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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리얼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현지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및 그 방법, 이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칩

요약

  본 발명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현지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이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칩에 관한 것
이며, 소정의 저장 용량을 갖는 Serial FLASH 컨트롤러 장치에서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속한 페이
지 전체를 읽어들여 주 제어부로 요구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실행시켜 Serial FLASH에서의 XIP 기능 지원이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erial 플래시에서의 현지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되는 주 제어부의 명령어
에 따라 Serial FLASH의 지정된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하여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캐시 모듈, Serial FLASH에 기록된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부트 코드가 요구되면
바로 전송하여 시스템 부팅이 실행되도록 하는 부팅 로더가 구비되는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 캐시 모듈 및 시리얼 플래
시 컨트롤러와 Serial FLASH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플래시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Serial FLASH, XIP, 메모리 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의 a 및 b는 종래의 NOR 플래시 메모리 및 Serial FLASH를 이용한 XIP 실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 및 플래시 메모리 액세스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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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에서의 XIP를 위한 제어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3의 데이터 저장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에서의 XIP를 위한 제어 방법에 대한 처리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동작 흐름도
이다.

  도 6은 도 5의 S50에서 주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Boot Read 명령어에 대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은 도 5의 S50에서 주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Serial ID Read 명령어에 대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8은 도 5의 S50에서 주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Write 명령어에 대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5의 S50에서 주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Read 명령어에 대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부에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11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부에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시리얼 플래시 메모리(Serial FLASH)

  101 : 부트 영역 103 : 운영체제 영역

  105 : 데이터 영역 107 : 파일 시스템 영역

  300 : 주 제어부

  500 :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510 : 시스템 인터페이스부

  530 : 캐시 메모리 모듈 531 : 캐시 컨트롤러

  533 : 태그 저장부 535 : 데이터 저장부

  550 :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

  551 : 부트 로더(Boot Loader) 553 : 프리 패치

  555 : EDC/ECC 557 : Decomp

  570 : 플래시 인터페이스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렬형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현지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이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칩에 관한 것
으로서, 특히 소정의 저장 용량을 갖는 하드웨어 컨트롤러를 통해 직렬형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액세
스하거나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직렬형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현지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이를 이
용한 플래시 메모리 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는 롬(Read Only Memory : ROM)과 같이 한번 기록한 내용을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보존
하는 비휘발성을 가지면서도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로서, 제조 방법에 따라 크게 비트선과 접지선 사이에 셀이 병렬로 배치
되는 구조의 병렬형 플래시 메모리(Parallel Flash Memory;이하, Parallel Flash라칭함)와 직렬로 배치되는 구조의 직렬
형 플래시 메모리(Serial Flash Memory;이하, Serial Flash라 칭함)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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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 Flash는 대표적으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NOR 및 NOR 형
의 변형 구조인 DINOR(Divided Bit-line NOR)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셀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의 번지를 읽거나 기록하는
방식(Random Access)로 바이트 단위의 접근이 가능한 디바이스 이다.

  그러나, Parallel Flash는 셀마다 비트선의 접촉 전극이 필요하므로 직렬형 플래시에 비해 셀 면적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Serial Flash는 대표적으로 NAND, AND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해당 블록을 선택한 후 직렬로 연결된 각 셀을 읽는 방식
으로 블록을 기본 단위로 하여 액세스가 이루어지는 블록 디바이스이다.

  Serial Flash에서 블록은 한번의 삭제 연산으로 지울 수 있는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페이지(page)는 판독/기록 연산
시에 읽거나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Serial Flash는 Parallel Flash에 비해 쓰기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비교적 싸며 고용량화 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
어 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바이트 단위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기록된 데이터를 주 메모
리로 옮기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지 실행(eXcute In Place; 이하, XIP 라 칭함)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Serial Flash는 보조적인 데이터 저장 장치로 사용하고 ROM에 시스템 부팅을 위한 부트 코드
(Boot code)를 저장하거나, Serial Flash를 나누어 부트 코드와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Serial FLASH는 보조적인 데이터 저장 장치로 사용하고, XIP가 가능한 NOR 플래시 메모리나
ROM에 시스템 부팅을 위한 부트 코드를 저장하였다.

