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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모바일 장치의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boot images)을 섀도잉(shadowing)하기 위한 동작 방법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장치의 호스트부에 의해,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제1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단계; 및
섀도우 제어 로직부에 의해, 섀도우 루틴(routine)으로 주기적으로 진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섀도우 루틴에서,
상기 제1 레지스터가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을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섀
도잉하는 단계; 및
상기 섀도잉 제어 로직부에 의해,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
로 완벽하게 섀도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제2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섀도우 루틴에서
상기 제1 레지스터가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구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응
답하여: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에 의해, 상기 모바일 장치의 상기 호스트부로부터의 초기화 요청들의 수를 카운트
(count)하는 단계;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에 의해, 상기 초기화 요청들의 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단계;
상기 초기화 요청들의 수가 상기 임계치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제2 레지스터가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완벽하게 섀도잉되었는지를 나타내는지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레지스터가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완벽하게
섀도잉되었음을 나타내면,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의 제1 해시(hash)를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
팅 이미지들의 제2 해시와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섀도우 루틴에서
상기 제1 해시 및 상기 제2 해시가 불일치 하면:
플래시 변환 계층에 의해, 하나 이상의 포인터들을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
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각각 업데이트하는 단계; 및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에 의해, 상기 모바일 장치가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부터 부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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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제3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부팅 파티션들(boot partitions)에 대해 예약된 영역에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boot images)을 저장하는 제
1 불휘발성 메모리;
사용자 파티션들에 대해 예약된 영역에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제2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을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사용자
파티션들에 대해 예약된 상기 영역의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섀도잉하는 섀도우 제어 로직부를
포함하는 모바일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 내의 변형을 감지하고,
상기 감지에 응답하여,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부터 부팅하도록
상기 모바일 장치를 제어하는 모바일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포인터들을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각
각 업데이트하고, 후속하는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ing) 또는 디버깅(debugging)을 위해 상기 변형을 포함하
는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을 보호하는 플래시(flash) 변환 계층을 더 포함하는 모바일 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는 상기 사용자 파티션들에 대해 예약된 상기 영역 내의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을 감지
하고, 상기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이 임계치 이하인지 판단하는 모바일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이 상기 임계치 이하이면,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을 가비지 콜렉션(garbage collection)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부터 차지된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사용자 파티션들에
의해 예약된 상기 영역의 공간을 해제하는 모바일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이 상기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섀도우 제어 로직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에 대한 상기 사용자 파티션들에 대해 예약된 상기 영역 내의 공간을
할당하고,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을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사용자
파티션들에 대해 예약된 상기 영역의 상기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섀도잉하는 모바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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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모바일 장치(mobile devices)와 관련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모바일 장치의 부팅 이미지들의 섀
도잉(shadowing)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불휘발성 메모리(플래시(flash)) 스토리지는 스마트 폰들(smartohones), 테블릿(tanlets), 울트라 북들(ultrabooks),

웨어러블

장치들(wearable

devices)

및

다른

임베디드(embedded)

및 모바일 장치들의 중요한

요소이다. "장치가 부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이슈(issue)는 최종 사용자들이 보수 또는 교체를 위해 모바일
장치를 리턴하는 이유의 매우 높은 비율을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가 부팅되지 않는 증상들은 플래시 스토리지
장치의 부팅 데이터(boot data)의 변형 때문이다. 부팅 데이터 변형은 갑작스런 전력 손실, 열악한 전력 서브시
스템(subsystem) 디자인, 소프트웨어 결함들, 호스트 시스템 문제들, 부팅 영역의 의도하지 않은 겹쳐 쓰기, 또
는 보호되지 않은 데이터와 같은 많은 원인들로부터 제어될 수 있다.
[0003]

일반적으로, 부팅 이미지들의 디버깅은 부트 로더 이미지(boot loader image)가 실행된 이후에 인에이블되는
(enabled) USB 기능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접근에서, 예를 들어, 갑작스런 전력 손실, 열악
한 시스템 디자인, 소프트웨어 결함들 및/또는 장치 펌웨어(firmware) 구조의 약함 때문에, 부팅 파티션
(partition)에 존재하는 부팅 이미지들이 변형되면, 모바일 장치들은 부팅될 수 없고, 특히 일반적으로 매우 제
한된 디버깅 기능의 모바일 장치들의 제조 버전(version)에서, 부팅 이미지를 재 프로그램하는 쉬운 방법은 없
다.

