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G06F 9/0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65431
2005년06월29일

(21) 출원번호 10-2004-0112238
(22) 출원일자 2004년12월24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431178 2003년12월25일 일본(JP)

(71) 출원인 마쯔시다덴기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오사카후 가도마시 오아자 가도마 1006반지

(72) 발명자 야마모토야스노리
일본국 오사카후 다카츠키시 히가시요스미쵸 3-21-18-206
스미다게이조
일본국 오사카후 히라카타시 스기세메다니 1-4612-63
미노요시테루
일본국 오사카후 히라카타시 미나미쿠즈하 1-13-15-604

(74) 대리인 한양특허법인

심사청구 : 없음

(54) 정보 처리 장치 및 이를 위한 ＲＯＭ 이미지 생성 장치

요약

  전원이 동작된 이후에, 전송자(14)는 제1 에러 체크 코드(114)가 할당된 제1 저장 장치(1)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
램(111)을 검출하고, 초기 적재 프로그램(111)을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며, 초기 적재 프로그램(111)을 제2
저장 장치에 전송한다. 전송이 양호하게 완료된 경우, 제2 저장 장치(12) 상의 초기 적재 프로그램(111)을 실행함에 의해,
CPU(10)는 제2 에러 체크 코드(115)가 할당된 메인 프로그램(112)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고, 메인 프로그
램(112)을 제3 저장 장치(13)로 전송하며, 그 이후 CPU의 제어는 제3 저장 장치(13) 상의 메인 프로그램(112)으로 분기
한다. 결과적으로, NOR형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하지 않고도 시스템 부트가 실행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초기 적재 프로그램, 에러 체크 코드, 코래이션 코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과 페이지 사이의 관련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초기 적재 프로그램과 제1 에러 체크 코드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과 제3 에러 체크 코드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CPU제어기의 예시적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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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CPU제어기의 예시적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전송자의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8a 및 도 8b는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예시적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CPU에 의해 초기 적재 공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변형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초기 적재 프로그램 및 제1 에러 체크 코드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전송자의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변형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변형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도 17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의 CPU에 의한 초기 적재 공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ROM 이미지 생성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1a 및 21b는 도 20에 도시된 ROM 이미지 생성 장치의 재포맷부로부터의 출력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배드 블록을 포함할 수 있는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의해 시스템 부트를 수행하고, 예를
들면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판독한 이후에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요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NOR형과 NAND형으로 분류된다. NOR형 플래시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의 랜덤 억세스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고가이고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집적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에,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일정 개체수 또는 그 이하의 배드 블록을 포함할 수 있는 메모리이다. 그러므로, NAND형 플래
시 메모리에 대한 판독 및 기록은 배드 블록들의 위치를 관리하에 두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비록 NAND형 플래시 메모리
가 순차적 억세스만을 허용하고 판독이 수행된 이후에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요하는 단점이 있지만, NAND형 플래시 메
모리는 저가이며 NOR형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높은 집적도를 허용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술은 배드 블록을 포함하고 판독 이후에 에러 검출/수정 공정이 필요한 저장 장치(이하 NAND형 플
래시 메모리와 같은 "저신뢰성 메모리"라 칭함)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다. 종래의 기술은 저신
뢰성 메모리에서 채용될 뿐만 아니라, 배드 블록을 포함하지 않고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요하지 않는 저장 장치(이하, 마
스크 ROM 또는 NOR형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고신뢰성 메모리"라 칭함)에서도 채용된다. 저신뢰성 메모리는 에러 체크
코드가 할당된 메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반면에, 고신뢰성 메모리는 메인 프로그램의 전송을 포함하는 기능들을 수
행하는 초기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리셋 상태를 빠져나온 이후에 시스템 CPU는 메인 프로그램을 저신뢰성 메모리로
부터 RAM으로 전송시킨다. 메인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 CPU의 제어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RAM으로 분기되
고, 그 이후부터는 RAM 상의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초기 프로그램을 고속으로 실행할 특별한 필요성은 없으므로, 초기 프로그램은 저속 저장 장치내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초기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하여 고신뢰성 메모리를 채용하지 않고,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초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 부트를 수행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한 기술은 예를 들면 일본 공개 공보 제
2002-55822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 공보에 기재된 기술에 따르면,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초기 프로그램은 전
원 동작 시에 정적 RAM 등에 전송 회로에 의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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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공보에 기재된 기술에서, 초기 프로그램(초기 적재 프로그램, 드라이버 등을 포함)이 정적 RAM 등에 전송된
경우 에러 검출/수정 공정은 수행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초기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고신뢰성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시스템 부트를 안정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징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제1 특징은 비휘발성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의해 시스템 부트를 수행하기 위한 정
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CPU; 상기 CPU에 의해 실행될 프로그램으로서 제1 체크 코드가 할당된 초기 적재 프로그
램 및 제2 체크 코드가 할당된 메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제1 저장 장치 - 상기 제2 체크 코드는 상기 제1
체크 코드를 연산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과는 상이한 방법에 의해 연산됨 -;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판
독하기 위한 전송자(transferer) - 시스템 부트 동안 상기 전송자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판독
하고,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이 상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며, 처리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함 - ;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휘발성 제
2 저장 장치; 및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CPU의 동작을 중지하기 위한 CPU 제어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시스템 부트는 초기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고신뢰성 메모리(예를 들면 ROM)을 채용하지 않고
저신뢰성 메모리(예를 들면 NAND형 플래시 메모리)내에 저장되어 있고, 체크 코드가 할당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 CPU 제어기에 의한 동작 중지가 없는 경우,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CPU는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을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며,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메인 프로그램이 제2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메인 프
로그램에 대한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2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송자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전송 제어부;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전송되는 초기 적재 프로
그램에 대한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에러 처리부;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 상기 에러 처
리부가 어떠한 수정 불가 에러도 검출하지 않은 경우, 전송의 완료를 상기 CPU 제어기에 통지하기 위한 통지부를 포함한
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시스템 부트는 초기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고신뢰성 메모리를 채용하지 않고 저신뢰성 메
모리내에 저장되어 있고, 체크 코드가 할당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CPU에 대한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르게는,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CPU에 대한 리셋 신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CPU의 동작은 작은 양의 하드웨어만을 이용함으로써 중지될 수 있다.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CPU가 제2 저장 장치에 억세스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 보
다 바람직하게는,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선권을 전송자에 주고 초기 적재 프로그
램의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는 우선권을 CPU에 주는 방식으로 제2 저장 장치에 결선된 버스에 대한 억세스 권리를 중재한
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CPU의 동작은 제2 저장 장치를 위한 억세스 제어 회로의 약간의 변경만을 도입함에 의해 중지
될 수 있다.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 CPU가 동작하는 것을 계속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시스템 부트가 실패될 경우 시스템 런어웨이(system runaway)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1 저장 장치는 각각이 정상 블록 또는 배드 블록으로 인식되는 복수개의 블록들을 포함하며, 초기 적재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및 제1 저장 장치내의 메인 프로그램의 저장된 위치를 표시하는 저장 위치 정보는 제1 저장 장치의 정상 블록내
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정상 블록 및 배드 블록을 포함하는 예를 들면 NAND형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저신뢰성 메모리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의해 시스템 부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장치가 제공된다.

