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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부 버스를 통해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칩(103a, 103b, ...103n)과 결합된 단일 반도
체 칩 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다수의 키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다.  각 칩의 메모리(54)는 다수의 
블록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은 다수의 열의 바이트 로케이션을 포함하며, 이것의 총합은 로크 
값의  저장장소로서  제공된다.   각  메모리칩(103a,  103b,  ...103n)은,  호스트  컴퓨터와의 증명절차
(authentication procedure) 기간 중에, 로크 비트 로케이션들의 비트 내용들과 키 값들을 비교하도록 하
는, 소정 키 확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된 시큐리티 콘트롤 로직 회로(30)를 포함하도록 형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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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프로그램으로 제어되는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을 가진 보안성 메모리 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휴대용 개인 컴퓨터 분야, 특히 휴대용 디지탈 정보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개인 정보에 관한 보안은 항상 중요시되어 오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때, 서명, 신임 증명서 및 사진의 
사용을 통하여 지켜져 오고 있다.  자동화된 은행업무 기계에서와 같은 전자적 장치에서는 보안기구의 목
록에 부호화된 카드 및 개인적인 신원확인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PIN)들이 부가되어 있
다.

더욱 최근에는, 보안기구로서 ″스마트 카드(smart card)″가 사용되어 왔다.  ″스마트 카드″란 기록가
능하고 비휘발성인 메모리 및 간단한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싱글 칩으로서 조립되어 플라스틱으로 된 신
용카드에 형성되어 있는 소형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말한다.  그것은 외부 핀이 있어, 특수하게 디자인된 
장비와  연결도  가능하게  된다.   카드내의  마이크로  컴퓨터에  담겨진  프로그램은  이  장비와  상호 
작용하여, 패스워드의 교환행위를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는 소정 알고리즘에 따라, 그 비휘발성 메모
리의 데이터 판독 및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  상황조건에 따라서, 메모리 데이터를 보호하며 또한 변경을 
허용케 하기 위한 특수한 기술들이 실행되어 오고 있다.  예로서, ″온-칩(on-chip) 변경가능한 메모리를 
가진 싱글 칩 마이크로프로세서″ 라는 명칭을 가진 미국 특허번호 4,382,279에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자
동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능케 하는 아키텍쳐가 도시되어 있는 바, 이 메모리는 처리 및 제어 유닛과 동일
한 칩에 들어있다.  기타의 시스템에서와 같이, 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동일 칩상의 메모리만을 보호할 
뿐이다.

″스마트 카드″는 신원확인의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중요한 정보의 실제적인 저장장소로서의 
두가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종래 대부분의 상황조건인 이런 상황에서 확인(verification) 또는 증
명(authentication)의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서 ″키″ 의 실질적 존재와 더불어 약간의 특수정보가 이용
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신원확인에는 액세스(access)를 원하는 사람과 고정되어 있는 
에이젠트(agent)간의 대화가 수반되는 데, 이 때 에이젠트로는 보안 감시인 또는 자동화된 출납기계와 같
은 것이 있다.

현재의 자립형 연산 장치의 휴대 용이성은 ″실질적 키″ 및 증명 에이젠트(authentication agent)가 소
형, 휴대가능하게 되는 한편 분실되거나 도난되기 쉽게 된다.  게다가, 연산 장치들은 신원확인 프로세스
에 관련된 패스워드 또는 특수정보를 추측하거나 추론하기 위한 반복적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만일 증명에이젠트 또는 장치가 도둑질한 자의 수중에 있게되는 경우에는 더욱 가능하게 된다.  기술은, 
막대한 양의 센시티브한 정보들을 개인의 신변에 휴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장려하게 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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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일어나기 쉽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노트북. 서브노트북 사이즈의 컴퓨터는 상당한 연산능력을 갖는 자립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 연산능력은 부가적 데이터 저장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는, 초기에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가능한 소형의 하드 디스크 장치로 충족되어 왔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패드워드에 의한 보
호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센시티브한 데이터의 완전한 보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로, 증명 에이젠트가 공격받기 쉬운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디스크 장치는 물리적으로 착탈될 수 있어 분석하기 위한 장치대(setting)에서 접근가능하
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데이터는 어떤 형태의 암호의 채용을 통해 보호되어 오고 있다.  디스크 액
세스의 특성상 이것은 지나친 비용이나 실행상의 장벽없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의 시스템의 한 예가 ″
집적회로 카드″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번호 4,985,920에 설명되어 있다.

최근의 플래시 메모리 및 착탈가능한 ″메모리 카드″의 출현은 휴대용 컴퓨터의 휴대특성에서의 사이즈 
및 소비전력에 있어 큰 감소를 가져 오게 하였다.  플래시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에서의 융통
성과 디스크의 영속성을 결합하였다.  오늘날, 그런 기술의 결합으로서, 신용카드 크기의 착탈가능한 팩
키지에 2천만 바이트의 데이터를 무전원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호스트 시스템에
서 볼 때는 통상의 디스크 드라이브는 물론 호스트 시스템의 메모리 확장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시스템 사이즈를 더욱 더 감소시켜서 시스템과 데이터를 개인의 신변에 휴대가능
하게 하는 정도까지 가능케 하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 및 그 호스트 시스템의 분실이나 도난의 면에서 
더욱 공격받기 쉽게 되게 하고 있으며 암호에 의한 메모리 데이터의 보호에는 비용 및 실행상의 장벽이 
나타나게 되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주 목적은 보안성의 메모리 서브 시스템을 가진 휴대용 디지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휴대용 디지탈 시스템에서 제거된 경우에도 내용의 보호가 가능한 메모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와같은 카드에서 제거된 경우에도 카드 칩의 데이터 내용이 보호되는 메모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설계상의 간결성으로 인해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보안성 메모리 서브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상기목적 및 기타의 목적이 관련 미국 특허출원(출원번호 906.748)에서 기술된 보안성 메모리 
카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여 달성된다.  그 보안성 메모리 카드는 싱글 반도체 칩의 마이크로프로세
서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휘발성 어드레서블(addressable) 메모리칩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마이크
로프로세서 칩과 비휘발성 메모리칩은 어드레스, 비휘발성 메모리칩에 데이터 및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
한 내부 버스로 공통 접속되어 있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다수의 키 값(key values) 및 내부 버스
상의 어드레스, 데이터 및 제어정보의 전송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지시정보와 같은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
한 어드레스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칩 메모리는 다수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럭은, 복수의 어드레서블 바이트 
로케이션(addressable byte location)을 각각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열(row)을 가지고 있다.  상기 각 
열은 단일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lock bit location)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열의 로크 비트 로
케이션과 집단화 되므로서, 각 블럭내에는, 칩 메모리의 크기 증가가 거의 없이도, 상당한 수의 로크 비
트들의 저장수단이 제공된다.  로크 비트들은 비휘발성 메모리의 소정 특징을 활용하여 데이터 보호를 보
증하게 되도록 독특하게 코드화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각 메모리칩은 시큐리티 콘트롤 로직 회로들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바, 
이 회로는 복수의 액세스 콘트롤 저장소자를 가진 휘발성의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 및 키 확인 동작을 수
행하는 소수의 회로를 포함하고 프로그램가능한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  더 자세
하게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명령 세트(set)의 통제하에서,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유닛은 보호되고자 
한 블럭에 대하여, 메모리 블럭의 로크 비트 포지션에 담겨져 있는 비트를, 명령에 대응하여 키 값 비트
들에 대해 직렬 비교하는 방법에 의해, 소정의 키 확인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확인동작은 소정 증명절차의 일부분으로서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수행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런 절차의 수행 성공이 있은 후에만, 한 블럭의 메모리 액세스 콘트롤 소자에 대해 이것과 연합된 휘발
성의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를 인에이블(enable)로 세트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호되고자 한 블럭으로부
터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액세스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호스트 컴퓨터로부터의 증명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에 의해 허용되어 정보판독이 계속적으로 허용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호스트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  메모리  카드  국제  협회(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siation ; PCMCIA)의 기준의 인터페이스에 순응하는 것과 같은 표준 인터
페이스를 통해 메모리 카드와 결합된다.

