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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구

신현문

이범래

심사관 : 이재훈

(54) 저장장치 및 플래시 메모리 장치내 정보 액세스 방법 및 정보 저장 관리 방법

요약

호스트에 의해 액세스되는 블록을 식별하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비휘발성 메모리의 비어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물리 블

록 어드레스에 맵핑하는 맵핑정보를 저장하는 장치(700)가 개시되며, 상기 블록은 선택적으로 소거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

로 이동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섹터를 갖는다. 맵핑정보는 블록이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서 "원(original)" 위치를

식별하는 가상 물리 블록 어드레스(702)와, 저장된 블럭의 하나 이상의 섹터가 이동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이동된"

위치를 식별하는 이동된 가상 물리 블록 어드레스(704)를 포함한다. 맵핑정보는 "원" 물리 블록 어드레스와 "이동된" 물리

블록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액세스되는 블록 내의 "이동된" 섹터에 관한 정보(714)를 제공하는 상태정보(706, 712)를 더

포함한다.

대표도

도 11

색인어

호스트, 논리 블록 어드레스, 물리 블록 어드레스, 가상 PBA, 이동 가상 PBA, 플래그 수단, 섹터 이동 상태 필드, 섹터 이

동 상태 위치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의 상호 참조

본 출원은 발명의 명칭이 "직접 논리 블록 어드레싱 플래시 메모리 대용량 저장 구조(Direct Logical Block Addressing

Flash Memory Mass Storage Architecture)"인 1995년 7월 31일 출원된 동일 출원인의 선출원, 미국 특허출원 제 08/

509, 706 호의 부분적인 연속 출원(continuation-in-part)이다.

본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용 대량 저장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 발명은 하드 디스크를 반도체 비휘발성 메모리, 특히 플래시

메모리로 대치하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컴퓨터는 문서, 데이터, 프로그램 및 정보의 대량 저장을 위해 회전하는 자기 매체를 사용한다.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다양한 결함을 겪고 있다. 디스크의 회전 때문에, 하

드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때 본질적인 대기시간(latency)이 있다.

다른 문제들은 특히 휴대용 컴퓨터에서 극적이다. 특히, 하드 디스크는 휴대용 컴퓨터가 받을 수 있을 많은 유형의 물리적

인 충격에 견딜 수 없다. 더욱이,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모터는 휴대용 컴퓨터의 전지 수명을 감소시키는 현저한 양의 전력

을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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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상태 메모리는 앞에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저장용으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치하는 이상적

인 선택이 된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반도체 메모리로 대치하는 가능성 있는 해결책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용하려면 메모리는 비휘발성이어야 하며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자는 플래시(FLASH) 메모리가 이러한 대치에 바

람직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플래시 메모리는 핫 전자(hot electron), 소스주입(source injection), 혹은 터널링(tunneling)을 통해 프로그램할 수 있고,

파울러-노드하임 터널링을 통해 소거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메모리 셀이다. 이러한 셀의 프로그래밍 및 소거에 있어서는

플로팅 게이트 전극을 둘러싸고 있는 유전체를 전류가 통과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메모리는 소거-기록

사이클 횟수가 유한하다. 결국에는, 유전체가 나빠진다. 플래시 셀 소자 제조업자는 소거-기록 사이클 회수에 대한 한계를

100,000 내지 1,000,000로 명시하고 있다.

반도체 대량 저장장치가 성공적으로 될 한가지 요건은 회전 자기 하드 디스크 대량 저장장치를 대신한 반도체 대량 저장장

치 사용이 설계자 및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손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설계자 혹은 이러한 반도

체 대량 저장장치를 탑재한 컴퓨터 사용자는 하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를 반도체 대량 저장장치로 간단하게 대치할 수 있

어야 한다. 모든 현재 이용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수정도 할 필요없이 이러한 반도체 대량 저장장치를 채용한

시스템 상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산디스크(SanDisk)는 1991년 7월 9일, 실리콘 밸리 PC 설계 회의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반도체 대량 저장용 구조

를 제안하였다. 이 대량 저장 시스템은 상용 하드 디스크 섹터 크기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512바이트의 판독-기록 블록

크기를 포함하였다.

초기 설계는 기록전 소거 구조(erase-before-write architecture)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체 상의 파일을 갱신하

기 위해서, 매체 상의 물리적인 위치가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재프로그램될 수 있기 전에 이를 소

거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전체 시스템 스루풋을 주로 악화시킨다. 호스트가 저장 매체에 새로운 데이터 파일을 기록할 때, 호스트는 이 데

이터 파일에 관련된 주변 저장장치에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제공한다. 이어서 저장장치는 이 주어진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매체 상의 실제 물리 블록 어드레스로 변환하고 기록 동작을 수행한다. 자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새로운 데이터는

매체에 어떠한 수정도 없이 이전 데이터 위에 기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어기에 의해 일단 물리 블록 어드레스가 주어진

논리 블록 어드레스로부터 계산되면, 간단히 데이터 파일을 그 위치에 기록할 것이다. 고체상태 저장장치에서, 계산된 물

리 블록 어드레스에 관련된 위치가 사전에 프로그램되었다면, 이 블록이 새로운 데이터로 재프로그램될 수 있기 전에, 그

블록은 소거되어야 한다. 한 종래의 기술에서, 기록전 소거 구조에서 호스트에 의해 주어진 논리 블록 어드레스간 상호관

계는 매체 상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와의 일 대 일 맵핑이다. 이 방법은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먼저, 변경된 정보를 재프로

그램하기 전에 소거 동작에 기인하여 수행에 지연이 유발된다. 고체상태 플래시에서 소거는 매우 느린 과정이다.

두 번째로, 하드 디스크 사용자는 통상 2가지 유형의 정보로서, 하나는 드물게 수정되는 정보와 또 다른 하나는 빈번하게

변경되는 정보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시스템 상에 저장된 상용 스프레드 시트나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은, 있다고 해도, 드물게 변경된다. 따라서, 통상 하드 디스크의 서로 다른 섹터들은 이에 저장된 정보가 변경되는

횟수 면에서 볼 때 극적으로 서로 다른 사용량을 갖는다. 이러한 불균형은 데이터 변경에 민감하지 않아 하드 디스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이러한 불일치(variance)로 대량 저장장치의 일부가 마멸될 수 있고 대량

저장장치의 다른 부분보다 현저하게 곧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조에서, 본 발명자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물리 블록 어드레스에 상관시키는 테이블을 저장하는 해결책을 제안

한 바 있다. 이러한 해결책에 관련된 발명은 1993년 3월 26일 출원된 미국특허 출원번호 08/038,668, 현재는 미국 특허

제 5,288,083호와 1993년 3월 26일에 출원된 미국특허 출원번호 08/037,893호, 현재는 미국 특허 제 5,479,638호에 개

시되어 있고 이를 참조로 여기 포함시킨다.

본 발명자의 이전의 해결책은 반도체 대량 저장장치용의 2개의 주요 알고리즘 및 관련 하드웨어 구조를 개시하였다. 이 특

허문헌에서 "데이터 파일"은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자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문서, 스프레드 시트 파일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컴퓨터 파일을 말함을 알 것이다. 이전의 해결책에서 제1 알고리즘은 수정된 데이터 파일을 대량 저장장

치에 기록할 때 소거 동작을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대신에, 어떠한 소거도 수행되지 않으며 수정된 데이터 파일은 대

량 저장장치의 빈 부분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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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량 저장장치 구조는 상용 하드 디스크 크기에 따른 크기의 블록을 갖는다. 블록은 개별적으로 소거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반도체 대량 저장장치는 사용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전 하드 디스크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치는

손쉬울 것이다. 대량 저장장치 내에 저장된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기록전 소거 사이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제1 알고리즘에 따라, 소거 사이클은 변경된 데이터 파일을 비어 있는 블록에 프로그래밍함으로써 회피된다. 이것은 통상

은 종래의 대량 저장장치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앙

프로세서 및 상용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파일의 연속하여 변경되는 물리위치를 추적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의 해결책은 갱신된 정보 파일의 논리 어드레스와 물리 어드레스간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가능한 맵을

포함한다.

모든 플래그들과,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물리 블록 어드레스에 관계시키는 테이블은 CAM 셀 어레이 내에 유지된다. CAM

셀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2개의 클럭 사이클 내에, 대량 저장장치 내에 원하는 물리 어드레스를 매우 빠

르게 결정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CAM 셀은 복수의 트랜지스터, 통상 6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테이블 및 플래그용으로 CAM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특정한 크기의 메모리를 위해 만들어진 집적회로는 저장하기만 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회로보다 현저하게 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발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1993년 10월 4일에 출원된 미국특허 출원번호 08/

131,495, 현재는 미국 특허 제 5,485,595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출원을 참고로 여기 포함시킨다.

동일 발명자에 의해 발명된 이 부가적인 이전의 해결책은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장치에 대한 것이다. 이 장치 역시 데이터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기록전 소거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휘발성 공간 관리 RAM의 논리 블록 어드레스와 물리 블록 어드

레스간 상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회피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더욱이, 이 발명은 부가적인 회로를 필요로 하는 CAM 셀 방

식에 관련된 부담을 회피한다.

동일 발명자에 의한 상기 개시된 해결책과 같이, 장치는 2개의 주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회로 및 반도체 대량 저장장치용의

관련된 하드웨어 구조를 포함한다. 더욱이, CAM 셀은 이 이전의 해결책에서 RAM 셀을 사용함으로써 사용되지 않는다.

이 이전의 해결책에서 판독(reading)은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메모리 저장장치에 제공함으로써 수행된다. 시스템은 연속

적으로 일치된 것이 발견될 때까지 저장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비교한다. 이어서 그 데이터 파일은 디지털 시스템에 결

합된다. 따라서, 원하는 정보의 물리 위치가 결정될 수 있기 전에 어쩌면 모든 메모리 위치를 탐색하여 원하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와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해결책에 의해 제공된 성능이 나빠진다.

요구되는 것은 CAM 셀 저장장치의 과도한 부담없이 저장된 데이터에 빠른 액세스를 제공하는 반도체 하드 디스크 구조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장치에 대한 것이다. 본 장치는 데이터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기록전 소거를 수행해야 하

는 것을 회피하도록 구성된다. 더욱이, CAM 셀에 관련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은 RAM 어레이를 이용한다. 호

스트 시스템은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사용함으로써 대량 저장장치 데이터의 조직을 유지한다. RAM 어레이는 호스트의 논

리 블록 어드레스(LBA)와 동일한 어드레스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하도록 배열된다. RAM의 각각의 이러한 어드레스 가능

한 위치는 호스트에 의해 예상된 비휘발성 대량 저장장치 내에 데이터의 물리 어드레스를 보유하는 필드를 포함한다. 이

물리 블록 어드레스(PBA) 정보는 RAM이 휘발성 메모리 장치이기 때문에 파워가 다운된 후에 동작을 재개한 후에도 장치

가 기능할 것임을 보증하도록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서 새도우되어야 한다. 더욱이, 상태 플래그는 각각의 물리 위치에 대

해 저장된다. 상태 플래그는 비휘발성 매체나 RAM 및 비휘발성 매체 모두에 저장될 수 있다.

