는 신호는 데이터 출력단자를 비활성화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어단자로 전달되는 신호는 코맨드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신호이고, 상기 제2제어단자로 전
달되는 신호는 데이터 출력단자를 비활성화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어단자로 전달되는 신호는 코맨드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신호이고, 상기 제2제어단자로 전
달되는 신호는 데이터 출력단자를 비활성화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4.

시스템이 관리하는 논리블록과,

복수의 메모리셀에 의해 구성되고, 상기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물리블록과,

상기 물리블록내에 포함되고, 상기 대응하는 논리블록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용장부와,

상기 물리블록이 적어도 2 이상으로 구성되는 물리블록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논리블록과 상기 물리블록영역의 대응관
계를 관리하기 위한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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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메모리 억세스시에, 상기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논리블록에 대응하는 물리
블록영역의 어드레스를 독출하고, 상기 물리블록영역을 구성하는 적어도 2 이상의 물리블록의 상기 용장부에 기억되는 
대응하는 논리블록의 어드레스를 독출함으로써, 상기 논리블록과 대응하는 물리블록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전원 투입시에, 상기 논리번지/물리번지 변환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7.

제1소정단위에 의해 관리되는 파일을 제2소정단위로 분할된 기억영역에 있어서 기억하는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소정단위의 경계가 상기 제2소정단위의 경계상에 배치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소정단위가 소거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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