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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식별 데이터가 쉽게 재기록될 수 있게 하고, 짧은 시간 기간에 데이터 기록 동작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장하
는 기억 디바이스(device)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기억 디바이스에서, ID 비교기는 호스트(host) 컴퓨터로부터 송신된 
식별 데이터가 메모리 어레이에 겹납된 식별 데이터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일치하는 경우, ID 비교기는 액
세스 인에이블 신호(EN)를 동작 코드 디코더에게 전달한다. 동작 코드 디코더는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여,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메모리 어레이에 관한 데이터 전송의 방향을 전환하고, I/O 제어기에게 데이터 단자(DT)와 연결되는 
신호 라인의 높은 임피던스 설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처리는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에 의해 
명시된 메모리 어레이의 어드레스에 대해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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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의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device)와 호스트(host) 컴퓨터를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 
구성을 예시한 도면.

도 2는, 정상 모드에서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를 일예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테스트 모드에서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를 일예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제 1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의 내부 회로 구조를 예시한 블록도.

도 5는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한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 루틴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때 기억 디바이스들의 각 회로 구조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 루틴을 도시한 흐름
도.

도 7은, 데이터 판독 시에 리셋 신호(RST), 클록 신호(SCK), 데이터 신호(SDA) 및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 사
이의 시간에 기초한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8은, 데이터 기록 시에 리셋 신호(RST), 클록 신호(SCK), 데이터 신호(SDA) 및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 사
이의 시간에 기초한 관계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의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와 호스트 컴퓨터를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 구성을 예시한 도
면.

도 10은 제 2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의 내부 회로 구조를 예시한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기록 프로세스 루틴을 도시한 흐름도.

도 12는, 제 3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기록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와 기억 디바
이스 사이의 연결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기록 프로세스 루틴을 도시한 흐름도.

도 14는 제 4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기록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와 기억 디바
이스 사이의 연결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잉크 카트리지들에 대한 기억 디바이스들의 하나의 응용을 도시한 도면.

도 16은, 위의 실시예들의 기억 시스템들중 임의의 시스템이 응용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의 내부 구조를 일예로 개략
적으로 예시한 도면.

<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 : 메모리 어레이202 : 어드레스 카운터

203 : ID 비교기 204 : 동작 코드 디코더

205 : I/O 제어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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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버스를 통해서 상호 연결된 기억 디바이스들에 관한 것이다. 좀더 상세하게, 본 발명은, 버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들중에서 원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식별하는 기법에 관한 것이다.

    
메모리 모듈에 포함된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들(메모리들)중 원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선택된 기억 디바이스
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어왔다.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 신호 라
인과 클록 신호 라인으로 연결된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하나의 실용적인 기법은, 식별 정보
가 약간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예컨대 풀-업 레지스턴스(pull-up resistance)를 사용하여 각 기억 디바이스에 미리 
보유되게 하며, 상기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원하는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한다. 이러한 기법에서, 송신되
는 데이터 어레이(array)는 데이터 어레이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작 비트와, 데이터 어레이의 끝을 나타내는 종단(end) 
비트를 포함한다. 각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는 시작 비트, 종단 비트 및 클록 신호의 결합에 의해 명시된다.
    

또 다른 실용적인 기법은, 데이터 신호 라인과 클록 신호 라인 외에 칩 선택 신호 라인들을 사용하며, 원하는 기억 디바
이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칩 선택 신호를 송신한다. 이러한 기법은,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들 중에서 칩 선택 신호를 수신
하는 기억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액세스를 획득하여, 액세스된 기억 디바이스로/로부터의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예컨대, 풀-업 레지스턴스를 사용하여 물리적인 식별 정보를 기억 디바이스에 기억하는 상기 전자의 기법에서는, 그러
나 각 기억 디바이스에 기억된 식별 정보를 재기록하는 것이 실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은 재활용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 각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는 시작 비트, 종단 비트 및 클록 신호의 결합에 의해 명시된다.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액세스하는 동안에 전원을 우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데이터 기록 동작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

후자의 기법은 기억 디바이스의 개수에 대응하는 복수의 칩 선택 신호 라인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바람하지 않게도 
신호 라인들의 막중한 기록 로드(load)를 필요로 하며, 레이아웃(layout)의 설계를 복잡하게 한다. 단 하나의 칩 선택 
신호 라인이 액세스에 이용되며, 이것은 신호 라인들의 이용 효율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식별 데이터가 쉽게 재기록되게 하고, 짧은 시간 기간에 데이터 기록 동작의 정상적인 완료
를 보장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 및 기타 관련된 목적들의 적어도 일부분은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의해서 얻어지며, 이러한 제 1 양상은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을 갖는 인쇄 장치에 분리할 수 있도록 장착된 인쇄 물질 용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는, 인쇄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 유닛과; 인쇄 장치의 클록 신호 라인
을 통해서 전달된 클록 신호를 수신하는 클록 단자와; 데이터 신호를 인쇄 장치의 데이터 신호 라인에 및 이 라인으로부
터 송신하는 데이터 단자와; 인쇄 장치의 리셋 신호 라인을 통해서 전달된 리셋 신호를 수신하는 리셋 단자와; 순차적으
로 액세스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입력 리셋 신호의 제 1 레벨로 초기화되며, 리셋 신호가 
제 2 레벨로 전환될 때(switch over), 입력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에 따라서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
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하는 기억 소자 제어 유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른 인쇄 물질 용기에서,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은 트리거(trigger)인 
리셋 신호 레벨의 변동에 응답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구성은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기억 소자들) 중에서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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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른 인쇄 물질 용기에서, 데이터는 비트 단위로 기억 소자에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가 빠르게 기록될 수 있게 한다. 심지어 리셋 신호가 기록 동작 동안에 입력될 때에도, 이러한 구성은 임
의의 비정상적인 데이터의 변환 없이 데이터 기록 동작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장한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의 인쇄 물질 용기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기억 소자는 식별 정보를 기억한다. 기억 
소자 제어 유닛은, 데이터 단자를 기억 소자와 연결하는 데이터 버스와; 클록 단자를 통한 클록 신호 입력과 동기적으로 
카운트를 증가시키며, 리셋 단자를 통한 리셋 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초기 값으로 상기 카운트를 리셋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상기 기억 소자와 데이터 버스 둘 다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와; 상기 인쇄 물질 용기의 식별을 위해 상
기 인쇄 물질 용기에 할당되는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와 상기 기억 소자에 기억된 식별 정보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두 식별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 신호
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판독/기록 동작을 허용하는 판독/기록 인에이블 유닛을 포함한다.
    

    
위의 구성은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기억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액세스를 허용한다. 특히,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를 포
함하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구성은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중에서 선택된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대한 기록 또는 판독 
동작을 위한 액세스를 보장한다. 기억 소자로의 데이터 기록 동작은, 인쇄 물질 용기의 기억 디바이스가 갖는 식별 정보
와 입력된 식별 정보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비교하는 동안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의 판독 전용 상태(read only state)를 유지하게 한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른 인쇄 물질 용기의 하나의 바람직한 구성에서, 입-출력 제어기는 리셋 신호의 입력에 응답
하여 초기 설정으로서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의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며, 데이터 버스와의 연결을 차단
한다. 이러한 구성은 기억 소자가 트리거인 리셋 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판독 전용 상태로 세팅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인쇄 물질 용기는, 데이터 버스와 비교기에 연결되고, 비교기
에 의한 결정의 결과가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가 기억 소자에 기억된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데이터 버스를 
통해 기록/판독 명령 입력을 분석하며, 이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입-출력 제어기에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동작 코드 디코더) 를 또한 포함한다. 입-출력 제어기는, 명령 디코더가 기록
/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과 데이터 버스와의 연결의 차단 상태에 대
한 초기 설정을 유지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데이터가 선택된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로 기록되고, 이 디바이스로부터 판독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성은, 판독/기록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
을 금지한다. 이것은 데이터가 기억 소자의 특정한 위치에서 기록되거나 이 위치로부터 판독되게 한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른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인쇄 물질 용기는, 테스트 모드 신호 라인과 연결되는 
테스트 단자와; 상기 테스트 단자와 연결되며, 테스트 모드 신호의 입력을 검출하는 테스트 모드 제어기를 또한 포함한
다. 기억 소자는 기억 영역의 헤드(head)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section)을 가지며, 여기서 
특정한 섹션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렇지 않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식별 
정보를 격납한다. 여기서, 사전에 결정된 조건은 테스트 모드 신호 입력의 검출이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가 기억 소자
의 특정한 섹션에 기록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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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시예에 대한 하나의 바람직한 양상에서, 테스트 모드 제어기는, 테스트 모드 신호 입력을 검출할 때 테스트 모드 
명령을 이 테스트 모드 명령을 분석하기 위해서 명령 디코더에 출력하며, 명령 디코더가 테스트 모드 명령에 대한 분석
을 완료할 때까지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의 증가를 금지시킨다. 명령 디코더는, 테스트 모드 명령을 분석한 이후
에 입-출력 제어기에게 기억 소자로의 기록 동작과 데이터 버스의 해방(release)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입-출력 
제어기는, 명령 디코더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기억 소자로의 기록 동작과 데이터 버스의 해방을 수행한다. 이러한 
실시예의 또 다른 바람직한 양상에서, 명령 디코더는, 테스트 모드 명령을 분석한 이후에 기억 소자로부터의 판독 동작
과 데이터 버스의 해방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입-출력 제어기는, 명령 디코더의 요구에 응답하여 기억 소자로부터의 
판독 동작과 데이터 버스의 해방을 수행한다.
    

    
위의 구성은, 두 식별 정보가 일치함을 나타내는 결정의 결과를 비교기로부터 수신하지 않고 명령 디코더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입-출력 제어기는, 데이터 버스의 해방뿐만 아니라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
한다.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 증가는, 명령 디코더가 테스트 모드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는 금지된다. 
따라서, 데이터는 기억 소자의 헤드 위치로부터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가 재기록
될 수 있게 한다. 명령 디코더가 테스트 모드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어드레스 카운터 상에서의 카운트 증가
를 금지시키는 구성은 또한 데이터가 기억 소자의 헤드 위치로부터 판독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른 인쇄 물질 용기에서, 기억 소자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 가능한 데이터 영역을 식
별 정보의 기억 영역 이후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인쇄 물질의 양에 관계된 데이터는 기록 가능한 데이터 영역
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 소자가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을 갖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며, 여기서 특정한 섹션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렇지 않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식별 정보가 격납된다. 이러한 구성은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의 특정한 섹션이 판독 
전용 영역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은, 인쇄 물질 용기에 분리할 수 있도록 장착되며,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이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서의 기억 디바이스는,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복
수의 불휘발성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입력 리셋 신호의 제 1 레벨로 초기화되며, 상기 리셋 신호가 제 2 레벨
로 전환될 때 입력 클록 신호와 동기화되는 데이터 신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하는 기억 소자 제어 유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서의 기억 디바이스는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의 기억 디바이스와 동일한 기
능 및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에 관해서 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구성 및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서의 기억 디바이스에 또한 응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은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에 의해 실현되며, 이때 각 인쇄 물질 용기는 용기 상에 배치되고, 클록 
단자, 데이터 단자 및 리셋 단자를 갖는 버스를 통해서 제어 유닛과 연결된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제어 
유닛은,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클록 신호 생성 회로와,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리셋 신호 생성 회로와,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중에서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를 식별하기 위해 식별 정보를 출력하는 식별 정보 출력 회로와, 출력 식별 정보와 판
독/기록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신하는 데이터 출력 회로를 
갖는다. 본 발명의 제 3 응용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들 각각은, 데이터 단자와 연결되는 데이터 버스와; 각 인쇄 물질 용
기에 할당된 다른 식별 정보를 격납하고,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연
결되며,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가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출력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 사이에 삽입되며 상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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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
와; 상기 비교기와 데이터 버스에 연결되며, 상기 비교기에 의한 결정의 결과가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의 식별 정보 출
력이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상기 기록/판독 명령 입력을 
분석하며,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의 방향을 전
환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의 구성은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가 선택을 위한 임의의 독점적인 신호 라인 없이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중에서 선택될 수 있게 한다. 기억 소자로의 데이터 기록 동작은, 기억 디바이스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입력 식별 
정보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비교하는 동안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억 소자에 격
납된 식별 정보의 판독 전용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데이터는 선택된 기억 디바이스에만 기록되며, 선택된 기억 디바이
스로부터만 판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인쇄 물질 용기는 각각은,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의 기억 영역
에서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해서 클록 단자를 통한 클록 신호 입력과 동기적으로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증가시키며, 상
기 카운트를 초기화 시의 초기 값으로 리셋하는 어드레스 카운터를 또한 포함한다. 입-출력 제어기는 초기 설정으로서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고,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며, 명령 디코
더가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초기 설정을 유지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선택된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보장한다.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은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
터가 기억 소자의 사전에 결정된 위치에 기록되거나 이 위치로부터 판독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서, 각 기억 디바이스들의 비교기들이 모든 기억 디바이스에 공통인 공통 식별 정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은 모든 인쇄 물질 용기들을 액세스되는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로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어 유닛에 포함된 전원 보상 회로는, 주(general) 전원 
차단 후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에 보상 전원을 인쇄 물질 용기들 각각에 공급한다. 리셋 신호는, 제어 유닛에 전
원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경우와,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중 적어도 하나에서 생성된다. 데이터 기록 동작 동안에 리셋 신
호의 입력을 검출하는 경우에, 데이터의 데이터 단자로의 송신은 즉시 종료되며, 전원 보상 회로가 보상 전원을 공급할 
때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각 데이터 단자에 하나씩 즉시 송신되어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에 완전히 기록된다.
    