  도 1의 a는 종래의 NOR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시스템 부팅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도 1의 b는 Serial Flash를 이용한
시스템 부팅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1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R 플래시 메모리는 바이트(byte)단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주 제어부에서
시스템 부팅을 위한 운영체제(OS) 이미지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OS 부트 코드를 NOR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바로 독출하
여 시스템 부팅을 실행하게 된다.

  도 1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Serial FLASH는 NOR 플래시 메모리나 ROM과는 달리 바이트 단위의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부팅을 위한 데이터를 부트 롬(BOOT ROM)의 부트 로더(Boot loader)로부터 독출하고(1), Serial
FLASH로부터 시스템 부팅 시 요구되는 OS 이미지를 포함하는 OS 부트 코드가 속한 페이지 전체를 읽어들여 메인 메모리
에 복사한 후 OS 이미지를 독출하여 주 제어부로 전송한다(2).

  즉, 시스템 부팅을 위해 주제어부로부터 요구되는 OS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Serial FLAHS로부터 OS 부트 코드가 속
한 페이지 전체를 독출하여 주 메모리에 기록하고, OS 이미지만을 독출하여 주 제어부로 전송함으로써 주 제어부에서 시
스템 부팅(OS Loading)을 실행하도록 한다(3).

  이와 같이, Serial Flash는 Parallel Flash인 NOR 플래시 메모리나 ROM과는 달리 XIP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시스템 부
팅 시 요구되는 OS 부트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에 옮겨 실행시켜야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지연되며,
메인 메모리에 옮겨진 부트 코드로 인해 메인 메모리에서 사용 가능한 저장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 및 부가 기능으로 운영체제(OS)의 크기가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일 예로, WinCE
의 경우 16~32MB), Serial Flash로부터 독출된 부트 코드가 메인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용량이 더욱 커져 메인 메모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또는 같은 가격에서 좀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필요할 경우
에는 플래시 메모리 상에서 바로 데이터를 실행할 수 있도록 XIP 기능이 지원되는 Serial FLASH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소정의 저장 용량을 갖는 Serial FLASH 컨트롤러 장치에서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 전체를 읽어들여 주 제어부로 요구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실행시켜 Serial FLASH에서의 XIP 기능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XIP 지원이 가능한 Serial FLASH 컨트롤러 장치와 Serial FLASH를 플래시 메모리 칩으로
제공하는 함으로써 기존의 ROM을 플래시 메모리 칩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에서의 XIP를 위한 제어 장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되는 주 제어부의 명령어
에 따라 Serial FLASH의 지정된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하여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캐시
모듈, Serial FLASH에 기록된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주 제어부로부터 부트 코드가 요구되면 바로 전송하
여 시스템 부팅이 실행되도록 하는 부트 로더가 구비되는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 캐시 모듈 또는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
러와 Serial FLASH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플래시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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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에서의 XIP를 위한 제어 방법은 시스템에 전원이 인가되면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초
기 부팅을 위한 부트 코드를 독출해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 부트 코드의 저장이 완료되고 시스템의 주 제어부로부터 부트
코드가 요구되면 버퍼로부터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전송하고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되는 연산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에서의 XIP를 위한 제어 장치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칩은 Serial형 셀 타입의 Serial
FLASH와,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시스템의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되는 연산에 따라 버퍼에 미리 저장된 시스템 부팅
을 위한 부트 코드를 바로 제공하거나 지정된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하여 해당되는 데이터를 판독 또는 기록하는 컨트롤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에서의 XIP를 위한 제어 장치와 그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를 첨부된 도
면을 참조하여 일 실시 예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에서의 XIP를 위한 제어 장치 및 이에 대한 Serial FLASH 액세스 장치를 나타낸 것
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Serial FLASH 액세스 장치는 Serial FLASH(100), Serial FLASH(100)에 기록된 데이터를 판
독하거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제어 명령어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의 주 제어부(300), 주 제어부(300)에서 발생된 제어
명령어에 따라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상응하는 동작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 장치(이하, 컨트롤러라 칭함)(500)로 구성
된다.