장치는 2개의 주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회로와 반도체 대량 저장장치용 관련 하드웨어 구조를 포함한다. 제1 알고리즘은

훨씬 개선된 성능과 최소한의 하드웨어 도움으로 호스트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물리 블록 어드레스에 맵핑하는 수단을 제

공한다. 더욱이, 제2 알고리즘은 수정된 데이터 파일을 다시 대량 저장장치에 기록할 때 기록전 소거 사이클을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대신에, 어떠한 소거도 수행되지 않으며 수정된 데이터 파일은 대량 저장장치의 비어 있는 부분에 기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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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은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메모리 저장장치에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에서 수행된다. RAM 어레이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

가 하나의 RAM 위치를 선택하도록 배열된다. 이 위치는 호스트 또는 다른 외부 시스템에 의해 요청된 데이터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그 데이터 파일은 호스트로 읽어내어진다. 제2 알고리즘에 따라, 소거 사이클은 종래의 기술에서 행

해지는 바와 같이 블록의 소거 사이클 후에 자신보다는, 변경된 데이터 파일을 변경된 데이터 대량 저장장치 블록에 프로

그램함으로써 회피된다.

본 발명의 대안 실시예에서,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제1 영역으로부터 블록 내에 섹터를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사용되지 않

은 영역으로 유용하게 이동시키고 제1 영역을 "사용된 것"으로서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요약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선택적으로 소거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이동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섹터를 갖

는, 호스트에 의해 액세스된 블록을 식별하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물리 블록 어드레스에 맵핑하는 맵핑정보를 저장하고,

비휘발성 메모리의 비어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맵핑정보는 블록이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

리 내에서 "원(original)" 위치를 식별하는 가상 물리 블록 어드레스와, 저장된 섹터의 하나 이상의 섹터가 이동되는, 비휘

발성 메모리 내에, "이동된" 위치를 식별하는 이동된 가상 물리 블록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맵핑정보는 "원" 물리 블록 어드

레스와 "이동된" 물리 블록 어드레스를 사용하며, 액세스되는 블록 내에 "이동된" 섹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태정보

를 더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대량 저장장치의 구조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도 1의 RAM 저장장치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에 대한 대안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대량 저장장치를 탑재한 시스템의 블록도.

도 4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이점을 달성하는 몇몇의 플래그와 정보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제1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포함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의 하이 레벨 블록도.

도 11 내지 도 21은 LBA-PBA 맵핑정보를 포함하는 도 10의 디지털 시스템에 저장될 수 있는 맵핑 테이블의 상태의 몇몇

예를 예시한 도면.

도 22는 도 10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채용된 일반적인 단계의 하이 레벨 흐름도.

도 23은 도 10의 비휘발성 장치에 한 블록의 정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계의 하이 레벨 흐름도.

도 24는 신규 결함 플래그 및 LBA 어드레스 수단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대안 실시예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내용의 예

를 도시한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대안 실시예가 블록 내에 2개의 상이한 섹터 위치에서 각 블록에 대한 LBA 어드레스를 저장하

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내용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6a 및 도 26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대안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도 10의 시스템에 의해 채용된 LBA와 PBA 어드레스

간 상호관계를 예시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SPM RAM 블록의 내용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고체상태 저장장치 매체의 구현을 위한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저장장치 매체는 호스트 혹은 다른

외부 디지털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량 저장장치는 휘발성 RAM 어레이(100)와 비휘발성 어레이(104)인 2부

분으로 분할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모든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장치는 플래시이다. 플래시는 EEPROM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RAM은 어떤 편리한 유형의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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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저장장치(104)는 제로 내지 N-1의 N개의 데이터 블록으로 배열된다. 각각의 데이터 블록은 M바이트이다.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데이터 블록은 구입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섹터 길이에, 플래그 및 논리 블록 어드레스

(LBA) 정보 및 관련된 ECC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바이트 수를 합한 것에 대응하여 512바이트이다. 메모리(104)는 사

용자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 저장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대량 저장장치의 예는 100M바이트의 어드레스 가능한 저장장치

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수의 RAM 위치가 있다. 각각의 RAM 위치(102)는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논리 어드레스나 비휘발성 매체의 실제

물리 어드레스 중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제어기에 의해 고유하게 어드레스 가능하다. RAM 위치(102)는 논리 블록 어드레

스에 관련된 데이터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 및 비휘발성 매체 상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에 관련된 플래그를 포함한다.

물리 블록 어드레스(PBA)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2개의 필드로 분할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필드는 일군의 데

이터 블록의 클러스터 어드레스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1 필드(290)는 클러스터 어드레스를 선택하는데 사용되며 제2

필드(292)는 이 클러스터에 관련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의 시작 어드레스를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수집된 정보 플래그는 각각의 비휘발성 메모리 위치(106)마다 저장된다. 이들 플래그는 구/신(old/new) 플래그(110), 사

용된/사용가(used/free) 플래그(112), 결함 플래그(114), 및 단일/섹터 플래그(116)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데이터 저장

기(122)도 있다.

본 발명의 대량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제어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가용 물리 블록을 결정한다. 호스

트에 의해 선택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RAM 위치(102)는 104(도 1)의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 내에 실제로 데

이터가 저장된 물리 블록 어드레스와 함께 기록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워드 프로세싱 문서를 준비하고 있고 컴퓨터에 문서를 저장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가정한다. 문서는 대

량 저장장치 시스템에 저장될 것이다. 호스트 시스템은 이에 논리 블록 어드레스를 할당할 것이다. 본 발명의 대량 저장장

치 시스템은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대량 저장장치 내에 사용되지 않은 블록 혹은 블록들의 물리 어드레스를 선택할 것이

다. 물리 블록 어드레스의 어드레스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RAM 위치(102)에 저장될 것이다. 데이터가 프로그

램될 때, 본 발명의 시스템은 104 및 293에서 사용된/사용가 플래그(112)를 세팅하여, 이 블록의 위치가 사용된 것임을 나

타낸다. 하나의 사용된/사용가 플래그(112)는 비휘발성 어레이(104)의 각각의 엔트리마다 제공된다.

나중에, 사용자가 문서를 불러들여, 변경하고 다시 문서를 저장할 것을 컴퓨터에 명령하였다고 가정한다. 기록전 소거 사

이클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관련된 블록이 소거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100에서 사용된/사용가 플래그

(112)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프로그램되지 않은) 블록을 찾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어서 시스템은 100의 106 및 293의 새

로운 블록에 대한 사용된/사용가 플래그(112)를 세팅하고, 수정된 문서를 비휘발성 어레이(104) 내의 새로운 물리 블록 위

치(106)에 저장한다. 새로운 물리 블록 위치의 어드레스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RAM 위치(102)에 또한 저장됨

으로써, 102에 이전의 물리 블록 위치를 개서한다. 다음에, 시스템은 109의 104 및 293의 110에서 문서는 필요없는 구판

임을 나타내는 문서의 이전 판의 구/신 플래그(110)를 세팅한다. 이러한 식으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이전 문서의 수정판

을 저장하기 위해서 종래의 시스템의 기록전 소거에서 필요로 하는 소거 사이클의 부담을 회피한다.

RAM 어레이(100)는 전원차단 상태에서 메모리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매체 내의 활성 물리 블록 어드레스와 함께 논

리 블록 어드레스가 비휘발성 어레이(104) 내에 새도우 메모리(108)로서 또한 저장된다. 제어기에 의해 적합한 RAM 위치

(102)에 새도우 정보가 저장될 것임을 알 것이다. 전원인가 시퀀스 동안, 100의 RAM 위치는 104의 정보(106)를 읽음으

로써, 104에 모든 물리 위치로부터 적합하게 갱신된다. 106의 논리 어드레스(108)는 주어진 논리 블록 어드레스에 관련된

실제 물리 블록 어드레스를 갱신하기 위해서 100의 RAM 위치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106은 신규 데이터

(122)에 관련된 실제 물리 블록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플래그(110, 112, 114, 116)은 100에서 106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

로 102의 293에서 갱신된다. 플래그를 적합한 비휘발성 메모리 위치(106)에 아니면 비휘발성 메모리 위치와 물리 블록 어

드레스에 관련된 RAM 위치(102) 양측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전원인가(power up) 동안, 휘발성 메모리(100) 내에 논리 블록 어드레스에 할당된 가장 최근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를 할

당하기 위해서, 제어기는 비휘발성 메모리(104)의 플래그(110, 112, 116) 부분을 먼저 판독할 것이며 비휘발성 메모리

(100) 내에 플래그들의 부분(293)을 갱신한다. 이어서 비휘발성 매체(104)의 모든 물리 블록 어드레스의 논리 블록 어드

레스(108)를 읽고, 휘발성 메모리(100) 내의 주어진 물리 블록 어드레스의 플래그들을 추적하고, 비휘발성 메모리(104)

내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의 판독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에 의해서, 비휘발성 메모리(100) 내의 판독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

에 할당된 가장 최근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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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대량 저장장치를 탑재한 시스템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호스트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등과 같은 외

부 디지털 시스템(300)은 본 발명의 대량 저장장치(302)에 결합된다. 논리 블록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버스(306)를 통해

휘발성 RAM 어레이(100)와 제어기 회로(304)에 결합된다. 제어신호는 또한 제어버스(308)를 통해 제어기(304)에 결합

된다. 휘발성 RAM 어레이(100)는 물리 블록 어드레스를 비휘발성 RAM 어레이(400)에 제공하기 위해 결합된다. 제어기

(304)는 휘발성 RAM(100), 비휘발성 어레이(104) 양자를 제어하고 모든 플래그의 생성을 위해서 결합된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동작을 보이는, 단순화한 예를 도 4 내지 도 8에 도시하였다. 본 발명의 이들 특징을 모호하게 하는 것

을 피하기 위해서 정보 플래그 모두를 과도하게 상세하게 도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본 발명의 이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트리를 십진수를 사용하여 도시하였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2진 카운팅을 사용할 것임을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11 엔트리 대량 저장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도 4의 대량 저장장치에는 유효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어느 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물리 블록 어드레스는 비어있다. 비휘발성 대량 저장장치 위치 '6'에

저장된 데이터가 채워져 있으며 이전의 것이다. 부가적으로, 위치 '9'는 결함이 있는 것이며 사용될 수 없다.

호스트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 '3' 및 이어서 '4'에 따라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본 예의 대량 저장장치에 명령한다. 대량 저장

장치는 먼저 논리 블록 어드레스 '3'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할 것이다. 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서 어느 것이 제1 비

사용 위치인지를 결정한다. 이 예에서, 제1 빈 위치는 위치 '0'이다.

따라서, 도 5는 논리 블록 어드레스 '3'에 대해서, 대응하는 물리 블록 어드레스 '0'이 저장되어 있고 사용된 플래그는 물리

블록 어드레스 '0'에 세팅되어 있음을 보인 것이다. 다음 빈 위치는 위치 '1'이다. 도 6은 논리 블록 어드레스 '4'에 대해서,

대응하는 물리 블록 어드레스 '1'이 저장되어 있고 사용된 플래그는 물리 블록 어드레스 '1'에 세팅되어 있음을 보인 것이

다.

호스트는 다시 논리 블록 어드레스 '3'에 어떤 것이 기록될 것임을 명령한다. 다음 빈 위치는 위치 '2'인 것으로 결정된다.

도 7은 위치 '0' 내의 이전의 플래그는 이 데이터를 더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세팅되어 있고, 사용된 플

래그는 위치 '2'에 세팅되어 있고, 위치 '3' 내의 물리 블록 어드레스는 '2'로 변경되어 있음을 보인 것이다.