[0004]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시간 낭비 및 이러한 장치들의 수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장치들
의 최종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제조 업체의 하부 라인, 부품 공급 업체 및/또는 유통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의 목적은 향상된 성능을 갖는 모바일 장치 및 그것의 동작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모바일 장치의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boot images)을 섀도잉(shadowing)하기 위
한 동작 방법은 상기 모바일 장치의 호스트부에 의해,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를 나타내는 제1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단계 및 섀도우 제어 로직부에 의해, 섀도우 루틴(routine)으로 주기적으
로 진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7]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모바일 장치는 부팅 파티션들(boot partitions)에 대해 예약된 영역에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boot images)을 저장하는 제1 불휘발성 메모리, 사용자 파티션들에 대해 예약된 영역에 하나 이
상의 사용자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제2 불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을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사용자 파티션들에 대해 예약된 상기 영역의 하나 이상의 섀
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섀도잉하는 섀도우 제어 로직부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0008]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르면, 모바일 장치는 부팅 이미지들을 섀도잉한다. 이어 따라, 향상된 동작 속도 및
성능을 갖는 모바일 장치 및 그것의 동작 방법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9]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섀도우 제어 로직부를 포함하는 모바일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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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부팅 파티션들(boot partitions), 사용자 파티션들 및 부팅 파티션들의 섀도
우 카피들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적 섀도잉 기술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부팅 이미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의 섀도잉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부팅 실패를 감지하기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7은 도 1의 섀도우 제어 로직부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0]

참조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예시들은 첨부 도면을 통해 도시된다.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다수의 특정 세부 사항들이 본 발명의 개념의 이해를 가능하도록 개시된다.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들 특정 세부 사항 없이 본 발명의 개념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한다. 다른 예로서,
잘 알려진 방법, 절차, 요소, 회로 및 네트워크는 실시 예들의 불필요한 양상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상세
히 설명되지 않는다.

[0011]

제1, 제2 와 같은 용어들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 요소들은 상기 용
어들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용어들은 하나의 요소를 다른 요소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본
발명의 개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제1 서버는 는 제2 서버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서버는 제1 서
버로 명명될 수 있다.

[0012]

본 발명의 개념의 설명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발명의 특정 실시 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개념
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개념의 설명 및 첨부된 청구 범위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a",
"an" 및 "the"와 같은 단수 형태들은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복수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및/또
는"과 같은 용어는 열거된 항목들의 하나 이상의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사용되는 "포함하는" 또는 "구성되는"과 같은 용어는 설명된 특징, 단계, 동작, 성분, 및/또는 구성요소의 존재
를 명시하나, 추가적인 하나 이상의 특징, 단계, 동작, 성분, 구성요소 및/또는 그들의 그룹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0013]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사용자 영역의 섀도우 파티션들
(partitions)로 부팅 이미지들을 복제하기 위한 기술들 포함한다. 기술은 부팅 이미지 변형의 감지, 섀도우 파
티션들로부터 부팅하기 위한 모바일 장치를 제어를 포함할 수 있다. 기술은 동적 섀도잉 및 섀도우 파티션들로
부터 사용되는 블록들의 해제를 포함할 수 있다. 기술은 부팅 실패 회복 및 플래시 변환 계층(FTL) 펌웨어를 통
한 불량 이미지의 보존을 포함할 수 있다. 부팅 이미지 변형의 실패들은 섀도우 파티션들을 사용하여 디버그 또
는/및 회복될 수 있다.

[0014]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를 포함하는 모바일 장치(105)를 보여주는 블록도이
다. 모바일 장치(105)는 코드(code) 스토리지 영역(110), 호스트부(125) 및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를 포함할
수 있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가 코드 스토리지부(110)와 분리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섀도우 제어 로
직(120)은 코드 스토리지부(110)의 일부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결합 형태, 또는 불휘발성 장치(155) 및/또는 중앙 처리 장치(CPU)(135) 상 또는 내부에 위치할 수
있다. 코드 실행 블록(115)은 모바일 장치(105)의 예시 부팅 시퀀스(190)를 개시한다. CPU(135)는 레지스터들
(registers)(130) 및 CPU 읽기 전용 메모리(ROM)(140)를 포함할 수 있다. ROM(140)은 불휘발성 메모리일 수 있
다. CPU ROM(140)은 제1 CPU 부트 로더(boot loader) 이미지(145) 및 제2 CPU 부트 로더 이미지(150)를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CPU ROM은 부팅 파티션들에 의해 예약된 영역에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
있다.