  Serial FLASH(100)는 Serial형 셀 타입(cell type)의 플래시 메모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 예로, Serial FLASH(100)
가운데 528 byte로 구성되는 NAND FLASH의 경우에는 512 byte의 데이터 블록(data)과 16 byte의 여유 블록(spare)으
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Serial FLASH의 데이터 블록은 도 1에 별도로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운영체계(Operating System:OS) 부팅
(booting)을 위한 부트 코드가 기록되는 부트 영역(100KB)(101), 운영체계 및 응용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운영체계 영역
(20MB)(103), 운영체계 영역(103)에 기록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데이터가 기록되는 데이터 영역(20MB)(105), 운영체
계의 동작 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호 및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파일 시스템(File
System;24MB)(107)로 이루어진다.

  도 3은 이러한 Serial FLASH 액세스 장치 가운데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100)에서의 XIP를 위한 컨트롤러(500)
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트롤러(500)는 크게 주 제어부(300)와의 신호 송/수신을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부(510),
시스템 인터페이스부(510)를 통해 수신되는 주 제어부(300)의 명령어에 따라 Serial FLASH(100)의 지정된 메모리 주소
를 액세스하여 상기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캐시 모듈(이하, Cache라 칭함)(530),
Serial FLASH(100)에 기록된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주 제어부(300)로부터 부트 코드가 요구되면
바로 전송하여 시스템 부팅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550), 상기 Cache(530) 또는 시리얼 플래시 컨트
롤러(550)과 Serial FLAHS(100)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플래시 인터페이스부(570), Serial FLASH 액세스 과정
에서 Serial FLASH(100)로부터 독출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버퍼(buffer)(미도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컨트롤러(500)에서 Cache(530)는 주 제어부(300)에서 Serial FLASH(100)의 데이터를 보다 빠르
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제 2 계층의 캐시 메모리인 L2-Cache로 구성된다.

  이러한 Cache(530)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Cache 컨트롤러(531), 태그 저장부(533), 데이터 저장부(535)로 구성
된다.

  Cache 컨트롤러(531)는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되는 판독 또는 기록 연산 명령에 따라 태그 저장부(533)와 데이터
저장부(535)를 참조하여 Serial FLASH(100)가 효율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즉, 주 제어부(300)로부터 특정 메모리 주소에 대한 기록 명령어가 수신되면 Serial FLASH(100)의 해당 주소에 접근하
여 기록 연산이 요구되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판독(read) 명령어가 수신되면 태그 저장부(533)를 통해 데이터 저장부
(535)에 판독 요구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한다.

  그 결과에 따라 데이터 저장부(535)에서 해당 데이터를 검출해 주 제어부(300)로 전송하거나, Serial FLASH(100)에 접
근하여 해당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 전체를 읽어들여 버퍼에 저장하여 요구된 데이터를 주 제어부(300)로 전송하며 태그
저장부(533)와 데이터 자장부(535)에 독출된 페이지 및 이에 관한 저장 정보를 기록한다.

  태그 저장부(533)는 Cache 컨트롤러(531)에 의해 Serial FLASH(100)로부터 독출된 데이터에 대한 저장정보(일 예로,
독출된 페이지의 Serial FLASH 메모리 주소, 독출된 페이지의 저장 주소)를 기록하는 것으로, Static Random Access
Memory(SRAM)로 구성된다.

  데이터 저장부(535)는 Cache 컨트롤러(531)의 동작 제어에 따라 Serial FLASH(100)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 Static Random Access Memory(SRAM)로 구성된다.

등록특허 10-0493884

- 4 -



  이러한 데이터 저장부(535)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캐시 컨트롤러(531)에 의해 Serial FLASH(100)로부터 독출된
페이지를 기록하는 Serial FLASH(100)의 주소 맵(address map)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캐시 컨트롤러(531)에서는 데이
터 저장부(535)에 의해 Serial FLASH(100)를 액세스하여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Cache(530)를 통해 Serial FLASH(100) 액세스 시간을 줄여주고 주 제어부(300)에서의 데이터 판독 또는 기
록 연산에 따른 Serial FLASH 액세스가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Serial FLASH(100)에 기록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한 페이지 내에 기록된 데이
터인 경우에는 정해진 액세스 시간(Access time, 50나노 정도)이 소요되지만, 페이지가 다를 경우에는 약 10㎲으로 상당
히 긴 시간인데, Cache(530)를 통해 액세스된 페이지 및 이에 대한 저장정보를 태그 저장부(533)와 데이터 저장부(535)
에 기록하여 동일한 페이지의 데이터가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될 때 Serial FLASH(100)를 액세스하지 않고 데이터
저장부(535)를 통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한번 액세스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액세스 시간이 짧아
진다.