심지어 전원을 우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구성은, 예컨대 인쇄 물질로 사용되는 잉크 소비량 또는 남은 잉
크의 양에 대한 데이터와 같은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기억 소자에 완전히 기록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서, 클록 단자에 대한 클록 신호 입력은, 판독 명령을 출력하는 경우의 주기보다 기록 명령을 입
력하는 경우에 더 긴 주기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 기록 동작을 위한 충분한 시간 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시간을 단축한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가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을 
갖는 모듈 기판 상에 배치되며(mounted), 이러한 신호 라인은 각 인쇄 물질 용기와의 직렬(cascade) 연결을 제공하도
록 상기 모듈 기판 상에 놓이며, 하나의 접지된 종단 및 제어 유닛과 연결되는 다른 종단을 갖는다. 제어 유닛은, 모든 
인쇄 물질 용기들이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의 값에 기초하여 모듈 기판에 적절하게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
한다.

 - 6 -



공개특허 특2002-0003095

 
실시예는 인쇄 물질 용기의 모듈 기판에 대한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장착을 검출한다. 이러한 구성은, 예컨대 기억 디바
이스들을 각각 갖는 잉크젯 프린터를 위한 잉크 카트리지(cartridge)들이 적절하게 잉크 카트리지 홀더(holder)에 장
착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채택된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서, 제어 유닛이,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이 접지 전압을 나타낼 때 모든 인쇄 물질 용기
가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어 유닛이,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이 접지 
전압이 아닌 전압을 나타낼 때 적어도 하나의 인쇄 물질 용기가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
이 또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서, 기억 소자는 각 인쇄 물질 용기에 수용되는 인쇄 물질 유형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격납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구성에서, 각 인쇄 물질 용기로의 전원 공급은 제어 유닛이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할 
때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구성은 요구에 따른 기억 디바이스로의 전원 공급을 보장한다.

    
본 발명의 제 4 양상은, 클록 단자, 데이터 단자 및 리셋 단자를 갖는 버스를 통해 제어 유닛과 각각 연결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들에 의해 실현된다. 제어 유닛은,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클록 신호 생성 회로와,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리셋 신호 생성 회로와,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들 중에서 원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식별하기 위해 식별 정보를 
출력하는 식별 정보 출력 회로와, 출력 식별 정보와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데이터 신호 라인에 클
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송신하는 데이터 출력 회로를 갖는다. 본 발명의 제 4 양상의 기억 디바이스 각각은, 데이터 단자
와 연결되는 데이터 버스와;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와 연결되며, 제어 
유닛의 데이터 출력 회로와 식별 정보 출력 회로를 통해 출력된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 사
이에 삽입되며,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
하는 입-출력 제어기와; 상기 데이터 버스와 상기 비교기에 연결되며, 상기 비교기에 의한 결정의 결과가 상기 제어 유
닛으로부터 출력된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기록/판독 명령 입력을 분석하여,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전환할 것
을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4 양상에서의 기억 디바이스는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에서의 기억 디바이스와 동일한 
기능 및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에 관해 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구성 및 실시예는 
본 발명의 제 4 양상에서의 기억 디바이스에도 응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은 또한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을 갖는 인쇄 장치에 분리할 수 있도
록 장착된 인쇄 물질 용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는, 인쇄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 유
닛과; 인쇄 장치의 클록 신호 라인과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클록 단자와; 버스를 통해 인쇄 장치의 데이터 신호 라인
과 연결되는 데이터 단자와; 상기 인쇄 장치의 리셋 신호 라인과 상기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리셋 단자와; 불휘발성 
기억 영역을 가지며, 상기 클록 단자를 통해 입력된 클록 신호와, 상기 데이터 단자를 통해 입력 및 출력되는 데이터 신
호에 기초하여 판독/기록 동작이 행해지기 쉬운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신호에 포함되고, 상기 인쇄 물질 용기를 식
별하기 위해서 상기 인쇄 물질 용기에 할당되는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미리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가 상기 두 식별 정보
가 일치함을 결정할 때,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상기 기록/판독 동작을 허용하는 입-출력 제어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 따른 인쇄 물질 용기에서, 상기 기억 소자에 미리 격납된 식별 정보는 상기 데이터 신호에 포함
된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와 비교되며, 이는 두 식별 정보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
한 구성은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이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기억 소자들)중에서 선택된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기억 소
자)에 관해 수행될 수 있게 한다.

 - 7 -



공개특허 특2002-0003095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 따른 인쇄 물질 용기에서, 식별 정보는 기억 소자에 격납될 수 있다. 입-출력 제어기가, 리셋 단
자를 통한 리셋 신호 입력이 사전에 결정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기록/판독 동작을 허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에서,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판독/기록 동작은 리셋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 따른 인쇄 물질 용기에서, 기억 소자가 클록 신호와 동기화되어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억 소자는 인쇄 물질 용기에 보관되는 인쇄 물질의 양에 관한 정보를 가지며, 식별 정보는 인쇄 물질의 양
에 관한 정보에 앞서 액세스되는 특정한 위치에 격납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은 식별 정보가 먼저 판독
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 따른 인쇄 물질 용기에서, 사전에 결정된 조건은 리셋 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리셋 신호가 신호의 
상태를 제 1 레벨에서 제 2 레벨로 전환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기록/판독 동작은 트리거인 리
셋 신호 레벨에서의 변동에 응답하여 제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6 양상은 또한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과 연결되며, 인쇄 물질 용기에 분리
할 수 있도록 장착된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 6 양상에서의 기억 디바이스는, 불휘발성 기
억 영역을 가지며, 상기 클록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된 클록 신호와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 및 출력된 데이
터 신호에 기초하여 기록/판독 동작이 행해지기 쉬운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신호에 포함되고, 상기 인쇄 물질 용기
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인쇄 물질 용기에 할당되는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미리 격납된 식별 정
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기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가 상기 두 식별 
정보가 일치함을 결정할 때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판독/기록 동작을 허용하는 입-출력 제어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6 양상에서의 기억 디바이스는,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에서의 기억 디바이스와 동일
한 기능 및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서의 인쇄 물질 용기에 관해 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구성 및 실시예
는 본 발명의 제 6 양상에서의 기억 디바이스에서 또한 응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은 또한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및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각 인쇄 물질 
용기는, 버스를 통해서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과 연결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와 인
쇄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 유닛을 갖는다. 제어 유닛은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을 통해서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와 연결된다. 제어 유닛은,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클록 신호 생성 회로와; 기억 
디바이스를 초기화하기 위한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리셋 신호 생성 회로와;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중에서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 정보를 출력하는 식별 정보 출력 회로와; 출력 식별 정보 및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신하는 데이터 출력 회로를 
포함한다. 각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는, 데이터 신호 라인과 연결되는 데이터 버스와; 순차적으로 액세
스되는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와 연결되며,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출력된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 사이에 삽입되며,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와; 상기 데이터 버스와 상기 비교기에 연결되고, 상기 비교
기에 의한 결정의 결과가,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출력된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입력된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며, 상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 버스
에 관한 데이터 전송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의 구성은, 선택을 위한 임의의 독점적인 신호 라인 없이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가 복수의 인쇄 물
질 용기중에서 선택될 수 있게 한다. 기억 소자로의 데이터 기록 동작은, 기억 디바이스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입력 식
별 정보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비교하는 동안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의 판독 전용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데이터는 선택된 기억 디바이스에만 기록되며, 이 디바이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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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만 판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서의 기억 시스템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각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
스는 어드레스 카운터를 또한 포함하며, 이 어드레스 카운터는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의 기억 영역에서의 위치를 명시하
기 위해서 클록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된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증가시키며, 상기 카운트를 초
기화 시에는 초기 값으로 리셋한다. 입-출력 제어기는 초기 설정으로서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
향으로 세팅하고,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며, 명령 디코더가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
까지 상기 초기 설정을 유지한다.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은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가 기억 소자의 사전에 결정된 위치에 기록되며, 이 위치로부터 판독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어 유닛은 리셋 신호 생성 회로가 리셋 신호
를 리셋 신호 라인에 출력하게 한다. 이때 제어 유닛은, 데이터 출력 회로가 액세스되는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
된 기억 디바이스에 할당된 식별 정보와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상기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서
의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신하게 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는, 
어드레스 카운터가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초기 값으로 리셋하게 한다. 이때, 기억 디바이스
는 비교기가,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식별 정보가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게 한다. 비교기에 의한 결정의 결과가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식별 정보가 기억 소자
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기억 디바이스는 명령 디코더가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기록/판독 명령을 분
석하게 하여, 그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과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며, 
기억 소자의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과, 기억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다. 이러한 구성은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기록/판독 동작이 리셋 신호에 의해 제어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에서, 제어 유닛의 식별 정보 출력 회로는 모든 기억 디바이스에 공통인 공통 
식별 정보를 출력하며, 각 기억 디바이스의 비교기는 공통 식별 정보를 비교기에 보유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모든 인
쇄 물질 용기가 액세스되는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로서 선택되는 것을 보장한다. 모든 인쇄 물질 용기의 기억 디바이스
에 공통으로 기록되는 임의의 데이터가 존재할 때,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가 모든 기억 디바이스에 동시에 기록될 수 있
게 하며, 따라서 바람직하게도 기록 동작에 필요한 시간 기간을 단축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제어 유닛은, 주 전원 차단 후 사전에 결
정된 시간 기간 동안에 보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보상 회로를 또한 포함한다. 제어 유닛에 포함된 리셋 신호 생성 회
로는, 제어 유닛에 대한 전원 공급을 시작하는 경우와,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한 리셋 신호를 
생성한다. 데이터 기록 동작 동안의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제어 유닛에 포함된 데이터 출력 회로는 데이터의 송신
을 즉시 종료하고, 전원 보상 회로가 보상 전원을 공급할 때 그 즉시로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내에 완전히 기록되는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를 송신한다.
    