[0015]

코드 스토리지부(110)는 불휘발성 메모리(155)를 포함할 수 있다. 불휘발성 메모리(155)는 플래시 메모리, 불휘
발성 자기 메모리(magneto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MRAM) 모듈들(modules), 상 변화 메모리(phasechange memory, PRAM) 모듈들, 저항성 메모리 모듈들을 포함할 수 있다. 불휘발성 메모리(155)는 부트 논리 유
닛0(boot logical unit 0, LU0) 및/또는 부트 LU1을 포함할 수 있다. 불휘발성 메모리(155)는 리플레이 보호된
메모리 블록(replay protected memory block, RPMB)(162)를 포함할 수 있다. 불휘발성 메모리(155)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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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165)를 위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LUs를 위한 영역은 부트 LU0 및/또는 부트 LU1과 같은 섀도잉
된 부팅 이미지들을 포함할 수 있다. 불휘발성 메모리(155)는 운영 체제(OS) 커넬(kernel) 이미지(170), 시스템
및 사용자 데이터 이미지들(175)을 포함할 수 있다.
[0016]

호스트부(125)는 호스트 프로세스들(processes) 및 어플리케이션들(applications)을 실행할 수 있다. 호스트부
(125)는 코드 스토리지부(110) 및/또는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와 통신에 관하여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스트부(125)는 하나 이상의 레지스터들(130) 및/또는 (132)을 업데이트(update) 및/또는 액세스할 수 있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제1 CPU 부트 로더 이미지(145) 및/또는 제2 CPU 부트
로더 이미지(150))을 불휘발성 메모리(155)의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부트 LU0 및/또는 부트 LU
1)로 섀도잉할 수 있다.

[0017]

모바일 장치(105)의 부트 시퀀스(190)의 코드 실행(115)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특정한 순서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코드 실행이 있다. 예를 들어, 부팅은 모바일 장치(105)의 전원이 켜졌을 때, ROM 코드 실행 내부의 CPU로
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팅은 불휘발성 요소(155)의 부팅 파티션들/LUs를 처리할 수 있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제1 CPU 부트 로더 이미지(145)는 1의 내부 랜덤 액세스 메모리(internal random access memory,
IRAM)에 로드될 수 있고, 제2 CPU 부트 로더 이미지(150)는 2의 IRAM 및/또는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에 로드될 수 있다. 부트 로더 이미지(160) 3의 DRAM에 로드될 수 있고, OS 핵심
이미지들(175)는 5의 DRAM에 로드될 수 있다.

[0018]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부팅 파티션들(boot partitions)(205)(때때로, "부팅 이미지들"로 언급된다),
사용자 파티션들(215)(때때로 "사용자 이미지들"로 언급된다.) 및 부팅 파티션들의 섀도우 카피들(225)을 보여
주는 블록(200)도이다. 부트 LU 섀도잉 루틴(shadowing routine)(220)은 섀도우 제어 로직부(도 1의 120)로부
터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5)을 하나 이상의 섀
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225) 섀도우할 수 있다.

[0019]

모바일 장치(105)는 일반적으로, 화살표(237)로부터 개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5)로부터
부팅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5)의 변형의 이벤트에서, 모바일 장치(105)는 화살표(239)로부터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섀도우 부팅 이미지들(225)로부터 대신 부팅할 수 있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
(120)는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5) 내의 변형을 감지할 수 있다. 변형의 감지에 응답하여,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225)로부터 부팅하기 위한 모바일 장치(105)를 제어할 수
있다.

[0020]

좀 더 구체적으로, 플래시 변환 계층(flash translation layer, FTL)(230)은 물리적 어드레스들(235) 사이의
하나 이상의 포인터들(pointers)을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5)에서, 각각,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
미지들로(225) 업데이트할 수 있다. 논리 어드레스들(240)과 호스트부(도 1의 125) 인터페이스들 그리고 물리적
어드레스들(235)의 FTL 조작은 호스트부(125)으로부터 숨겨질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섀도우 이미지들(225)이
호스트에서 볼 수 없으면, 외부 액세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FTL(230)은 부팅 실패 감지 상의 섀도우 이미지
들(225)로 포인터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원본 부팅 이미지들(305)은 논리 어드레스 공간(240)에서 운영하는
호스트부(125)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된다. 하나 이상의 변질된 이미지들(205)은 연속적인 루트의 원인 및/또는
디버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0021]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적 섀도잉 기술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도 1의 120)은
사용자 파티션들(215)에 대해 예약된 영역 내의 이용 가능한 공간(305)의 양을 감지할 수 있고, 3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용 가능한 공간(305)의 양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310) 이하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공
간(305)의 양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310) 이하라고 판단될 때,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은 가비지 콜랙션
(garbage collection)을 위해 지정되고, 무효로 표시된 섀도우 부팅 이미지 카피들(225)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33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섀도우 부팅 이미지 카피들(225)로부터 차지된 공간은, 사용자 파티션들
(215)에 대해 예약된 영역으로 해제될 수 있다. 3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이용 가능한 공간(315)의 양이 이
용 가능한 공간(305)보다 작을 때, 사용자 파티션들(215)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전체 공간은 증가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 파티션들에 대해 스토리지 장치가 사용 가능한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성된다.