  특히,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제2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 위치 정보 및 에러
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CPU 제어기에 의해 중지되지 않는 경우, CPU는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저장 위치 정보에 따라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을 전송자를 경유해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
고,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에러 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2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정확한 저장 위치로부터 메인 프로그램을
판독하고,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예로는, 제1 저장 장치는 제1 체크 코드가 할당된 저장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자는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저장 위치 정보에 대한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저장 위치 정
보가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되는 어드레스 및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제2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에러
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CPU 제어기에 의해 중지되지 않을 경우, CPU는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어드레스를 이용함에 의해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저장 위치 정보를 전송자를 경유하여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저장 위치 정보에 따라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을 전송자를 경유하여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에러
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2 에러 검출/수정 공
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크기가 줄어들 수 있고, 정확한 저장 위치로부터 메인 프로그
램을 판독하고,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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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제1 저장 장치의 정상 블록내에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로 저장될 수 있고, 전송자는 제1 저장 장
치로부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 각각을 판독할 수 있으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데이터 단
위를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 단위를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
르면, 예정 크기로 분할된 각각의 데이터 단위에 대해 바람직한 에러 검출/수정 능력을 제공하는 체크 코드가 제1 체크 코
드로서 할당될 수 있다.

  특히,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에 대한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수행
결과로서 수정 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되는 경우, 전송자는 데이터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그 블록에 이웃하는 정상 블록으로
부터 처리될 다음 데이터 단위를 판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배드 블록을 포함하는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양호하게 검출될 수 있다.

  별예로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각각의 데이터 단위에 할당된 코래이션 코드(collation code)와 함께 예정 크기의 데이
터 단위로 제1 저장 장치의 정상 블록내에 저장될 수 있으며, 전송자는 코래이션 코드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
으며, 기준 데이터와 동일한 코래이션 코드가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에 할당되는 경우, 판
독된 데이터 단위를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정상 블록에 대해 배드 블록으로 착오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배드 블록을 포함하는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이 신속히 검출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전송자는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준 데이터가 변경되도록 정렬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상
이한 CPU 리비젼(revision) 또는 시스템 구성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부트는 CPU 리비젼, 시스템 구성 등에 따
라 제1 저장 장치내로부터의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선택함에 의해 양호하게 수행될 수 있다.