시큐리티 로직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각 블럭의 메모리 열당 하나의 수에 상당하는 수의 다수의 로
크 비트 로케이션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수의 로직 회로, 하나의 엔드 카운터, 하나의 비교기와 비교 축적 
플립-플롭 및 각 메모리 블럭에 대하여 하나의 비트 로케이션 또는 플립-플롭을 포함하는 하나의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를 포함한다.  엔드 카운터는 저장된 키 값의 엔드부분임을 감지하기 위하여, 블럭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에서의 연속적인 ONE 비트를 카운트하는데 사용된다.  비교기는 명령에서 제시된 각 데이터 
비트와 여기에 상당하는 로크 비트 로케이션에 저장된 로크 비트를 비교하고, 비교 축적 플립-플롭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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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비교된 일련의 연속적인 비교결과를 축적한다.

본 발명은 병렬의 데이터 경로, 병렬 데이터 비교기 및 추측에 대항하여 큰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
된 큰 키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큰 레지스터 폭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 블
럭은 최대로 8 킬로비트의 키 길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큰 레지스터 폭 또는 더 넓은 병렬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한 염려없이 이루어진다.  더구나, 오늘날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속도로 인해 
키 길이가 큰 값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여전히 초단위 아래의 범위에 있게 된다.  게다가 그러
한 처리는 통상적으로 시스템 초기화 기간중에만 발생된다.

본 발명에 따라, 키 값들은 각 키 값의 처음 비트가 메모리칩의 소정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소정 상태로 
설정되도록 선정된다.  더욱 자세하게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메모리에 있어서, 메모리가 소거될 때 모든 
비트들은 ONEs로 세트되고, 메모리에의 기입은 ONEs를 ZEROs로는 바꿀 수 있으나 ZEROs를 다시 ONEs로는 
바꿀 수는 없다.  본 발명은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각 키의 처음 비트를 이러한 소정 상태 (즉 ZERO)
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각 블럭의 보호 비트로 준비되도록 한다.  게다가, 키들은 보호를 더욱 보
증하게 하는 소정 프로토콜에 따라 코드화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토콜은 하이-레벨 데이
터  링크  콘트롤  (HDLC)의  통신  프로토콜과  같은  유명한  통신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룰
(rule)을 사용한다.  즉 각 키 값 비트 시퀀스는, 소정 숫자만큼의 연속적인 ONE 비트들을 포함하는 플래
그 필드(flag field)는 제외하고, 소정 숫자만큼의 연속적인 ONE 비트들보다 적은 숫자가 되도록 코드화
된다.  만일 어떤 엔드 코드(end code)의 비트들이 부당하게 변경된다면, 키 값의 엔드(end)를 검출하여 
어떤 특별한 블럭에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키 값의 다른 비트들이 부당하게 변
경된다면, 로크와 키 값이 미스매치되므로서 액세스가 방지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몇가지 다른 종류의 명령이 활용되어 키 확인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키 확인 동작을 시작하도록 하는, 1회만 실행되는, 제1형태의 명령이 포함되게 된다.  만일 메모리 블럭
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수행되어야 할 오직 하나의 명령인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키 비트
들의 시퀀스 안에 있는 각 비트에 대해 하나씩인, 제2형태의 명령을 실행한다.  제2형태의 명령은, 블럭
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크 비트들의 시퀀스에 상응하는 로크 비트와 키 비트 시퀀스에 
한 비트가 비교되도록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제3형태의 명령을 실행하여 키 확인 동작을 달성하게 
된다.  이 명령은 비교 축적 플립-플롭에 저장되어 있는 축적된 비교결과를 샘플링시키고, 엔드 카운터를 
테스트 하고,  그  결과들이 정확한 값을 가질 때에만 블럭의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 비트를 세트한다.   
(즉, 카운터와 비교 축적 플립-플롭이 정확한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한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같은 한 세트의 명령들은 메모리 카드를 조립하는 과정중에, 또는 블
럭을 선택하여 소거동작을 시키는 과정중에 사용되도록 개조가 가능하다.  즉, 키 값의 비트들을 판독하
는 것이 아니라, 소거동작 이후에 메모리 블록의 로크 비트 포지션에 키 값 비트 시퀀스를 기입시키는 데 
명령이 사용되게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각 메모리 블럭에 대해 개별적인 로크(lock)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특허출원인 보안성 카드의 
용량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키 값의 길이의 가변성을, 보호되어야 할 정보에 준하여 보호의 용량을 
정하는 함수로 사용하게 하기도 한다.  게다가, 본 발명은 상당히 적은 수의 회로소자를 요구하므로서, 
구성을 쉽게 하고 비용절감을 하게 한다.  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발명은 ″스마트 카드″
와 ″메모리 카드″의 기술을 융합시켜, 전자적 축소화에 따른 ″보안의 엄격성″ 분야에 있어 플래시 메
모리 기술에 의한 대용량의 데이터의 보호를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된다.  본 발명은, 보안 모드 및 비 보
안 모드 양쪽에서 동작가능하며, 데이터의 암호화 및 해독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또한 카드 또는 그의 호
스트 프로세서가 분실, 도난, 무전원 또는 방치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메모리 데이터가 보호되는, 관
련 특허출원인 보안성 카드의 특징을 아울러 보유하고 있다.  절도의 경우에, 메모리 카드를 분해하여 전
자적으로 프로브 검사하거나 메모리칩을 제거하고 또 다른 장치에 설치하더라도 메모리 데이터는 접근이 
보호되게 된다.

상기한 목적들과 본 발명의 특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메모리 카드를 결합시킨 시스템의 블럭선도이다.

제2도는 제1도에서의 액세스 콘트롤 프로세서(ACP)의 비휘발성 메모리의 구조를 포함하여 더욱 세부를 보
여주고 있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개조된, 제1도에서의 표준적 플래시 메모리의 블럭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제3도에서의 플래시 메모리의 더욱 세부를 보여주고 있다.

제5도는 본 발명의 메모리 카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이다.

제6(a)도에서  제6(c)도는  본  발명의  메모리  카드의  동작  모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플로우 
챠트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

제1도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상거래용 프로세서에 사용가능한 보안성의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의 
컴퓨팅 시스템(1)의 블럭선도이다.  시스템(1)은 버스(102)에 의하여 호스트 프로세서(5)에 연결되고,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메모리 카드(3)를 포함하고 있다.  호스트 프로세서(5)는 휴렛-패커드사에서 제조한 
HP 95LX와 같은 팜 탑(palm top) 퍼스날 컴퓨터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호스트 프로세서(5)는 버스(106)로서 공통접속된 액정표시장치(5-2), 키 보드(5-4), 메모리(5-8) 그리고 
직렬 인터페이스(5-10)를 포함한다.  메모리(5-8)는 1메가 바이트의 읽기 전용 메모리(ROM)와 512키로 바
이트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를 포함한다.

메모리 카드(3)와 호스트 프로세서(5) 간의 접속은 표준의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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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예에 있어서, 버스(102)는 퍼스날 컴퓨터 메모리 카드 국제 협회(PCMCIA)의 표준에 따른다.  인터
페이스(102)는, 표준의 인터페이스 칩(104)과 메모리 카드 버스(105)를 경유하여 호스트 프로세서(5)와 
메모리 카드 시스템(3) 간의 어드레스, 콘트롤 및 데이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각 버
스(102, 105 및 106)들은 데이터 버스, 콘트롤 버스 및 어드레스 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동종의 
버스를 통하는 지속적인 신호의 경로로서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105 버스(105)는 어드레스 버스
(105a), 데이터 버스(105b) 및 콘트롤 버스(105c)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PCMCIA 버스 표준(standard)은 메모리 카드상에서 디스크 에뮬레이션(emulation)이 지원되는 표준으로부
터 메모리 데이터에 랜덤 액세스를 허용케 하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표준으로 진화되어 왔다.