[0022]

3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용 가능한 공간(320)의 양에 미리 정해진 임계치(310)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섀도
우 제어 로직부(120)은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225)에 대한 사용자 파티션들(215)을 위해 예약된
영역 내에 할당된 공간을 다시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치가 덜 가득 차면(전체 부팅 파티션/LU 사이즈
의 5배 이상의 밀도를 제공),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자동으로 사용자 영역에 부팅 파티션들을 복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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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섀도잉 루틴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 파티션들(215)에 대해 예약된 불휘발성 메모리(155)
의 영역 내의 블록들은 부팅 파티션들의 섀도잉을 수용하기 위해 해제 및 회수될 수 있다.
[0023]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부팅 이미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순서도(400)이다. 405 단계에
서, 모바일 장치(도 1의 (105))는 전원이 공급된다. 호스트부(도 1의(125))는 ROM(도 1의 (145, 150))으로부터
부트 로더 이미지들로 채우기 위해 부팅 파티션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410 단계에서, 호스트부(도 1의
(125))는 시스템 전원이 공급된 후, 주요 부트 로더 이미지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 415 단계에서, 호스트부
(125)은 부트 LUs(도 2의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5))로부터 부트 로더를 실행시킬 수 있다. 420
단계에서, 호스트부

[0024]

(125)는 OS 커넬(kernel)을 패치(fetch)할 수 있다.

425 단계에서, 부트 로더 단계 및 OS 커넬 패칭(fetching) 단계가 성공적으로 패스(pass)되면, 호스트부(125)는
부팅 이미지들(205)이 잘 구성되고 검증되었음을 나타내는 1과 같은 미리 정의된 값으로 BOOT_SUCCESS 레지스터
(resister)(도 1의 (130, 132))를 설정할 수 있다. BOOT_SUCCESS 레지스터는 다르게 또는 두 개의 상이한 상태
들을 구별하기 위한 다른 알맞은 값들로 설정될 수 있다. BOOT_SUCCESS 는 임의의 적절한 메모리 영역에 가변적
으로 저장될 수 있다. BOOT_SUCCESS 레지스터는 섀도우 이미지들(225)에 부팅 이미지들(205)의 양호한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BOOT_SUCCESS 레지스터는 섀도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섀도우 제어 로직부
(120)이 섀도잉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부팅 파티션들의 이미지의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430 단계에서, 호스
트부(125)은 OS 커넬을 실행할 수 있다.

[0025]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의 섀도잉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는 순서도(500)이
다. 505 단계에서, 섀도우 루틴(routine)은 시작된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도 1의 (120))은 주기적으로 진입되
는 섀도우 루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정 상태들에 도달하면,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은 부티 파티션들 및 섀
도우 파티션들이 같은 이미지들을 갖도록 하나 이상의 부팅 파티션들(도 2의 (205))을 하나 이상의 섀도우 파티
션들(도 2의 (225))로 섀도잉 되도록 한다.

[0026]

510 단계에서, 섀도우 루틴의 시작 시간에 대해, 판단은 BOOT_FROM_SHADOW 레지스터(도 1의 (130, 132))가 1과
같은 미리 정해진 값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값은 모바일 장치(105)가 하나 이상의 섀도잉
된 부팅 이미지들(225)로부터 부팅하는지 또는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이미지들(225)로부터 부팅할 것인지를 나
타낸다. 섀도우 루틴은 무 동작(no-operation, NOP)(515)에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종료된다. 0의 값은 모바
일 장치(105)가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225)로부터 부팅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섀도우 루틴은 520 단계로 처리된다. BOOT_FROM_SHADOW 레지스터는 다르게 또는 두 개의 상이한 상태들을 구별
하기 위한 다른 알맞은 값들로 설정될 수 있다. BOOT_FROM_SHADOW는 임의의 적절한 메모리 영역에 가변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0027]