다음에, 호스트는 다시 논리 블록 어드레스 '4'에 어떤 것이 기록될 것임을 명령한다. 다음 빈 위치는 위치 '3'인 것으로 결

정된다. 도 8은 위치 '1'에서 구플래그가 이 데이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도록 세팅되어 있고 사용된 플래그

는 위치 '3'에 세팅되어 있으며, 위치 '4'에서 물리 블록 어드레스는 '3'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도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리 블록 어드레스와 동일 위치에서 저장된 데이터간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상기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알고리즘 1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이 데이터를 대량 저장장치에 프로그램하라는 명령

을 수신할 때(단계 200), 시스템은 비어있는 블록, 즉 세팅되어 있지 않은(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사용된/사용가 플래그

를 갖는 블록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단계 202). 성공한다면, 시스템은 그 블록에 대한 사용된/사용가 플래그를 세팅하고 데

이터를 그 블록에 프로그램한다(단계 206).

한편,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 사용된/사용가 플래그를 갖는 블록을 찾을 수 없다면, 시스템은 플래그들(사용된/사용

가 및 구/신)과, 세팅되어 있지 않은 사용된/사용가 플래그 및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결함 플래그를 갖는 모든 블록에 대한 데

이터를 소거하고(단계 204) 세팅되어 있지 않은 사용된/사용가 플래그를 갖는 블록을 탐색한다(단계202). 이러한 블록이

단계 204에 의해서 지금 형성되었다. 이어서 시스템은 그 블록에 대한 사용된/플래그를 세팅하고 데이터 파일을 그 블록에

프로그램한다(단계 206).

데이터가 이전에 현존하는 파일에 대한 수정판이면, 시스템은 교체된 판이 액세스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스템은 데이터

파일이 이전의 파일을 교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208). 교체한다면, 시스템은 교체된 블록에 관련된 구/신 플래

그를 세팅한다(단계 210). 한편, 저장될 데이터 파일이 새로이 생성된 데이터 파일이면, 교체될 블록이 없기 때문에, 구/신

플래그를 세팅하는 단계를 건너뛴다(단계 210). 마지막으로, 논리 어드레스(308)를 물리 어드레스에 상관시키는 맵이 갱

신된다(단계 212).

위에 개괄한 과정에 따름으로써, 소거 사이클에 관련된 부담은 주기적인 것을 제외하곤 메모리(104)에 기록할 때마다 회

피된다. 이것은 본 발명의 구조를 채용하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개선한다.

등록특허 10-0595909

- 7 -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프로그래밍은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

해되는 과정에 따른다. 즉, 프로그램 임펄스(impulse)는 프로그램될 비트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적합한 프로그래밍이 일어

났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되는 데이터에 비교된다. 비트가 적합하게 소거되거나 프로그램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블록이 다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결함 플래그(148)가 세팅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대안 실시예를 채용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500)을 도시한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

(500)은 호스트(502)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었는데, 이 호스트는 비휘발성부(508)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로부터 불

러들이기 위한 제어기 회로(506)에 결합된, 개인용 컴퓨터(PC)이거나, 단순히 디지털 시스템 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의의 일반적인 유형의 프로세서일 수 있다. 제어기 회로(506)는 반도체(아니면 "집적회로" 혹은 "칩"이라 칭함)일 수 있

으며 혹은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전자 성분의 조합일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어기 회로는 단일의 칩 장치로서 도

시되었다. 비휘발성 메모리부(508)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 장치로 구성되는데, 이 메모리 장치는 각각 플래시 혹은

EEPROM 형태의 메모리일 수 있다. 도 10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메모리부(508)는 복수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

512)를 포함하며, 각각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를 개별적으로 포함한다. 도

10의 실시예의 바람직한 응용에서, 이러한 정보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섹터를 갖는 각각의 블록들로 조직된다. 데이터에

더하여, 저장되는 정보는 플래그 필드, 어드레스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 블록에 관한 상태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호스트(502)는 호스트 정보 신호(504)를 통해 제어기 회로(506)에 결합된다. 호스트 정보 신호는 어드레스 및 데이터 버

스와, 명령, 데이터 및 다른 유형의 정보를 제어기 회로(506)에 전달하는 제어신호로 구성되며, 이어서 제어기 회로는 이러

한 정보를 플래시 어드레스 버스(512), 플래시 데이터 버스(514), 플래시 신호(516) 및 플래시 상태 신호(518)(508 및

513 내지 516, 이들 모두를 신호(538)이라 함)를 통해 메모리부(508)에 저장한다. 신호(538)는 제어기(506)와 메모리부

(508)간에 명령, 데이터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어기(506)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블록(520), 버퍼 RAM 블록(522), 플래시 제어기 블록(532),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

(524),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 블록(528), 마이크로프로세서 저장장치 블록(530), 마이크로프로세서 ROM 블록(534),

ECC 논리 블록(540) 및 공간 관리기 블록(544)과 같은 하이레벨 기능 블록을 포함한 것으로 도시되었다. 호스트 인터페이

스 블록(520)은 호스트 정보 신호(504)를 통해 버퍼 RAM 블록(522)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으로부터 호스트

(502)로 데이터 및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호스트 정보 신호(504)를 수신한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블록(520)은 어드레스 버

스, 데이터 버스 및 제어신호로 구성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정보신호(526)를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에 결합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 블록(528), 마이크로프로세서 저장장치 블록(530)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ROM 블록(534)에 결합된 것으로 도시되었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 저장장치 블록(530)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ROM 블록(534)에 저장된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제어기(506) 내에 도 10에 도시한 여러 가지 기능 블록의 동작

을 지휘하도록 작용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524)는 비휘발성 저장장치 영역인 마이크로프로세서 ROM 블록(534)으로부

터 프로그램 명령(혹은 코드)을 수시로 실행할 수 있다. 한편, 마이크로프로세서 저장장치 블록(530)은 휘발성, 즉 판독 및

기록 메모리(RAM)이거나 혹은 비휘발성, 즉 EEPROM 형태의 메모리 저장장치일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

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은 일괄하여 프로그램 코드라고 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시스템의 동작의 시작에 앞서 이전의 저

장장치 블록(530) 내에 저장되어 있다. 초기에,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 저장장치 위치(530)로부터 프로그램 코드의 실

행에 앞서, 프로그램 코드는 메모리부(508)에 저장될 수 있으며 나중에 신호(538)를 통해 저장장치 블록(530)에 다운로드

될 수 있다. 이 초기화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은 ROM 블록(534)으로부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제어기(506)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하에 메모리부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정보 신호(526)를 통

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된 플래시 제어기 블록(532)을 더 포함한다. 데이터와 같은 정보는 플래시 제어기 블록(532)

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신호(526)를 통해 저장하기 위한 버퍼 RAM 블록(522)(단지 임시 저장장치일 수도 있음)에 제공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신호(526)를 통해 데이터는 플래시 제어기 블록(532)에 의해 버퍼 RAM 블록

(522)으로부터 불러들일 수 있다.

ECC 논리 블록(540)은 신호(542)를 통해 버퍼 RAM 블록(522)에 결합되며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신호(526)를 통해 마

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에 결합된다. ECC 논리 블록(540)은 일반적으로 에러 부호화 및 정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여러 가지 ECC 장치 및 알고리즘은 구입가능한 것이며 ECC 논리 블록(540)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

록 채용될 수 있음을 이 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알 것이다. 간단히 하여, 이들 기능은 사실상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다항

식으로부터 고유하게 발생되고 데이터가 수신될 때, 동일 다항식을 사용하여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또 다른 부호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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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을 소정 수의 에러를 검출하여 가능성 있게 정정하는 추가된 부호를 포함한다. ECC 논

리 블록(540)은 메모리부(508)에 저장된 데이터 혹은 호스트(502)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대해 에러 검출 및/또는 정정

동작을 수행한다.

공간 관리기 블록(544)은 다른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한 블록의 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중 한

장치 내에서 다음 세팅되지 않은(혹은 비어있는) 저장장치 블록을 찾기 위한 바람직한 장치 및 알고리즘을 채용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장치 중 한 장치 내에 블록의 어드레스를 PBA라 칭하며, 이것은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LBA에

대해 변환을 수행함으로써 공간 관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변환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 및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예는 "Flash Memory Mass Storage Architecture Incorporating Wear Leveling Technique

Without Using CAM Cells" 명칭의 미국 특허 제5,485,595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 명세서를 참고로 여기 포함시킨다. 다

른 LBA를 PBA로의 변환 방법 및 장치를, 본 발명의 범위 및 정신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마찬가지로 채용될 수도 있다.

공간 관리기 블록(544)은 SPM RAM 블록(548) 및 SPM 제어블록(546)을 포함하며, 후자의 2개의 블록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SPM RAM 블록(548)은 SPM 제어블록(546)의 제어하에 LBA-PBA 맵핑 정보(아니면 여기서 변환 테이블, 맵핑 테

이블, 맵핑 정보, 혹은 테이블이라 칭함)를 저장한다. 대안으로, SPM RAM 블록(548)은 RAM 어레이(100)에 관하여 도 3

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제어기의 밖에 배치될 수도 있다.

동작에서, 호스트(502)는 예를 들면, 제어기(506)를 통해 판독 혹은 기록 동작의 수행동안 메모리부(508)로부터 및 이에

정보를 기록 및 판독한다. 그와 같이 할 때, 호스트(502)는 LBA를 호스트 신호(504)를 통해서 제어기(506)에 제공한다.

LBA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블록(520)에 의해 수신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의 지휘하에, LBA는 더욱 상세히 후

술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PBA로의 변환 및 이의 저장을 위해서 공간 관리기 블록(544)에 제공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의 지휘하에, 데이터 및 다른 정보는 플래시 제어기 블록(532)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 장치

(510-512) 중 한 장치 내에, PBA에 의해 식별된 저장영역에 기록되거나 이로부터 판독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에 저

장된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먼저 소거됨이 없이, 새로운 정보로 덮어쓰여지지 않는다. 한편, 한 블록의 정보의 소거(기

록에 앞서 매번)는 대단히 시간과 전력을 소비하는 조치이다. 이것을 종종 기록전 소거 동작이라고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

는 연속적으로,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블록 내에 한 섹터(혹은 복수 섹터)의 정보를 이동시킴으로써, 즉 메모리부(508) 내

에서 플래시 메모리 내에 PBA 위치에서 사용되지 않은 PBA 위치로 재기록됨으로서 빈번한 소거동작을 회피하여 이러한

기록전 소거동작을 회피한다. 한 블록의 정보는 16 또는 32개의 섹터와 같은 한 섹터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한 블록의

정보는 개별적으로 소거가능한 정보단위인 것으로 또한 정의된다. 종래의 시스템은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플래시 메모

리 장치 내에 저장된 블록을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의 비어있는(혹은 비사용된) 위치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은 그 블록 내에 단지 하나의 섹터의 정보일 때라도 전체 블록이 재기록되고 있었다. 즉, 플래시 메모리 내에 저장용량의

낭비 및 블록 내에 섹터의 전체 수 미만이 재기록되고 있을 때 전체 블록의 내용을 이동시킴에 있어 시간의 낭비가 있다.

여기 다룬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한 블록의 정보 미만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기록된 섹터

의 이동동작 횟수를 감소시키게 되고, 결국 소거동작 수를 감소시킨다.