  또한, 컨트롤러(500)의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550)은 부트 로더(Boot Loader)(551), 프리패치(Prefetch)(553), 오류
검출코드/오류정정코드(Error Detection Code/Error Correction Code;이하, EDC/ECC라 칭함)(555), Decomp(557)로
구성된다.

  부트 로더(551)는 시스템 부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원이 인가되면 Serial FLASH(100)의
부트영역(101)에 기록된 운영체계 프로그램 및 시스템 부팅을 위한 이미지와 같은 초기화 코드(initialize code)를 읽어들
여 버퍼에 저장하고 주 제어부(300)가 첫 코드 패치 사이클(code fetch cycle)을 시작하여 부트코드 판독을 요구하면 저
장된 초기화 코드를 주 제어부(300)로 전송하여 부팅이 시작되도록 한다.

  프리패치(Prefetch)(553), EDC/ECC(555) 및 Decomp(557)는 컨트롤러(500)의 성능향상을 위한 것으로, 프리 패치
(553)는 주 제어부(300)의 판독 요구가 예상되는 데이터를 Serial FLASH(100)로부터 데이터를 미리 읽어들여 버퍼에 저
장하고, EDC/ECC(555)는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며, Decomp(557)는 시스템 특성에 따라 요구되
는 데이터 압축 및 압축 해제를 처리한다

  이 Decomp(557)은 시스템 특성에 따라 구비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구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550)을 통해 시스템의 초기 부팅 시 주 제어부(300)에서 Serial FLASH(100)로부터 부
팅에 필요한 데이터를 독출하여 시스템 부팅이 효율적으로 실행 된다.

  참고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컨트롤러(500)는 각 모듈이 모두 하드웨어로 구성되거나, 일부 모듈이 소프
트웨어로 구성되거나, 또는 전체 모듈이 소프트웨어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Serial FLASH에서의 XIP를 위한 컨트롤러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
는 것은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로 구성
됨에 따른 수정과 변경이 부가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Serial FLASH(100)에서의 XIP를 위한 컨트롤러(500)를 이용하여 컨트롤러(500)와 Serial
FLASH(100)를 함께 하나의 칩으로 구성함으로써, XIP 지원이 가능한 Serial FLASH 칩이 된다.

  이러한 Serial FLASH 칩을 통해 사용자는 Serial FLASH(100)로 ROM 또는 NOR 플래시 메모리를 대체시킬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Serial FLASH(100)에서의 XIP를 위한 컨트롤러(500)를 통한 Serial FLASH(100)에서의 XIP 방법
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시스템에 전원이 인가되면(S1), 컨트롤러(500)의 부트 로더(551)에서는 Serial FLASH(100)의 부트 영역(101)에
접근하여 초기 부팅을 위한 부트 코드를 순차적으로 독출해 버퍼에 저장한다(S2).

  그 다음, 컨트롤러(500)에서는 부트 로더(551)에 의해 독출되는 코드의 버퍼 저장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여(S3),
판별결과 코드 저장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독출되는 코드를 계속 버퍼에 저장하고 판별결과 코드 저장이 종료되면 주 제어
부(300)로부터 요구되는 명령어(일 예로, 특정 주소의 데이터에 대한 판독(read) 또는 기록(write) 연산 제어 신호) 처리를
위해 시스템 인터페이스 모듈(510)을 통해 명령어가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S4).

  판별결과 주 제어부(300)로부터 수신되는 명령어가 없으면 명령어 수신 여부를 판별하는 루틴으로 리턴하고, 수신되는
명령어가 있으면 수신된 명령어에 상응하는 동작 제어를 통해 명령어 처리를 한다(S5).