520 단계에서, 다른 판단은 해시 체크(hash check)가 동일한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섀
도우 제어 로직부(도 1의 (120))는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225)의 해시와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
지들(205)의 해시를 비교할 수 있다. 제1 및 제2 해시들의 비교의 일치에 응답하여, 이는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225)이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5)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나타낸다. 그리고, 루틴은
NOP(530)와 함께 종료된다. 다시 말해서, 루틴이 NOP(530)와 함께 종료되는 경우, 이는 섀도우 이미지들이 이미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제1 및 제2 해시들의 비교의 불일치에 응답하여, 루틴은 계속해서 535 단계를
수행하고, SHADOW_COMPLETE 레지스터는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이미지들(225)이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
5)의 완전한 사본이 아직 아님을 의미하는 0과 같은 미리 정의된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SHADOW_COMPLETE 레지
스터는 다르게 또는 두 개의 상이한 상태들을 구별하기 위한 다른 알맞은 값들로 설정될 수 있다.
SHADOW_COMPLETE는 임의의 적절한 메모리 영역에 가변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0028]

540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205)이 사용자 LUs를 위해 예약된 사용자 영역의 하나 이상의 섀도잉
된 부팅 이미지들(225)로 복제될 수 있다. 복제는 모바일 장치(105)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분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0029]

545 단계에서, 다른 판단은 해시 체크(hash check)가 동일한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525 단
계를 통해 언급된 판단 방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해시 체크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섀도잉
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섀도잉된 이미지들은 무효로 되고,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영역에 부트 LUs의 추가적인 복제를 위해서 540 단계로 되돌아온다.

[0030]

반면에, 해시 체크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50 단계가 진행된다. SHADOW_COMPLETE 레지스터는 1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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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이는 섀도잉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호스트부(125)은 SHADOW_COMPLETE 상태 레지스터를 읽
음으로써 상태(섀도잉 여부)를 알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의 해시 코드들은 데이터 비교 및 에러
체크를 위해 상용 및 저장될 수 있다.
[0031]

섀도우 제어 로직부(도 1의 (120))은 섀도잉 파티션들로써 사용자 파티션의 물리적 영역들을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들의 전체 사이즈는 부팅 파티션들(부트 LUs)의 전체 사이즈와 동일할 수 있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
(120)는 성능 및 안정성 개선을 위해 싱글 레벨 셀(single-level cell, SLC) 모드로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부팅 파티션들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수 있
고, 장치 유휴 시간 동안, 사용자 파티션에 저장된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0032]

모바일 장치(105)의 유휴 상태를 가져오는 호스트 커맨드로부터 섀도잉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경우,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프로세스를 추적할 수 있다. 모바일 장치(105)가 다시 유휴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섀도잉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섀도잉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다. 이후에, 섀도우 제어 로
직부(120)는 해시 체킹을 수행할 수 있고, SHADOW_COMPLETE 상태 레지스터를 섀도잉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1로 설정할 수 있다. 섀도우 파티션들에 대한 블록들의 물리적인 위치는 고정될 필요는 없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섀도우 파티션들의 블록들의 물리적인 위치들을 추적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단계들은
순서대로 일어날 필요는 없고, 상이한 순서 및/또는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0033]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부팅 실패를 감지하기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순서도(600)이다. 모바일 장치
(105)의 부팅 프로세스 동안, CPU ROM(도 1의 (140))의 주요한 부트 로더들(도 1의 (145, 150))은 첫 번째로
실행된다. 주요한 부트 로더들은 호스트부(도 1의 (125))를 통해 불휘발성 메모리(도 1의 (155))로 초기화 명령
시퀀스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BOOT_SUCCESS레지스터가 1로 설정되는 경우, 섀도우 제어 로직부(도
1의 (120))는 부팅 파티션의 부팅 이미지들(도 2의 (205))이 양호한지에 대해 추정할 수 있고, 부팅 이미지들은
동적 섀도잉 프로세스에서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복제될 수 있다.

[0034]

예를 들어, BOOT_SUCCESS 레지스터가 0의 값을 갖는 경우,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호스트 초기화 발급 요청
들의 전체 개수를 추적하기 위한 INIT_CYCLE 내부 카운터를 유지할 수 있다. BOOT_SUCCESS 레지스터가 0의 값으
로부터 1의 값으로 변화되는 경우, INIT_CYCLE 카운터는 0의 값으로 클리어(clear)될 수 있다.