  전송자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전송 제어부;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전송되는 초기 적재 프로
그램에 대한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1 에러 처리부;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
해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제2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적어도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제2 에러 처리부; 및 초기 적재 프
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 제1 에러 처리부가 수정 불가능한 에러를 검출하지 않은 경우, 전송 완료를 CPU 제어기에 통
지하기 위한 통지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은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고, 시스템 부트는 신속히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제2 에러 처리부는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해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신드롬
(syndrome)을 연산할 수 있으며,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CPU는 제2 에러 처리부에 의해
연산된 신드롬을 이용함에 의해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해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제2 에러 검
출/수정 공정의 나머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소량의 하드웨어만을 이용함에 의해, 메인 프로그램에 대
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별예로는, 통지부가 전송의 완료를 통지한 경우, 전송자는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부를 제1 에러 처리부로부터 제2 에러 처리부로 전환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된 경
우, 전송자내의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내용은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별예로는, 전송자는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부를 CPU의 제어하에 제1 에러 처리부
로부터 제2 에러 처리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전송자내의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내용은 CPU에 의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싱을 통해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별예로는, 제2 에러 처리부가 수정불가 에러를 검출한 경우, 전송자는 CPU에게 전송의 실패를 통지하고, 전송 실패의 통
지를 수신하는 경우 CPU는 이상 처리 공정(abnormality handling process)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시
스템 부트가 실패하는 경우, 시스템은 이상 종료(abnormal end)가 될 수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에러의 발생이 사용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 외에도, CPU의 제어하에, 전송자는 제1 저장 장치로부터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로 메인 프
로그램을 판독하며, 판독된 각각의 데이터 단위를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초기 적재 프로그램
은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CPU의 부하가 경감될 수 있으며, 시스템 부트는 신속히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2 특징은 비휘발성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의해 시스템 부트를 수행하기 위한 정
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CPU; 상기 CPU에 의해 실행될 프로그램으로서 제1 체크 코드가 할당된 초기 적재 프로그
램 및 제2 체크 코드가 할당된 메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제1 저장 장치 - 상기 제2 체크 코드는 상기 제1
체크 코드를 연산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과는 상이한 방법에 의해 연산됨 - ;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을
판독하기 위한 전송자; 및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휘발성 제2 저장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전송자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판독하고, 상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이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며, 처리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저장하며, CPU로부터의
판독 요청에 응답하여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출력하며, CPU는 상기 전송자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시스템 부트는 초기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고신뢰성 메모리(예
를 들면 ROM)를 채용하지 않고 저신뢰성 메모리(예를 들면 NAND형 플래시 메모리)내에 저장되어 있고, 체크 코드가 할
당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더욱이,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영역을 확보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에러 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시스템 부트 동안, 전송자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CPU는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메인 프
로그램에 대한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제1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반 제2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
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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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특징은 배드 블록을 포함하는 저장 장치에 기록될 ROM 이미지를 복수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생
성하기 위한 ROM 이미지 생성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ROM 이미지가 기록될 저장 장치내에 포함되는 배드 블록의 위치
정보를 보유하기 위한 배드 블록 정보 보유부(bad block information retaining section); 입력 데이터의 유형과 연관된 체
크 코드의 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코드 정보 관리부; 입력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의 유형과 연관된 할당된 체크 코드를 갖기
에 적합한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이미지 재포맷부; 및 상기 배드 블록 정보 보유부내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참조로 배드
블록을 회피하면서 상기 이미지 재포맷부에 의해 재포맷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로 병합하고, 입력 데이터의 유
형과 연관된 체크 코드를 상기 병합된 데이터에 할당하기 위한 기록 이미지 생성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ROM 이미지를 생성하여 메모리에 기록하고 이를 본 발명의 제1 특징 또는 제2 특징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내에 포함된 제
1 저장 장치로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의 유형과 일치되는 체크 코드가 할당되고, ROM 이미지가 생성
되어, 그 데이터는 배드 블록내에 저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ROM 이미지 생성 장치는 코래이션 코드를 보유하기 위한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를 더 포함하며, 이미지 재
포맷부는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내에 보유된 코래이션 코드를 입력 데이터에 할당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할당된 코래
이션 코드를 갖는 ROM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다.