  이러한 동작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Serial FLASH(100)에서의 XIP 방법에서 주 제어부(300)로부터 수신되는 명령어에
따른 동작 과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6은 첫 코드 패치 사이클(code fetch cycle)에 따라 시스템 부팅에 필요한 부팅 코드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 boot
read 명령어가 주 제어부(300)로부터 수신된 경우에 대한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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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 제어부(300)가 리셋(Reset) 후에 첫 코드 패치 사이클(code fetch cycle)을 시작하면서 주
제어부(300)로부터 boot read 명령어가 수신되면(S11), 컨트롤러(500)에서는 Serial FLASH(100)로부터 독출하여 버퍼
에 저장하였던 부팅 코드를 독출하고(S12), 독출된 부트 코드를 주 제어부(300)로 전송한다(S13).

  도 7은 Serial FLASH(100)에 기록된 Serial FLASH ID 및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장치 요소(device)에 대한 정보를 판독
하기 위한 Serial FLASH ID read 명령어가 주 제어부(300)로부터 수신된 경우에 대한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 제어부(300)로부터 Serial FLASH ID read 명령어가 수신되면(S21), 컨트롤(500)에서는
Cache(530)의 Cache 컨트롤러(531)를 통해 주 제어부(300)부터 요구되는 Serial FLASH ID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Serial FLASH ID 독출 제어 동작을 수행한다(S22).

  Serial FLASH ID 독출 제어 동작은 Serial FLASH(100)에 접근하여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되는 Serial FLASH ID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를 독출하고, 독출된 페이지를 버퍼에 저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Cache 컨트롤러(531)에 의한 Serial FLASH ID 독출 제어 동작에 따라 독출되어 버퍼에 저장된 페이지를 통해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된 Serial FLASH ID 데이터를 검출하고(S23), 검출된 Serial FLASH ID 데이터를 주 제어부
(300)로 전송된다(S24).

  도 8은 Serial FLASH(100)에 소정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write 명령어가 주 제어부(300)로부터 수신된 경우에 대
한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 제어부(300)로부터 소정의 논리 주소와 함께 write 명령어가 수신되면(S31), 컨트롤러
(500)에서는 주 제어부(30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버퍼에 저장한다(S32).

  데이터 수신이 완료되면, Serial FLASH(100)의 사상기법(mapping)에 따라 할당되는 물리 주소를 통해 데이터가 기록될
메모리 주소를 정하고 기록 연산에 따라 변경되는 논리 주소와 물리주소간의 사상정보를 사상 테이블(mapping table)에
기록하는 Serial FLASH 기록 사이클 제어 동작을 수행한다(S33).

  이러한 사이클 제어 동작을 통해 데이터가 저장될 주소가 결정되면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하여 지정된 Serial
FLASH의 물리 주소에 기록한다(S34).

  도 9는 Serial FLASH(100)에 기록된 소정의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read 명령어가 주 제어부(300)로부터 수신된 경우
에 대한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 제어부(300)로부터 read 명령어가 수신되면(S41), 컨트롤러(500)에서는 Serial
FLASH(100)의 사상 테이블을 참조하여 주 제어부(300)로부터 read 명령어와 함께 수신되는 논리주소에 해당되는 데이
터가 기록된 물리 주소를 검색한다.

  그 다음, 검색된 물리 주소를 통해 Cache(530)의 태그 저장부(533)를 참조하여 검색된 물리 주소의 범위에 해당되는 페
이지가 데이터 저장부(535)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Serial FLASH 판독 사이클 제어를 수행한다(S42).

  Serial FLASH 판독 사이클 제어 과정을 통해 주 제어부(300)로부터 판독이 요구되는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부(535)에
저장되어 있으면 데이터 저장부(535)로부터 해당되는 데이터를 검출하여 주 제어부(300)로 전송하고, 데이터 저장부
(535)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Serial FLASH(100)에 접근하여 해당되는 물리 주소의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 전체를 독출
한다(S43).