본 발명의 메모리 카드는, 암호화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랜덤한 메모리 로케이션에 신속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 이러한 새 표준을 지원하는 보호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호
스트로 데이터를 운반하는 경로를 제어함으로서, 본 발명의 메모리 카드는 시간 소모성의 버퍼링, 암호해
독 또는 경로상에서의 직렬 프로세싱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보호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사용자는 키 보드(5-4)로부터 시스템(1)을 동작시켜서, 표시장치(5-2)상에 정보를 표시하며 
메모리 카드(3)내의 화일에 저장된 정보를 갱신하는 등의, 스프레드 쉬트 및 데이터 베이스 기능과 같은, 
전형적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호스트 프로세서(5)는 버스(102)를 통해 어드레스 정보를 보내어 정보를 
찾아오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갱신하고, 필요한 어드레스 및 콘트롤 정보를 메모리 카드(3)에 되돌려 보낸
다.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메모리 카드(3)는, 각각 버스(105)에 결부된 n개의 CMOS 플래시 메
모리칩(103a  에서  103n)들과,  버스(105)에  결부된,  액세스  콘트롤  프로세서(ACP)(10)를  포함한다.   
ACP(10)는 ″스마트 카드″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프로세싱 소자와 동형의 것이다.  CMOS 플래시 메모리
(103a 에서 103n)는 인텔 사엥서 제조되는 플래시 메모리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28 킬로바이트 × 8 비트의 CMOS 플래시 메모리 여덟개를 포함하고 있는 인텔 28F001BX 1M 이라는 인텔
사의 플래시 메모리의 형태를 취해도 된다.  그러므로, 4 메가 바이트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는 32개의 플
래시 메모리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즉, n=32 이다).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소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는  IEEE  스펙트럼  간행물로  1993년  8월  출판된  ″주류로  가는  플래시  메모리  ;  Flash  Memory  Goes 
Mainstream″ 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액세스 콘트롤 프로세서(10)]

제2도는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액세스 콘트롤 프로세서(ACP)(10)의 블럭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타낸 바
와 같이, ACP(10)는 보호된 비휘발성 메모리(10-2),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10-4), 마이크로프로세서
(10-6), 인터발 카운터(10-8) 및 버스(105)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블럭(10-10)을 포함하고 있다.  비휘발
성 메모리(10-2)는 증명정보(authentication information)와 프로그램들을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어드레
스가 지정된 장소로서 전담되고 있다.  더 자세하게는, 10-2a 메모리 장소 (10-2a)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개인 신원확인 정보(PINs), 프로토콜 시퀀스, 또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액세스된 것의 확인 및 재증명
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 인터발 값이 추가된 후에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경우, 플래시 메모리(103a 에서 
103n)의 블럭을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타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한다.

10-2b 메모리 장소(10-2b)는, 각 플래시 메모리(103a 에서 103n)를 보호하기 위한 키 값을 저장하거나 각 
플래시 메모리(103a 에서 103n)의 개별 블럭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코드들을 저장한다.  10-2c 
메모리 장소(10-2c)는 증명동작(authentication operation)의 요구시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 
시퀀스와, 소정 조건에 따라서 시스템이 실패로 되었을 때 시스템을 클리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 시퀀
스를 저장한다.

어떤 프로그램 명령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재증명(reauthentication) 실행을 성취하기 위한, 인터
발 카운터(10-8)의 셋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재 증명 인터발은 인터럽트 사이의 시간 간격과, 사
용자가 PIN 또는 다른 패스워드를 재 입력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의 증명을 요구하도록 호스트 프로세서
(5)에 인터럽트를 보내는 시간을 규정한다.  인터발 카운터(10-8)는 버스(102)를 통해 호스트 프로세서
(5)로부터 클록 펄스를 수신하며, 작업환경에 따라 사용자에 의하여 세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정
에서, 사용자는 타이머를 오프로 할 수 있고(즉, 최대값으로 세트함) 또는 시간 간격을 한 시간으로 세트
할 수도 있다.  비행기에서라면, 사용자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0 분으로 세트할 수도 있다.  사용자
는 매번 ″파워 온″ 시에 이러한 인터발의 세팅을 재확인하도록 프롬프트(prompted)되므로, 주기적인 재
증명 확인을 통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게 된다.

[플래시 메모리 (103a 에서 103n)]

제3도는 플래시 메모리(103a)의 블럭선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잔여 플래시 메모리(103b~103n)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메모리(103a)는 두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 바, 하
나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메모리 섹션(103M)이며 하나는 본 발명의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회로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큐리티 로직 섹션(103S)이다.  제4도에서 양 섹션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메모리 섹션(103M)]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103M 섹션(103M)은 제4도에서 보여지는 16개 블럭으로 구성된 메모리 어레이
(54),  코맨드  레지스터(50),  입/출력  로직  회로(60),  어드레스  카운터(51),  기입  상태기(write  state 
machine)(61), 소거 전압 시스템(62), 출력 멀티플렉서(53), 데이터 레지스터(55), 입력 버퍼(51), 출력 
버퍼(52), 상태 레지스터(58)들로 구성된다.  위에서 언급된 플래시 메모리(103a)의 기본적 로직 회로는 
인텔사에서 제조된 플래시 메모리에 포함되어 있는 회로와 동형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회로는 설계상 
관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회로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텔사에 의해 1992년 출판된, 주문번호 210830, ″메모리 프로덕츠″라는 제목의 간행물 또는 인텔사의 
기타 간행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회로는 복수의 입력 어드레스 신호(A0 - A16), 데이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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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 - D07) 및 칩 인에이블(CE), 기입 인에이블(WE), 출력 인에이블(OE), 전원 다운(PWD) 및 소거/프로
그램 전원 공급 신호(VPP)들을 수령한다.  이러한 신호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들이 부록 I 에서 설명되
어 있다.