도 10에서, 유의할 중요한 것은 SPM RAM 블록(548)은 기록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수정될 수 있는 테이블을 유지함으로써

메모리부(508)에 저장되는 각각의 블록에 관한 LBA-PBA 맵핑 정보 및 다른 정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이

맵핑 정보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에 한 섹터의 정보(블록 내의)의 실제 위치를 제공한다. 명백하게 되는 바와 같이, SPM

RAM 블록(548)에 저장된 맵핑 테이블 내의 정보의 적어도 한 부분은 시스템의 파워가 중단되거나 차단되었을 때 맵핑정

보의 상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메모리부(508)로 "새도우"(혹은 복사)된다. 즉, 이것은 대부분 맵핑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휘

발성 메모리의 사용에 기인한다. 이 점에 대해서, 시스템에의 파워가 복구되었을 때, 메모리부(508)에 저장된 맵핑정보의

부분은 SPM RAM 블록(548)으로 옮겨진다.

SPM RAM 블록(548)은 대안으로 플래시 혹은 EEPROM 메모리 구조의 형태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일 수도 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이 경우, 맵핑 테이블은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저장됨으로서 파워 중단 동안에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맵핑

정보가 명백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새도잉" 필요성을 회피한다.

하나 이상의 섹터가 플래시 메모리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되고 있을 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먼저 플

래시 메모리 장치, 즉 510-512에 저장된 위치로부터 섹터(들)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버퍼 RAM 블록(522)으로 이

동시킨다. 이어서 이동된 섹터는 버퍼 RAM 블록(522)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 장치 중 하나 내의 비어있는 영역으로 이동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ECC 논리 블록(540)에 의해 발생된 ECC 부호도 데이터 및 플래그 필드에 대응하는 LBA와 같은

다른 정보인 데이터와 함께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512) 내에 저장됨에 유념하는 것이 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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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내지 도 21은 메모리부(508) 내에 블록의 식별 및 위치용 LBA-PBA 맵핑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SPM RAM 블록

(548) 내의 테이블(700)의 상태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들 모든 도면에서 테이블(700)은 한 어레이의 컬럼 및 로우를 포

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며, 컬럼은 가상 물리 블록 어드레스 위치 혹은 V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702), 이동 가상 물리

어드레스 위치 혹은 MV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704), 이동 플래그 위치(706), 사용된/사용가 플래그 위치(708), 구/신

위치(710), 결함 플래그 위치(712) 및 섹터 이동 상태 위치(714)를 포함한다.

테이블의 로우들은 PBA/LBA 로우(716, 718 내지 728)를 포함하며 각각의 로우는 테이블(800) 내에 어드레스되고 있는

정보에 따라 LBA 혹은 PBA일 수 있는 로우 번호를 갖는다. 예를 들면 로우 716은 할당된 로우 번호 '00'인 것으로 도시되

었고 LBA '00'에 관련한 PBA 정보가 테이블(700)로부터 불러들여지고 있다면, LBA '00'은 730에 위치한 관련된 PBA를

얻기 위해서 로우 716에 SPA RAM 블록(548)에 어드레스될 수 있다. 한편, 블록에 관한 플래그 필드(706-712)와 같은 상

태정보가 액세스되고 있다면, '00', '10', '20', '30', '40', '50', 'N-1'와 같은 로우 716-728의 로우 번호는 LBA와는 반대로

PBA 값을 나타낸다. 더구나, 테이블(700)의 각각의 로우는 블록 엔트리로서 간주될 수 있고 각각의 엔트리 정보는 블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더욱이, 테이블(700)의 각각의 로우는 LBA에 의해 어드레스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블록은 16개의 섹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었다. 이것은 16섹터의 전체 블록을 선택적으

로 소거하는 능력에 기인한다(블록 크기를 종종 "소거 블록크기"라고도 하는 이유가 된다). 도 11 내지 도 21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소거 블록크기가 16섹터이면, 각각의 블록 엔트리(혹은 로우)는 16 섹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로우

716은 LBA '00' 내지 LBA '15'(혹은 16진수 표기로 LBA '00' 내지 LBA 'OF')에 의해 어드레스되는 블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 로우인 로우 718은 LBA '16'(혹은 16진수로 '10') 내지 LBA '31'(혹은 16진수로 'IF')에 의해 어드레스되는

블록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각각의 블록의 PB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블록 크기도 사용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면, 블록은 32 섹터들을 포함할 수 있고, 그러므로 32

섹터들의 소거 블록 크기를 갖는다. 후자의 상황에서, 각각의 블록 엔트리 혹은 716, 718, 720,...과 같은 로우는 32 섹터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테이블(700)의 V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702)는 일반적으로 특정 LBA 값에 대응하는 PBA 값을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

한다. MV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704)는 블록이 이동될 수 있을 위치를 메모리부(508) 내에서 식별하는 PBA값을 나타

내는 정보를 저장한다. 이동 플래그 위치(706)는 MV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704) 내의 값으로 PBA(704 내의 PBA 값은

나머지 블록 어드레스 정보가 있을 수 있는 VPBA 블록 어드레스(702)에 나타내어진 값 이외의 값이다)를 표시한 위치로

이동될 수도 있을 어떠한 섹터라도, 액세스되는 블록이 갖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들을 저장한다. 사용된/신 플래그 위치

(708)는 액세스되는 블록이 비어있는한 블록, 즉 블록이 최근에 소거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한다. 구/신 플래그 위치(710)는 블록이 사용되고 재사용되고 따라서 이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액세스되는 블록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한다. 결함 플래그 위치(712)는 블록이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관

한 정보를 저장한다. 결함 플래그 위치(712)의 값이 세팅됨으로써 표시된 바와 같이, 블록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선고되면,

결함 블록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플래그(708-712)는 도 1에 관하여 도시하여 기술된 플래그(110-114)와 유사하다.

섹터 이동 상태 위치(714)는 16비트(위치(714)는 한 블록 내의 각각의 섹터에 대해 한 비트를 포함하고 따라서 크기가 다

른 블록에 대해서, 위치(714) 내에 다른 개수의 비트가 필요하다)로 구성되고, 각각의 비트는 섹터가 메모리부(508) 내의

다른 블록으로 이동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블록 내에 한 섹터의 상태를 나타낸다. 메모리부(508) 내의 이동된 블록 위치는

V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702)의 PBA 값이 아닌 PBA로 식별될 것이다. 달리 말하여, 714 내의 각각의 비트로 나타낸

바와 같이, 블록 내의 섹터가 이동되었는지 여부의 상태는 V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702)나 MB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

(704) 중 어느 것이 그 섹터에 대한 가장 최근의 PBA 위치를 유지하는지를 암시한다.

도 11에서, 예로서, LBA '0'이 기록되고 있을 때 SPM RAM 블록(548)(도 10에서)에 저장된 테이블(700)의 상태의 예를

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 나타낸 도면에서, 16 섹터의 블록크기(십진수 표기로 수 0-15 혹은 16진수 표기로 0-10)

는 단지 예를 예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N 블록(그러므로 N LBA)이 사용되고 0 내지 N-1의 번호가 매겨졌다.

블록크기 및 블록수는 다른 응용마다 달라 질 수 있으며 채용된 각 개별 플래시 메모리 장치(예를 들면 510-512)의 메모

리 용량에 의존할 수 있는 설계 선택이다. 더구나, 바람직한 512 바이트의 섹터 크기는 이들 예에서 사용되며 다른 섹터 크

기를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512)(도 10에서) 내에 모든 블록이 소거되어 이에 따라 비어있게 되었을 때 초기화 또는 시스템

전원인가 후에 LBA '0'에 기록하는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한다. 공간 관리기 블록(548)은 다음 비어있는 PBA 위치

가 '00'인 것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LBA 로우 번호 '00'에 의해 테이블(700)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은 LBA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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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가 유지된 로우(716)의 VPBA 블록 어드레스(702)에서 730에 기록된다. LBA 0 블록 내에 어느 섹터도 이동시

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치(732)에 도시된 로우(716)에 대한 MVPBA 블록 어드레스(704)는 초기화값과 같은 어떤 값을

포함할 수도 있다(도 11에서, 'XX'는 "돈 캐어" 상태를 나타낸다).

734의 값은 LBA '0' 블록이 어떠한 이동된 섹터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도록 논리 상태 '0'에 있다. 로우(716)의 사

용된 플래그(708) 내의 위치(736)는 PBA '0' 블록이 사용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논리 상태 '1'로 세팅될 것이다. 로우

(716)에 대한 구플래그(710)를 나타내는 위치(738)의 상태는 PBA '0' 블록이 아직 '구'가 아님을 나타내도록 '0'으로 세팅

된다. 위치(740)는 PBA '0' 블록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논리 상태 '0'을 유지하며, 이동 상태 위치(714) 내

의 모든 비트는 LBA '0' 내지 LBA '15' 내의 어느 섹터도 이동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논리 상태 '0'에 있다.

도 11에서, 이동 플래그 위치(706)에서 사용된 플래그 위치(708), 구플래그 위치(710), 결함 플래그 위치(712) 및 테이블

(700)의 모든 나머지 로우(716-728)에 대한 이동 상태 위치(714)와 같이, LBA '0'에 대한 상태 정보는 논리 상태 '0'에 있

다. 시스템에 전원인가할 때 그리고/혹은 어떤 블록의 소거 후에, 테이블(700)에서 전원인가시 모든 블록이 되는, 소거된

블록에 대한 엔트리들은 논리 상태 '0'으로 세팅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때, LBA '0' 블록이 위치될 수 있는, 메모리부(508) 내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 중 한 장치의 내용을, 도 11의 테이블

(700)에 나타낸 맵핑 정보를 이해할 목적으로 논하였다.

이제 도 22를 참조하면, 테이블(700)의 상태에 따라(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의 내용의 예를

예시하였다. 메모리부(508) 내에서 제어기(506)(도 10의)에 의해 PBA '0'에 식별된 LBA '0'은 호스트가 식별한 블록이 기

록되는 위치이다. 도 22는 섹터 데이터 위치(752) 내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PBA0 로우(750)를 도시하고 있다. ECC 부호

는 또한 PBA0 로우(750)의 ECC 위치(754)에 저장된다. 이 ECC 부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되는 데이터에 관련하여

ECC 논리 블록(540)에 의해 발생된다. PBA0 로우(750) 내의 플래그 필드(756)는 기록되는 블록의 섹터 데이터에 대응하

는 이동, 사용된, 구(old) 및 결함 플래그 정보를 포함한다. 이 예에서, 플래그 필드(756)에서 "사용된" 플래그 및 어떤 다른

플래그도 세팅되지 않으며, 따라서, 플래그 필드(756)는 PBA '0'은 '사용된 것'이지만, "이동된 것"이거나", "구"이거나 "결

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논리 상태 '0100'을 유지한다.

PBA0 로우(750)는 부가적으로 이 예에선 '0'인 PBA '0'에 대응하는 LBA 번호를 LBA 어드레스 위치(758)에 유지하는 저

장위치를 포함한다. 본 예에서 앞으로는 관계되지 않으나, LBA '0'의 나머지 PBA 위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 내에

로우(750)에 이은 다음 15개의 로우에 저장된다.