  ROM 이미지 생성 장치는 위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저장 장치내의 배드 블록의 위치 정보 검색 공정 및 기록 이미지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 기록하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메모리 제어부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ROM 이미지를 실제 메모리에 기록할 수 있는 ROM 이미지 생성 장치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에 따르면, 시스템 부트는 초기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고신뢰성 메모리(예를 들
면 ROM)를 채용하지 않고 저신뢰성 메모리(예를 들면 NAND형 플래시 메모리)내에 저장되어 있고, 체크 코드가 할당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 부트는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ROM 이미지 생성 장치에 따르면,
ROM 이미지를 생성하여 메모리에 기록하고 이를 정보 처리 장치내에 포함된 제1 저장 장치로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
능하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 특징, 태양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아래에 상술하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
다 명확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아래에는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가 기술된다. 각각의 실시예에서, 이전 실시예의 것과 동일한 구성 요소
에 대해서는 동일한 숫자로 병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제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1)는
CPU(10), 제1 내지 제3 저장 장치(11-13), 전송자(14), 및 CPU 제어기(15)를 포함한다.

  CPU(10)는 정보 처리 장치(1)의 메인 CPU이다. 전원 동작 이전에 존재하는 초기 상태에서, CPU(10)에 의해 실행될 프
로그램이 제1 저장 장치(11)에 저장된다. 초기 상태에서의 제2 및 제3 저장 장치의 내용은 정의되지 않는다. 제1 내지 제3
저장 장치(11 -13)는 데이터 버스(16a - 16c)를 경유해서 상호결선된다. 일단 전원이 동작되는 경우, 제1 저장 장치(11)
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제2 및 제3 저장 장치(12 및 13)로 전송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초기 상태에서, 제1 저장 장치(11)는
메인 프로그램(112) 외에도, 초기 세팅 동작을 관장하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Bootstrap Program: 이하 "BSP"로 칭
함)(111)을 저장하고 있다. BSP(111)는 제2 저장 장치(12)로 전송되고, 메인 프로그램(112)은 제3 저장 장치(13)로 전송
된다. BSP(111)의 전송 완료까지, CPU 제어기(15)는 CPU(10)에 의한 명령어 인출을 중지한다.

  제1 저장 장치(11)는 배드 블록(들) 즉, 메모리 기능을 양호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블록을 포함할 수 있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로 구성되고, 판독시에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필요로 한다. 이하, 제1 저장 장치(11)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이다.
도 2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블록과 페이지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영역은 다수개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각각의 블록은 다시 복수개의 페이지로 분할된다. NAND형 플
래시 메모리의 일 유형에서, 하나의 블록은 32개의 페이지로 구성되고, 각각의 페이지는 예를 들면 512 바이트의 데이터
와 16바이트의 예비 영역(spare area)를 합하여 전체 528 바이트로 구성된다. 그러나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유형에
따라, 블록 크기 및 페이지 크기는 32 페이지 528 바이트와 다른 값을 취할 수 있다. 제1 저장 장치(11)가 배드 블록을 포
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1 저장 장치(11)에 대한 임의의 판독 또는 기록은 배드 블록(들)을 회피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배드 블록(110)을 제외한 블록에서, 제1 저장 장치(11)는 BSP(111), 메인 프로그램(112),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 및 제1 내지 제3 에러 체크 코드(114 내지 116)를 저장한다. BSP(111)는 적어도 시스템 부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성(system configuration) 및 메인 프로그램(112)을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제3 저장
장치(14)로 전송하기 위한 메인 프로그램 전송 루틴을 포함한다(이하에 기술되는 도 8a 및 8b 참조). 메인 프로그램(112)
는 시스템 부트의 완료 후에 CPU(10)에 의해 실행될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정보 처리 장치에서 메인 프로그
램(112)의 크기는 BSP(111)의 크기보다 크다.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은 배드 블록의 위치를 표시하는 테이블이다
(이하에 기술되는 도 4 참조). 제1 내지 제3 에러 체크 코드(114 내지 116)는 BSP(111), 메인 프로그램(112) 및 배드 블
록 정보 테이블(113)에 각각 할당되는 에러 체크 코드이다. 제1 내지 제3 에러 체크 코드(114 내지 116)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 연산되는데, 반면에 제2 에러 체크 코드(115)는 이들 방법과는 상이한 방법에 의해 연산된다.

  도 3은 BSP(111)와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에서, D[i]는 정보 비트를 표시하며,
P[i]는 에러 체크 코드 비트를 표시한다(여기서 i는 음이 아닌 정수이며, 아래에서 "i"는 동일한 의미임). 도 3에 도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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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BSP(111)는 각각의 어드레스의 하위 4 비트에 저장되고, 제1 에러 체크 코드(114)는 각각의 어드레스의 상위 4 비
트에 저장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BSP(111)는 시작부터 4비트의 그룹들로 분할되며, 각각의 이들 그룹은 각각의 어드레스
의 하위 4비트에 어드레스 오름차순(ascending order of addresses)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분할된 4 비트의 각각의 그룹
에 대해, 4 비트 제1 에러 체크 코드(114)가 (후술하는 연산 방법에 의해) 연산되고, 각각의 어드레스의 상위 4비트에 어드
레스 오름차순으로 저장된다. 그러므로, BSP(111) 및 제1 에러 체크 코드(114)는 4비트 단위로 총 8비트 처리된다.