CE, WE, OE 신호들은 버스(102)와 콘트롤 버스(105b)를 경유하여 호스트 프로세서(5)로부터 레지스터(5
0)와 I/O 로직 블럭(60)에 인가되고 지시된 로직 블럭을 콘트롤하기 위해 분산된다.  PWD 신호는 역시, 
플래시 메모리를 인에이블하기 위하여 코맨드 레지스터(50)에 인가되어 부록 I 에서 설명된 동작들을 수
행한다.  또한, 이 신호는 필요한 경우 섹션(103S)의 휘발성 저장소자를 클리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정상동작이 다시 계속되는 경우, 사용자의 재증명(reauthentication)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103M 섹션(103M)의 기본적 로직 요소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동작된다.  정보는 데이터 버스
(105a), 입력 버퍼(51) 및 어드레스 버스(105c)로부터 어드레스 카운터(56)에 의해 수령된 어드레스에 의
해 규정된 메모리 블럭중의 하나의 어드레스 장소의 데이터 레지스터를 경유하여 메모리 어레이(54)에 저
장된다.  정보는 메모리 어레이(54)의 규정된 어드레스 장소로부터 읽혀져서, 출력 멀티플렉서(53), 출력 
버퍼(52), 데이터 버스(105a) 및 버스(102)를 경유하여 호스트 프로세서로 보내진다.  상태 레지스터(5
8)는 기입 상태기, 에러 정지 상태(error suspended status), 소거 상태, 프로그램 상태 및 VPP 상태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기입 상태기(61)는 블럭소거와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제어한다.  프로그램/소거 전압 시스템(62)은 VPP의 
전압레벨의 함수로서, 메모리 어레이(54) 또는 각 블럭의 프로그래밍 바이트를 소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큐리티 섹션(103S)]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103S 섹션(103S)은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유닛(30)과, 제4도에서 더 자세히 
보여지는, 로크 기입 허용(lock write allow) 저장 소자(32)와 휘발성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43)의 연결
을 포함한다.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43)의 출력은, 메모리 어레이(53)의 어떤 블럭의 바이트 로케이션의 
내용이 판독될 때, 출력 버퍼(52)의 인에이블 입력으로서, 각 메모리 판독 사이클중에 인가된다.  즉, 판
독 사이클 중에, 해당하는 블럭의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 게이팅 시그널이 없는 경우에는 판독된 데이터가 
출력 버퍼(52)를 통과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더욱 자세하게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43)는 16개의 독립적으로 어드레스 
가능한 비트 저장 소자들과, 각 저장 소자의 입력에 연결된 4에서 16 비트의 입력 어드레스를 가진 디코
우더 및 각 저장 소자의 출력에 연결된 1에서 16의 출력 멀티플렉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한 
조의 메모리 코맨드에 덧붙여, 어떤 종류의 명령들의 각각의 어드레스의 4개의 상위 또는 최상위 비트들
은 해독되어져서, 내용변경이 되어야 하는 블럭에서의 저장소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된다.  비슷하게, 그 
4개의 비트들은, 판독되고자 하는 메모리 로케이션을 가진 블럭에서의 저장소자의 출력을 선정하는데 사
용된다.

이 섹션이 103M 섹션의 코맨드 레지스터(50)으로부터 지시된 여러가지 16진수값의 (즉, 31H 에서 33H) 코
맨드 콘트롤 시그널을 수령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시그널들은, 버스(105b)를 경유하여 ACP(10)
로부터 코맨드 레지스터(50)에 의해 수령된 한 조의 코맨드의 데이터 값간의 차이점을 지시한다.  이하에
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코맨드들은 플래시 메모리에 의하여 사용되는 한 조의 코맨드에 대한 중
요한 확장부분이 된다.  표준의 플래시 메모리 코맨드는 인텔사의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코맨드의 
형태를 취한다.

[제4도에서의 섹션 103M과 103S의 상세한 설명]

제4도는 103M과 103S 섹션의 구조의 자세한 상세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메모리 어레
이(54)는 두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는 데, 하나는 로크 비트 섹션(lock bit section)(54a)이며 하나는 데
이터 섹션(data section)(54b)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메모리(54)는 1메가 바이트의 저장용량을 가지며, 
위에서 지시되었던 바와 같이, 16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블럭은 8K의 열(row)을 포함하고 있
으며 각 열은 8바이트의 로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나의 비트 로케이션이 각 열에 
추가되어 로크 비트 섹션(54a)을 형성하게 된다.  각 열의 비트 로케이션의 수를 64에서 65비트로 확장하
는 것에 의해, 메모리 어레이(54)는, 데이터 및 이에 연합된 로크 비트 정보들을 저장하므로서,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데이터의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나타낸 바와 같이, 양 섹션들은 세 부분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드레스 래치 카운터(56)를 경유하여 
어드레스 지정가능하게 된다.  제1레지스터 섹션은 어떤 블럭이 어드레스 되고 있는 가를 지시하는 어드
레스 비트들의 최상위 그룹(most significant group)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제2섹션은 레지스터와 카
운터의 양쪽으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블럭의 어떤 열이 어드레스 되고 있는 가를 지시하는 어드
레스 비트들의 중위 그룹(middle significant group)을 저장하고 여기에 하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다.  
제3레지스터 섹션은, 열중의 어떤 바이트가 어드레스 되고 있는 가를 지시하는, 어드레스 비트들의 최하
위 그룹(least significant group)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회로 블럭(53)을 포함하고 있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회로(53a)는, 어드레스 래치 카운터(56)에 저장되어 있는 최하위 어드레스 비트들의 함수에 
의하여, 기입 또는 판독되어야 하는 바이트 로케이션을 선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103S 섹션에서의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유닛(30)은 비트 비교기 회로
(30-1), 비교 축적 플립-플롭(30-2) 및 엔드 카운터(30-3)로 구성되어 있다.  비트 비교기 회로(30-1)는, 
버스(105b)를 경유하여 ACP(10)에 의하여 인가되는, 54a 섹션(54a)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의 로크 비트 내
용들 및 키 비트들을 수령하는, 입력처럼 연결되어 있다.  비교 회로(30-1)는 ACP(10)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 키 비트와 로크 비트 섹션(54a)으로부터 판독된 해당 로크 비트를 비교하고,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
된 결과를 축적 비교 플립-플롭(30-2)의 입력으로서 인가한다.  플립-플롭(30-2)은 연속된 비교의 결과를 
축적한다.  엔드 카운터(30-3)는 소형 카운터인데(즉, 3비트이다), 저장된 키 값의 엔드를 검출하기 위하
여, 로크 비트들의 문자열(string)에서 발생되는 연속적인 ONE 비트들의 갯수를 카운트한다.

로크 기입(lock write) 허용 플립-플롭 소자(32)는 코맨드 레지스터(50)와 프로그램/소거 전압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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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여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블럭 소거 동작이 실행되면, 플립-플롭(32)은 소거 동작의 종료
시에 2진의 ONE 상태로 세트된다.  플립-플롭(32)의 출력은 코맨드 레지스터(50)의 입력으로서 인가되며, 
메모리 블럭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에 정보가 기입되도록 허용하여야 할 때를 잡는다.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유닛(30)의 각 소자들은 코맨드 레지스터(50)로부터 코맨
드를 수신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코맨드들은 플래시 메모리(54)에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한 
조의 코맨드에 대한 중요한 확장이 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코맨드들을 이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러한 명령들은 부록 II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제1명령  또는  코맨드는,  특정  블럭에  대한  키  확인  동작의  시초에  ACP(10)에  의해  수행되는 스타트
(start) 코맨드이다.  이 명령은, 블럭의 제1비트(LBMO)를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43)의 액세스 콘트롤 저
장소자에 스트로브(strobed)시키게 한다.  스타트 명령은 또한, 엔드 카운터(30-3)를 ZERO로 리세트시키
고, 비교 축적 플립-플롭(30-2)을 비교 실패(a comparison failure)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지시하는 소정 
상태(2진의 ONE 상태)로 세트하도록 한다.  스타트 명령은 또한, 어드레스 버스(105a)를 경우하여 인가된 
최상위 어드레스 비트 및 중위의 어드레스 비트를 어드레스 카운터(56)에 로드시키게 하고, 블럭 내의 처
음 비트 (로크 비트)를 어드레스하기 위해 중위의 어드레스 비트가 모두 ZERO인 것을 보증한다.  최하위 
어드레스 비트들은 무시된다.

두번째 타입의 명령은, 블럭의 키 확인 동작의 기간중에, 키 비트들의 시퀀스로서 각 비트들에 대해 한번
씩 수행되는 스텝 명령이다.  보호된 각 블럭에 n개의 키 비트가 있다면, ACP(10)는 각 키 확인 동작에 
대해 n차의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각 스텝 명령은 어드레스 카운터(56)의 중위 비트들을, 블럭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으로부터 다음 로크 비트를 판독하기 위해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각 스
텝 명령에서 제시된 어드레스는 무시된다.