여기 제공된 예에 대해 논한 바로부터,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의 PBA 로우 내의 정보는 이에 관계된 데이터 및 상태 정

보를, 특히 플래시 메모리의 각각의 PBA 로우(750, 762, 764,...) 내의 "이동" 플래그가 있음으로 해서, LBA '0'에 관련된

임의의 이동을 포함하는 이 LBA '0' 내에서 식별할 만큼 충분함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테이블(700)

내의 대응하는 로우의 이동 상태 위치(714) 내의 비트들의 상태를 복제한 또 다른 필드를 플래시 내에 각각의 LBA 위치의

제1 PBA 로우에 부가할 수도 있다. 이 필드는 로우(750, 780) 등과 같이 각각의 LBA 블록의 제1 PBA 로우 내에 포함되

도록 도 22에 도시한 섹터 상태 위치(760)에 선택적으로 저장된다. 위치(760)에 유지된 정보를 각각의 PBA 로우의 플래

그 필드(756) 내의 "이동" 플래그의 상태를 체크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을지라도, 위치(760)을 사용하는 명백한 이점은 시

스템의 기동(혹은 전원인가)시, SPM RAM 블록(548) 내의 테이블(700)의 내용을 몇번의 판독동작에 기인하여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스템에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내용물을 잃어버리는 휘발성 메모리인 SPM RAM(548) 내에 유

지되어 있어 전원인가될 때 비휘발성 메모리, 즉 메모리부(508)로부터 갱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즉, 전원인가시 테이블(700)의 각각의 LBA 엔트리를 갱신하기 위해서 모든 PBA 로우(바람직한 예에서 모두 16개의 로

우)를 판독하기 보다는 단지 각각의 LBA의 제1 PBA 로우만을 플래시 메모로부터 판독하여 SPM RAM(548)에 저장되어

야 하며,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판독동작을 회피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한다. 한편, LBA당 16비트의 섹터 상태 정보를 유지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이 이용된다.

위치(760)가 사용되는 상기 예에서, 섹터 상태 위치(760)의 값은 모두 '0'이 될 것이다(혹은 16진수 표기로 '0000').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에서, 각각의 로우(750, 762, 764, 768,..)는 각각의 로우가 PBA 로우 번호를 갖고 있고 특정

LBA에 의해 어드레스가 지정된 블록 내의 한 섹터에 대한 데이터 및 다른 정보(데이터 및 다른 정보는 로우(750)에 관하

여 상술된 바와 같다)를 저장하는 PBA 위치이다. 더구나, 모든 16개의 연속한 PBA 로우는 한 블록의 정보를 나타낸다.

즉, 16개의 PBA 로우를 나타내도록 한, PBA 로우(750, 762, 764 내지 768)는 LBA 0(도 11의 테이블(700)에서 로우

(716)로서 도시된)에 대응하며, PBA 로우 각각은 그 블록 내의 섹터에 관한 정보를 유지한다. 정보의 다음 블록은 맵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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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테이블(700)의 로우(718)에 포함되어 있고,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 등에서 '10'(16진수 표기, 혹은 십진수 표기로

'16')부터 시작하여 '1F'(16진수 표기, 혹은 '31')로 끝나는 위치에 저장된 LBA '10'(16진수)으로 어드레스가 지정된 블록

이다.

상기 예로 계속하여, 도 12는 호스트에 의해 LBA 0가 다시 기록되고 있을 때 테이블(700)의 상태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LBA 0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먼저 소거됨이 없이 다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부(508) 내의 또 다른 비어있는 위치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가 그만 둔 PBA로 어드레스된 블록들을 메모리 장치(510)에 이어 다음 플래시 메모

리 장치가 픽업하도록, 블록의 섹터를 포함하여 블록은 메모리부(508)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PBA에 따라 이들 플래시

메모리 장치 각각을 통해 순서대로 그리고 연속하게 조직되어 있고, 이것의 예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가 0-FF(16진

수)의 PBA를 포함하며, 512일 수 있는 다음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100-1FF(16진수)를 포함하는 경우임을 알려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관리기(544)에 의해 찾게 된다. 이 비어있는 위치는 PBA '10'(16

진수 표기, 혹은 십진수 표기로는 16)인 것으로 보여졌다. 로우(718)에서, 위치(742)의 사용된 플래그는 PBA '10'이 현재 '

사용중"임을 나타내도록 세팅될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플래그는 본 발명에서 벗어남이 없이 반대

되는 극성이 사용될 수 있을지라도 논리 상태 '1'에 있을 때 세팅된다), LBA '10'에 대한 엔트리는 도 11에 도시한 것과 동

일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로우(716)에서 엔트리들은 LBA '00' 블록에 대한 이동된 부분의 PBA 어드레스를 제공하는 MV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

(732)에 '10'을 나타내도록 수정된다. 위치(734)의 이동 플래그는 LBA '00'의 적어도 일부(하나 이상의 섹터)가 테이블

(700)의 위치(730)에 표시된 PBA 위치가 아닌 PBA 위치로 이동되었음을 나타내도록 논리 상태 '1'로 세팅된다. 마지막으

로, 로우(716)에서 이동 상태 위치(714)의 비트는 '1000000000000000'으로 세팅되며(2진 표기, 혹은 16진수 표기로는

'8000'), 이것은 블록 LBA '00' 내에 이동된 섹터의 상태를 반영한다. 즉, 이 예에서, '8000'은 LBA '00' 블록 내의 제1 섹

터, 혹은 섹터 '0'는 다른 PBA 위치로 이동되었음을 나타낸다.

도 22에서, 도 12의 테이블(700)의 상태는 LBA '0' 블록의 이동된 섹터가 로우(780)의 PBA '10'에 이제 기록될 것이라는

점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우(780)는 이때 이동된 섹터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것

이며, 이것의 크기는 512바이트이다. 이동된 섹터 정보에 관하여, 로우(780)는 ECC 부호, 테이블(700)(도 12에서) 플래그

위치(734-740)의 값의 복제, 및 로우(780)의 데이터가 LBA '00'에 속함을 나타내기 위한 LBA '00'을 더 포함하며 LBA

'0' 블록 내에 개개의 섹터 각각에 대한 이동 상태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도면에서 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않았으나, PBA 로우(750)의 위치(756) 내의 이동 플래그는 대응하는 블록의 적어도 일부

분이 이동되었음을 나타내도록 세팅된다. 16진수로 '8000'인, 로우(716)(도 12에서)의 이동 상태 위치(714)에 저장된 값

은 로우(750)의 위치(760) 내에 또한 저장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PBA '0'의 섹터 '0'만이 '이동된 것'으로 표시되

었으며 새로운 블록 LBA '0'은 플래시 메모리 내에 PBA '10'에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 도 22에 대해 더 상세히 논함이 없

이, 다음의 예들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도 13은 LBA '00'에 또 다른 기록 동작이 수행될 때 테이블(700)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로우(716)의 값(혹은 엔트리)은

블록 LBA '00'의 이동된 부분이 PBA 위치 '20'(도 12에서 '10'이 아닌)에 현재 위치하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위치

(732)의 값이 '20'(16진수 표기)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곤 도 12와 동일한 상태에 있다. 도 12와 같이, 이동 상태 위치(714)

의 값, '8000'은 제1 섹터(PBA '00'인)가, 이동된 블록의 일부임을 나타낸다.

로우(718)은 LBA '10' 블록이 이제는 구이며 소거되기 전에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도록 수정된다. 이것은 논

리 상태 '1'로 세팅되는 위치(744)의 값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LBA '20'에 대한 엔트리, 즉 로우(720)은 사용 중에 있는

PBA '20'의 상태를 반영하는 논리 상태 '1'로 위치(746)가 세팅되도록 수정된 것을 제외하곤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도 11 및 도 12와 같이, 앞에서 다루지 않았고 도 13에서 특정 논리 상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은 도 13의 테이블

(700)의 모든 나머지 값들은 모드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플래그는 모두 논리 상태 '0'으로 세팅되어 있다).

상기 예로 계속하여, 도 14는 LBA '0'에 또 다른 기록이 발생할 때 테이블(700)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 14에 도시한 값 주위에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 값은 도 13에 도시한 상태에 관하여 다른 논리 상태에 있다.

로우(716)에서, PBA '30'으로서 표시되었으며 위치(732)에 나타낸 새롭게 이동된 위치를 제외하곤 모든 것이 동일한 채로

있다. PBA '30'은 공간 관리기(544)에 의해 발견된 다음 비어있는 위치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값은 LBA '0'의 일부

분이 이제는 PBA '30'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그 블록 내의 제1 섹터(로우(716) 내의 값 '8000'에 의해 나타내어진)

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에 PBA '30'으로 이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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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718)는 소거될 때까지 동일한 상태로 있다. 위치(742, 744)의 플래그는 논리 상태 '0'으로 세팅된다. 로우(720)는

PBA '20'의 블록이 또한 구이며 먼저 소거되기 전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플래그(710) 컬럼의 값

이 '1'로 수정된 것을 제외하곤 그대로 있다. 로우(722)는 LBA '30'의 블록이 현재 사용중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

된 플래그(708)논리 상태 '1'로 사용된 플래그(708) 컬럼의 값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곤 동일한 상태에 있다.

도 15는 테이블(700)의 상태의 또 다른 예이며, 테이블이 도 13에 도시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어서 호스트가 LBA '5'에 기

록한다고 가정하여 테이블(700)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다시, 도 13 내지 도 15에서 테이블(700)의 값의 변경에 대해서

단지 한 변경인 변경한 값 주위에 그려진 원으로 나타내었다.

LBA '5'에 기록할 때, 로우(716, 718, 720 등)의 LBA 엔트리는 단지 LBA '00', LBA '10', LBA '20', 등등에 대한 것이며

그러므로 LBA '5' 엔트리를 반영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LBA 로우 엔트리 각각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블록이 16 섹

터인 한 블록의 정보에 대한 것임을 상기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LBA '5'는 실제로 로우(716)에서 제5 섹터의 어드레

스를 지정한다. PBA '20'은 LBA '0'을 저장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LBA '5'에 대응하는 PBA '20' 내의 섹터만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아 '비어'있다. 그러므로, LBA '5'에 대한 데이터는 섹터 '5'에 PBA '20'에 저장된다. 로우(716)의 이동 상

태 위치(714)는 논리 상태 '8400'(16진수 표기)으로 수정될 것이다. 이것은 LBA '0' 내의 제1 및 제5 섹터의 위치 모두 플

래시 메모리 장치(510)에서 PBA '20'으로 식별됨을 반영한다. 도 15의 테이블(700)에서 나머지 값은 도 13에 도시한 것들

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

도 16 내지 도 18은 메모리부(508)에 대해서 전원인가후 혹은 블록소거후에 테이블(700)의 상태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도

시한 것이다. 도 16 및 도 17에서,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여 논한 것들과 동일한 기록 동작이 수행된다. 도 16 및 도 17에

서 테이블(700)의 상태는 도 11 및 도 12와 각각 같다(후자의 2개의 도면을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 16 및 도 17에 다시

그렸다). 요약하여, 도 16은 LBA '0'에 기록 후 테이블(700)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며 도 17은 LBA '0'에 또 다른 기록 후

테이블(700)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8은 도 17 다음에 취해지고 호스트가 LBA '5'에 기록한 후에 테이블(700)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8에 나타낸 바

와 같이, LBA '5'는 LBA '0'이 위치하여 있는 PBA '10'으로 이동되었다. 이 때문에, MBPBA 블록 어드레스 위치(732)는

로우(716)에서 '10'으로 세팅되고 이동 플래그는 동일 로우에서 위치(734)에 세팅된다. 더욱이, 로우(716)에서 이동 상태

위치(714)의 상태는 LBA '0'이 이동되었다는 것, 혹은 LBA '00' 내의 제1 및 제5 섹터가 이동된 것을 나타내는 '8400'(16

진수)으로 세팅된다. 이들 2개의 섹터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의 현재 PBA 위치 '10'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이들 섹

터 각각에 대한 이동 플래그도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에 세팅된다. LBA '5'는 남아있는 비어있는 섹터를 그 블록 내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PBA '10'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것이다. 즉, 그 블록의 LBA '0'이 사용된 상태에서도, 동일 블록의 15

개의 다른 섹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부터 제5 섹터는 LBA '5'에 기록한 후에 이제는 사용중에 있다.