심지어 전원을 우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구성은, 예컨대 인쇄 물질로 사용되는 잉크 소비량 또는 남은 잉
크의 양에 대한 데이터와 같은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기억 소자에 완전히 기록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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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에서, 제어 유닛에 포함된 클록 신호 생성 회로가 판독 명령을 출력하는 경우의 
주기보다 데이터 출력 회로를 통해서 기록 명령을 출력하는 경우에 클록 신호의 주기를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 기록 동작을 위한 충분한 시간 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시간은 단축
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억 시스템은 모듈 기판을 또한 포함하며, 이 모듈 기판은 모듈 
기판 상에 배치된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를 가지며, 각 기억 디바이스와의 직렬 연결을 제공하며, 하나의 접지된 종단과 
제어 유닛과 연결되는 다른 종단을 갖는, 기판 상에 놓인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을 갖는다. 제어 유닛은 기억 디
바이스 검출 회로를 또한 가지며, 이러한 기억 디바이스 검출 회로는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의 값에 기초하여 모
든 기억 디바이스들이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본 실시예는 인쇄 물질 용기가 모듈 기판에 적절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장착되었는지를 검출한다. 이러한 구성은, 예컨
대 각각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 잉크젯 프린터를 위한 잉크 카트리지가 잉크 카트리지 홀더에 적절하게 장착되는지의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택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에서, 제어 유닛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 검출 회로가,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
호 라인이 접지 전압을 나타낼 때 모든 기억 디바이스들이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에서, 제어 유닛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 검출 회로가,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
호 라인이 접지 전압이 아닌 전압을 나타낼 때 적어도 하나의 기억 디바이스가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에서, 기억 디바이스는 각 인쇄 물질 용기에 수용된 인쇄 물질 유형에 관해 다
양한 데이터를 격납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적절한 정보가 프린터에 설치된 복수의 잉크 카트리지중에서 선택된 특
정한 잉크 카트리지에 기록될 수 있게 한다. 각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전원 공급이, 제어 유닛이 기억 디바이스로/로부
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할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은 요구에 따른 기억 디바이
스로의 전원 공급을 보장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에서, 각 기억 디바이스에 포함된 기억 소자가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을 가지며, 이때 상기 특정한 섹션은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
며, 그렇지 않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은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의 특정한 섹션이 판독 전용 영역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른 기억 
시스템에서,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이 플렉시블(flexible) 케이블에 포함될 수 도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버스 연결은 플렉시블 케이블에서 신호 라인의 개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플렉시블 케이
블에 의해 야기된 탄성력의 작용은 방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8 양상은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들중의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장착된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 각 인쇄 물질 용기는 버스를 통해서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과 연결되며, 적절한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다. 본 발명의 제 8 양상의 방법은, 
리셋 신호를 리셋 신호 라인에 출력하는 단계와; 액세스되는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되는 기억 디바이스에 할당
된 식별 정보와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신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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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8 양상의 방법은, 적절한 식별 정보가 기억 디바이스에 격납되므로 선택을 위한 임의의 독점적인 신호 라
인 없이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제 9 양상은, 인쇄 물질 용기에 장착된 기억 디바이스에서의 액세스 요구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
쇄 물질 용기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가지며, 이때 기억 소자는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과, 
식별 정보를 격납하기 위한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의 특정한 섹션을 갖는다. 기억 디바이스
는, 클록 신호 라인에 연결된 클록 버스와, 데이터 신호 라인에 연결된 데이터 버스와, 리셋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리셋 
버스를 또 다른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와 공유한다. 본 발명의 제 9 양상의 방법은, 리셋 버스 상의 리
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식
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
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의 결과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함
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
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
트에 기초하여 상기 기억 소자의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과, 상기 기억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9 양상의 방법은, 적절한 식별 정보가 기억 디바이스의 기억 소자에 격납되므로 선택을 위한 임의의 독점
적인 신호 라인 없이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 인쇄 물질 용기에서, 본 발명의 제 10 양
상은 기억 소자에 있는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위치한 특정한 섹션에 식별 정보를 격납하
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제 10 양상의 방법은, 리셋 신호의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
로 리셋하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기
록 명령에 응답하여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기록 방향으로 세팅하고,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
송 방향을 기록 방향으로 세팅하는 단계와; 데이터 전송 방향에 대한 상기 세팅을 완료한 후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
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가 증가되게 하는 단계와; 상기 기억 소자에 있는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식별 정보를 기록하고, 후속적으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따라서 데이
터를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은 식별 정보 및 기타 데이터가 테스트 모드에서 기록될 수 있게 한다. 식별 정보는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
로부터 기록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 인쇄 물질 용기에서, 본 발명의 제 11 양
상은 기억 소자의 기억 영역에 격납된 데이터를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로부터 판독하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제 11 양
상에서의 방법은,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고, 클록 신호와 동기
적으로 상기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와;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판독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버
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고,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
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의 세팅을 완료한 후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의 기억 영역에 격납된 데이
터를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로부터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은 테스트 모드에서 데이터 판독을 가
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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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 인쇄 물질 용기에서, 본 발명의 제 12 양
상은, 기억 소자에 있는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위치한 특정한 섹션에 식별 정보를 격납하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2 양상의 방법은, 기억 디바이스의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하는 하
나의 식별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검색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하는 하나의 식별 
정보가 발견될 때 상기 하나의 식별 정보와 기록 명령을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와; 데이터 어레이를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 어레이는 상기 기억 디바이스의 상기 기억 소자에 있는 기억 영역의 
종단 위치에 대응하는 데이터 이후에 상기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송신 단계와; 데이터를 상기 기억 소자에 있는 상기 
기억 영역의 종단 위치까지 기록하며, 후속적으로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에 있는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에서부터 사전에 결정된 위치까지 상기 식별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인쇄 물질 용기에 장착된 기억 디바이스에 격납된 식별 정보가 심지어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에도, 본 발명의 제 12 양상
에 따른 방법은, 기억 디바이스에 격납된 식별 정보가 기억 소자에 있는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의 특정한 섹션에서 발견되어 기록될 수 있게 한다. 인쇄 물질 용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구성은 새로운 식
별 정보 및 데이터가 기억 디바이스에 쉽게 기록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기억 디바이스의 재활용을 향상시킨다.

위에서 논의된 본 발명의 제 8 양상 내지 제 12 양상에 따른 방법중 어느 하나는 인쇄 물질 용기 세트에 응용될 수 있으
며, 이때 각 인쇄 물질 용기는 서로 다른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다.

위에서 논의된 본 발명의 제 8 양상 내지 제 12 양상에 따른 방법은, 인쇄 물질 용기가 아닌 기억 디바이스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응용은 동일한 기능 및 효과를 보장한다.

    
본 발명의 제 13 양상은 또한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과 연결되며, 리셋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된 리셋 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3 양상에서의 기억 디
바이스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며, 이 기억 소자는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과,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을 갖는다. 특정한 섹션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렇
지 않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식별 정보가 격납된다.
    

    
본 발명의 제 13 양상에 따른 기억 디바이스에서, 기억 소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
렇지 않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식별 정보가 격납되는 특정한 섹션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은 선택을 위한 임의
의 독점적인 신호 라인 없이 원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식별 정보는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격납
된다. 기록 동작은, 그러나 식별 정보가 격납되는 특정한 섹션에서의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식별 정보는 쉽게 재기록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인쇄 장치에 분리할 수 있도록 장착된 인쇄 물질 용기를 제공한다. 인쇄 물질 용기는 인쇄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 유닛과, 기억 소자를 포함한다. 기억 소자는, 식별 정보의 기억 영역과, 식별 정보의 기억 영역 이후에 데이터가 기
록될 수 있는 기록 가능한 데이터 영역을 갖는다. 적어도 인쇄 물질의 양에 관한 데이터는 기록 가능한 데이터 영역에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3 개의 신호 라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2 개의 신호 라인 시스템에도 응용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기억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들로서 구성된 본 발명의 몇 가지 실시예들은, 도면을 참조함
으로서 다음의 순서로 이하에서 논의된다.

A. 제 1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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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 1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 구조

C. 제 1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 동작

D. 제 2 실시예에서의 기억 시스템 구성 및 기억 디바이스 구조

E. 제 3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식별 데이터를 기억 디바이스에 기록하는 프로세스(공장 설정 프로세스에서)

F. 제 4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식별 데이터를 기억 디바이스에 기록하는 프로세스(공장 설정 프로세스에서)

A. 제 1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 구성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의 기억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구조가 도 1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논의된다. 도 1은 본 발
명의 제 1 실시예에서의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와 호스트 컴퓨터를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 구성을 예시한다.

    
이러한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은 호스트 컴퓨터(10)와 5개의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24)를 포함하며, 이들 기
억 디바이스는 메모리 모듈 기판(200) 상에 배치되며, 호스트 컴퓨터(10)의 액세스 제어 아래에 있다. 기억 디바이스
(20, 21, 22, 23 및 24)는 도 15에 도시된 잉크젯 프린터를 위한 5개의 칼라 잉크 카트리지(C1, C2, C3, C4 및 C5)
에 각각 제공된다. 5개의 칼라 잉크 카트리지(C1, C2, C3, C4 및 C5)는 5개의 다른 칼라 잉크를 보관하며, 이들 칼라
는 예컨대 청록색, 밝은 청록색, 자홍색(magenta), 밝은 자홍색 및 노란색이다. 불휘발성 방식으로 기억 내용을 유지
하며, 기억 내용이 재기록 가능하게 하는 EEPROM은 이러한 실시예에서의 기억 디바이스들 각각에 응용된다.
    

비록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만이 설명의 간략화를 위해 도 1에 예시되었지만, 이러한 실시예의 기억 디
바이스(20, 21, 22, 23 및 24)는 앞서 언급된 잉크 카트리지(C1, C2, C3, C4 및 C5)에 실제로 병합된다.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의 데이터 신호 단자(DT), 클록 신호 단자(CT) 및 리셋 신호 단자(RT)는 데이
터 버스(DB), 클록 버스(CB) 및 리셋 버스(RB)를 통해서 각각 연결된다(도 4 참조). 호스트 컴퓨터(10)는 데이터 신
호 라인(DL), 클록 신호 라인(CL) 및 리셋 신호 라인(RL) 각각을 통해서 데이터 버스(DB), 클록 버스(CB) 및 리셋 
버스(RB)에 연결된다. 이러한 신호 라인들은, 예컨대 플렉시블 공급 케이블(FFC : Flexible Feed Cable)에 의해 실
현될 수 있다. 호스트 컴퓨터(10)의 전원 양전극 단자(VDDH)는 전원 공급 라인(VDL)을 통해서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 각각의 전원 양전극 단자(VDDM)에 연결된다. 전원 음전극 신호 라인(VSL)은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 각각의 전원 음전극 단자(VSS)를 직렬로 연결하기 위해서 메모리 모듈 기판(200) 상에 놓인다. 
전원 음전극 신호 라인(VSL)의 한 종단은 접지되는 반면, 다른 종단은 카트리지 아웃(out) 신호 라인(COL)을 통해서 
호스트 컴퓨터(10)의 카트리지 아웃 검출 단자(COT)에 연결된다.
    

    
호스트 컴퓨터(10)는, 선행하는 회로들을 제어하기 위한, 클록 신호 생성 회로, 리셋 신호 생성 회로, 전원 감시 회로, 
전원 회로, 전원 보상 회로, 데이터 기억 회로 및 제어 회로(미도시)를 포함하는 제어기이다. 호스트 컴퓨터(10)는 기
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한다. 예컨대 잉크젯 프린터 본체에 병합되는 호스트 컴퓨터
(10)는, 잉크 소비량과 각 잉크 카트리지의 장착 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 기억 회로에 
기억한다.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잉크젯 프린터에 전원 공급 시에,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할 경우에, 프린트 작업 완
료 시에 및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전원 차단 시에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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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할 때,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리셋 신호 생성 회
로에게 리셋 신호(RST)를 생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구성은, 심지어 정전 또는 전원 플러그를 우발적으로 뽑을 때
에도 리셋 신호(RST)의 생성을 보장한다. 호스트 컴퓨터(10)의 전원 보상 회로는, 전원 차단 시에 사전에 결정된 시
간 기간(예컨대, 0.3초) 동안의 추가적인 전원 공급을 보장한다. 예컨대,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 정전 또는 전원 플러그
를 우발적으로 뽑음으로 인해 심지어 전원이 우발적으로 차단될 때에도, 이러한 보상은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의 기록이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게 한다. 캐패시터(capacitor)는, 예컨대 전원 보상 회로에 응용된다.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양 전원 출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원 회로를 제어한다. 이러한 실시예의 호스트 컴퓨
터(10)는 전원을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 각각에 연속해서 공급하지 않으며, 단지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대한 액세스 요구에 응답해서만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양 전원을 공급한다.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는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논의된다. 도 2는 일예로 정상 모드에서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를 도시한다. 도 3은 일예로 테스트 모드에서 호스트 컴퓨터(10)로부
터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를 도시한다.

정상 모드에서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3-비트 식별 데이터 섹션, 
1-비트 기록/판독 명령 섹션 및 1-비트 내지 252-비트 기록/판독 데이터 섹션을 포함한다. 테스트 모드에서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1-비트 기록/판독 명령 섹션 및 1-비트 내지 2
55-비트 기록 데이터 섹션을 포함한다. 기록 데이터 섹션의 헤드로부터의 처음 3 비트는 식별 데이터에 할당된다.

호스트 컴퓨터(10)의 클록 신호 생성 회로는, 예컨대 기억 디바이스(20, 21, 22 및 23)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경우
에는 4    의 간격으로 클록 신호(SCK)를 생성하고, 기억 디바이스(20, 21, 22 및 23)에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에는 
3ms의 간격으로 클록 신호(SCK)를 생성한다.

B. 제 1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 구조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 각각의 내부 구조는 도 4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논의된다. 도 4는 기억 디바이스
(20)의 내부 회로 구조를 예시한 블록도이다.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는, 디바이스에 격납된 식별 데이
터(식별 정보)와 적절한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다음의 설명은 기억 디바이스(20)
의 내부 구조의 전형적인 예에 관한 것이다.

기억 디바이스(20)는 메모리 어레이(201), 어드레스 카운터(202), ID 비교기(203), 동작 코드 디코더(204), I/O 제
어기(205) 및 공장 설정 유닛(factory setting unit)(206)을 포함한다.