스텝 명령은, 비트 비교 로직회로(30-1)의 출력 샘플링을, ACP(10)에 의하여 제공된 키 비트와 메모리 블
럭으로부터 판독된 다음의 로크 비트와 비교한 결과를 저장하도록 한다.  게다가, 메모리 블럭으로부터 
판독된 로크 비트가 1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엔드 카운터(30-3)를 하나 증가시키며, ACP(10)에 의하여 
제공된 키 비트와 비교한다.  스텝 명령은, 메모리 블럭으로부터의 판독된 로크 비트가 ZERO일 때에는, 
엔드 카운터(30-3)를 ZERO로 리세트하도록 한다.  또한, 비교의 결과가 다를 때에는, 스텝 명령은 비교 
축적 플립-플롭을 ZERO로 리세트한다.

제3형태의  명령은,  ACP(10)에  의하여  한번만  수행되는,  키  확인  동작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엔드 
명령이다.  이 명령은 비교 축적 플립-플롭(30-2)과 엔드 카운터(30-3)의 상태를 샘플링하도록 한다.  양
자가  모두  코렉트  상태에  있을  때에는,  엔드  명령은  메모리(43)의  블럭의  액세스  콘트롤  소자를 
세트한다.  특히, 엔드 카운터(30-3)가, 오버플로우 출력 시그널의 발생 및 비교 축적 
플립-플롭(30-2)이, 여전히, 비교결과가 같은 상태로서 2진법으로 ONE 상태에 있으므로, 최대의 카운트값
에 도달하게 되면, 엔드 명령은 메모리(43)의 액세스 콘트롤 소자의 세팅을 어드레스 카운터(56)의 최상
위 어드레스 비트에 의하여 지시된다.

상기 언급된 명령은, 카드의 최초의 로딩 또는 조립중에 및 선정된 블럭의 소거중에 이루어지는 블럭 소
거 동작시에 사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동작의 설명]

본 발명 보안성 메모리 카드의 동작을 이하, 제5도의 동작표 및 제6(a)도에서 제6(c)도의 플로우 선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6(a)도는 메모리 카드의 최초의 로딩 또는 조립에 관계되는 스텝의 시퀀스
를 보이고 있다.  이 시퀀스는 카드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상태에 이용되도록 맞추어져 있다.  이 동작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키 값의 선정 및 메모리 소거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ACP(10)는, 카드의 조립중 또는 최초의 로딩 동작중에, 메모리 카드 각 블럭의 메모리칩에 로크 값들을 
세트한다.  이것은, 제4도에서의 메모리(54)의 각 블럭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에 키 값을 로딩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이 값들은 ACP(10)의 보호된 비휘발성 메모리(10-2)에 저장된다(즉, 제2도에서의 키 1 에서 
키 n).  또한, ACP(10)에는 메모리 구조에 적합한 구성정보 및 각 메모리 블럭에 적용되는 보호레벨들이 
로딩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된 메모리 블럭의 키 값들은 HDLC 프로토콜과 유사한 규칙에 따라서 선정된다.  
각 키 값들은 할당된 블럭의 로크 메모리 영역내에서 저장될 수 있는 한 어떠한 길이를 가지는 것도 가능
하며, 2진값의 ZERO에서 시작하여 ONE 또는 ZERO의 시퀀스를 가진 후 7개의 ONE 비트를 갖는 시퀀스 또는 
문자열로서 종료한다.  마지막의 7개의 연속적인 ONE을 제외하고, 시퀀스가 코드화되므로, 코드에서는 연
속적인 ONE 비트의 갯수는 6을 초과할 수 없다.

키의 기입 또는 로딩이 이루어지기 전에, 플래시 메모리(43)는 먼저 소거되어 있어야 하는 데, 이것은, 
저장된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하는 플래시 메모리 고유의 기입 특성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즉, 보호되고
자 하는 각 블럭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의 제1비트(0 th)를 ZERO 상태로 세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자들은 비휘발성 소자들이므로, 각 소자만이 ZERO 상태에서 ONE상태로 변경될 수 없으며, 내용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블럭 전체가 소거되어야 한다.

[소거 과정]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있어서, 플래시 메모리(43)는 블럭 단위로 소거된다.  카드의 사용중 특정 블럭의 
소거동작을 수행하거나, 메모리 카드의 조립 또는 로딩중의 소거과정중에도 유사한 소거 과정이 이루어지
게 된다.  로크 저장 영역내에 저장된 로크 비트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블럭이 소거될 때, ONE으로 세
트된다.  블럭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 때에 새로운 로크 값이 기입되어야 한다.  즉, 아무 때나 로크 
비트의 기입이 허용된다면, 보안유지가 침해되게 된다.  그러므로,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32)은 블럭
소거 동작 직후에만 로크 비트의 기입이 이루어지도록 보증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다.

블럭 소거중에, 어드레스 레지스터 카운터(56)의 최상위 비트는 소거진행중인 블럭의 어드레스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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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소거 동작의 종료시에, 플립-플롭(32)은 2진법의 ONE상태로 세트된다.  세트되면, 플립-플롭은 
스타트 및 스텝 명령의 동작을 변경하여, 이 명령에서 제공되는 비트들을 비교하는 대신, 로크 비트위치
에 기입되도록 한다.  스타트 및 스텝 명령을 제외한 다른 명령은 플립-플롭(32)을 리세트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엔드 명령은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32)을 리세트하여 로크 비트의 기입 동작을 종료시키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이 경우에, 엔드 명령은 블럭의 ACM 저장 소자를 2진법의 ONE으로 세트하므로, 그 블
럭에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만일 어떤 블럭이, ACP(10)의 메모리의 구성정보에 의거, 보호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스타트 및 스
텝 명령을 제외한 다른 명령을 실행하면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32)이 리세트되어, 로크 비트의 기입
이 방지되게 될 것이다.  스타트 명령을 실행하면, ONE 인, 0차(0 th)의 로크 비트가 ACM 저장 소자에 전
송되어 액세스가 허용되게 될 것이다.

[카드의 조립]

제6(a)도는 ACP(10)가 메모리 카드의 각 메모리칩에, 로크 값을 어떻게 세트하는가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것은, 키 값을, 제4도의 메모리의 각각의 블럭의 로크 비트 로케이션에 로드함으로 이루어진다.  제6(a)
도의 600 및 602블럭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카드 조립중에 수행되는 키 기입/로딩 동작은, 메모리 블럭
의 소거이후 제1플래시 메모리 블럭을, 어드레싱 하는 것에 의해 시작된다.  ACP(10)는, 메모리의 보호레
벨이 규정되어 있는 구성정보로부터, 블럭이 보호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만일 블럭이 보호되지 않
아야 한다면, ACP(10)는 제6(a)도의 614블럭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단지 블럭의 내용을 로드하게 된다.

블럭이 보호되어야 한다면, ACP(10)는 스타트, 스텝 및 엔드 명령(즉 606 - 610 블럭)의 시퀀스를 실행하
여 블럭의 키 값 비트를 로크 비트 로케이션에 기입하도록 한다.  즉, 스타트 명령을 실행하면, 제6(a)도
의 606 블럭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제1메모리 블럭의 로크 비트 위치 LMBO에 2진법의 ZERO를 기입하도록 
한다.  제6(a)도의 608 블럭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각 스텝 명령을 실행하면, ACP(10)의 메모리에 저장
되어  있는  키  값의  다음  비트가  제1블럭의  다음  로크  비트  로케이션(즉,  LMB1)에  기입되도록  한다.   
만일, 제1블럭의 로크 비트 위치들보다 기입되어야 할 키 비트들이 더 많다면, ACP(10)는 또다른 스텝의 
명령을 실행하도록 한다.  저장된 키 값의 모든 비트들이, 제1메모리 블럭에 대해, 로크 메모리 영역의 
로크 비트 위치에 기입되었음을 ACP(10)가 결정하기까지 스텝 명령이 실행된다.  ACP(10)는 키 값의 끝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7개의 ONE 비트를 검출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6(a)도의 612  블럭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키 값의 기입이 종료되면, ACP(10)는 해당하는 제1블럭의 
ACM  저장소자를  블럭에  액세스  가능하도록  2진법의  ONE상태로  세트하는  엔드  명령을  실행한다.   
다음으로, 제1블럭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적당한 데이터 또는 절차 정보가 로드된다.  제6
(a)도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602에서 614블럭의 동작이, 칩의 모든 메모리 블럭에 대해 진행되기 까지, 
각 블럭에 반복된다.