도 19의 예로 계속하여, 호스트가 LBA '0에 다른 때에 기록한 후에 테이블(700)의 상태가 나타나 있다. 테이블에 따라,

LBA '5' 및 LBA '0'이 이동된 경우 아직 또 다른 비어있는 PBA 위치, '20'이 발견된다. 먼저, LBA '5'는 위치 PBA '10' 내

지 PBA '20'으로 이동되며 이어서 위치 LBA '0'의 새로운 블록이 PBA '20'에 기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블록의 이동(예

를 들면, 여기선 LBA '5'의 블록이 이동됨)이 있을 때는 언제든, 제어기(506) 내의 임시 위치, 즉 버퍼 RAM 블록(522)에

현재 있는 플래시 메모리 내의 위치로부터 먼저 이동된 후에 이곳으로부터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의 새로운 위치로 옮겨진

다.

로우(720)의 위치(746) 내의 사용된 플래그는 플래시 메모리 내의 PBA '20' 위치의 사용을 반영하도록 세팅되며 위치

(744)의 구플래그는 소거될 때까지 PBA '10' 위치의 사용을 파기하도록 세팅된다. 다시, 플래시 메모리에서, 이들 플래그

의 상태 및 LBA '0' 및 LBA '5' 양자에 대한 이동 플래그의 상태가 복제된다.

도 20은 도 18에 도시한 테이블(700)의 상태로부터 취해진 것으로 호스트가 LBA '5'에 기록한 후에 테이블(700)의 또 다

른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LBA '0'의 블록은 플래시 메모리의 위치 PBA '20'에 현재 저장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

(510) 내에 위치 PBA '10'로부터 먼저 이동된다. 그후, 호스트에 의해 LBA '5'에 기록되는 새로운 블록은 플래시 메모리의

위치 PBA '20'에 기록된다. 테이블(700) 및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의 대응하는 위치 양자의 플래그들은 따라서 이들 갱

신된 위치를 반영하도록 세팅된다.

도 21은 도 18에 도시한 테이블(700)의 상태로부터 취해진 것으로 호스트가 LBA '7'에 기록한 후에 테이블(700)의 상태

를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블록은 플래시 메모리의 위치 PBA '10'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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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록된다. 부가적으로, 로우(716)에서 이동 상태 위치(714)의 3개의 비트는 LBA '0', LBA '5', 및 LBA '7'이 플래시 메

모리 내의 또 다른 PBA 위치에 이동되었음을 나타내도록 세팅된다. 위치(732)는 이들 3개의 블록이 저장된 위치가 PBA

'10'임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나타낸 논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떤 시점에서, 블록 내에 이동되는 섹터의 수는 비효율적인 동작에 기여한다.

따라서, 소거될 때까지, 블록이 '구'로 선고되어(구플래그가 세팅되는) 그 블록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기 전에 이동될

수 있는 블록 내의 섹터수에 대한 임계치를 사용자가 설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임계치는 예를 들면 한 블록 내의 섹터

수의 반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6 섹터를 갖는 블록에 대해서, 섹터 중 8개가 또 다른 블록

으로 이동될 때, "원(original)" 블록 및 "이동된" 블록(이동된 섹터가 있는 블록)은 동일한 PBA 블록에 결합된다. 결합된

PBA 블록은 새로운 블록과 함께 저장될 수 있거나, 아니면, 대안으로 "원" 블록은 "이동된" 블록과 결합되어 그 블록으로

이동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원" 블록은 이때 이의 소거를 위해 "구"로 표시된다. 결합된 PBA 블록이 새로운 블록에 저

장된다면, "원" 블록 및 "이동된 "블록 양자는 "구"로 표시된다.

도 23은 기록동작 동안 수생되는 단계의 일부를 개괄한 일반적인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동작 동안 발생

하는 이벤트 일부의 순서를 보이도록 된 것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나 장치의 모든 것을 포

함하는 것은 아니다.

도 23에 개괄한 단계는 시스템의 동작동안 프로그램 코드(혹은 펌웨어)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블록(524)의 지휘

하에 수행된다. 호스트가 단계 800에서 LBA M의 블록에 기록할 때, 단계 802에서 공간 관리기 블록(544)은 SPM RAM

블록(548)의 테이블(700)에서 대응하는 사용된 플래그의 상태를 체크하여 LBA M이 사용중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한

다. 사용중이 아니면, 단계 804에서, 메모리부(508) 내의 다음 비어있는 PBA 블록에 대해 탐색이 수행된다. 어떠한 비어

있는 블록도 찾지 못하면, "에러" 상태가 808에서 검출된다. 그러나, 비어있는 PBA를 찾은 경우, 이의 사용된 플래그가 테

이블(700) 및 플래시 메모리에서 표시된다(혹은 세팅됨). 단계 810에서, 비어있는 블록의 PBA는 테이블(700)에서 대응하

는 LBA 로우의 VPBA 블록 어드레스(702) 위치에 기록된다.

단계 802로 가서, LBA M 블록이 사용중에 있다면, 다음 비어있는 PBA 블록에 대한 탐색이 단계 812에서 여전히 수행되

고 이러한 비어있는 블록을 발견못할 시에는 814에서, "에러"상태가 선언된다. 반면, 비어있는 PBA 위치가 발견되면, 단

계 818에서 그 PBA는 테이블(700) 및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표시된다. 다음에, 단계 818에서, 블록의 상태

는 이동 플래그를 세팅할뿐만 아니라 테이블(700)의 이동 상태 위치(714)의 적합한 비트를 세팅함으로써 이동된 것으로서

표시된다. 블록이 이동되는 새로운 위치는 상술한 바에 따라 테이블(700)에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단계 818 및 810 후에, 데이터 및 모든 대응하는 상태 정보, ECC 부호 및 LBA는 플래시 메모리 내의 PBA 위

치에 기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블록의 실제 부분이 이동된 섹터(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것은 16 섹터 중 8)를 가질 때, 블록은 이의 대

응하는 "구" 플래그를 세팅함으로써 "구"로 선언된다. 주기적으로, 블록의 "구" 플래그가 세팅된 블록은 소거되고 그러면

재사용될 수 있다(혹은 재프로그램되거나, 재기록될 수 있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10-23의 실시예의 이점은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의 블록을 소거하거나 전체 블록을

플래시 내의 자유영역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블록의 임의의 부분(혹은 섹터)이 재기록되고 있다면, 재기록되는 부분만이 플

래시 내의 다른 어떤 곳, 즉 MVPA 블록 어드레스로 식별된 자유위치로 옮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호스트에 의해 액세스된

후 매번 소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소거 사이클은 나중까지 회피되고 전체 블록을 읽

고 이를 옮길 때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

대안 실시예에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각각의 섹터에 관계된 보다 적은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SPM

RAM 블록(548)(도 10에서) 내의 테이블(700)은 이하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보다 적은 정보를 유지한다.

도 24는 플래시 메모리 칩(이를테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510))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24는 N개

의 블록, 블록(1000, 1002,...,1004)를 도시한 것으로, 각각의 블록은 예로서 m 섹터 사용블록(1000)까지 가지며, 블록

(1000) 내의 섹터(1006, 1008,...,1010) 각각은 데이터 필드(1052) 및 ECC 필드(1014)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데이터 필드(1052)는 512 바이트를 포함하며 ECC 필드(1014)는 다른 크기의 데이터 ECC를 본 발명의 정신에서 벗

어남이 없이 사용될 수 있어도 4바이트의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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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블록(1000)의 섹터(1006)인 각 블록의 제1 섹터는 부가적으로 블록이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결함 플

래그(1016)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블록 내의 어느 섹터라도 결함이 있다면, 전체 블록은 이하 설명되는 바와

같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블록 내의 각각의 섹터는 여분의 영역(1018)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블록엔, 이하 상세히 간략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

이, 플래시 메모리부 내에 블록을 식별하는 LBA(1020)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도 24엔 블록(1000)의 마지막 섹터

(1010) 내에 위치한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LBA(1020)은 대안으로 블록(1000)의 임의의 다른 섹터 내에 그리고 위치한 섹

터 내의 임의의 영역내에도 위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섹터(1008)의 여분의 영역(1022) 내에 위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24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블록(1000)의 섹터(1008)에 대해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 바로 앞이다. 블록(1000)

에 대해 사용되는 동일한 섹터 조직은 또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의 블록(1002, 1004)과 같은 남아있는 블록용으로 사용

된다.

마찬가지로, 결함 플래그(1012)의 위치는 블록 내의 어떤 곳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결함 플래그(1012)는 대안으로

1024나 1022에 저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블록당 저장되는 단지 하나의 결함 플래그가 있다. 본 발명의 한 면은 결함 플

래그가 사용되는 방법에 관계된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 칩을 제조할 동안, 메모리 내의 결함은 칩 제조업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식별되어 표시된다. 이것은 통상 결

함있는 블록 내에 소정의 위치에 선정된 패턴(바이트 폭)을 기록함으로써 행해진다. 즉, 제조업자는 플래시 칩을 소거할 것

이며, 이어서 이를테면 모두 '1'이 성공적으로 소거된 플래시 칩 내의 각각의 메모리 셀에 옮겨질 것이다. 블록 내의 섹터

혹은 셀이 결함이 있다면, 제조업자는 결함있는 블록(도 24에 도시없음) 내의 어떤 곳에 위치한 제조 결함 플래그를 소정

의 값으로 세팅할 것이다. 이 제조 결함 플래그는 결함 플래그(1012)와는 동일하지 않으며 이의 위치는 제조업자에 의해

결정되며 설계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들 제조업자가 식별한 결함 블록은 시스템 동작 중에 무시된다(혹은 사용되

지 않는다). 즉, 공간 관리기 블록(544)(도 10에서)는 이들 결함 블록을 계속 추적하며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의 비어있는

블록을 탐색할 때 이들을 사용하지 않음을 안다.

플래시 칩을 제조하는 중에 검출된 결함 이외에, 전술한 바와 같은 마멸에 기인하여 칩의 동작 중에 나타낸 부가적인 결함

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결함을 종종 업계 전체에 의해 "성장된(grown) 결함"이라고 하며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는 것

이 채용된 시스템이 처리해야 한다.

"성장된 결함"의 경우를 시스템 동작 맥락에서 설명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블록(1000)의 소거 후에,

결함 플래그(1012)(도 24에서)는 소거된 블록이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도록 프로그램된다. 즉, 소거된 블록(1000)

내의 셀이 성공적으로 소거되었다면, 결함 플래그(1012)는 블록이 결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55'(16진수)의 바이트 폭

의 값과 같은 선정된 값으로 세팅된다. 한편, 블록이 성공적으로 소거되지 않았다면, '55' 이외의 값, 이를테면 '00'이 결함

플래그(1012)에 기록되며, 아니면 대안으로 어떠한 값도 기록되지 않으며 소거 후 결함 플래그의 상태가 무엇이었든(일반

적으로, 소거된 상태는 모드 '1'이다(혹은 16진수로 'FF'))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결함 플래그의 소거된 상태

는 성공적인 소거와 구별하도록 '55' 이외의 값이어야 한다.