    
메모리 어레이(201)는 예컨대 256 비트인 프리셋(preset) 용량의 기억 영역을 갖는다. 헤드로부터 3 비트의 기억 영
역이 식별 데이터에 할당되며, 헤드로부터의 4 번째 비트는 유효하지 않은(invalid) 기억 영역으로 세팅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식별 데이터는, 정상 모드에서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의 헤드로부터의 처
음 3 비트에 등록된다. 헤드로부터의 4 번째 비트는 기록/판독 명령에 할당된다. 따라서, 데이터는 헤드로부터의 5 번
째 비트 및 그 이후 비트에서 기억 영역에 기록된다. 메모리 어레이(201)의 기억 영역의 이러한 구조는 처음 4 비트를 
판독 전용 기억 영역으로 할당한다. 메모리 어레이(201)에서, 헤드로부터의 5 번째 비트에서 기억 영역이 시작되며, 
이 영역에서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 예컨대 잉크 소비량 또는 남은 잉크의 양이 기록된다. 심지어 전원이 전원 스위치의 
정상적인 동작 이외의 임의의 원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구성은, 전원 보상 회로가 보상 전원
을 공급할 때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안에 메모리 어레이(201)에 완전히 기록될 수 있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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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카운터(202)는 메모리 어레이(201)에 연결되며, 공장 설정 유닛(206)을 통해서 공급된 클록 신호(SCK)와 
동기적으로 자신의 카운트를 증가시킨다. 카운트는 메모리 어레이(201)의 기억 영역에서의 위치(어드레스)에 관계된
다. 메모리 어레이(201)의 기록 위치 또는 판독 위치는 어드레스 카운터(202) 상의 카운트에 의해 명시될 수 있다. 어
드레스 카운터(202)는 또한 리셋 신호 단자(RT)에 연결되며, 리셋 신호(RST) 입력에 응답하여 자신의 카운트를 초
기 값으로 리셋한다. 초기 값은 메모리 어레이(201)의 헤드 위치에 관계된 임의의 값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0으로 
세팅된다.
    

    
ID 비교기(203)는 클록 신호 단자(CT), 데이터 신호 단자(DT) 및 리셋 신호 단자(RT)에 연결되며, 데이터 신호 단
자(DT)를 통한 데이터 어레이 입력에 포함된 식별 데이터와 메모리 어레이(201)에 격납된 식별 데이터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비교한다.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ID 비교기(203)는 리셋 신호(RST) 이후
에 3-비트 식별 데이터 입력을 획득한다. ID-비교기(203)는, 데이터 어레이에 포함된 식별 데이터를 격납하기 위한 
3-비트 레지스터(미도시)와, I/D 제어기(205)를 통해서 메모리 어레이(201)로부터 획득된 식별 데이터를 격납하기 
위한 또 다른 3-비트 레지스터(미도시)를 갖는다. 두 식별 데이터의 일치 또는 불일치는, 두 3-비트 레지스터에서의 
값들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두 식별 데이터가 일치하는 경우에, ID 비교기(203)는 액세스 인에이
블 신호(EN)를 동작 코드 디코더(204)에 송신한다. ID 비교기(203)는 리셋 신호(RST)의 입력에 응답하여 레지스터
들의 값들을 클리어(clear)한다. 예컨대,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1, 1, 1)인 공통 식별 데이터는 모든 기억 디바이스(2
0, 21, 22, 23 및 24)의 ID 비교기(203)에 격납된다. 모든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의 ID 비교기들에서
의 공통 식별 데이터가 존재하면, 공통 데이터는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 각각에 동시에 기록될 수 있게
된다.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I/O 제어기(205), 클록 신호 단자(CT) 및 데이터 신호 단자(DT)와 연결되며, 리셋 신호(
RST) 이후 4 번째 비트 데이터로서 기록/판독 명령 입력을 획득한다. 액세스 인에이블 신호(EN)의 입력에 응답하여,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획득된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여 기록 요구 또는 판독 요구를 I/O 제어기(205)에 출력한
다.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또한 공장 설정 유닛(206)에 연결되며, 테스트 모드에서 기록/판독 명령의 분석을 완료
하자마자 분석 종료 통지(notice)를 공장 설정 유닛(206)에 송신한다.
    

    
I/O 제어기(205)는 데이터 신호 단자(DT)와 메모리 어레이(201)에 연결되며, 메모리 어레이(201)에 관한 데이터 전
송 방향과 데이터 신호 단자(DT)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즉, 데이터 신호 단자(DT)와 연결된 신호 라인 상의 데이
터 전송 방향}을 변경한다. I/O 제어기(205)는 리셋 신호 단자(RT)와 또한 연결되며, 리셋 신호(RST)를 수신한다. 
I/O 제어기(205)는, 메모리 어레이(201)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및 메모리 어레이(201)에 기록될 데이터를 임시 격납
하기 위한 제 1 버퍼 메모리(미도시)뿐만 아니라 데이터 버스(DB)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및 데이터 버스(DB)에 송신
될 데이터를 임시로 격납하기 위한 제 2 버퍼 메모리(미도시)를 갖는다.
    

    
I/O 제어기(205)는 리셋 신호(RST)의 입력에 의해 초기화된다. 초기화 시에, I/O 제어기(205)는 메모리 어레이(20
1)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고, 데이터 신호 단자(DT)와 연결된 신호 라인에 높은 임피던스(
impedance)를 출력하여, 데이터 신호 단자(DT)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금지시킨다. 초기화 상태는, 동작 코드 디코더
(204)로부터의 기록 요구 또는 판독 요구가 입력될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리셋 신호(RST) 이후에 데이터 신호 단
자(DT)를 통한 데이터 어레이 입력에서의 처음 4-비트 데이터는 메모리 어레이(201)에 기록되지 않는다. 한편, 메모
리 어레이(201)의 처음 4 비트에 격납된 데이터(4 번째 비트에 있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는 ID 비교기(203)에 송
신된다. 따라서 메모리 어레이(201)에서의 처음 4 비트는 판독 전용 상태로 세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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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정 유닛(206)은 테스트 신호 단자(TT), 클록 신호 단자(CT), 데이터 신호 단자(DT)에 연결되며, 테스트 신
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테스트 모드에서 사전에 결정된 일련의 처리를 수행한다. 공장 설정 유닛(206)은 어떠한 테스트 
신호도 입력되지 않을 경우에 입력 클록 신호(SCK)를 어드레스 카운터(202)에 전송한다. 한편, 테스트 신호가 입력될 
경우에, 공장 설정 유닛(206)은, 동작 코드 디코더(204)로부터 전달된 분석 종료 통지를 수신할 때까지 입력 클록 신
호(SCK)를 어드레스 카운터(202)에 전송하지 않는다. 공장 설정 유닛(206)은 테스트 모드 명령을 동작 코드 디코더
(204)에 전달한다. 풀-다운 레지스턴스는 테스트 신호 단자(TT)에 연결되며, 이러한 단자(TT)는 정상 모드에서는 
비활성 상태로 세팅된다.
    

C. 제 1 실시예에서의 기억 시스템 동작

    
다음은 도 5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이러한 실시예에서의 기억 시스템 동작을 설명한다. 도 5는 호스트 컴퓨터(10)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며, 이러한 호스트 컴퓨터(10)는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
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한다. 도 6은,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가 호스트 컴퓨터(10)에 의해 액세스될 때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의 각 회로 구조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 루틴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7은, 데이
터 판독 시에 리셋 신호(RST), 클록 신호(SCK), 데이터 신호(SDA) 및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 사이의 시간에 
기초한 관계를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도 8은, 데이터 기록 시에 리셋 신호(RST), 클록 신호(SCK), 데이터 신호(SD
A) 및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 사이의 시간에 기초한 관계를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단계(S100)에서 카트리지 아웃 신호 라인(COL)의 입력 값(CO)이 0으로 세팅될 
때까지{결정 포인트(S100)가 부정적인 대답을 제공하는 한) 대기한다. 모든 잉크 카트리지가 잉크 카트리지 홀더에 
적절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전원 음전극 신호 라인(VSL)은 직렬로 연결되어 접지된다. 이 경우, 카트리지 출력 신호 
라인(COL)의 입력 값(CO)은 접지 전압을 나타낸다(예컨대, 대략 0 V). 한편, 단 하나의 잉크 카트리지라도 잉크 카트
리지 홀더에 부적절하게 유지되는 경우, 전원 음전극 신호 라인(VSL)은 직렬로 연결되지도 접지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제어 회로의 회로 전압에 대응하는 값은 카트리지 출력 신호 라인(COL) 상에 나타난다. 본 실시예의 절차는, 잡음의 
역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결정된 임계 값에 기초하여 2진수화(binarization)를 수행한다. 따라서, 카트리지 출
력 신호 라인(COL)의 입력 값(CO)은 0 또는 1 중 어느 하나이다.
    

    
카트리지 출력 신호 라인(COL)의 입력 값(CO)이 0으로 세팅될 때{즉, 단계(S100)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는 경우에
},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전원 전압을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의 전원 양전극 단자(VDDM)
에 전원 공급 라인(VDL)을 통해서 공급하며(VDD = 1), 리셋 신호 생성 회로가 리셋 신호(RST)를 로우(low) 레벨
로 생성하게(즉, RST = 0으로 세팅하게) 하며,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110)에서 리셋 신호(RST = 
0)를 리셋 신호 라인(RL)을 통해 리셋 버스(RB)에 송신한다. 만약 모든 잉크 카트리지들이 잉크 카트리지 홀더에 적
절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원 전압은 기억 디바이스(21, 21, 22, 23 및 24)에 공급되지 않는다. 리셋 신호(RST)
는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다. 본 명세서에서의 용어 " 리셋 신호(RST)를 생성 또는 입력한다" 는, 만약 달리 명시되지 
않는다면 로우 레벨의 리셋 신호(RST) 생성 또는 입력을 나타낸다.
    

    
후속적으로,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S120)에서 리셋 신호 생성 회
로가 리셋 신호(RST)를 하이(high) 레벨로 생성하게(즉, RST = 1로 세팅하게) 한다. 그런 다음, 호스트 컴퓨터(10)
의 제어 회로는, 단계(S130)에서 액세스되는 잉크 카트리지{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중 하나에 대응함
}의 식별 데이터(이후에는 ID 데이터로 지칭될 것임)를 출력한다. 출력 ID 데이터는, 도 7과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록 신호(SCK)의 상승 에지(edge)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 라인(DL)을 통해서 데이터 버스(DB)에 송신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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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단계(S140)에서 출력 ID 데이터를 (1, 1, 1)과 비교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
1, 1, 1)은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의 ID 비교기들에 미리 격납된 공통 식별 데이터이다. 출력 ID 데이
터 = (1, 1, 1)인 경우에, 데이터는 모든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동시에 기록될 수 있다.
    

출력 ID 데이터가 (1, 1, 1)과 같은 것으로 결정될 때{즉, 단계(S140)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경우에}, 호스트 컴
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단계(S150)에서 기록 명령을 출력한다. 출력 기록 명령은,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셋 신호(RST)가 로우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로 전환된 이후에 클록 신호(SCK)의 4 번째 상승 에지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 라인(DL)을 통해서 데이터 버스(DB)에 송신된다. 후속적으로,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단계(
S160)에서 클록 신호 생성 회로가 클록 신호(SCK)의 속도를 낮출 것을, 즉 클록 신호(SCK)의 주기를 연장할 것을 요
구한다. 데이터를 EEPROM에 기록하는데 필요한 시간 기간은, 예컨대 대략 3 ms인 반면, EEPROM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데 필요한 시간 기간은, 예컨대 대략 4    이다. 이것은,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필요한 시간 기간이 판독하는데 
필요한 시간 기간에 대략 1000배가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시예의 절차는, 기록 명령을 출력할 때까지 더 높은 클록 
신호 속도로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한다. 이러한 절차는 데이터 기록 시에 클록 
신호 속도를 낮춘다. 유리하게, 이러한 구성은 적절한 데이터 기록을 보장하면서, 액세스 시간을 단축한다.

    
한편, 출력 ID 데이터가 (1, 1, 1)과 같지 않음이 결정될 때{단계(S140)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얻은 경우에},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단계(170)에서 판독 명령 또는 기록 명령중 어느 하나를 출력한다. 출력 명령은 데이터 신
호 라인(DL)을 통해서 데이터 버스(DB)에 송신된다. 단계(170)에서 기록 명령을 출력하는 경우에, 호스트 컴퓨터(1
0)의 제어 회로는 단계(160)에서 클록 신호(SCK)의 속도를 낮춘다. 이와는 반대로, 단계(170)에서 판독 명령을 출력
하는 경우에, 클록 신호(SCK)의 현재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단계(S180)에서 클록 신호(SCK)의 특정한 개수의 펄스를 출력하며, 이것은 데이
터 기록을 위한 메모리 어레이(201)에서의 원하는 어드레스(위치)에 대응한다. 이러한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20)는 
순차적인 액세스 유형이다. 따라서, 제어 회로는 데이터 기록을 위한 원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클록 신호(SCK)의 
펄스 개수를 출력해야 하며, 어드레스 카운터(202) 상의 카운트를 원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값까지 증가시킨다. 마
지막으로, 호스트 컴퓨터(10)의 제어 회로는 단계(S190)에서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대한 액세스를 
종료하기 위해서 리셋 신호 생성 회로가 리셋 신호(RST)를 로우 레벨로 생성하게(즉, RST = 0으로 세팅하게) 하며, 
리셋 신호(RST = 0)를 리셋 신호 라인(RL)을 통해서 리셋 버스(RB)에 송신한다. 액세스는 리셋 신호(RST = 0)(즉, 
리셋 로우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종료된다. 리셋 신호(RST)는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출력된다. 심지어 전원이 데
이터를 기록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차단될 때에도, 이러한 구성은 기록 프로세스가 적어도 이미 기록되어진 데이터에 관
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도 6을 참조하여, 호스트 컴퓨터(10)에 의해 액세스될 때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의 각 회로 구
조들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처리를 설명한다. 논의는 기억 디바이스(20)의 전형적인 예에 관한 것이다.