  Cache(530)의 Cache 컨트롤러(531)에서는 독출된 페이지를 버퍼에 저장하고(S44), 판독 요구된 데이터를 검출해 주 제
어부(300)로 전송한다(S45).

  또한, 독출된 페이지 및 이에 대한 주소 정보를 태그 저장부(533)와 데이터 저장부(535)에 기록한다(S46).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Serial FLASH(100)에서의 XIP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일 실시
예로 상세히 설명한다.

  시스템에 전원이 인가되면, 컨트롤러(500)에서는 Serial FLASH(100)로부터 초기 부팅을 위한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버
퍼에 저장하고, 주 제어부(300)에서 첫 코드 패치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boot read 명령어가 수신되면 버퍼에 저장된 부트
코드를 주 제어부(300)로 전송한다.

  주 제어부(300)에서는 초기 부트 코드에 포함된 초기화 및 롬 코드 점프(ROM code jump) 명령어를 통해 초기화 준비를
한다.

  초기화 준비를 마친 주 제어부(300)는 Serial FLASH(100)의 주소 맵으로 구성되는 태그 저장부(533)를 참조하여 데이
터 저장부(535)를 액세스함으로써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에 실어 주 제어부(300)로 전송
하고, 주 제어부(300)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로 실행하여 부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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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컨트롤러(500)를 통해 주 제어부(300)와 Serial FLASH(100)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면, 주
제어부(300)에서는 Serial FLASH(100)에 기록된 데이터를 주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액세스 함으로써 XIP 가능하게
된다.

  즉, 주 제어부(300)의 요청에 따라 컨트롤러(500)에서 판독/기록/삭제/프로그램(read/write/erase/program)과 같은 필
요한 기능을 정의하고, 태그 저장부(533)를 참조하여 데이터 저장부(535)에 저장된 주 제어부(300)로부터 판독 요구되는
메모리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다.

  검색결과 일치하면 데이터 저장부(535)로부터 해당되는 데이터를 독출하여 주 제어부(300)로 전송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Serial FLASH(100)에 접근하여 해당되는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 전체를 읽어들여 버퍼에 저장한 후 요구된 주소의
데이터를 주 제어부(300)로 전송하며 독출된 페이지를 태그 저장부(533)와 데이터 저장부(535)에 기록한다.

  이러한 과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0은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부(353)에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제어부(300)로부터 Serial FLASH(100)의 특정 메모리 주소에 대한 선택 신호와 함께 판
독이 요구되면(1), 컨트롤러(500)에서는 태그 저장부(533)에서 선택된 메모리 주소에 해당되는 주소의 페이지가 데이터
저장부(535)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다(2).

  본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 저장부(535)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러(500)에
서는 Serial FLASH(100)로 주 제어부(300)로부터 판독이 요구된 메모리 주소에 대한 판독 명령어를 전송하여(3) 해당되
는 메모리 주소가 속한 페이지 전체를 독출한다(4).

  페이지 독출이 완료되면 컨트롤러(500)에서는 독출된 페이지를 버퍼에 저장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출하여 주 제어부
(300)로 전송하고(5), 독출된 페이지 및 이에 대한 저장 정보를 태그 저장부(533) 및 데이터 저장부(535)에 기록한다(6).

  도 11은 상기한 과정이 반복됨에 따른 주 제어부(300)로부터 요구되는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부(353)에 있는 경우에 대
한 처리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제어부(300)로부터 Serial FLASH(100)의 특정 메모리 주소에 대한 선택 신호와 함께 판
독이 요구되면(1), 컨트롤러(500)에서는 태그 저장부(533)에서 선택된 메모리 주소에 해당되는 주소의 페이지가 데이터
저장부(535)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다(2).

  본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 저장부(535)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500)에서는
태그 저장부(533)를 통해 검색된 저장정보를 참조하여 데이터 저장부(535)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검출한다(3).