[0035]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구성되지 않음(도 5의 520 단계)을 나타내는 BOOT_SUCCESS 레지스터의 판단에 응
답하여, 섀도우 루틴은 도 6의 605 단계와 같이 처리될 수 있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모바일 장치(105)
의 호스트부(125)로부터 초기화 요청들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초기화 요청의
개수가 미리 정해진 임계치(2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0036]

초기화 요청들의 개수가 미리 정해진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루틴은 초기화 사이클(cycle)조건이 충족되
지 않음을 의미하는 NOP(610)에서 종료되고, 호스트부(125)는 더 많은 부팅 재시도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반
면에, 615 단계에서,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SHADOW_COMPLETE 레지스터가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도 2
의 (205))이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완벽하게 섀도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0037]

SHADOW_COMPLETE 레지스터가 1이 아니면(0), 루틴은 모바일 장치(105)의 부팅이 실패하기 전에 섀도잉 프로세스
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NOP(620)에서 종료될 수 있다. 반면에,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이미지들로 완벽하게 섀도잉됨(SHADOW_COMPLETE=1)을 나타내는 제2 레지스터에 의한 판단
에 응답하여,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도 2의 (205))의 제1 해시와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도 2의 (225))의 제2 해시를 비교할 수 있다.

[0038]

다시 말해서,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호스트부(125)로부터의 초기화 요청들의 개수가 미리 정해진 임계치
(20)보다 큰지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은 현재 부팅 파티션 이미지들의 해시와 섀도우
파티션들 내의 카피된 이미지들을 비교하기 위한 해시 체킹 프로세스(hash checking process)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해시 체킹 프로세스의 기간은 모바일 장치(105)의 해시 체킹 기간 레지스터를 통해 호스트부(12
5)에 의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X' 번호 설정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장치(105)는 20의 해시
체킹 기간에 대한 디폴트(default) 값을 가질 수 있다.

[0039]

625 단계에서,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가 부팅 파티션(LU) 이미지 변형을 의미할 수 있는 해시 코드 불일치를
찾는 경우, 호스트 초기화 재시도의 하이 넘버(high number)는 부팅 이미지 변형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이러
한 실패는 자동적으로 감지될 수 있다. 635 단계에서,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하나 이상의 부팅 파티션들
의 논리 어드레스 포인터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FTL을 물리적 부트 영역에서 섀도잉된 파티션들로 발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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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640 단계에서,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호스트부(125)에 알리기 위해 BOOT_FROM_SHADOW 레지스터를 1
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 부팅은 사용자 영역의 하나 이상의 섀도우 파티션들로부터 부팅된다.
[0040]

호스트부(125)는 섀도우 파티션들로부터 부팅 후, OS의 BOOT_FROM_SHADOW 레지스터를 체크할 수 있고, 추가적으
로, 동작을 취하는 사용자를 알리는 사용자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반면에, 625 단계에서, 섀도우 제
어 로직부(120)가 해시 체크가 동일함(해시들이 동일한)을 찾으면, 루틴은 부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NOP(630)에서 종료되고, 변형은 해시들의 매치 때문에 부팅 파티션들에서 반드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0041]

다르게 말하면, 625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의 해시와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의 해
시의 비교에 따른 불일치에 응답하여,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하나 이상의 부팅 이미지들이 변형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35 단계에서, FTL은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 각각에 대한, 하나 이상의 부팅 이
미지들로부터 하나 이상의 포인터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640 단계에서,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는 모바일
장치(105)가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부팅 이미지들로 부팅되는 것을 나타내는 1과 같은 미리 정해진 값으로
BOOT_FROM_SHADOW 레지스터를 설정할 수 있다.

[0042]

도 6에 도시된 단계는 도시된 순서대로 일어날 필요는 없고, 상이한 순서 및/또는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
다.

[0043]

아래의 테이블 1은 본 발명에서 설명된 다양한 레지스터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표 1
[0044]

[0045]

레지스터 이름
BOOT_SUCCESS

종류
R/W/CP

종류 정의
레시스터는 정전 및/또는
하드웨어 리셋에 의해 값
이 삭제된 후 쓰기를 할
수 있다.