먼저, 기억 디바이스(20)의 공장 설정 유닛(206)은, 단계(S200)에서 테스트 신호 입력이 있는지(TEST = 1) 또는 
없는지(TEST = 0)를 결정한다. 공장 설정 유닛(206)이 테스트 신호 입력이 있음{즉, 단계(200)에서 부정적인 대답
을 얻을 경우에}을 결정할 때, 이후에 논의될 공장 세팅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공장 설정 유닛(206)이 테스트 신호 입력이 없음{즉, 단계(S200)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경우에}을 결정할 때, 수
용 유닛(20)의 각 구성요소들은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 전달된 다양한 신호들에 응답하여 활성화되고 동작된다. 호
스트 컴퓨터(10)으로부터의 신호들의 출력 타이밍 시에 기억 디바이스(20)의 동작은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이하에
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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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로우 신호의 리셋 버스(RB)에 대한 입력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202)는 단계(S210)에서 자신의 카운트를 
초기 값(0)으로 리셋한다. ID 비교기(203) 및 I/O 제어기(205)가 또한 초기화된다.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ID 비교
기(203)는 자신의 두 내부 레지스터들을 클리어한다. I/O 제어기(205)는 메모리 어레이(201)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
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며,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기 위해서 높은 임피던스를 데이터 신호 단자(DT)와 연결된 신호 
라인에 출력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호스트 컴퓨터(10)는, 리셋 신호(RST)를 로우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로 전환한 후, 클록 신
호(SCK)의 상승 에지와 동기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송신한다. 어드레스 카운터(202)는, 리셋 신호(RST)를 로우 레
벨에서 하이 레벨로 전환한 후, 클록 신호(SCK)의 상승 에지와 동기적으로 초기 값으로부터 하나씩 자신의 카운트를 
증가시킨다.

    
ID 비교기(203)는, 단계(S220a)에서 리셋 신호(RST)를 로우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로 전환한 후, 3-비트 ID 데이
터, 즉 클록 신호(SCK)의 세 상승 에지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버스(DB)에 송신된 데이터를 획득하며, 3-비트 ID 데이
터를 처음 3-비트 레지스터에 격납한다. 이와 동시에, ID 비교기(203)는, 단계(S220b)에서 메모리 어레이(201)에 
격납된 3-비트 ID 데이터, 즉 어드레스 카운터(202) 상의 카운트들('00', '01' 및 '02')에 의해 명시된 메모리 어레이
(201)의 특정한 어드레스들에 있는 데이터를 획득한다.
    

    
그런 다음, ID 비교기(203)는, 단계(S230)에서 제 1 레지스터에 격납된 3-비트 ID 데이터와 제 2 레지스터에 격납
된 3-비트 ID 데이터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비교한다. 또한 ID 비교기(203)는 미리 격
납된 공통 ID 데이터와 제 1 레지스터에 격납된 ID 데이터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비교
한다. ID 비교기(203)가 ID 데이터가 불일치함을 결정할 때{즉, 단계(S230)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얻는 경우에}, 호
스트 컴퓨터(10)의 메모리 어레이(201)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기억 디바이스(20)에 대한 액세
스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처리는 종료된다. 이 경우, 액세스는 다른 기억 디바이스(21, 22, 23 및 24)중 하나에 허용
된다.
    

    
ID 데이터가 일치하는 경우에{즉, 단계(S230)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는 경우에}, ID 비교기(203)는 액세스 인에이
블 신호(EN)를 동작 코드 디코더(204)에 송신한다. 이 경우, 호스트 컴퓨터(10)는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20, 21, 2
2, 23 및 24) 중 단지 기억 디바이스(20)에 있는 메모리 어레이(201)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ID 데이터 = (1, 1, 
1)인 경우에, 호스트 컴퓨터(10)는 모든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의 메모리 어레이(201)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액세스 인에이블 신호(EN)를 수신하는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리셋 신호(RST)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전환한 후 클록 신호(SCK)의 4 번째 상승 에지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버스(DB)에 송신되는 기록/판독 명령을 
획득하며, 단계(S240)에서 획득된 명령이 기록 명령인지 판독 명령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기록 명령인 경우{즉, 단계(S240)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경우},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기록 명령을 I/O 제어
기(205)에 송신한다. 기록 명령을 수신한 I/O 제어기(205)는 메모리 어레이(201)에 관한 데이터 전송의 방향을 기록 
방향으로 변경하며, 단계(S250)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신호 단자(DT)와 연결된 신호 라인 상의 높은 
임피던스 설정을 취소한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버스(DB)에 송신된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메모리 어레이(201)의 특정
한 어드레스들에 비트 단위로 기록되며, 이러한 어드레스는 클록 신호(SCK)의 상승 에지와 동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증
가되는 어드레스 카운터(202)에 의해 명시된다. 이러한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20)는 이러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액세스된다. 따라서,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 송신된 데이터는, 재기록을 요구하는 어드레스들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메모리 어레이(201)에 현재 격납된 데이터와 동일한 값들(0 또는 1)을 갖는다. 즉, 재기록을 요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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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모리 어레이(201)의 어드레스들에 있는 데이터는 동일한 값들로 겹쳐 기록된다(overwrite).
    

    
판독 명령의 경우{즉, 단계(S240)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얻는 경우},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판독 명령을 I/O 제어
기(205)에 송신한다. 판독 명령을 수신한 I/O 제어기(205)는 메모리 어레이(201)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변경하며, 단계(S260)에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신호 단자(DT)와 연결된 신호 라인 상의 높
은 임피던스 설정을 취소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메모리 어레이(201)에 격납된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메모리 어레이(2
01)의 특정한 어드레스들(위치들)로부터 비트 단위로 판독되며, 이러한 어드레스들은, 클록 신호(SCK)의 상승 에지
와 동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증가되는 어드레스 카운터(202) 상의 카운트에 의해 명시되며, 연속적으로 I/O 제어기(20
5)의 제 1 버퍼 메모리 내용들을 겹쳐 기록한다.
    

마지막 어드레스들에 있는 데이터{호스트 컴퓨터(10)에 의해 명시된 어드레스들에 있는 데이터}만이 I/O 제어기(20
5)의 제 2 버퍼 메모리에 결국 유지되게 된다. 제 2 버퍼 메모리에 유지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신호 라인(DT)을 통해 
데이터 버스(DB)에 송신되며, I/O 제어기(205)의 기능에 의해 호스트 컴퓨터(10)에 전송된다.

    
리셋 로우 신호의 재입력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202), ID 비교기(203) 및 I/O 제어기(205)는 초기화되며, 데
이터 기록 또는 판독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판독 데이터 또는 기록 데이터는 비트 단위로 설정되며, 리셋 로우 신호의 
재입력은 데이터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리셋 신호(RST)는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에 또한 출
력된다. 심지어 전원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차단될 때에도, 이러한 구성은 기록 프로세스가 이미 기록
되어진 데이터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 데이터는 이러한 실시예의 절차에서 비트 단위로 기록된다. 
따라서, 이미 기록되어진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변환될 문제는 없다.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에, 리셋 신호(RST)가 출력되며 전원 보상 회로는, 남은 잉크의 양 또는 잉크 소비량과 같은 우
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먼저 기록될 때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에 보상 전원을 공급한다. 즉, 리셋 신호(RST)가 
출력될 때,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록 프로세스는 중단된다. 기록 프로세스를 중단한 후, 제 1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 각각에 기록되며, 그런 다음에, 제 2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기억 디바이스(2
0, 21, 22, 23 및 24) 각각에 기록된다. 기록 동작이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구성은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적절하고 완전하게 모든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에 기록될 수 있
게 한다.
    

D. 제 2 실시예에서의 기억 시스템 구성 및 기억 디바이스 구조

다음의 논의는, 도 9 및 도 10을 참조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의 기억 시스템 구성과 기억 디바이스 내부 구조에 
관한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의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와 호스트 컴퓨터를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 구
성을 예시한다. 도 10은 제 2 실시예에서의 기억 디바이스의 내부 회로 구조를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제 2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은, 기억 시스템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40, 41, 42, 43 및 44) 각각이 테스트 모드를 위
한 테스트 신호 단자(TT)를 갖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1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과 동일한 제 
2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 내의 다른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숫자들로 표시되며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도 1
0에 예시된 바와 같이, 기억 디바이스(40)는 테스트 신호 단자(TT)도 제 1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20)에 포함된 공
장 설정 유닛(206)에 대응하는 회로도 갖지 않는다. 공장 설정 유닛은 식별 정보 및 데이터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서의 이후에 논의되는 방법에 따라서 기억 디바이스에 기록될 때 필요하다. 공장 설정 유닛은, 그러나 식별 정보 및 데
이터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서의 이후에 논의되는 방법에 따라서 기억 디바이스에 기록될 때 필요하지 않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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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 2 실시예에 예시된 기억 디바이스(40)는 공장 설정 유닛(206)에 대응하는 회로 구조를 갖지 않는다. 테스트 신
호 단자(TT) 및 공장 설정 유닛(206) 이외의 기억 디바이스(40) 내의 회로 구조는 제 1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20) 
내의 회로 구조와 동일하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숫자로 표시되며,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제 
2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 및 기억 디바이스(40)의 일반적인 동작들은 제 1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 및 기억 디바이스(20)
의 일반적인 동작들과 유사하며, 따라서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E. 제 3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식별 데이터를 기억 디바이스에 기록하는 프로세스(공장 설정 프로세스에서)

다음의 설명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 식별 데이터 및 초기 데이터를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
3 및 24)에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도 11은 제 3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기록 프로세스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2는 제 3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 기록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와 기억 
디바이스 사이의 연결의 일예를 도시한다.

    
제 3 실시예에 따른 테스트 모드에서의 기록 프로세스는, 제 1 실시예의 기억 시스템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20)의 
내부 회로 구조와 유사한 내부 회로 구조를 갖는 기억 디바이스에 응용된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숫자들로 
표시되며,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제 3 실시예에 대한 처리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또는 호스트 컴퓨터(10)}에서부터 기억 디바이스(20)의 각 단자(CT, DT, RT 및 TT)로 신호 
라인들에 대한 일-대-일 매핑 연결 아래에서 수행되는 반면, 기억 디바이스(20)는 제조 시에 새 잉크 카트리지 상에 
배치되거나 사용된 잉크 카트리지를 수집한 후 제거된다.
    

    
도 11의 처리 루틴은, 테스트 신호를 호스트 컴퓨터(100)에서부터 기억 디바이스(20)로 송신한 후, 즉 도 6의 흐름도
에서 처리를 공장 설정 프로세스로 이동한 후 시작된다. 프로그램이 도 11의 처리 루틴에 들어갈 때, 먼저, 단계(S300)
에서 공장 설정 유닛(206)은 입력 클록 신호의 어드레스 카운터(202)로의 송신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어드레스 카운
터(202) 상의 카운트 증가를 금지한다. 그런 다음, 공장 설정 유닛(206)은 단계(S310)에서 테스트 모드 명령을 동작 
코드 디코더(204)에 출력한다. 테스트 모드 명령은 동작 코드 디코더(204)가 ID 비교기(203)로부터의 액세스 인에이
블 신호(EN) 출력 없이 활성화되며, 테스트 신호 입력 후 데이터 버스(DB)에 먼저 송신된 명령 데이터를 획득하게 한
다. 테스트 모드에서의 데이터 버스(DB)로의 데이터 어레이 입력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동작 코드 디코더(204)에 
의해 획득된 명령은 기록 명령 또는 판독 명령중 어느 하나이다.
    

단계(S320)에서,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획득된 명령을 분석하여, I/O 제어기(205)가 메모리 어레이(201)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기록 방향 또는 판독 방향중 어느 하나로 세팅하며, 데이터 전송 인에이블 상태에서 신호 라인이 데
이터 버스(DB)를 I/O 제어기(205)와 연결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명령 분석을 완료하자마자,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명령 분석을 완료하였음을 공장 설정 유닛(206)에 통보한다. 이 
통보를 수신한 공장 설정 유닛(206)은 단계(S330)에서 입력 클록 신호(SCK)를 어드레스 카운터(202)에 송신한다. 
단계(S340)에서 동작 코드 디코더(204)에 의한 분석 결과가 기록 명령임을 나타내는 경우에, 단계(S350)에서 어드
레스 카운터(202)의 카운트에 의해 명시된 메모리 어레이(201)의 어드레스들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데이
터 버스(DB)에 송신된다. 기록 명령 이후에 오는 데이터는 메모리 어레이(201)의 '00'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드레스들
에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기록 명령 이후에 오는 3-비트 식별 데이터는 메모리 어레이(201)의 처음 3 비트에 기록될 
수 있다.
    