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커스텀화 기간중에, 사용자가 필요한 규정 데이터와 증명의, 
빈도와 모드의 변수를 설정한다 (즉, 개인 신원확인 번호들(PIN)을 말함).  이러한 정보 역시 ACP의 메모
리에 저장된다.  메모리 카드는, 이 시점에서 전원투입의 준비가 되고 증명절차를 수행한다.

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ACP(10)에 의하여 제1의 증명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즉, ACP(10)는 
호스트 프로세서(5)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로부터 PIN 또는 신원확인 정보와 같은 증명정보를 수령한다.  
증명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아무 동작도 수행되지 않는다.  만일 증명이 성공적이라면, 보호되고자 하는 
각 블럭에 대하여 제1의 키 확인 동작이 ACP(10)에 의해 수행된다.  확인 동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ACP(10)는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43)의 해당하는 액세스 콘트롤 저장소자를 세트하여 블럭에 액세스
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 단계로, 사용자의 구성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ACP(10)는 사용자의 추가 증명(재증명)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오류의 발생시에는, ACP(10)는 모든 메모리칩을 전원 온 상태로 강제하여,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43)의 내용을 클리어하는 것에 의해, 메모리의 데이터에 액세스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전원 투입 과정]

본 발명의 키 확인 동작을 제6(b)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확인 동작은 정
규의 전원투입 동작의 일부분으로서 수행된다.  620블럭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원투입 시퀀스는 시큐리
티 섹션(103S)의 여러 소자들,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43),  비교 축적 플립-플롭(30-2)  및 엔드 카운터
(30-3)를 초기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키 확인 동작은 제5도의 표에 나타낸 일련의 동작들을 시키
는, 제6(b)도에서 지시된 명령들과 동작들의, 시퀀스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수행된다.

제6(b)도를 참조해 보면, 초기화에 이어서, ACP(10)는 제1메모리 블록을 어드레스하고, 먼저 스타트 명령
을 수행하도록 하는 624 블럭의 동작을 수행한다.  이것은, 제5도의 표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래치 카운터(56)에, 스타트 명령의 최상위 어드레스 비트들이 로드되도록 한다.  동시에, 중위의 어드레
스 비트들은, 제1비트 로케이션의 내용의 판독결과가 LBMO에 상응하도록, 모두 ZERO로 강제된다.  LMBO 
비트의 내용들은, 제1블럭에 연합된 콘트롤 메모리(43)의 콘트롤 액세스 저장소자에 계속 로드된다.  만
일 제1블럭이 보호되고자 한다면, 콘트롤 액세스 저장 소자는 2진법의 ZERO상태로 세트된다.  이는, 키 
확인 동작과정 중에도 블럭의 데이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나 블럭이 보
호되지 않는다면, 그 소자는 2진법의 ONE상태로 세트된다.  또한 엔드 카운터(30-3)는, 비교 축적 플립-
플롭(30-2)이 2진법의 ONE상태로 세트되어 있는 동안에는, ZERO로 리세트된다.

만일 블럭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면, 스타트 명령은 실행되어야 할 단 하나의 명령이 된다.  즉, 스타트 
명령에 의하여 지시된 ACM 블럭 저장 플립-플롭은, 제1비트 위치(LBMO)의 2진법의 ONE상태를 그 플립-플
롭에 스트로브하는 결과로서, 2진법의 ONE상태로 세트된다.  제1블럭이 보호된다면, ACP(10)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키 값의 비트를 시험하여 결정되는 키 시퀀스중의 비트의 
숫자에 상응하는 숫자의, 복수의 스텝 명령을 실행한다.

제5도의 표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스텝 명령은 어드레스 래치 카운터(30-3)에 저장되어 있는 중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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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비트들을,  다음  로크  비트  로케이션(LMB1)의  판독을  위해,하나씩  증가시킨다.   LMB1 로케이션
(LMB1)의 내용들은, ACP(10)에 의해 제공된, 비교될 시퀀스의 제1키 비트로서의 키 비트와 비교된다.  비
교치가 동일하면, 비교 축적 플립-플롭(30-2)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무 동작도 취해지지 않고, 세
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만일 비교치가 다르면, 플립-플롭(30-2)은 2진법의 ZERO로 리세트된다.  또한 
스텝 명령 역시 로크 메모리 비트의 판독(LMB1)이 2진법의 ONE이면, 엔드 카운터(30-3)를 하나 증가시키
고, 현재의 키 비트와 비교한다.  만일 비교치가 다르다는 지시가 없다면, 엔드 카운터(30-3)는 ZERO로 
리세트된다.

또한, 엔드 카운터(30-3)가 최대의 카운트를 초과하여 오우버플로우가 되면, 비교 플립-플롭(30-2)을 2진
법의 ZERO상태로 리세트되도록 한다.  엔드 카운터(30-3)가 최대 값을 초과하여 증가할 때, 이는 ACP(1
0)가 로크 비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교를 시도한다는 지시가 된다.  이것은 정규의 동작중에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축적 플립-플롭(30-2)은 ZERO로 리세트되어, 이후에는 매치되는 것을 
금지시키므로, 더 확실한 보안이 보장된다.

비교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ACP(10)는 위에서 설명된 일련의 동작들을 반복하는, 다음 스텝 명령을 실행
한다.  그러한 실행중에, 연속되는 ONE비트 각각은 엔드 카운터(30-3)를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한다.  그
러므로, n차의 스텝 명령의 실행 직전에, 엔드 카운터(30-3)는 6개의 연속적인 ONE비트들을 카운트하였어
야 한다.  비교잘못이 없고 오우버플로우가 없는 경우, n차의 스텝 명령의 실행은 엔드 카운터를 증가시
켜 최대치인 7로 함으로서 출력이 발생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

n차의 스텝 명령의 실행에 이어서, ACP(10)는 키 확인 동작을 종료시키는 엔드 명령을 실행한다.  이 명
령은 엔드 카운터(30-3) 및 비교 축적 플립-플롭(30-2)의 상태를, 결과가 정확한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본화한다.  양자가 모두 2진법의 ONE상태라면, ACP(10)는 그 블럭의 액세스 콘트롤 소자를 2진법의 ONE
상태로 세트되도록 한다.  만일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ACP(10)는 액세스 콘트롤 소자를 2진법의 ZERO
상태로 세트되도록 한다.  또한, 제5도의 표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엔드 명령은 엔드 카운터(30-3)와 비
교 축적 플립-플롭(30-2) 양자를 리세트시킨다.

제6(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에서 설명된 키 확인 동작은 보호되고자 하는 나머지 각 블럭에 대하여 
반복된다.  키 확인 동작의 종결시에, 보안성 메모리 카드는 위에서 설명한 메모리 동작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된다.  그러한 동작중에 만일, 사용자가 메모리 블럭내에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기 원한다면, ACP(1
0)는 제6(c)도에서 설명되는 동작의 시퀀스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보여진 바와 같이, 선정된 블럭의 어
드레스가 어드레스 카운터(56)에 로드될 것이다.  카운터(56)에 포함되어 있는 최상위 어드레스 비트들에 
의해 지시된 블럭상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거가 수행될 것이다.  제3도의 62 블럭(62)의 회로에 의해 신
호된 소거 동작의 종결시에, 출력 신호가 발생되어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32)의 세팅을 2진법의 ONE
상태로 한다.