SHADOW_COMPLETE

R/W/E

BOOT_FROM_SHADOW

R/W/E

레지스터는 정전, 하드웨
어 리셋 및/또는 소프트
웨어 리셋 후 값을 유지
하면서 여러 번 쓰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레지
스터는 읽을 수 있다.
레지스터는 정전, 하드웨
어 리셋 및/또는 소프트
웨어 리셋 후 값을 유지
하면서 여러 번 쓰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레지
스터는 읽을 수 있다.

용법
호스트부는 모든 부팅 사
이클(booting cycle)이
완료된 후 레지스터를 리
셋할 수 있다. 레지스터
는 모든 장치의 전원이
켜질 때 자동적으로(펌
웨어 에 의해서) 리셋할
수 있다.
레지스터는 호스트부 및/
또는 장치 펌웨어의 섀도
잉 프로세스의 완료를 알
리기 위한 상태 레지스터
일 수 있다.
레지스터는 하나 이상의
섀도잉된 파티션들로부터
현재 및 다음 부팅될 호
스트부 및/또는 장치 펌
웨어를 알리기 위한 상태
레지스터일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단계는 도시된 순서대로 일어날 필요는 없고, 상이한 순서 및/또는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
다.

[0046]

아래의 테이블 1은 본 발명에서 설명된 다양한 레지스터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0047]

도 7은 도 1의 섀도우 제어 로직부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컴퓨

팅 시스템(700)은 클럭(clock)(710),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RAM)(715), 사용자 인터페이
스(720), 베이스밴드 칩 세트(baseband chipset)와 같은 모뎀(modem)(725), 섀도우 제어 로직부(730),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디스크(solid state drive/disk)(SSD)(740), 메모리 컨트롤러(745), 및/또는 프로세서
(735), 전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버스(705)를 포함한다. 도 7의 섀도우 제어 로직부(730)는 상술된 섀도우 제
어 로직부(120)과 동일하고, 시스템 버스(705)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섀도우 제어 로직부(730)은 클럭(710),
RAM(715), 메모리 컨트롤러(745), 및/또는 프로세서(735)를 포함하거나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0048]

"장치가 부팅하지 않는" 문제는 부트 논리부들(부팅 파티션들)의 부트 코드 이미지 변형으로부터 발생되고,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모바일 장치가 이러한 실패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르면, 불휘발
성 메모리(플래시 스토리지 장치)의 펌웨어는 부트 논리부들(부팅 파티션들)의 콘텐츠를 물리적 어드레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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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 작업을 펌웨어 내부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논리부들(사용자 파티션들)로 자동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부팅 이미지들의 복사된 카피들은 부트 논리 유닛들에 있는 오리지널(original) 이미지들과 동일한 해시 데이터
를 포함한다. 해시 데이터는 오류 체크를 위해 유지될 수 있다. 사용자 파티션의 복사된 카피들은 섀도우 파티
션들이라 명명된다.
[0049]

"장치가 부팅되지 않는" 문제에 의한 부팅 파티션들의 코드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펌웨어는 호스트로부터 발생
되는 연속적인 초기화 재시도 요청들을 기반으로 실패를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시도 임계치는
호스트로부터 설정가능하고, 디폴트 값을 가질 수 있다. 실패 감지 기준 값과 임계치가 일치하면, 펌웨어 FTL
계층은 자동적으로 오리지널 부팅 코드 이미지들의 유효한 사본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영역의 섀도우 파티션들을
가리키는 부팅 파티션들의 물리적 어드레스 테이블을 업데이트한다.

[0050]

그러므로, 모바일 장치가 다시 부팅을 시도할 때, 부팅 코드 데이터는 호스트의 섀도우 파티션들로부터 패치될
수 있다. 호스트가 논리적 어드레스 공간에서 동작하고 펌웨어 FTL 계층이 불휘발성 메모리 스토리지 장치의 내
부의 포인터 업데이트를 다룰 때, 본 발명의 근본적인 측면들은 호스트 하드웨어 및 소트프웨어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실패 조건은 루트(root) 발생 및 디버깅(debugging)을 위해 보존될 수 있다.

[0051]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은 최소한의 호스트 소프트웨어의 개입으로 구현될 수 있다. 부팅 파티션들/LUs의
다양한 크기들은 수백 메가바이트(megabyte) 이상만큼 큰 용량을 지원될 수 있다. 몇몇 실시 예들로서, 섀도우
제어 로직부(120)은 부트 LU에 위치한 경우, OS 커널을 섀도잉할 수 있다. 증분 복제는 백그라운드(background)
및/또는 장치 유휴 시간 동안 수행되므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섀도잉은 동적이고, 장치가
가득 차있을 때,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밀도의 손실이 없다.