  도 4는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 및 제3 에러 체크 코드(116)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에서, 각각의 어드레
스의 하위 4비트("0" 또는 "1" 값을 가짐)는 정보 비트를 표시하며, P[i]는 에러 체크 코드 비트를 표시한다. 배드 블록 정
보 테이블(113)은 각각의 어드레스의 하위 4 비트내에 저장되며, 제3 에러 체크 코드(116)는 각각의 어드레스의 상위 4
비트내에 저장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은 제1 저장 장치(11)내의 각각의 블록이 양호(정상) 또
는 불량인지를 표시하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에는 한 블록당 1 비트가 소요된다.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은 그 시작
부터 4 비트의 그룹들로 분할되며, 각각의 이들 그룹은 각각의 어드레스의 하위 4 비트내에 어드레스 오름차순으로 저장
된다. 이렇게 분할된 4 비트의 각각의 그룹에 대해, 4 비트 제3 에러 체크 코드(116)는 BSP(111)의 연산에 이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함에 의해 연산되며, 각각의 어드레스의 상위 4 비트내에 어드레스 오름차순으로 저장된다.

  예를 들면, 256Mbits의 용량과 16Kbyte의 블록 크기를 갖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가 제1 저장 장치(11)로서 이용되
는 경우, 블록의 총 수는 2048이다. 이러한 경우, 제1 저장 장치(11)의 정상 블록 중 하나에서, 2Kbit의 2배 즉, 512byte의
영역이 보호된다(이는 제3 에러 체크 코드(116)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포함함). 512byte의 보호 저장 영역에,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 및 제3 에러 체크 코드(116)가 저장된다. 각각의 정상 블록에 대해 "0"값 및 각각의 배드 블록에 대해
"1" 값이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내에 저장된다고 할때, 도 4에 도시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은 제1 저장 장치
(11)내의 제5 및 제12 블록이 배드 블록임을 표시한다.

  그 유형에 따라 임의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특정 인코딩 방법의 사용이 권장된다. 예를 들면 512 바이트 데이
터 페이지 및 16 바이트 예비 영역을 갖는 상술한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적어도 512 바이트의 데이터에 대해 1
비트 에러 수정 및 2 비트 에러 검출이 수행되도록 하는 인코딩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메인 프로그램(112)
은 그 시작부터 512 바이트의 그룹들로 분할되고, 이렇게 분할된 512 바이트의 그룹 각각에 대해, NAND형 플래시 메모리
에 대해 권장되는 인코딩 방법에 의해 연산된 제2 에러 체크 코드(115)(약 24비트)가 할당된다.

  제1 저장 장치(11)내의 블록이 양호(정상) 또는 불량인가에 대한 정보는 제1 저장 장치(11)에 기록을 수행하기 이전에,
예정된 방법에 의해 제1 저장 장치(11)에 액세스함에 의해 수득될 수 있다. 제1 저장 장치(11)에 기록을 수행하는 경우, 기
록은 배드 블록에 대해 수행되지 않고 정상 블록에 대해서만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
BSP(111)는, 제1 저장 장치(11)내에 포함된 정상 블록들 중 블럭 번호가 가장 작은 하나 그 이상의 연속 블록내에, 제1 페
이지로부터 연속해서 저장된다고 설정한다. 또한 메인 프로그램(112)은 제1 저장 장치(11)내에 포함된 정상 블록들 중에
서 BSP(111)가 저장되는 블록 다음의 하나 이상의 연속 블록내에 제1 페이지로부터 연속해서 저장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제2 저장 장치(12)는 임의의 특별한 초기 세팅 없이 CPU(10) 및 전송자(14)에 의해 억세스될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이
다. BSP(111)가 상술한 것처럼 제2 저장 장치(12)로 전송되므로, BSP(111)의 크기보다 큰 용량을 갖는 메모리가 제2 저
장 장치(12)로서 이용된다. CPU(10)가 제2 저장 장치(12) 상에서 BSP(111)의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2 저장 장치
(12)가 불필요해지므로, 정보 처리 장치(1)는 제2 저장 장치(12)의 역할을 하는 전용 메모리를 구비하기보다는, 시스템
LSI에 내장된 정적 RAM 등을 제2 저장 장치(12)로서 이용할 수 있다. 아래의 설명에서 제2 및 제3 저장 장치(12 및 13)가
편의상 별개의 저장 장치로 인식되지만, 제2 및 제3 저장 장치(12 및 13)는 단일 저장 장치내에 보호되는 분리된 저장 영
역으로 대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 부트가 완료된 이후에, 제2 저장 장치(12)로서 보호되는 저장 영역은 예를 들
면 작업 영역(work area)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메인 프로그램(112)이 상술한 것처럼 제3 저장 장치(13)로 전송되므로, 제2 저장 장치(12)의 것보다 큰 용량을 갖는 메
모리가 제3 저장 장치(13)로서 이용된다. 그러므로, 제3 저장 장치(13)는 바람직하게는 랜덤 억세스를 허용하며 그 비트당
가격이 낮은 예를 들면 SDRAM과 같은 휘발성 저장 장치이다.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전송자(14)는 전송 제어부(141), 에러 처리부(142) 및 통지부(143)를 포함한다. 전송 제어부
(141)는 제1 저장 장치(11)내에 저장된 BSP(111)를 제2 저장 장치(12)로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 및 CPU(10)의 제어하
에 제1 저장 장치(11)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112)을 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BSP(111)가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제2 저장 장치(12)로 전송되는 경우, 에러 처리부(142)는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에 근거하여 전송될 BSP(111)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BSP(111)의 전송이 양호하게 완료된 경우, 통지부(143)는 전송의 양호한 완료를 표시하
는 전송 완료 표시 신호(144)를 CPU 제어기(15)로 출력한다.