    
단계(S360)에서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메모리 어레이(201)로부터 기존의 데이터를 판독하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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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70)에서 메모리 어레이(201)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와 데이터 버스(DB)로의 출력 데이터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
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비교한다. 일치하는 경우{즉, 단계(S370)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는 경우},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기록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마무리되고 공장 설정 프로세스를 종료함을 결정한다. 한편, 불일치
하는 경우{즉, 단계(S370)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얻는 경우},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다시 데이터 기록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단계(S340)에서 동작 코드 디코더(204)에 의한 분석 결과가 판독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에, 데이터는 어드레스 카운터
(202) 상의 카운트에 의해 명시된 메모리 어레이(201)의 어드레스들에서부터 연속적으로 판독되어 단계(S380)에서 
데이터 버스(DB)를 통해서 호스트 컴퓨터(10)에 송신된다.

F. 제 4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식별 데이터를 기억 디바이스에 기록하는 프로세스(공장 설정 프로세스에서)

    
다음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기록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도 13은 제 4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
서의 기록 프로세스 루틴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4는, 제 4 실시예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기록 프로세스를 실현하
기 위한,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와 기억 디바이스 사이의 연결의 일예를 도시한다. 제 4 실시예의 기록 프로세스
는 제 2 실시예의 기억 디바이스(40) 내의 내부 회로 구조와 동일한 내부 회로 구조를 갖는 기억 디바이스에 응용된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숫자로 표시되며,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제 4 실시예의 프로세스는, 기억 
디바이스(40)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ID 비교기(203)에 의 한 ID 검사를 무효화하기 위한 테스트 단자(TT) 또
는 공장 설정 유닛(206)을 갖지 않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제 4 실시예의 처리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또는 호스트 컴퓨터(10)}로부
터 기억 디바이스(40)의 각 단자{CT, DT 및 RT(프로브)}로의 신호 라인들의 일-대-일 매핑 연결 아래에서 수행되
는 반면, 기억 디바이스(40)는 제조 시에 새 잉크 카트리지 상에 배치되거나, 사용된 잉크 카트리지를 수집한 이후에 
제거된다.

프로그램이 도 13의 처리 루틴으로 들어갈 때,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단계(S400)에서 임의의 출력 ID 
데이터가 메모리 어레이(201)에 격납된 ID 데이터와 일치할 때까지 임의의 ID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생성하여 데이터 
버스(DB)를 통해서 ID 비교기(203)에 출력한다{단계(S410)}. 이러한 실시예 절차에서, ID 데이터는 둘 다 3-비트 
데이터이므로, 8 개의 가능한 조합이 존재할 것이다.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예컨대 아래에서 논의될 절차에 따라서 출력 ID 데이터가 격납된 ID 데이터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수행한다. 동작 코드 디코더(204)는, ID 비교기(203)가 액세스 인에이블 신
호(EN)를 생성하지 않는 동안에 I/O 제어기(205)가 기록/판독 명령 입력에 응답하여 1 또는 0인 모든 값들을 갖는 데
이터 어레이를 송신할 것을 요구하도록 세팅된다. 데이터 어레이의 값들이 모두 1 또는 모두 0일 경우에, 테스트를 위
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출력 ID 데이터가 기억 디바이스(40)에 격납된 ID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결정하며 또 
다른 ID 데이터를 기억 디바이스(40)에 출력한다. 한편, 데이터 어레이의 값들이 모두 1이 아니거나 모두 0이 아닌 경
우에,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출력 ID 데이터가 기억 디바이스(40)에 격납된 ID 데이터와 일치함을 결
정한다. 즉,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출력 ID 데이터가 기억 디바이스(40)에 격납된 ID 데이터와 일치
할 때까지 임의의 ID 데이터를 기억 디바이스(40)에 반복적으로 출력하며, 데이터 버스(DB)에 송신된 데이터 어레이
를 획득한다.
    

    
출력 ID 데이터가 메모리 어레이(201)에 격납된 ID 데이터와 일치하고{즉, 단계(S410)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경
우}, ID 비교기(203)로부터 전달된 액세스 인에이블 신호(EN)가 검출될 때,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단계(S420)에서 메모리 어레이(201)의 용량과 같은 특정한 용량의 데이터를 메모리 어레이(201)에 기록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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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예의 구조에서, 메모리 어레이(201)는, 252 비트의 용량을 갖는 데이터가 기록 가능한 5 번째 비트 내지 256 
번째 비트에 기록되도록 256 비트의 용량을 갖는다. 후속적으로,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단계(S430)에
서 3-비트 데이터(ID 데이터)를 257 번째 비트 내지 259 번째 비트에 대응하는 어드레스들에 기록한다. 데이터가 이
미 메모리 어레이(201)의 256 번째 비트까지의 어드레스들에 기록되었으므로, 3-비트 데이터는 메모리 어레이(201)
의 처음 3 비트, 즉 1 번째 비트 내지 3 번째 비트에 기록된다. 이를 통해 결국 메모리 어레이(201)의 처음 3 비트에 
ID 데이터가 기록된다.
    

대안적으로, 테스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100)는, 출력 ID 데이터가 기억 디바이스(40)에 격납된 ID 데이터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ID 비교기(203)에 의해 생성된 액세스 인에이블 신호(EN)를 감시할 수 도 있
을 것이다. ID 비교기(203)는, 출력 ID 데이터가 기억 디바이스(40)에 격납된 ID 데이터와 일치할 때 액세스 인에이
블 신호(EN)를 생성한다.

이러한 실시예의 기법은, 기억 디바이스(40)가 수집된 잉크 카트리지에서 제거될 때 메모리 어레이(201)가 기억 디바
이스(40)에 격납된 현재의 식별 정보와 상관없이 새 식별 정보로 겹쳐 기록될 수 있게 한다. 기억 디바이스(40)는 공
장 설정 유닛(206)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더 적은 수의 회로 구조들을 갖는다.

위에서 논의된 각 실시예에서의 구성들중 임의의 구성은, 예컨대 도 16에 도시된 잉크젯 프린터에 응용된다. 도 16은, 
위의 실시예들의 기억 시스템들중 임의의 시스템이 응용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의 내부 구조를 일예로 개략적으로 예
시한다.

    
도 16을 참조할 때, 칼라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는 칼라 잉크젯 프린터(300)는,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예컨대 
배출(eject)된 5 개의 칼라 잉크, 즉 청록색(C), 밝은 청록색(LC), 자홍색(M), 밝은 자홍색(LM) 및 노란색(Y)을 통
해 도트 패턴(dot pattern)을 인쇄 매체(예컨대, 인쇄 용지) 상에 형성한다. 본 발명의 원리는, 칼라 잉크젯 프린터뿐
만 아니라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 인쇄 매체 상에 칼라 토너(toner)를 옮겨서 고착시키는 전자사진 기법의 프리터들
에도 응용될 수 있다.
    

    
칼라 잉크젯 프린터(300)는 잉크 배출 및 도트 생성을 위해 캐리지(car- riage)(301) 상에 배치된 인쇄 헤드(IH1 
내지 IH5)를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압반(platen)(303) 축을 따라 앞뒤로 캐리지(301)를 움직이기 위해서 캐리지 모
터(302)를 구동하는 메커니즘과, 여러 장의 인쇄 용지(P)를 공급하기 위해 용지 공급 모터(304)를 구동하는 메커니즘
과, 제어회로(330){호스트 컴퓨터(10)에 대응함}를 갖는다. 압반(303) 축을 따라 캐리지(301)를 왕복 운동시키는 
메커니즘은, 캐리지(301)를 슬라이드 가능한 방식으로 지지하기 위해 압반(303)의 축에 병렬로 구성된 슬라이딩 샤프
트(sliding shaft)(305)와, 사이에 연결된 순환 구동 벨트(306)를 지지하기 위해서 캐리지 모터(302)와 결합되는 풀
리(pulley)(307)를 포함한다.
    

제어 회로(330)는 프린터(300)의 동작 패널(350)로/로부터 신호들을 송신하고, 용지 공급 모터(304), 캐리지 모터
(302) 및 인쇄 헤드(IH1 내지 IH5)의 동작들을 적절히 제어한다. 위의 실시예들에서 설명된 잉크 카트리지들(C1 내
지 C5)은 캐리지(301)에 장착된다.

    
칼라 프린터(300)에 공급되는 인쇄 용지(P)는 압반(303)과 용지 공급 롤러 사이에서 지지되며, 압반(303)의 회전각
에 대응하는 사전에 결정된 길이만큼 공급된다. 제어 회로(330)에 병합된 CPU(331)는, 개인용 컴퓨터(PC)로부터 출
력된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잉크 카트리지(C1 내지 C5)에 배치된 기억 디바이스들에 기록하고 이들로부
터 판독한다. 제어 회로(330)는 또한 개인용 컴퓨터(PC)로부터 출력된 인쇄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인쇄 동작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린터(300)의 각 구성요소들의 동작들을 또한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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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지(301) 상에 배치된 기억 디바이스들(20, 21, 22, 23 및 24)은 신호 라인들을 포함하는 플렉시블 케이블에 의해 
제어 회로(330)와 연결된다. 캐리지(301)의 이동은 플렉시블 케이블을 변형시키며, 플렉시블 케이블의 변형은 탄성력
을 야기한다. 탄성력은 캐리지(301)의 유연한 이동을 방해한다. 몇 몇 경우, 캐리지 모터(302)를 위한 추가적인 모터 
제어기가 캐리지(301)의 유연한 이동을 실현하는데 필요하다. 플렉시블 케이블의 탄성력은 플렉시블 케이블에 포함된 
신호 라인들의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본 실시예에서, 기억 디바이스(20, 21, 22, 23 및 24)들은 메모리 모듈 기
판(200) 상에서 버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 버스 연결은, 제어 회로(330)와 메모리 모듈 기판(200) 사이의 신호 
라인의 개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탄성력의 영향을 감소시키며, 캐리지(301)의 유연한 이동을 실현할 
수 있다.
    

플렉시블 케이블의 신호 라인 개수를 감소시키면 또한 신호 라인에 의해 야기된 잡음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
한 장점은, 두 개의 단자가 페이스-컨택트(face-contact) 방식으로 접촉될 때 유용하다. 특히, 페이스-컨택트 방식
이 사용될 때, 잡음 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논의된 제 1 내지 제 4 실시예에서의 기억 시스템들의 구성들중 임의의 구성에서, 식별 데이터는 각 기억 디바
이스의 메모리 어레이의 3-비트 헤드 영역에 격납된다. 이러한 구성은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들중에서 원하는 기억 디
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식별 데이터를 격납하기 위한 영역은 정상 모드에서는 판독 전용 영역이지만, 테스트 모
드에서는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식별 데이터는 쉽게 재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억 디바이스가 사용된 잉크 
카트리지로부터 제거되고 새 잉크 카트리지에 장착될 때 식별 데이터를 재기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이것
은 기억 디바이스의 재활용을 향상시킨다.
    

    
위의 설명은 본 발명의 몇 몇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의 기억 시스템 및 기억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이며 비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본 발명의 주요한 특징들의 범주 또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많은 변형(modification), 변경(change) 및 수정(alteration)이 존재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본 청구 
범위와 등가인 의미와 범위 내의 모든 변경들은 본 청구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몇 몇 가능한 변형의 예들은 이하에서 
제공된다.
    

위의 실시예에서, EEPROM은, 예컨대 기억 디바이스에 이용된다. EEPROM이 아닌 임의의 기억 소자는, 그러나 기억 
소자가 데이터를 불휘발성이지만 재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격납될 수 있게 하는 한 본 발명의 기억 디바이스에 응용될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 남은 잉크의 양 및 잉크 소비량에 관한 데이터는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로 열거된다. 이러한 데이터 대신
에, 또는 이러한 데이터 이외에 임의의 다른 적합한 데이터가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로 명시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에서, 특정한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기 위
한 식별 데이터는 상기 특정한 기억 디바이스의 메모리 어레이(201)의 처음 3 비트에 격납된다. 식별 데이터의 용량은 
식별될 기억 디바이스들의 개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다. 메모리 어레이(201)의 용량은 256 비트로 제한되
지 않고 격납될 데이터 용량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다.

위의 실시예에서, 5 개의 기억 디바이스들은 5 개의 다른 칼라 잉크의 5 개의 분리된 잉크 카트리지 상에 배치된다. 기
억 디바이스들은 또한 2 내지 4 개의 다른 칼라의 잉크 또는 6 개 이상의 칼라 잉크를 갖는 잉크 카트리지에 응용될 수 
있다.