다음으로, 제6(c)도의 644블럭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ACP(10)는 저장되어 있는 구성정보로부터, 소거한 
블럭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만일 보호되어야 한다면, ACP(10)는 스타트 명령을 실행할 것이
다.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32)이 세트되므로서, 스타트 명령의 동작이 변경되어 비교 동작을 수행하
는  대신,  선택된  블럭의  로크  메모리  영역의  제1비트  위치에  2진법의  ZERO가  기입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648 및 650 블럭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ACP(10)는 스텝 명령에 의하여 제공된 키 값의 비트들
을, 선택된 블럭의 로크 비트 위치에, 연속된 7개의 ONE비트들의 표시에 의하여 모든 비트가 기입완료되
었음이  표시될  때까지  기입하게  하는,  다수의  스텝  명령을  실행할  것이다.   기입  동작의  종결시에, 
ACP(10)는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32)을 2진법의 ZERO상태로 리세트하게 하는 엔드 명령을 실행한다.  
또한 이 엔드 명령은, 액세스를 허용하게 하도록, 블럭과 연합된 ACM의 저장소자를 2진법의 ONE상태로 세
팅시킨다.  블럭이 구성정보에 의거 보호되지 않아야 한다면, 어느 명령을 실행하여도,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32)이 리세트되어 로크 비트의 기입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6c도에서 지시된 바
와 같이, ACP(10)는, 선택된 블럭으로부터 판독된 0차(0th) 로크 비트를 전송하고, 그 블럭과 연합된 ACM 
저장 소자에 스트로브하도록 정규 동작하는 스타트 명령을 실행한다.

이상으로 본 발명이 제공하는 고 생산성이며 프로그램 가능한 키 확인 동작 시스템을 나타내 보였다.  본 
발명에 벗어나지 않고도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당 업자들에게는 실감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다른  타입의  비휘발성  메모리와  다른  인터페이스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유닛을 상당히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큰 키가 제공되도록 하는, 
메모리당 하나 이상의 로크 비트를 가질것이 요구되는, 극히 작은 크기를 갖는 메모리에 사용될 수도 있
다.

[부록]

[부록 I]

[신호의 설명]

기호                               명칭 및 기능

A0 - A16         메모리 어드레스들을 위한 어드레스입력.

                        어드레스들은 기입주기 중에 내부적으로 래치된다.

D00 - D07     데이터 입/출력: 메모리 기입 주기중에 데이터 및 명령들을 입력한다; 메모리 및 상태 판
독주기중에 데이터를 출력한다.  데이터핀은 액티브 하이이며, 칩이 선택해제 되거나 출력이 디스에이블 
될 때 트리스테이트 오프로 플로트된다.  데이터는 기입주기동안 내부적으로 래치된다.

CE                칩 인에이블: 디바이스의 제어로직, 입력 버퍼, 디코더, 및 센스 증폭기를 액티브시킨
다.  CE는 액티브 로우이며, CE하이는 메모리 디바이스를 선택해제하고 대기레벨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킨
다.

PWD             파워 다운 : 디바이스를 깊은 파워 다운 모드로 한다.  PWD는 액티브 로우이다; PWD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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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규 동작을 게이트한다.  PWD=VHH는 메모리 블럭의 프로그래밍을 허용한다.  또한 PWD는 액티브 로우
일 때 소거 또는 기입 동작을 로크아웃시켜, 전원의 천이기간중에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

OE                   출력 인에이블: 판독 주기중에 데이터 버퍼를 통하여 디바이스의 출력을 게이트한
다.

WE                  기입 인에이블: 코맨드 레지스터와 어레이 블럭에의 기입을 제어한다.

Vpp                 각 블럭의 어레이 또는 프로그래밍 바이트들을 소거하기 위한 소거/프로그램 전원 
공급. 주의: Vpp < 최대 Vpp1에서는, 메모리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  Vpp가 하이 레벨일 때,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만일 Vpp가 로우 레벨이면, 메모리 어레이(54)는 판독 전용 메모리로서 기능한다.

[부록]

[부록 II]

(1) LWE는 로크 기입 인에이블임.

(2) 어드레스의 최상위 비트들은 블럭 어드레스임, 나머지 비트들은 무시됨.

(3) LBMO는 로크 메모리 어레이의 제1비트임.

(4) 비교를 위해 제공된 키 데이터중의 하나의 비트임.

(5) 기입을 위해 제공된 로크 데이터중의 하나의 비트임.

[스타트 명령(31H)]

이 코맨드는 키 확인 동작을 위해, ACP(10)에 의해 한번만 수행된다.  만일 블럭이 보호되지 
않았다면(즉, 제1로크 비트가 ONE이다), 확인을 위해 이 명령만이 요구된다.  이 명령이 수행되어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이 세트 상태일 때에, 명령에 의해 제공된 비트가, 지시된 메모리 블럭의 제1로크 비
트 위치에 기입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어드레스의 최상위 비트들은, 어드레스된 블럭이 그 이
전의 소거동작에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로드되지 않는다.

[스텝 명령 (32H)]

이 코맨드는 키 비트 시퀀스의 각 비트에 대해 한번씩 수행된다.  각 코맨드는, 다음 시퀀스의 로크 비트
와 비교하도록, 키 비트 시퀀스 중의 하나의 비트를 제공한다.  이 명령이 수행되어 로크 기입 허용 플립
-플롭이 소거동작에 이어서 세트 상태에 있을 때, 명령에 의해 제공된 비트가 메모리 블럭의 지시된 로크 
비트 위치에 기입되도록 한다.

[엔드 명령 (33H)]

이 코맨드는 키 확인 동작을 완료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ACP(10)에 의해 한번 수행된다.  이것은 비교 축
적 플립- 플롭의 상태를 표본하고, 엔드 카운터를 시험하고, 결과가 올바를 경우 블럭의 액세스 콘트롤 
저장 소자의 세팅을 인에이블로 한다.  이 명령이 수행되어 로크 기입 플립-플롭이 세트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은 로크 비트 기입 동작을 정지시키도록 로크 기입 허용 플립-플롭을 리세팅하여 2진법의 ZERO상태로 
하고 또한 블럭의 액세스 콘트롤 저장 소자를 액세스 제공을 위해 세팅되도록 한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도시하고 설명해 왔지만, 첨부된 청구항에 개시된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남이 없이도 임의의 변경이 가능하며, 어느 경우에는, 본 발명의 기타의 특징을 사
용치 않고 특정 특징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의 호스트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카드는, 어드레스, 
데이터 및 콘트롤 정보를 상기 호스트 컴퓨터와 송수신하기 위하여 연결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각 키 값이 소정수의 비트보다 크지 않은 길이를 가진 다수의 키 값들을 포함
하는 정보의 저장을 위한 어드레스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연결되어 상기 카
드에 의해 수행되는 메모리 동작들을 한정하는 어드레스, 데이터 및 콘트롤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내부 
버스; 및 상기 어드레스, 데이터 및 콘트롤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공동으로 상
기 내부 버스에 연결된 최소한 하나의 비휘발성 어드레스 가능한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는 메모
리 섹션과 시큐리티 섹션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섹션은 다수의 블럭으로 구성된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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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지며, 각 블럭은 복수의 어드레스 가능한 멀티 비트 로케이션을 가지며, 상기 소정수의 다수의 로
케이션 중 각 하나의 최소한 하나의 소정 비트 로케이션은 상기 메모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콘트롤 로
직 수단과 상기 소정수의 비트를 저장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직렬 어드레스 가능한 그룹의 로크 비트 로
케이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상이한 비트의 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로크 비트 로케이션으로 지정되고, 
상기 시큐리티 섹션은 상기 메모리 섹션과 상기 콘트롤 로직 수단에 연결되며, 상기 시큐리티 섹션은 ;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의 상기 갯수의 블럭 각각에 할당된 복수의 어드레스 가능한 저장 소자를 가
진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 및 상기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 상기 내부 버스 및 상기 콘트롤 로직 수단에 
결합된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시큐리티 액세스 콘트롤 유닛은 상기 콘트롤 로직 
수단으로부터 수신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키 값중 하나의 각 키 비트를 지시된 블럭의 상기 그룹의 로
크 비트 로케이션에 저장된 상응하는 각각 비트와 직렬 비교하여 키 확인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키 확인 
동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때에만 상응하는 상기 블럭으로부터 판독이 인에이블 되도록 상기 복수의 어드
레스 가능한 저장 소자 중의 하나를 스위칭시키는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2 