[0052]

상기의 설명은 본 발명의 개념의 특정 양상들이 구현될 수 있는 기계 또는 적합한 기계의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
명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기계는 프로세서들, 메모리(RAM, 판독 전용 메모리(read-only memory, ROM) 또는
다른 보존 저장 매체), 스토리지 장치들, 비디오 인터페이스 및/또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포트들(ports)에 접근
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를 포함한다.

[0053]

기계는 키보드들, 마우스들과 같은 일반적인 입력 장치들의 입력으로부터 제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계는
다른 기계로부터 수신된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 환경, 생체 인식 피드백, 또는 다른 입력 신호와의 상
호작용 지시로부터 제어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기계"라는 용어는 신호 기계, 가상 기계 또는 기계들
과 통신에 대하여 연결된 시스템, 가상 기계들 또는 함께 동작하는 장치들을 아울러서 사용된다. 예시적은 기계
들은 개인 컴퓨터, 워크스테이션들(workstations), 서버들, 휴대용 컴퓨터들, 핸드헬드(handheld) 장치들, 휴대
폰들, 테블렛들(tablets)과 같은 컴퓨팅 장치들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공용 수송 장치(자동차, 기차, 택시)와
같은 수송 장치들을 포함한다.

[0054]

장치는 프로그래머블(programmable) 또는 프로그램 할 수 없는(non-programmable) 로직 장치들 또는 어레이들,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들(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ASICs), 임베디드 컴퓨터들, 스마트 카
드들과 같은 임베디드 컨트롤러들(embedded controllers)을 포함할 수 있다. 기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뎀
또는 다른 통신에 대한 연결을 통해 하나 이상의 원격 기계들과 하나 이상의 연결들을 이용할 수 있다. 기계들
은 인트라넷(intranet), 로컬 영역 네트워크들, 광역 네트워크들과 같은 물리적 및/또는 논리적 네트워크 방법
을 통해 상호 연결될 수 있다. 당업자는, 무선 주파수(RF), 위성, 마이크로파(microwave), 전기 전자 기술자 협
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 IEEE) 545.11, 블루투스, 광, 적외선, 케이블, 레이저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통신이 다양한 연결 및/또는 무선 단거리 또는 장거리 수송 및 프로토콜임을 이해할 수
있다.

[0055]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기능들, 절차들, 데이터 구조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관련 데이터와 함
께 또는 언급하여 설명될 수 있다. 관련 데이터는 RAM, ROM과 같은 휘발성 및/또는 불휘발성 메모리 또는 다른
스토리지 장치들 및 하드 드라이브들, 플로피 디스크들(floppy-disks), 광 스토리지, 테이블들, 플래시 메모리
스틱들(memory sticks), 생체 정보 스토리지 등을 포함하는 관련 저장 미디어에 저장될 수 있다. 관련 데이터는
압축 또는 암호화 포맷에서 사용될 수 있는 패킷들, 시리얼 데이터(serial data), 병렬 데이터, 전파 신호 등과
같은 형태의 물리적 및/또는 논리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운송 환경들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관련 데이터는
분산 환경에서 사용되고, 기계 액세스에 대해 국부적으로 및/또는 원격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0056]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 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 11 -

공개특허 10-2016-0049956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
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
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57]

105: 모바일 장치

170: OS 커넬 이미지

110: 스토리지 영역

175: 사용자 데이터 이미지들

115: 코드 실행 블록

700: 컴퓨팅 시스템

120: 섀도우 제어 로직 영역

705: 버스

125: 호스트부

710: 클럭

132: 레지스터

715: RAM

135: CPU

720: 사용자 인터페이스

140: CPU ROM

725: 모뎀

145: 제1 CPU 부트 로더 이미지

730: 섀도우 제어 로직부

150: 제2 CPU 부트 로더 이미지

735: 프로세서

155: 불휘발성 메모리

740: SSD

160: 부트 로더 이미지

745: 메모리 컨트롤러

165: 사용자 LUs

- 12 -

공개특허 10-2016-0049956

도면
도면1

- 13 -

공개특허 10-2016-0049956

도면2

- 14 -

공개특허 10-2016-0049956

도면3

- 15 -

공개특허 10-2016-0049956

도면4

- 16 -

공개특허 10-2016-0049956

도면5

- 17 -

공개특허 10-2016-0049956

도면6

- 18 -

공개특허 10-2016-0049956

도면7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