특히 시스템의 전원인가 후에 결함 플래그(1012)의 사용에 유념한다. 공간 관리기 블록(544)은 각 블록의 결함 플래그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각 블록의 결함 플래그(1012)에 값 '55'를 탐색함으로써 나중에 결함이 없는 블록들을 식별함으로써 어

느 블록이 결함이 있는지 알아 둔다. 전원인가후 블록이 결함이 없고 나중에 결함이 있게 되면, 이의 결함 플래그는 그러함

을 나타내도록 수정되고 다음에 시스에 전원이 인가될 때, 결함있는 블록은 공간 관리기에 의해 주목되어 블록의 어떠한

사용도 회피된다.

기록 동작 동안, 블록의 한 셀 이상의 이상이 발생하면, 블록이 먼저 소거되고 이어서 '55' 이외의 값(예를 들면 '00')을 결

함이 있는 블록의 결함 플래그(1012)에 기록함으로써 표시된다. 대안으로, 결함있는 블록의 결함 플래그(10120)에 기록

되는 값은 없다.

지금까지 기술된 바와 같은 결함 플래그의 이점 중 하나는 시스템에 전원인가시, 공간 관리기 블록(544)(도 10에서)는 결

함이 없는 블록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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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실시예에서,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의 각각의 블록에 대한 LBA는 동일 블록의 2개의 상이

한 섹터 내에 저장된다. 예를 들면, 블록(1000)이 소거된 후 이 소거에 이어 블록(1000)의 첫 번째 기록 동작 중에, 공간 관

리기 블록(544)은 블록(1000) 혹은 이의 일부분이 이에 기록되기에 비어있는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블록(1000)에 관련된

LBA는 이어서 블록(1000)의 2개의 위치(1030, 1020)(각각 섹터 1006 및 1010 내의)에 프로그램된다.

그후, 시스템에 전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마다, 혹은 전원인가시, 위치(1030, 1020) 내의 2개의 LBA는 서로 비교되고,

이들이 일치하고 결함 플래그(1020)가 그 블록은 결함이 없는 것임을 나타낸다면, 블록은 공간 관리기 블록(544)의 지휘

하에 정보저장에 계속 사용된다. 그러나, 결함 플래그(1012)가 블록에 결함은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2개의 LBA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블록(1000)은 여전히 계속 사용될 것이나 다음 재사용에 앞서 먼저 소거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예를 들

면, 시스템이 블록(100)에 기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섹터 0부터 시작하는 첫번째 몇몇의 섹터가 블록(1000)의 나머지 섹

터에 기록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1030, 1020) 내의 LBA 값은 블록(1000)의 섹터 m-1, 혹은 섹터

(1010)가 전원중단에 앞서 그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전원복구시, 완전히 기록되지 않기 때문

에, 블록(1000)은 전원중단에 앞서 이전 그대로 그의 상태에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치(1030, 1020)의 두 개

의 LBA 값간 오일치를 검출하였을 때, 제어기(506)(도 10에서)는 이의 재사용에 앞서 블록(1000)을 소거할 것이다.

단지 하나의 LBA만이 블록당 사용되는 경우,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자명하게, 각 블록 내의 2개의 LBA의 비교는 수

행되지 않으나 결함이 있는 블록의 검출은 상술한 바와 같이 결함 플래그의 사용을 통해 유지된다. 부가적으로, LBA는 마

지막으로, 즉 블록의 모든 섹터가 기록된 후에 기록될 수 있다. LBA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은 블록에 성공적으로 기록

해야 하는 부가된 조치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면을 예시하기 위해서, 도 26은 좌측에,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몇몇 블록의 내용(이것은 도 24에 예시된

동일 정보임)의 예를 도시하고, 우측에 도면의 좌측에 있는 블록정보에 대응하는, 테이블(700)의 내용의 예를 도시한 것이

다. 블록 내용을 보이는 목적은 단지 테이블(700)에 관하여 블록의 LBA-PBA 어드레스간 상호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독자

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도 26에 도시한 예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블록의 어드레스와 정보가 SPM RAM 블록

(548)에 저장된 것과 동일한 블록의 어드레스간에, 이 대안 실시예의 맵핑을 예시하는 것이다. 테이블(700)에서, 컬럼에,

가상 PBA 필드(1036) 및 각 로우에 대한 결함 플래그(1012)를 포함하는 플래그 필드(1038)가 저장된 것으로 나타나 있

다. 로우(1040, 1042, 1044,..., 1050) 각각은 LBA에 대응하며 각각 '0', '1', '2',...'Z'에 의해 어드레스가 지정된다. 각각의

로우에 대한 가상 PBA 필드(1036)은 섹터가 저장된 플래시 메모리 내의 블록을 가리키는 LBA 어드레스 포인터를 실제로

포함한다. 이러한 면에서, 가상 PBA는 16 섹터에 대한 PBA로서 작용한다(섹터수는 대안 실시예에서 16개 이외가 될 수도

있다).

호스트가 예를 들면 LBA 05를 판독하도록 명령을 보낸다면, 도 10에서 제어기(506)는 먼저 값 '00'을 얻기 위해서 값 '05'

의 4개의 최하위비트(LSB)를 마스크한다. 이어서 테이블(700)에 대한 로우 어드레스로서 '00'을 사용하여, 도 26에 로우

(1040)가 어드레스된다. 호스트에 의해 보내진 LBA의 4개의 LSB가 마스크되는 이유는 테이블(700)의 각각의 로우로 나

타낸 16개의 섹터가 있기 때문이다. 16 섹터는 4비트로 변환되는 2진 항으로 2의 4의 멱이다. 예를 들면 각각의 로우가 32

섹터를 나타낸다면, 호스트에 의해 보내진 LBA의 5개의 LSB가 마스크될 것이다.

일단 SPM RAM 블록(548) 내의 로우(1040)이 어드레스되었으면, 로우(1040)에 대한 가상 PBA 필드(1036)의 값이 불러

들여지는데, 이 경우엔 '00'이다. '00'은 이어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에 저장된 블록에 대한 포인터로서 사용된다. 즉, 이

예에서, 블록(0), 혹은 블록(1000)(도 26의 좌측에)이 어드레스된다. 그러나 판독되도록 의도되었던 섹터를 얻기 위해서,

호스트에 의해 보내진 LBA 값으로서 초기에 마스크되었던 4비트는 특정하게, 블록(1040) 내에서 제6 섹터인 섹터 '5'(도

시없음)를 어드레스하는데 사용된다. 이어서 섹터 5(도시없음)의 데이터 필드(1052)에 저장된 데이터가 불러들여지거나

판독된다. 다음에, 그 동일 섹터의 ECC 필드(1014)가 읽혀진다.

LBA 위치(1020)는 값 '00'을 가질 것이고, 이것은 테이블(700)의 로우(1040)의 가상 PBA 필드(1036)에 저장된 것과 동

일한 어드레스값이다. 이것은 전원인가 과정동안 플래시 메모리 장치내의 블록(1000)을 블록 '00'으로서 식별하여 공간 관

리기를 갱신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LBA 위치(1020)는 전술된 호스트에 의해 보내진 LBA값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위치(1020)의 값을 LBA 어드레스라기보다는 '클러스터' 어드레스라 칭할 수 있다.

기록동작의 맥락에서 또 다른 예를 예시하기 위해서, 호스트가 LBA '17'(10진수 표기)에 기록할 것을 제어기(506)에 명령

한다면, 제어기는 16진수 표기 '17'('11'임)의 LSB를 마스크한다. '17'이 마스크된 것은 16진수 표기로 '1'이 된다. 따라서,

로우(1042)는 테이블(700)에서 어드레스되고 공간 관리기 블록(544)에 의해 발견된 비어있는 블록의 어드레스는 로우

(1042)의 가상 PBA 필드(1036)에 두어진다. 이 경우에, 블록(2)은 다음 비어있는 블록으로서 발견된다. 플래시 메모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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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내에, 블록(1002)인 블록 2가 어드레스된다. 정보가 실제로 기록된 섹터는 LBA 값 '11'의 4 LSB가 호스트에 의해 보내

졌기 때문에 블록(1002)의 섹터 1(그 블록에서 제2 섹터)이다. 이어서 데이터 및 ECC가 블록(1002)의 섹터 1에 기록된

다.

도 26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 25를 참조하여 설명된 실시예와 함께 사용한다면, LBA(혹은 클러스터) 어드레스는 각각의

블록 내의 2개의 장소에 기록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삭제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호스트에 결합되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블록들로 구성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

로서, 블록 각각은 그와 연관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 및 물리 블록 어드레스(PBA)를 가지며, 상기 LBA는 액세스되는

블록을 식별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상기 저장 장치에 제공되고, 상기 PBA는 상기 액세스된 블록이 저장될 상기 비

휘발성 메모리 내의 빈 위치(free location)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저장 장치에 의해 발현되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저장된 블록 각각은 선택적으로 소거 가능하고 하나 이상의 섹터들을 더 갖는, 상기 저장 장치에 있어서,

(a) LBA 로우들 각각이 LBA에 의해 고유하게 어드레스가능한, n개의 LBA 로우들에 의해 규정된 테이블을 저장하고, 상

기 저장된 블록의 상기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가상 PBA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블록의 일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이

동 가상 PBA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블록의 임의의 섹터들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상기 이동 가상 PBA 위치들로

이동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 수단을 포함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와;

(b)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특정 LBA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의 블록을 상기 호스트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특정

LBA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면 상기 가상 PBA를 발현하며, 상기 특정 LBA가 "사용된 것"이면 상기 이동 가상 PBA를 발

현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호스트가 상기 저장 장치에 기록할 때마다 소거 동작을 회피하고, 상기 블록의 일부가 재기록될 때마다 상기 비휘발

성 메모리 내의 빈 위치에 상기 블록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기 블록의 일부들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하나보다 많은 식별된 PBA 위치에 저장될 수 있는, 저장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BA 로우들 각각의 상기 상태 정보는 상기 가상 PBA에 의해 식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위치에 저장되

지 않은 상기 저장된 블록의 하나 이상의 섹터들을 식별하기 위한 섹터 이동 상태 필드를 더 포함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BA 로우들 각각의 상기 상태 정보는 상기 저장된 블록의 어느 섹터들이 상기 가상 PBA에 의해 식별되는 위치에 없

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섹터 이동 상태 필드를 더 포함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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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들을 더 포함하며, 상기 장치 각각은, 위치 각각이 블록의 섹터를 저장하기 위해 PBA에

의해 고유하게 어드레스 가능한, 복수의 저장 위치들을 갖는, 저장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상기 저장 위치들 각각은 상기 플래그 수단의 카피(copy)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상기 저장 위치들 각각은, 상기 저장된 블록의 어느 섹터들이 이동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섹터 이동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섹터 이동 상태 위치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7.

제 3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파워-업(power-up) 시, 각 PBA의 상기 섹터 이동 정보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들로부터 판독되고, 상기 테이블의

각각 대응하는 LBA 로우의 상기 섹터 이동 상태 필드에 저장되는, 저장 장치.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블록은 상기 가상 PBA에 의해 어드레스된 상기 비휘발성 장치들 중 하나의 상기 저장 위치에 저장되는, 저장 장

치.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블록은 상기 이동 가상 PBA에 의해 어드레스된 상기 비휘발성 장치들 중 하나의 상기 저장 위치에 저장되는, 저

장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그 수단은 세팅될 때 대응하는 블록을 "구(old)"로서 식별하는 "구" 플래그 수단과, 세팅될 때 대응하는 블록을 "

사용중"으로서 식별하는 "사용된" 플래그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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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3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섹터 이동 상태 필드가 상기 저장된 블록의 섹터들의 반이 상기 가상 PBA 위치에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저

장된 블록의 상기 대응하는 "구" 플래그 수단이 세팅되는, 저장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되는, 저장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RAM인, 저장 장치.