위의 실시예에서, 기억 디바이스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잉크 카트리지에 격납하기 위한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
지에 응용된다. 본 발명의 기억 디바이스는 또한 다양한 다른 응용들에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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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식별 데이터가 쉽게 재기록되게 하고, 짧은 시간 기간에 데이터 기록 동작의 정상적인 완
료를 보장하는 기록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을 갖는 인쇄 장치에 분리할 있도록 장착된 인쇄 물질 용기로서,

인쇄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 유닛(reservoir unit)과;

상기 인쇄 장치의 상기 클록 신호 라인을 통해 전달된 클록 신호를 수신하는 클록 단자와;

상기 인쇄 장치의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으로/으로부터 데이터 신호를 송신하는 데이터 단자와;

상기 인쇄 장치의 상기 리셋 신호 라인을 통해 전달된 리셋 신호를 수신하는 리셋 단자와;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상기 입력 리셋 신호의 제 1 레벨로 초기화되며, 상기 리셋 신호가 제 2 레벨로 전환될 때 상기 입력 클록 신호와 동기
적으로 상기 데이터 신호에 따라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하는 기억 소자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터는 비트 단위로(bit by bit) 상기 기억 소자에 기록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식별 정보를 격납하며,

상기 기억 소자 제어 유닛은,

상기 데이터 단자를 상기 기억 소자와 연결하는 데이터 버스와;

상기 클록 단자를 통해 입력된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카운트를 증가시키며, 상기 리셋 단자를 통한 상기 리셋 신
호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상기 기억 소자 및 상기 데이터 버스 모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
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와;

상기 인쇄 물질 용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상기 인쇄 물질 용기에 할당되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입력된 인쇄 물질 식별 정
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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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식별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상기 데이터 신호에 따라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허용하는 기록/판독 인에이블(enable) 유닛을,

포함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상기 리셋 신호 입력에 응답하여 초기 설정으로서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상
기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고, 상기 데이터 버스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버스와 상기 비교기에 연결되며, 상기 비교기에 의한 결정의 결과가 상기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입력된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며,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전환할 것
을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를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상기 명령 디코더가 상기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상기 기억 소
자에 관한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과, 상기 데이터 버스와의 연결 차단 상태에 대한 초기 설정을 유지하는, 인쇄 물질 용
기.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테스트 모드 신호 라인과 연결되는 테스트 단자와;

상기 테스트 단자에 연결되며, 테스트 모드 신호 입력을 검출하는 테스트 모드 제어기를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head)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specific se
ction)을 가지며, 상기 특정한 섹션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렇지 않으면 재기록 불
가능한 방식으로 상기 식별 정보가 격납되며,

상기 사전에 결정된 조건은 상기 테스트 모드 신호 입력에 대한 검출인,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모드 제어기는, 상기 테스트 모드 신호 입력을 검출할 때 테스트 모드 명령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기 테스트 
모드 명령을 상기 명령 디코더에 출력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가 상기 테스트 모드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상
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대한 증가를 금지하며,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테스트 모드 명령에 대해 분석한 후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상기 기억 소자로의 기록 동작
을 수행할 것과, 상기 데이터 버스를 해방(release)할 것을 요구하며,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상기 명령 디코더로부터의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억 소자로의 상기 기록 동작과, 상기 
데이터 버스의 상기 해방을 수행하는, 인쇄 물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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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모드 제어기는, 상기 테스트 모드 신호의 입력을 검출할 때 테스트 모드 명령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기 명령 
디코더에 상기 테스트 모드 명령을 출력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가 상기 테스트 모드 명령에 대한 상기 분석을 완료할 때
까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대한 증가를 금지하며,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상기 테스트 모드 명령을 분석한 후 상기 기억 소자로부터의 판독 동작
을 수행할 것과, 상기 데이터 버스를 해방할 것을 요구하며,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상기 명령 디코더로부터의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기억 소자로부터의 상기 판독 동작과, 
상기 데이터 버스의 상기 해방을 수행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9.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식별 정보의 기억 영역 이후에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기록 가능한 데이터 
영역을 갖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인쇄 물질의 양에 관한 데이터는 상기 기록 가능한 데이터 영역에 기록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을 가지며, 
상기 특정한 섹션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렇지 않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기 식별 정보가 격납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12.

인쇄 물질 용기에 분리할 수 있도록 장착되며,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과 연결되는 불휘발
성 기억 디바이스로서,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입력 리셋 신호의 제 1 레벨로 초기화되며, 상기 리셋 신호가 제 2 레벨로 전환될 때 입력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데이
터 신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하는 기억 소자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데이터는 비트 단위로 상기 기억 소자에 기록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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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억 소자는 식별 정보를 격납하며,

상기 기억 소자 제어 유닛은,

상기 데이터 신호를 상기 기억 소자와 연결하는 데이터 버스와;

상기 입력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카운트를 증가시키며, 상기 리셋 신호 입력에 응답하여 초기 값으로 상기 카운트를 
리셋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상기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 사이에 삽입되며,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와;

상기 인쇄 물질 용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상기 인쇄 물질 용기에 할당되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입력된 인쇄 물질 용기 식
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
하는 비교기와;

상기 두 식별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상기 데이터 신호에 따라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상기 데이터 기록/판독 동
작을 허용하는 기록/판독 인에이블 유닛을,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상기 리셋 신호 입력에 응답하여 초기 설정으로서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며 상기 데이터 버스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버스와 상기 비교기에 연결되며, 상기 비교기에 의한 상기 결정의 결과가 상기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입력된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
하며,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전환
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를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상기 명령 디코더가 상기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상기 기억 소
자에 관한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과, 상기 데이터 버스와의 연결 차단 상태에 대한 초기 설정을 유지하는, 불휘발성 기
억 디바이스.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식별 정보의 기억 영역 이후에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기록 가능한 데이터 
영역을 갖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을 가지며, 
상기 특정한 섹션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렇지 않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식별 정보가 격납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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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로서, 각 인쇄 물질 용기는 각 인쇄 물질 용기 상에 배치되고, 클록 단자, 데이터 단자 및 리셋 단
자를 갖는 버스를 통해서 제어 유닛과 연결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유닛은 클록 신호를 생
성하는 클록 신호 생성 회로와,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리셋 신호 생성 회로와, 상기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중에서 원하
는 인쇄 물질 용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 정보를 출력하는 식별 정보 출력 회로와, 상기 출력 식별 정보와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신하는 데이터 출력 회로를 포함
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로서,
    

상기 인쇄 물질 용기 각각은,

상기 데이터 단자와 연결되는 데이터 버스와;

상기 각 인쇄 물질 용기에 할당된 다른 식별 정보를 격납하며,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연결되며,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
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기억 소자 및 상기 데이터 버스 사이에 삽입되며,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라 상기 기
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와;

상기 데이터 버스와 상기 비교기에 연결되며, 상기 비교기에 의한 상기 결정의 결과가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입력된 기록
/판독 명령을 분석하며,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를,

포함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물질 용기 각각은,

액세스되는 상기 기억 소자의 상기 기억 영역에서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해서 상기 클록 단자를 통해 입력된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카운트를 증가시키며, 초기화 시에는 상기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는 어드레스 카운터를 더 포
함하며,

여기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초기 설정으로서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
하고,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며, 상기 명령 디코더가 상기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
할 때까지 상기 초기 설정을 유지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억 디바이스들의 비교기들은 모든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공통인 공통 식별 정보를 갖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에 포함된 전원 보상 회로는, 주(genera1) 전원을 차단한 후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
간 동안에 상기 인쇄 물질 용기 각각에 보상 전원을 공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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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셋 신호는 상기 제어 유닛으로의 전원 공급을 시작하는 경우와, 상기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중 적어도 어느 하나
에 있어서 생성되며,

데이터 기록 동작 도중에 상기 리셋 신호 입력이 검출되는 경우, 상기 데이터 단자로의 상기 데이터 송신은 즉시 종료되
며, 상기 전원 보상 회로가 상기 보상 전원을 공급할 때 우선권을 갖는(preferential) 데이터가 상기 사전에 결정된 시
간 기간 내에 하나씩 완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상기 각 데이터 단자에 즉시 송신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3.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단자에 입력된 상기 클록 신호는, 판독 명령을 출력하는 경우의 주기보다는 기록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에 더 긴 주기를 갖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4.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는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을 갖는 모듈 기판 상에 배치되며, 상
기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은 각 인쇄 물질 용기와 직렬 연결(cascade connection)을 제공하고, 하나의 접지된 
종단과 상기 제어 유닛에 연결되는 다른 하나의 종단을 갖도록 상기 모듈 기판 상에 놓이며,

여기서, 상기 제어 유닛은 모든 상기 인쇄 물질 용기가 상기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의 값에 기초하여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이 접지 전압을 나타낼 때 모든 상기 인쇄 물
질 용기들이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됨을 결정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인쇄 물질 용기 검출 신호 라인이 접지 전압이 아닌 전압을 나타낼 때 적어
도 하나의 인쇄 물질 용기가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음을 결정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7.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각 인쇄 물질 용기에 수용된 상기 인쇄 물질의 유형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격납
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8.

제 19항에 있어서, 각 인쇄 물질 용기로의 전원 공급은 상기 제어 유닛이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할 때에만 허용
되는,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29.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로서, 각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는 클록 단자, 데이터 단자 및 리셋 단자를 갖는 버스를 
통해서 제어 유닛과 연결되며, 상기 제어 유닛은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클록 신호 생성 회로와,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리셋 신호 생성 회로와, 상기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들 중에서 원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 정보를 출
력하는 식별 정보 출력 회로와, 상기 출력 식별 정보와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신하는 데이터 출력 회로를 포함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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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억 디바이스 각각은,

상기 데이터 단자와 연결되는 데이터 버스와;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연결되며, 상기 제어 유닛의 상기 식별 정보 출력 회로와 상기 데이터 출력 회로를 통해 출력된 상
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 사이에 삽입되며,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와;

상기 데이터 버스와 상기 비교기에 연결되며, 상기 비교기에 의한 상기 결정의 결과가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입력된 상기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며,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상기 데
이터 전송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를,

포함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억 디바이스는,

액세스되는 상기 기억 소자의 상기 기억 영역에서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해서 상기 클록 단자를 통해 입력된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카운트를 증가시키며, 초기화 시에는 상기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는 어드레스 카운터를 더 포
함하며,

여기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초기 설정으로서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
하고,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며, 상기 명령 디코더가 상기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상기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상기 초기 설정을 유지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1.

제 29항 또는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모든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공통인 공통 식별 정보를 갖는, 복수의 불
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2.

제 29 항 내지 제 3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에 포함된 전원 보상 회로는, 주 전원을 차단한 후 사전
에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에 상기 기억 디바이스 각각에 보상 전원을 공급하며,

상기 리셋 신호는 상기 제어 유닛으로의 전원 공급을 시작하는 경우와, 상기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중 적어도 어느 하나
에 있어서 생성되며,

데이터 기록 동작 도중에 상기 리셋 신호 입력이 검출되는 경우, 상기 데이터 단자로의 상기 데이터 송신은 즉시 종료되
며, 상기 전원 보상 회로가 상기 보상 전원을 공급할 때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가 상기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내에 하
나씩 완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상기 각 데이터 단자에 즉시 송신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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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항 내지 제 3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단자로 입력된 상기 클록 신호는, 판독 명령을 출력하는 경우
의 주기보다는 기록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에 더 긴 주기를 갖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4.

제 29항 내지 제 3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는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을 갖는 모
듈 기판 상에 배치되며,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은 각 기억 디바이스와 직렬 연결을 제공하고, 하나의 접지
된 종단과 상기 제어 유닛에 연결되는 다른 하나의 종단을 갖도록 상기 모듈 기판 상에 놓이며,

여기서, 상기 제어 유닛은 모든 상기 기억 디바이스가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의 값에 기초하여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이 접지 전압을 나타낼 때 모든 상기 기억 디
바이스들이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됨을 결정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6.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이 접지 전압이 아닌 전압을 나타낼 때 적어도 
하나의 기억 디바이스가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음을 결정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7.

제 29항 내지 제 3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기억 디바이스로의 전원 공급은 상기 제어 유닛이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할 때에만 허용되는,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38.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을 갖는 인쇄 장치에 분리할 있도록 장착된 인쇄 물질 용기로서,

인쇄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 유닛과;

버스를 통해서 상기 인쇄 장치의 상기 클록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클록 단자와;

상기 버스를 통해서 상기 인쇄 장치의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데이터 단자와;

상기 버스를 통해서 상기 인쇄 장치의 상기 리셋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리셋 단자와;

불휘발성 기억 영역을 가지며, 상기 클록 단자를 통해 입력된 클록 신호와, 상기 데이터 단자를 통해 입력 및 출력되는 
데이터 신호에 기초하여 기록/판독 동작이 행해지는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신호에 포함되고, 상기 인쇄 물질 용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상기 인쇄 물질 용기에 할당되는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미리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
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가 상기 두 식별 정보가 일치함을 결정할 때,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상기 기록/판독 동작을 허용하는 
입-출력 제어기를,

포함하는 인쇄 물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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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상기 리셋 단자를 통해 입력된 리셋 신호가 사전에 결정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상기 기록/판독 동작을 허용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인쇄 물질 용기에 보관된 상기 인쇄 물질의 양에 관한 정보를 가지며,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인쇄 물질의 양에 관한 상기 정보에 앞서 액세스되는 특정한 위치에 격납되는,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43.