  검출된 데이터는 컨트롤러(500)에 의해 주 제어부(300)로 전송된다(4).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필요한 페이지를 독출해 주 제어부로 제공하는 Serial FLASH 컨트롤 장치
를 통해 Serial FLASH에서의 XIP 기능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XIP 가능한 Serial FLASH 컨트롤러 장치를 포함하는 Serial FLASH 메모리 칩으로 ROM 또는 NOR FLASH를 대
체하여 같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조저장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스템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되는 주 제어부의 명령어에 따라 Serial FLASH의 지정된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하여 상
기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캐시 모듈,

  상기 Serial FLASH에 기록된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부트 코드가 요구되면 바로
전송하여 시스템 부팅이 실행되도록 하는 부트로더가 구비된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 및

  상기 캐시 모듈 및 부트 로더와 Serial FLASH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플래시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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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모듈은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판독 연산이 요구되면 상기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지정된 메모리 주소가 속한 페이지를 독출
하고 독출된 페이지를 통해 상기 메모리 주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상기 주 제어부로 전송하는 캐시 컨트롤러,

  상기 캐시 컨트롤러의 동작 제어에 따라 독출된 페이지에 대한 저장정보를 기록하는 태그 저장부, 및

  상기 독출된 페이지를 기록하는 데이터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
어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컨트롤러는

  상기 판독 연산 시 상기 태그 저장부와 데이터 저장부를 참조하여 상기 태그 저장부에 상기 메모리 주소를 포함하는 페이
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상기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해당되는 데이터를 검출해 상기 주 제어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는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상기 Serial FLASH로부터 미리 독출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되면 바로 제공하는 프리 패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부와 태그 저장부는 S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

청구항 6.

  Serial형 셀 타입의 Serial FLASH와,

  상기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시스템의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되는 연산에 따라 버퍼에 미리 저장된 시스템 부팅을 위
한 부트 코드를 바로 제공하거나 지정된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하여 해당되는 데이터를 판독 또는 기록하는 컨트롤러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칩.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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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되는 주 제어부의 명령어에 따라 Serial FLASH의 지정된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하여 상
기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캐시 모듈,

  상기 Serial FLASH에 기록된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부트 코드가 요구되면 바로
전송하여 시스템 부팅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 및

  상기 캐시 모듈 및 시리얼 플래시 컨트롤러와 Serial FLASH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는 플래시 인터페이스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장치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칩.

청구항 8.

  시스템에 전원이 인가되면 Serial FLASH에 접근하여 초기 부팅을 위한 부트 코드를 독출해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부트 코드의 저장이 완료되고 상기 시스템의 주 제어부로부터 부트 코드가 요구되면 상기 버퍼로부터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전송하고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되는 연산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
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부트 코드를 독출하여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부트코드 판독 명령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부트코드 판독 명령어에 따라 상기 버퍼에 저장된 부트 코드를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부트 코드를 상기 주 제어부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
행을 위한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주 제어부의 Serial FLASH ID 판독 요구에 따라 전송되는 Serial FLASH ID 판독 명령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Serial FLAHS ID 판독 명령어에 따라 상기 컨트롤러의 캐시 모듈을 통해 상기 Serial FLASH에 접근하는
단계;

  상기 Serial FLASH에서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요구되는 상기 Serial FLASH ID가 속한 페이지 전체를 독출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
을 위한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주 제어부의 소정의 데이터 기록 요구에 따라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에 대한 메모리 주소와 함께 데이터 기록 명령어
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데이터 기록 명령어에 따라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Serial FLASH의 사상기법에 따라 할당되는 메모리 주소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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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주 제어부의 소정의 데이터 판독 요구에 따라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에 대한 메모리 주소와 함께 판독 명령어를 수신
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판독 명령어에 따라 상기 메모리 주소를 상기 컨트롤러의 태그 저장부에서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결과 상기 메모리 주소가 검색되면 상기 컨트롤러의 데이터 저장부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검출해 상기 주 제
어부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검색결과 상기 메모리 주소가 검색되지 않으면 상기 Serial FLASH에 접근해 상기 메모리 주소가 속한 페이지를 독
출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 주소의 데이터를 검출해 상기 주 제어부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Serial FLAHS에 접근하여 독출된 페이지를 통해 상기 주 제어부에서 요구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독출된 페이지에 대한 저장 정보를 태그 저장부에 기록하며 독출된 페이지를 데이터 저장부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rial FLASH에서의 XIP 실행을 위한 제어 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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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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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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