청구항 14.

제어기 및 하나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을 갖는, 호스트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저장 장치에서, 상기 제어기의 지시 하

에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 내의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정보는, 하나 이상의 섹터들이 블록을 규

정하는, 섹터들로 구성되며, 각 블록은 선택적으로 소거 가능하며, 그와 연관된, 상기 호스트에 의해 제공되는 LBA와, 섹

터가 저장될 수 있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 내의 미사용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제어기에 의해 발현되는 PBA를

가지는, 상기 액세스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제어기 내에서, 로우 각각이 LBA에 의해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가능한, 로우들에 의해 규정된 테이블을 할당하는

단계로서, 가상 PBA, 이동 가상 PBA, 및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 내에서 상기 가상 PBA로부터 상기 이동 가상 PBA로

이동된 섹터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는, 상기 할당 단계;

(b) 상기 호스트에 의해 액세스되는 블록을 식별하는 특정 LBA를 상기 제어기에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특정 LBA와 관련하여 PBA를 발현하는 단계;

(d) LBA 로우를 어드레싱하기 위해 상기 특정 LBA를 사용하는 단계;

(e) 상기 특정 LBA와 연관된 상기 PBA를 상기 어드레싱된 LBA 로우에 저장하는 단계;

(f) 상기 특정 LBA에 의해 식별된 상기 블록의 부가적인 액세스 시, 이동 가상 PBA를 발현하는 단계;

(g) 상기 이동 가상 PBA를 상기 어드레싱된 LBA 로우에 저장하는 단계와;

(h) 상기 어드레싱된 LBA 로우 내의 어떠한 섹터가 이동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상기 어드레싱된 LBA 로우의 상

기 상태 정보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블록이 액세스될 때마다 기록전 소거 동작들을 회피하기 위해 상기 블록의 섹터들은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 내의

미사용 위치들로 이동되는,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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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블록의 어떤 부분이 상기 이동 가상 PBA에 의해 식별되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 내의 위치에 저장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세스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을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세스 방법.

청구항 17.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호스트에 결합되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블록들로 구성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

로서, 블록 각각은 그와 연관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 및 물리 블록 어드레스(PBA)를 가지며, 상기 LBA는 액세스되는

블록을 식별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상기 저장 장치에 제공되고, 상기 PBA는 상기 액세스된 블록이 저장될 상기 비

휘발성 메모리 내의 빈 위치(free location)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저장 장치에 의해 발현되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저장된 블록 각각은 선택적으로 소거 가능하고 하나 이상의 섹터들을 더 갖는, 상기 저장 장치에 있어서,

LBA 로우들 각각이 LBA에 의해 고유하게 어드레스가능한, LBA 로우들에 의해 규정된 테이블을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블록의 상기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가상 PBA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블록의 일부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이동 가상

PBA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블록의 임의의 섹터들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상기 이동 가상 PBA 위치들로 이동되

었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 수단을 포함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특정 LBA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의 블록을 상기 호스트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특정 LBA

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면 상기 가상 PBA를 발현하며, 상기 특정 LBA가 "사용된 것"이면 상기 이동 가상 PBA를 발현하

는 수단과;

블록들 각각내에 저장되며 성공적으로 소거된 블록들을 식별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값으로 설정되는 결함 플래그를 포함

하며,

상기 호스트가 상기 저장 장치에 기록할 때마다 소거 동작을 회피하고, 상기 블록의 일부가 재기록될 때마다 상기 비휘발

성 메모리 내의 빈 위치에 상기 블록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기 블록의 일부들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하나보다 많은 식별된 PBA 위치에 저장될 수 있는, 저장 장치.

청구항 18.

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한, 호스트에 결합된, 제어기 장치로서, 상기 정보는, 각 블록이 그와 연관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와 물리 블록 어드레스(PBA)를 갖는, 블록들로 구성되고, 상기 LBA는 액세스되는 블록을 식별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상기 제어기 장치에 제공되고, 상기 PBA는 상기 액세스된 블록이 저장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제어기 장치에 의해 발현되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저장된 블록 각각은 선택적으

로 소거 가능하고 하나 이상의 섹터들을 더 갖는, 상기 제어기 장치에 있어서,

(a) LBA 로우들 각각이 LBA에 의해 고유하게 어드레스가능한, n개의 LBA 로우들에 의해 규정된 테이블을 저장하고, 상

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블록을 저장하기 위한 제 1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가상 PBA를 저장하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등록특허 10-0595909

- 20 -



내에 상기 저장된 블록의 하나 이상의 섹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제 2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이동 가상 PBA를 저장하고, 상

기 저장된 블록의 임의의 섹터들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상기 이동 가상 PBA 위치들로 이동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

기 위한 플래그를 포함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와;

(b) 상기 호스트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하여, 정보의 블록을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동작하는 제어기 수단으로

서, 상기 블록은 특정 LBA에 의해 식별되고, 상기 제어기는 상기 특정 LBA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면 가상 PBA를 발현하

고, 상기 특정 LBA가 "사용된 것"이면 이동 가상 PBA를 발현하도록 동작하는, 상기 제어기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소거 전에 상기 호스트에 의해 1회보다 많이 액세스될 수 있는 식별된 LBA 블록을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하나보다 많은 식별된 PBA 위치에 저장하며, 이에 의해, 상기 호스트가 상기 제어기 장치에 기록할 때마다 소거 동작

이 회피되며, 상기 블록의 일부가 재기록될 때마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다른 위치에 블록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회피되는, 제어기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LBA 로우들 각각의 상기 상태 정보는 상기 이동 가상 PBA 위치에 저장된 블록의 하나 이상의 상기 섹터들을 식별하

기 위한 섹터 이동 상태 필드를 더 포함하는, 제어기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LBA 로우들 각각의 상기 상태 정보는 상기 저장된 블록의 어떤 섹터들이 상기 이동 가상 PBA 위치에 있는지를 식별

하기 위한 섹터 이동 상태 필드를 더 포함하는, 제어기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그들은 저장된 블록이 "구"인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구" 플래그와 상기 저장된 블록이 "사용중"인지 여부를 나

타내기 위한 "사용된" 플래그 모두를 더 포함하는, 제어기 장치.

청구항 22.

저장 장치에 있어서,

호스트 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할당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에 의해 식별된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정보 저장 사이트들의 넘버링된 로우들의 블록들로 구성되고, 상

기 블록 각각은 물리 블록 어드레스(PBA)에 의해 식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 사이트들 각각이 특정 LBA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복수의 저장 사이트들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저장하도록 동작하

는 메모리 장치로서, 저장 사이트들 각각은, 특정 LBA에 대응하는 정보가 하나 이상의 로우들에 저장되거나 저장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특정 블록을 식별하는 특정 PBA와 연관되는, 상기 메모리 장치;

상기 메모리 장치와 결합되며 대응하는 LBA의 호스트로부터의 수신에 응답하여 특정 PBA에 의해 식별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내의 블록을 액세스하기 위한 제어기로서, 상기 제어기는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 특정 PBA의 적어도 일부에 액세

스하거나 상기 액세스된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제어기는 식별하는 LBA를 상기 액세스된 블록 내의 2개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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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들에 기록하도록 프로그래밍되고,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갖는 어떤 블록의 액세스 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블록

내의 상기 2개의 상이한 위치들에 기록된 상기 LBA들을 비교하고, 상기 LBA들이 매칭하면, 정보 저장을 위해 상기 블록

을 이용하지만, 상기 LBA들이 매칭하지 않으면, 재사용 전에 상기 블록을 소거하도록 동작하는, 상기 제어기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블록 각각은 결함 플래그를 포함하지만, 세팅되는 경우, 상기 LBA들이 매칭한다 하더라도 상기 블록이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저장 장치.

청구항 24.

제어기,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할당된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에 의해 식별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

데이터, 플래그들의 세트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로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정보 저장 사이트들의 넘버링된 로우들의 블

록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상기 블록의 적어도 일부는 물리 블록 어드레스(PBA)에 의해 식별되고, 메모리 장치는 제어기에

의해 어드레싱 가능하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특정 블록들을 식별하는 대응하는 PBA들로 LBA들을 변환하기 위한

테이블을 저장하고, 특정 LBA에 대응하는 정보는 하나 이상의 로우들에 저장되거나 저장될, 상기 저장 장치에서, 상기 비

휘발성 메모리로의 정보의 저장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장될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정보는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할당된 LBA에 의해 식별되는, 상기 수신 단

계;

특정 PBA에 의해 식별되고, 상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서의 이용 가능한 블록을 결

정하는 단계;

상기 이용 가능한 블록의 PBA를 특정 LBA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상기 메모리 장치내의 위치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정보를 상기 PBA에 의해 식별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블록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블록에서 "사용된" 플래그를 세팅하는 단계;

상기 LBA를 상기 정보에 따른 상기 블록의 제 1 위치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LBA를 상기 블록의 제 2 위치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 장치의 각각의 파워-업 시, 상기 블록의 상기 제 1 위치에 저장된 상기 LBA를 상기 블록의 상기 제 2 위치에 저

장된 상기 LBA와 비교하고,

매칭이 발견되고, 대응하는 "결함" 플래그가 세팅되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는 결함이 없다고 판정하고, 정보 저장을 위해

상기 블록을 계속 사용하며,

그러나, 상기 블록의 상기 제 1 위치에 저장된 상기 LBA가 상기 블록의 상기 제 2 위치에 저장된 LBA와 매칭하지 않고, "

결함" 플래그도 세팅되지 않으면, 상기 블록은 결함이 없다고 판정하고, 상기 부분이 재사용되기 전에 상기 블록을 소거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저장 관리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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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파워-업 시, 결함있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저장 장치로의 정보의 저장을 관

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논리 블록 어드레스(LBA)에 의해 식별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내의 이용 가능한 블록 또는 블록의 일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상기 이

용 가능한 블록 또는 그 일부는 물리 블록 어드레스(PBA)에 의해 식별되는, 상기 결정 단계;

상기 PBA를 상기 LBA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휘발성 장치의 위치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정보를 상기 PBA에 의해 식별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블록 또는 상기 블록의 일부에 저장하는 단계;

"사용된" 플래그를 세팅하는 단계;

상기 LBA를 상기 블록의 제 1 위치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LBA를 상기 블록의 제 2 위치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 장치의 각각의 파워-업 시;

상기 제 1 위치에 저장된 상기 LBA를 각각의 제 2 위치에 저장된 상기 LBA와 비교하고, 매칭이 발견되고 "결함" 플래그도

세팅되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는 결함이 없다고 판정하고, 정보 저장을 위해 상기 블록을 계속 사용하고,

상기 제 1 위치에 저장된 상기 LBA가 상기 제 2 위치에 저장된 상기 LBA와 매칭하지 않고, 결함 플래그도 세팅되지 않으

면, 상기 블록은 결함이 없다고 판정하고, 재사용 전에 상기 블록을 소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저장 관리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장치의 각각의 파워-업 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내의 상기 각각의 PBA가 스캐닝되고, 상기 휘발성 메모리내

의 특정 LBA에 대응하는 위치에 저장되는, 정보 저장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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