제 40항 내지 제 4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에 결정된 조건은, 상기 리셋 단자를 통해 입력된 상기 리셋 신
호가 제 1 레벨에서 제 2 레벨로 신호의 상태를 전환하는 것인, 인쇄 물질 용기.

청구항 44.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에 연결되며, 인쇄 물질 용기에 분리할 수 있도록 장착되는, 불휘발
성 기억 디바이스로서,

불휘발성 기억 영역을 가지며, 상기 클록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된 클록 신호와,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 및 
출력되는 데이터 신호에 기초하여 기록/판독 동작이 행해지는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신호에 포함되고, 상기 인쇄 물질 용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상기 인쇄 물질 용기에 할당되는 인쇄 물질 용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미리 격납된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
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가 상기 두 식별 정보가 일치함을 결정할 때,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상기 기록/판독 동작을 허용하는 
입-출력 제어기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46.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상기 리셋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된 리셋 신호가 사전에 결정된 조건을 충
족할 때에만 상기 기억 소자로/로부터의 상기 기록/판독 동작을 허용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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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인쇄 물질 용기에 수용된 인쇄 물질의 양에 관한 정보를 가지며,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인쇄 물질의 양에 관한 상기 정보에 앞서 액세스되는 특정한 위치에 격납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49.

제 46항 내지 제 4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에 결정된 조건은, 상기 리셋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된 상기 리
셋 신호가 제 1 레벨에서 제 2 레벨로 신호의 상태를 전환하는 것인,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50.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와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으로서, 각 인쇄 물질 용기는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과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와, 인쇄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 유닛을 가지
며,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클록 신호 라인,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 및 상기 리셋 신호 라인을 통해서 상기 인쇄 물질 용
기에 포함된 상기 기억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기억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어 유닛은,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클록 신호 생성 회로와;

상기 기억 디바이스를 초기화하기 위해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리셋 신호 생성 회로와;

상기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들중에서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 정보를 
출력하는 식별 정보 출력 회로와;

상기 출력 식별 정보와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데이터 신호 라
인에 송신하는 데이터 출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각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데이터 버스와;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을 갖는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와 연결되며,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식별 정보
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기와;

상기 기억 소자와 상기 데이터 버스 사이에 삽입되며,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뿐만 아니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기와;

상기 데이터 버스와 상기 비교기에 연결되며, 상기 비교기에 의한 상기 결정의 결과가 상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입력된 상기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며,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입-출력 제어기에게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상기 데
이터 전송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디코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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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액세스되는 상기 기억 소자의 상기 기억 영역에서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해서 상기 클록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된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카운트를 증가하며, 초기화 시에는 상기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는 어드레스 카운터를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입-출력 제어기는, 초기 설정으로서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고,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며, 상기 명령 디코더가 상기 기록/판독 명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때까
지 상기 초기 설정을 유지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52.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리셋 신호 생성 회로가 상기 리셋 신호를 상기 리셋 신호 라인에 출력하게 하며,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있는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상기 데
이터 출력 회로가 상기 액세스되는 상기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할당되는 상기 식별 정
보와 상기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어레이를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
신하게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상기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
레스 카운터가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를 상기 초기 값으로 리셋하게 하며,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상기 비교기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기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게 하며,

    
상기 비교기에 의한 상기 결정의 결과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
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상기 명령 디코더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상기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게 하여,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
이터 전송을 제어하고, 상기 기억 소자의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과, 상기 기억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판
독하는 동작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54.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의 상기 식별 정보 출력 회로는 모든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공통인 공통 식별 정보를 
출력하며,

각 기억 디바이스의 상기 비교기는 상기 공통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기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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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제 50항 내지 제 5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은, 주 전원 차단 후에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에 보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보상 회로를 더 포함
하며,

상기 제어 유닛에 포함된 상기 리셋 신호 생성 회로는, 상기 제어 유닛에 전원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경우와, 상기 전원
을 차단하는 경우중 적어도 하나에 있어서 상기 리셋 신호를 생성하며,

데이터 기록 동작 동안의 상기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유닛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 출력 회로는 상기 데
이터의 송신을 즉시 종료하며, 상기 전원 보상 회로가 상기 보상 전원을 공급할 때 상기 사전에 결정된 시간 기간 내에 
완전히 기록되도록 우선권을 갖는 데이터를 즉시 송신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56.

제 50항 내지 제 5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에 포함된 상기 클록 신호 생성 회로는, 판독 명령을 출력
하는 경우에서의 주기보다는 상기 데이터 출력 회로를 통해 기록 명령을 출력하는 경우에서의 상기 클록 신호의 주기를 
더 연장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57.

제 50항 내지 제 5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모듈 기판으로서, 각 기억 디바이스와 직렬 연결을 제공하며, 하나의 접지된 종단과 상기 제어 유닛과 연결되는 다른 하
나의 종단을 갖도록, 기판 상에 배치된 상기 복수의 기억 디바이스들과, 기판 상에 놓인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
을 갖는, 모듈 기판을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의 값에 기초하여 모든 상기 기억 디바이스가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억 디바이스 검출 회로를 더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에 포함된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회로는,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이 접
지 전압을 나타낼 때 모든 상기 기억 디바이스가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됨을 결정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59.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에 포함된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회로는, 상기 기억 디바이스 검출 신호 라인이 접
지 전압이 아닌 전압을 나타낼 때 적어도 하나의 기억 디바이스가 상기 모듈 기판 상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음을 결정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60.

제 50항 내지 제 5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상기 각 인쇄 물질 용기에 수용된 상기 인쇄 물질
의 유형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격납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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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항 내지 제 5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기억 디바이스로의 전원 공급은,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기억 디바이
스로/로부터의 데이터 기록/판독 동작을 수행할 때에만 허용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62.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각 기억 디바이스에 포함된 상기 기억 소자는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
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을 가지며, 상기 특정한 섹션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렇지 않
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기 식별 정보가 격납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63.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신호 라인,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 및 상기 리셋 신호 라인은 플렉시블(flexible) 케이블
에 포함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64.

복수의 인쇄 물질 용기중에서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장착된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각 인쇄 물질 용기는 버스를 통해서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과 연결되며, 적절한 식별 정
보를 격납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획득 방법으로서,

리셋 신호를 상기 리셋 신호 라인에 출력하는 단계와;

액세스되는 상기 원하는 인쇄 물질 용기에 포함된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할당된 식별 정보와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
는 데이터 어레이를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획득 방법.

청구항 65.

    
인쇄 물질 용기에 장착된 기억 디바이스에서 액세스 요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인쇄 물질 용기는,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과, 식별 정보를 격납하기 위한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있는 특
정한 섹션을 갖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기억 디바이스를 가지며,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클록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클
록 버스와, 데이터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데이터 버스와, 리셋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리셋 버스를 또 다른 인쇄 물질 용
기에 포함된 기억 디바이스와 공유하는, 액세스 요구 처리 방법으로서,
    

상기 리셋 버스 상의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의 결과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기초하여, 상기 기억 소자의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과 상기 
기억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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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액세스 요구 처리 방법.

청구항 66.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 인쇄 물질 용기에서, 상기 기억 소자에서
의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위치한 특정한 섹션에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방법으로서,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고,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기록 명령에 응답하여,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기록 방향으로 세팅하고, 상
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기록 방향으로 세팅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들에 대한 세팅을 완료한 후,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상기 기억 영역의 상기 헤드 위치와 상기 사전
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상기 식별 정보를 기록하고, 후속적으로 데이터를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별 정보 격납 방법.

청구항 67.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 인쇄 물질 용기에서, 상기 기억 소자의 
기억 영역에 격납된 데이터를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로부터 판독하는 방법으로서,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고,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판독 명령에 응답하여,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고, 상
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들에 대한 세팅을 완료한 후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의 상기 기억 영역에 격납된 데이터를 상기 기억 영역
의 상기 헤드 위치로부터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판독 방법.

청구항 68.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를 갖는 인쇄 물질 용기에서, 상기 기억 소자에서
의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위치한 특정한 섹션에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기억 디바이스의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하는 하나의 식별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검색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하는 상기 하나의 식별 정보가 발견될 때, 상기 하나의 식별 정보와 기
록 명령을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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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억 디바이스의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상기 기억 영역의 종단(end) 위치에 대응하는 데이터 이후에 상기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와;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상기 기억 영역의 상기 종단 위치까지 데이터를 기록하
고, 후속적으로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상기 기억 영역의 상기 헤드 위치에서부터 상기 사전에 결정된 위치까지 상기 식
별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별 정보 격납 방법.

청구항 69.

제 64 항 내지 제 6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다른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상기 기억 디바이스를 각각 갖는 적어도 두 
개의 인쇄 물질 용기 세트에 응용되는 방법.

청구항 70.

복수의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들 중에서 원하는 기억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각 기억 디바이
스는 버스를 통해서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과 연결되며, 적절한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액
세스 획득 방법으로서,

리셋 신호를 상기 리셋 신호 라인에 출력하는 단계와;

액세스되는 상기 원하는 기억 디바이스에 할당된 식별 정보와 기록/판독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데이터 신호 라인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세스 획득 방법.

청구항 71.

기억 디바이스에서 액세스 요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과, 
식별 정보를 격납하기 위한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있는 특정한 섹션을 포함하는 기
억 소자를 가지며,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클록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클록 버스와, 데이터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데이터 
버스와, 리셋 신호 라인에 연결되는 리셋 버스를 또 다른 기억 디바이스와 공유하는, 액세스 요구 처리 방법으로서,

상기 리셋 버스 상의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서 이들 두 식별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의 결과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함을 
나타낼 때,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기록/판독 명령을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과 상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기초하여, 상기 기억 소자의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동작과 상기 
기억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세스 요구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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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2.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갖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에서,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위치한 특정한 섹션에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방법으로서,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고,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기록 명령에 응답하여,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기록 방향으로 세팅하고, 상
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기록 방향으로 세팅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들에 대한 세팅을 완료한 후,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상기 기억 영역의 상기 헤드 위치와 상기 사전
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상기 식별 정보를 기록하고, 후속적으로 데이터를 상기 기억 영역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별 정보 격납 방법.

청구항 73.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갖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에서, 상기 기억 소자의 기억 영역에 격납된 데이터를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로부터 판독하는 방법으로서,

리셋 신호 검출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하고,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버스에 송신된 판독 명령에 응답하여, 데이터 버스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고, 상
기 기억 소자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향을 판독 방향으로 세팅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방향들에 대한 세팅을 완료한 후 상기 클록 신호와 동기적으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
트를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상기 카운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의 상기 기억 영역에 격납된 데이터를 상기 기억 영역
의 상기 헤드 위치로부터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판독 방법.

청구항 74.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소자를 갖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에서,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위치한 특정한 섹션에 식별 정보를 격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기억 디바이스의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하는 하나의 식별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검색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기억 소자에 격납된 상기 식별 정보와 일치하는 상기 하나의 식별 정보가 발견될 때, 상기 하나의 식별 정보와 기
록 명령을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억 디바이스의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상기 기억 영역의 종단(end) 위치에 대응하는 데이터 이후에 상기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어레이를 상기 기억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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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카운터 상의 카운트에 따라서, 상기 기억 소자에서의 상기 기억 영역의 상기 종단 위치까지 데이터를 기록하
고, 후속적으로 상기 기억 소자의 상기 기억 영역의 상기 헤드 위치에서부터 상기 사전에 결정된 위치까지 상기 식별 정
보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식별 정보 격납 방법.

청구항 75.

클록 신호 라인, 데이터 신호 라인 및 리셋 신호 라인에 연결되며, 상기 리셋 신호 라인을 통해 입력된 리셋 신호에 응
답하여 초기화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로서,

상기 기억 디바이스는, 순차적으로 액세스되는 기억 영역과, 상기 기억 영역의 헤드 위치와 사전에 결정된 위치 사이에 
특정한 섹션을 갖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특정한 섹션에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 아래에서 기록 동작이 행해지며, 
그렇지 않으면 재기록 불가능한 방식으로 식별 정보가 격납되는, 불휘발성 기억 디바이스.

청구항 76.

인쇄 장치에 분리할 수 있도록 장착된 인쇄 물질 용기로서,

인쇄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 유닛과;

식별 정보의 기억 영역과, 상기 식별 정보의 상기 기억 영역 이후에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는 기록 가능한 데이터 영역
을 갖는 기억 소자를,

포함하는 인쇄 물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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