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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의 운영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호스트 시스템과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 및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는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에서 수행하는 워아우트 
레벨 알고리즘을 호스트 시스템에 구비시키고,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서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를 구동하
는 경우 메모리 셀 내구력에 의존하는 워아우트 레벨 카운터를 삭제동작 발생시 소정치 증가시키는 제1과
정과, 상기 제1과정을 통하여 증가한 카운팅 값이 기설정된 최대값의 범위를 벗어낫는가를 판단하는 제2
과정, 및 상기 제2과정에서 카운팅 값이 기설정된 최대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상기 리
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의 동작없이 호스트 시스템에서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를 구동하는 제3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드-솔로몬(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프레쉬 메모리 시
스템의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일반적인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의 간략 구성 예시도.

제2(a)도와 제2(b)도는 RS-ECC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간략 구성 예시도.

제3도는 제2(a)도에 도시되어 있는 RS-ECC 엔코더의 간략 구성 예시도.

제4도는 제2(b)도에 도시되어 있는 RS-ECC 디코더의 간략 구성 예시도.

제5도는 워아우트(wearout) 레벨 레지스터의 포맷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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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리드-솔로몬(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운영 방법을 적용한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의 간략 구성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리드-솔로몬(Reed-Solomon)에서 정정 코드를 워
(Wear) 레벨 카운트를 이용해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리드-솔로몬(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리드-솔로몬
(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하여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에서 읽기 운영시 생기는 에러를 정정하
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메모리 셀 신뢰성에 관한 기술로서 프레쉬 메모리안의 모든 섹터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워 레벨 혹은 워 경영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100)은 첨부한 제1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호스트 시스템(101), 리
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이하 RS-ECC로 칭함; 102) 및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103)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RS-ECC(102)는 첨부한 제2(a)도와 제2(b)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RS-ECC 엔코더(200)과 RS-
ECC 디코더(300)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RS-ECC 엔코더(200)는 균등 체크 디지트(파리티 chech digit)를 발생시키는 부분으로서, 첨부한 제3
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갈리스  필드  가산기(Galis  Field  Adder;  202)와,  갈리스  필드 승산기
(Galois Field Multiplier; 203) 및 균등 체크 디지트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201)들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상기 RS-ECC 디코더(300)는 첨부한 제4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
(S/W)로 구성되어 있으며, H/W는 신드룸(Syndrome) 발생기(301)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S/W는 에러 정정 
프로그램(302)과  갈리스  필드  연산  프로그램(30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각  섹터의 시어아우트
(Searout) 레벨은 워아우트(wearout) 레벨 카운트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RS-ECC(102)의 하드웨어는 파리티 발생과 신드룸발생을 할 수 있으며, 파리티 발생은 RS-ECC 
엔코더(200)에서 수행되며 신드룸 발생은 RS-ECC 디코더(300)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한 섹터내에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수행될 때 프레쉬 메모리는 삭제 오퍼레이션을 먼저 수행한
다. 이때, 워 레벨 카운트를 이용하여 각 섹터를 균등하게 사용하도록 워 레벨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상
기 삭제 오퍼레이션 동작시 첨부한 제5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구성되는 워아우트(wearout) 레벨 레
지스터중 워 레벨 카운트가 적혀 있는 부분(104)을 먼저 읽어 가장 낮은 숫자에 대응하는 섹터에 데이터
를 쓰게 하면 프레쉬 메모리 안의 모든 섹터를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특정 섹터를 계속해서 억세스하여 라이트 함으로써 발생하는 메모리 셀 워아우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물리적인 어드레스로 바꾼 다음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파리티 발생기(200)으로 주어 파리티를 발생시켜 프레쉬 메모리(103)에 쓴다. 따라서, 첨부한 제1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프레쉬 메모리(103)에 직접 쓰여진다.

반면에, 리드 오퍼레이션에서는 역으로 바뀌어진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워 레벨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찾은 
다음 프레쉬 메모리(103)로 부터 인포메이션 데이터 호스트(101)로 인포메이션 데이터와 파리티는 신드룸 
발생기(301)으로 넣어 신드룸 연산을 한다.