제1항의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시큐리티 섹션은: 상기 키 값 중의 하나의 상기 키 비트와 상기 로
크 비트 로케이션의 그룹에 저장된 상기 상응하는 비트와 직렬 비교하기 위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 상기 콘트롤 로직수단 및 상기 내부 버스에 결합되고, 각 비교 결과의 신호를 위한 제1출력 신호
를 발생시키는 비트 비교 로직 수단, 상기 출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비트 비교 로직 수단에 또한, 
상기 콘트롤 로직 수단 및 상기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와 결합되고 상기 비교 로직 수단에서 비트 비교가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지시하는 제2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비교 축적 저장 소자, 및 상기 비휘발
성 메모리 어레이, 상기 콘트롤 로직 수단 및 상기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에 결합되고, 상기 로크 비트 로
케이션 그룹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상기 비트들이 상기 메모리로부터 판독되었음을 지시하는 제3출력 신
호를 발생시키며, 상기 제2 및 상기 제3출력 신호는 공동으로 상기 복수의 저장 소자중 상기 하나의 상기 
스위칭을 이루게 하는 엔드 카운터를 구비하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 로직수단은 상기 메모리 어레이 및 상기 내부 버스와 결합되어, 상기 내부 
버스로부터 수신된 어드레스와 코맨드들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래치 카운터와 코맨드 레지스터
를 포함하며, 상기 레지스터는 제1형태의 코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비교 축적 저장소자를 소정 상태로 세
팅하고 상기 엔드 카운터를 제로로 리세팅하고, 상기 어드레스 래치 카운터를 상기 코맨드에 연합된 어드
레스의 최상위비트로 로딩하고, 상기 어드레스의 중위 비트들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코맨드는 스타트 명령, 상기 소정 상태는 2진법의 ONE 상태이며 상기 어드레스 
래치 카운터는 상기 최상위 비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복수의 저장 섹션을 가지며, 상기 어드레스의 중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가 상기 스타트 명령으로부터 얻어지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코맨드 레지스터는 제2형태의 코맨드 각각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 비교 로직 수단에 
의해 발생된 상기 제1출력 신호가 발생될 때만 상기 엔드 카운터를 하나 증가 시키고, 상기 비교 축적 저
장소자를 상기 소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스위칭하고, 상기 엔드 카운터가 소정 최대의 카운트를 넘어 
오우버 플로우 상태를 초래할 때에 엔드 카운터들 리세트하기 위한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스텝 명령에 상응하는 상기 제2형태의 코맨드 및 상기 키 값의 끝부분임을 신호하는 소
정 갯수의 ONE  비트들이 키  값에 발생하는 것에 상응하는 상기 최대의 카운트를 갖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코맨드 레지스터는 제3형태의 코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엔드 카운터가 최대 카운트
로 될 때 상기 최상위 어드레스 비트들에 의하여 지시된 상기 액세스 콘트롤 저장소자중의 하나 및 상기 
비교 축적 저장소자가 상기 소정 상태인, 소정 상태로 세팅되기 위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3형태의 코맨드는 엔드 명령에 상응하고 상기 엔드 카운터가 상기 최대 카운트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기 비교 축적 저장소자가 상기 소정 상태가 아닌 때에 상기 신호가 상기 엔드 카운
터와 축적 비교 저장소자를 ZERO로 리세트하게 하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섹션은 더 나아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의 상기 갯수의 블럭중의 하
나의 선택적인 블럭 소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상기 메모리에 결합된 소거 콘트롤 수단을 포함하고 또한 
상기 로크/기입 허용 저장소자가 상기 소정 상태에 있을 때 상기 콘트롤 로직 수단을 상기 로크/기입 허
용 저장소자가 상기 소정 상태에 남아있는 기간 중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상에 기입 동작을 수
행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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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상기 내부 버스에 소정 타입의 코맨드를 적용하는 것에 응답하
여 상기 소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로크 기입 허용 저장소자를 가진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인 소거동작의 종료를 지시하는데 사용되는 엔드 명령에 상응하는 상기 소
정 타입의 코맨드를 가진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보호되고자 하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갯수의 블럭을 지시하는 코드화된 구성
정보를 더욱 포함하고 있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어드레스 가능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상기 정보
가 저장되는, 그리고 상기 소정 키 값중의 하나의 비트를 상기 구성정보에 의해 보호되도록 지시되는 소
거된 블럭의 상기 직렬 어드레스 가능한 로크 비트 로케이션의 그룹에 기입하기 위한 소정 시퀀스의 코맨
드들을 수행하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가진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퀀스의 코맨드들은 상기 소거된 블럭의 상기 어드레스 가능한 멀티 비트로
케이션들이 뒤이어 로드된 정보의 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상기 소거된 블럭의 상기 로크 비트 로케이션 
그룹의 제1로크 비트 로케이션을 소정 상태로 세팅하기 위한 첫번째 타입의 코맨드를 포함하고 있는 보안
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상태는 상기 소거된 블럭에 뒤이어 로드된 정보가 상기 제1로크 비트 로케이
션을 리세트하여 상기  정보에  액세스를 인에이블하기 위하여 소거되어야만 할  것을  요구하는 2진법의 
ZERO상태이며, 그리고 상기 제1코맨드는 스타트 코맨드인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퀀스의 코맨드들은 제2형태의 코맨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제2형태
의 코맨드 각각은 상기 키 값중의 하나의 상기 비트 중의 별개 비트를 상기 그룹의 다른 로크 비트 로케
이션에 상기 키 값중의 상기 하나의 상기 비트의 모두가 저장완료되기까지 직렬 기입되도록 하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키 값의 각각은 소정 프로토콜 패턴에 의하여 코드화된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형태의 코맨드는 스텝 명령이며 상기 다수의 상기 두번째 타입의 코맨드들은 
상기 키 값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비트에 상응하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퀀스의 코맨드들은 상기 시퀀스중에 마지막 코맨드로서의 소정 코맨드를 
포함하고 있는 바, 상기 소정 코맨드는 상기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의 상기 복수의 어드레스 가능 저장소
자들중의 하나를 상기 저장 로케이션에 정보를 로드하여 상기 선택적인 블럭 소거 동작을 종료시키도록 
소정 상태로 세트시키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프로토콜 패턴은 상기 키 값의 끝부분임을 신호하기 위한 소정 갯수의 연속
적인 2진법의 ONE 비트를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 카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상기 어드레스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정보는, 보호되고자 하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갯수의 블럭 중의 하나를 지시하기 위하여 코드화
된 구성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구성정보에 따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
이를 구성시키는 코맨드들을 더 포함하며, 상기 코맨드들은 상기 콘트롤 로직 수단을 상기 구성 정보에 
의해 보호되도록 지시된 상기 블럭의 모든 첫번째 로크 비트 로케이션들을, 보호되도록 지시된 상기 블럭
의 모든 상기 로크 비트 로케이션 그룹에 상기 키 값들에 상응하는 비트들을 기입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블록에 할당된 상기 액세스 콘트롤 메모리의 모든 상기 저장 소자들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의 최
초  구성을  종료시키도록  정보의  로드를  인에이블시키게  하는  소정  상태로  세트시키는  보안성  메모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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