  통지부(143)로부터 출력된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에 근거하여, CPU 제어기(15)는 CPU 동작 제어 신호(151)를 출력
한다. 도 5 및 도 6은 CPU 제어기(15)의 예시적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의 구조에서, CPU 제어기(15)는 전송 완
료 통지 신호(144)가 동작될 때까지, CPU(10)에 대한 클럭 신호를 차단(mask)하여, CPU(10)를 중지시킨다.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가 동작되는 경우, CPU 제어기(15)는 더 이상 클럭 신호를 차단하지 않고, CPU(10)는 작동을 시작한다.
도 6에 도시된 구조에서, CPU 제어기(15)는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가 동작될 때까지 CPU(10)에 대한 리셋 신호를 통
과시켜서, CPU(10)의 작동을 중지시킨다.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가 동작되는 경우, CPU 제어기(15)는 리셋 신호를 차
단하여 CPU(10)는 작동을 시작한다. CPU 제어기(15)의 그러한 동작을 바탕으로,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가 동작할 때
까지 CPU(10)에 의한 명령어 인출은 중지된다.

  아래에는, 전송자(14)의 상세한 사항이 기재된다. 전원이 동작되는 경우, 전송자(14)는 BSP(111)가 저장되는 제1 저장
장치(11)내의 위치를 획득하고, 이 저장된 위치로부터 BSP(111)를 페이지 단위로 순차적으로 판독하고, BSP(111)를 제2
저장 장치(12)에 전송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전원이 동작되는 경우, 전송 제어부(141)는 제1 저장 장치(11)의 저장된 내
용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판독한다. 에러 처리부(142)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8 비트의 각각의 처리 단위에 대해 에
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전송 제어부(141)는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 결과인 각각의 4 비트 BSP(111)를 예정된
전송 단위로 묶는데, 이는 다음으로 제2 저장 장치(12)로 전송된다. 여기서, 제2 저장 장치(12)내의 데이터에 대한 전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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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destination)는 전원 동작 이후 CPU(10)가 최초로 명령을 인출하는 어드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본 실시예에서, 전송자(14)는 16비트의 전송 단위로 전송을 수행하며, CPU(10)가 최초로 명령을 인출하는 어드레스
는 제2 저장 장치(12)의 제1 어드레스라고 설정한다.

  이제, 에러 처리부(142)에서 수행될 에러 검출/수정 공정이 설명된다. BSP(111)에 할당될 제1 에러 체크 코드(114)는
제1 저장 장치(11)의 권장 사양을 만족하는 임의의 코드일 것이다. 예를 들면 512 바이트 데이터 페이지와 16 바이트의 예
비 영역을 포함하는 상술한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512 바이트의 데이터에 대해 1 비트 에러 수정 및 2 비트 에
러 검출이 수행되도록 하는 인코딩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512 바이트 미만의 정보 비트에 대해 1 비
트 에러 수정 및 2 비트 에러 검출을 수행하도록 하는 코드를 제1 에러 체크 코드(114)로서 선택함에 의해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 만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1 비트 에러 수정 및 2 비트 에러 검출에 의해 제공된 것보다 더 높은 에러 검출/수정 공정 능력을 제공하
는 코드가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에 대해 이용되어, 1 비트 에러 수정 및 2 비트 에러 검출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결함이 제1 저장 장치(11)내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시스템 부트는 양호하게 수행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제1 에러 체
크 코드(114)는 아래의 수학식 1에 의해 표현되는 BSP(111)에 근거한 생성자 매트릭스 G를 이용함에 의해 연산된다. 아
래의 설명에서, D[0] 내지 D[3]는 BSP(111)의 4 비트 부분을 표시하고; P[0] 내지 P[3]는 D[0] 내지 D[3]에 할당된
제1 에러 체크 코드를 표시하며, 배타적 논리합이 매트릭스 연산의 각각의 합산에 이용된다.