신드룸 연산 후 그 결과가 “0”이면 호스트(101)로 들어간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내고 “0”
이 아니면 S/W를 이용하여 정정된 데이터를 호스트(101)로 보내어 리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방식에서는  라이트와  리드  오퍼레이션시  모든  데이터  경로가 RS-
ECC(102)를 거치게 되므로 라이트 동작과 리드 동작에 따른 퍼포먼스(Performance)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첨부한 제5도의 워아우트 레벨 레지스터는 프레쉬 메모리(103)의 여분의 영역을 이용하
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러스 프로젝트(Chorus Project)와 관련한 스피드 검사에서는 (N,K,T)에 의한 스펙에서 하나의 
블럭(N)을 리드할 때 에러가 없을 경우 1.5μs, 에러가 있을 경우 5.5μs가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
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리드-솔로몬(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워
(Wear) 레벨 카운트를 이용해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리드-솔로몬(Reed-R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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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호스트 시스템과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 및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는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에
서 수행하는 워아우트 레벨 알고리즘을 호스트 시스템에 구비시키고,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서 프레쉬 메
모리 드라이브를 구동하는 경우 메모리 셀 내구력에 의존하는 워아우트 레벨 카운터를 삭제동작 발생시 
소정치 증가시키는 제1과정과, 상기 제1과정을 통하여 증가한 카운팅 값이 기설정된 최대값의 범위를 벗
어낫는가를 판단하는 제2과정, 및 상기 제2과정에서 카운팅 값이 기설정된 최대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았다고 판단되면 상기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의 동작없이 호스트 시스템에서 프레쉬 메모리 드라
이브를 구동하는 제3과정을 포함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징은, 상기 제2과정에서 카운팅 값이 기설정된 최대값
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상기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의 중계동작에 따라 호스트 시스템에
서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를 구동하는 제4과정을 더 포함하는 데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한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리드-솔로몬(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운영 방법을 적용한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의 간략 구성 예시도로서, 호스트 시스템(101)과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버(103)로 구
성되어 있다. 이때, 상기 호스트 시스템(101)은 첨부한 제1도에서의 RS-ECC(102)가 포함하고 있는 워 레
벨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을 살펴보면, 라이트 오퍼레이션 동작
시 워레벨 알고리즘은 호스트(101)에서 발생한 논리적인 어드레스를 물리적인 어드레스로 바꾸어 준다. 
이때, 발생되는 데이터는 첨부한 제5도의 워아우트(wearout) 레벨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상기 제5도에 도시되어 있는 워아우트(wearout) 레벨 레지스터의 워아우트 레벨 카운터(104)는 삭제동작
이 수행될 때마다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메모리 셀의 내구력(Endurance)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값을 
가지고 있다면 워아우트 레벨 카운터(104)를 내구력에 대응하는 적절한 값으로 세팅할 수 있다.

이 값에 도달하기 전까지 종래 구성중 RS-ECC(102)의 동작을 홀드(Hold)시킨다면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첨부한 제5도에 도시되어 있는 워아우트 레벨 레지스터에서 워아우
트 레벨 카운터(104)의 카운터값이 세팅된 최대값(maximum) 보다 작으면 RS-ECC 동작이 홀딩되고 그 이상
이 되면 정상적인 RS-ECC 동작을 시킨다.

또한, 일단 RS-ECC가 동작하기 시작하면 종래 기술의 동작과 동일하게 수행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따른 리드-솔로몬(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프레쉬 메모
리 시스템의 운영 방법을 제공하면, 메모리 셀 내구력에 의존하는 워아우트 레벨 카운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예:10만 wearout count) 이후에 RS-ECC가 동작하게 함으로써 프레쉬 메모리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리딩 오퍼레이션 동작시 H/W에 의한 신드룸 발생시간과 S/W에 의한 에러 정정시간이 RS-
ECC가 동작하기 전에는 없으므로 프레쉬 메모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스트 시스템과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 및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는 프레쉬 메모
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에서 수행하는 워아우트 레벨 알고리즘을 호스트 
시스템에 구비시키고, 상기 호스트 시스템에서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를 구동하는 경우 메로리 셀 내구
력에 의존하는 워아우트 레벨 카운터를 삭제동작 발생시 소정치 증가시키는 제1과정과; 상기 제1과정을 
통하여 증가한 카운팅 값이 기설정된 최대값의 범위를 벗어낫는가를 판단하는 제2과정; 및 상기 제2과정
에서 카운팅 값이 기설정된 최대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상기 리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
드부의 동작없이 호스트 시스템에서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를 구동하는 제3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리드-솔로몬(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의 운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과정에서 카운팅 값이 기설정된 최대값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상기 리
드-솔로몬 에러 정정 코드부의 중계동작에 따라 호스트 시스템에서 프레쉬 메모리 드라이브를 구동하는 
제4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드-솔로몬(Reed-Solomon)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한 프레쉬 
메모리 시스템의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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