  

수학식 1
[P[0]P[1]P[2]P[3]] = [D[0]D[1]D[2]D[3]]G

  여기서 G=

  수학식 1에 의해 얻어진 코드 [D[0]D[1]D[2]D[3]P[0]P[1]P[2]P[3]]의 신드롬[X[0]X[1]X[2]X[3]]이 수학식 2
에 설명된 것처럼 체크 메트릭스 H를 이용함에 의해 연산된다.

  

수학식 2

[X[0]X[1]X[2]X[3]]=[D[0]D[1]D[2]D[3]P[0]P[1]P[2]P[3]]HT

  여기서 H= ; HT는 H의 전치 매트릭스.

  다음으로, 에러 처리부(142)는 이렇게 얻어진 X[3] 내지 X[0]의 값에 따라 아래의 공정을 수행한다(여기서 X={αβ δ}

는 X[3]=;α X[2]=β; X[1]= ; X[0]=δ를 의미함).

  a) X={0000}인 경우, 에러가 없고; 에러 수정이 수행되지 않음.

  b) X={0101}인 경우, D[0]은 에러이며, D[0]은 인버트됨.

  c) X={0110}인 경우, D[1]은 에러이며, D[1]은 인버트됨.

  d) X={1001}인 경우, D[2]은 에러이며, D[2]은 인버트됨.

  e) X={1010}인 경우, D[3]은 에러이며, D[3]은 인버트됨.

  f) X={0001}인 경우, P[0]은 에러이며, 에러 수정이 수행되지 않음.

  g) X={0010}인 경우, P[1]은 에러이며, 에러 수정이 수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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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X={0100}인 경우, P[2]은 에러이며, 에러 수정이 수행되지 않음.

  j) X={1000}인 경우, P[3]은 에러이며, 에러 수정이 수행되지 않음.

  b) 내지 e)의 경우는 정보 비트내에 발생하는 1 비트 에러가 수정된 경우이다. f) 내지 j)의 경우에는 1 비트 에러가 에러
체크 코드내에만 존재하므로 정보 비트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X가 상술한 것과는 다른 임의의 값을 취하는 경우, 에
러 처리부(142)는 수정 불가능한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에 대한 상술한 연산 방법은 단
지 예를 든 것이며, 임의의 다른 연산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도 7은 전원 동작 이후의 전송 제어부(141)의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에 도시된 공정에 따르면, 전송 제어부
(141)는 BSP(111)가 저장되는 제1 저장 장치(11)의 위치를 수득하고, 이 저장된 위치로부터 BSP(111)를 페이지 단위로
순차적으로 판독하고, BSP(111)를 제2 저장 장치(12)로 전송한다. 여기서 BSP(111)의 크기는 1 블록 또는 그 미만으로
설정한다. 변수 B는 판독되는 블록 번호(block number)를 표시하고, 변수 P는 판독되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한다.

  전원이 동작되는 경우, 전송 제어부(141)는 먼저 B 및 P를 0으로 초기화한다. 결과적으로, 제1 저장 장치(11)내의 판독
위치는 제1 블록(즉, "블록 0")내의 제1 페이지(즉, "페이지 0")로 설정된다. 다음으로, 전송 제어부(141)는 제1 저장 장치
(11)내의 B번째 블록내의 P 번째 페이지를 판독하고, 이 페이지를 제2 저장 장치(12)내의 예정된 어드레스로 전송한다(단
계 S102). 이때, 에러 처리부(142)는 전송된 페이지를 예정된 단위의 프로세싱(이 예에서는 각각 8 비트로 설정)으로 분할
하고, 각각의 프로세싱 단위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임의의 수정 가능한 에러가 각각의 프로세싱 단위내
에 포함되는 경우, 에러 처리부(142)는 에러를 수정한다. 각각의 프로세싱 단위내에 수정 불가능한 에러(즉, 수정 능력을
넘어서는 에러)가 각각의 프로세싱 단위내에 포함된 경우, 에러 처리부(142)는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저장한다.

  다음으로, 전송 제어부(141)는 P가 BSP(111)내의 페이지의 수(이하 "M"으로 칭함)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103). 판단 결과가 "예"인 경우, 전송 제어부(141)는 P에 1을 더하고(단계 S106), 단계 S102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단계
S102에서의 전송이 연속으로 M번 실행된다. 단계 S103의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전송 제어부(141)는 수정 불가능한 에
러가 단계 S102에서 M 페이지의 전송 동안 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104). 판단의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전송 제어부(141)는 BSP(111)의 전송이 성공인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을 종료한다. 이러한 경우, 통지부(143)는 전송 완
료 통지 신호(144)를 CPU 제어기(15)로 출력한다.

  단계 S104의 판단의 결과가 "예"인 경우, 전송 제어부(141)는 B가 검색될 블록의 수(이하 "N"으로 칭함)보다 작은지 여
부를 판단한다(단계 S105). 판단의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전송 제어부(141)는 BSP(111)의 전송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
하고, 공정을 종료한다. 단계 S105의 판단의 결과가 "예"인 경우, 전송 제어부(141)는 B에 1을 더하고, P를 0으로 설정하
고(단계 S107), 단계 S102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전송 제어부(141)는 최대 N 블록에 대해 BSP(111)를 검색한다. M 및
N의 값은 전송자(14)내에서 고정값일 수 있고, 또는 스위치 등에 의해 가변될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통지부(143)로부터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를 수신하는 경우, CPU 제어기(15)는 BSP(111)의 전송이 양호하게 완료
된 것으로 인지하고, CPU 동작 제어 신호(151)를 시프트하여 CPU(10)의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CPU(10)는
제2 저장 장치(12)로부터 명령어 인출을 시작한다. 반면에, BSP(111)의 전송이 양호하게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는 출력되지 않고, CPU 동작 제어 신호(151)의 시프트가 발생하지 않고, CPU(10)는 제2 저장 장치(12)로
부터 명령어 인출을 시작하지 않는다. CPU(10)에 의한 명령어 인출을 CPU 제어기(15)에 의해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예를
들면 CPU(10)로 공급되는 클럭 신호를 제어하는 방법(도 5)과 CPU(10)에 공급되는 리셋 신호를 제어하는 방법(도 6)을
포함한다.

  아래에는, BSP(111)의 상세한 설명이 기술된다. BSP(111)는 시스템 구성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메인 프로그램 전송
루틴 및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또는 블록 정보 테이블(113)에 대한 포인터)을 포함한다. 메인 프로그램(112)이 제1
저장 장치(11)의 정상 블록내에 저장되므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은 제1 저장 장치(11)내의 메인 프로그램(112)의
저장 위치를 표시하는 저장 위치 정보로서 인식된다.

  도 8a 및 8b는 BSP(111)의 예시적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a에 도시된 BSP(111)는 구성부(117), 메인 프로그램
전송부(118), 및 배드 블록 테이블 포인터(119)를 포함한다. 구성부(117)는 버스 제어기에서 세팅될 데이터와 같은 기본
적 시스템 구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구성부(117)에 포함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예를 들면 제3 저
장 장치(13)에 억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제어기의 세팅이 수행된다. 메인 프로그램 전송부(118)는 제2 에러 체크 코
드(115)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는 에러 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메인 프로그램 전송 루틴을 포함한
다.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119)는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의 제1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별예로는, 도 8b에 도시된 것처럼, BSP(111)는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119) 대신에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
을 포함할 수 있다. 도 8b의 구조가 채택된 경우에는, 도 8a의 구조가 채택된 경우에 비해 BSP(111)의 크기는 커진다. 그
러나, BSP(111)의 전송의 완료 이후에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에 억세스하는 경우, CPU(10)는 제1 저장 장치(11)가
아닌 제2 저장 장치(12)에만 억세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도 8b의 구조가 채택되는 경우에는, 메인 프로그램(112)을
제3 저장 장치(13)로 전송하는 공정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다.

  도 9는 CPU(10)에 의한 초기 적재 공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BSP(111)의 전송이 완료되고 전송 완료 통지 신호
(144)가 출력된 이후에, CPU(10)는 제2 저장 장치(12) 상에서 BSP(111)를 실행하여 도 9에 도시된 공정을 수행한다. 도
9에서, 변수 B는 판독되는 블록 번호를 표시하고, 변수 P는 판독되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한다.

  BSP(111)의 전송이 완료된 경우, CPU(10)는 먼저 BSP(111)의 시스템 구성부(117)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함에 의
해 시스템 구성을 수행한다(단계 S201). 단계 S201에서, 예를 들면, 제3 저장 장치(13)에 억세스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라
미터들이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 등에서 세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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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CPU(10)는 BSP(111)로부터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119)를 판독하고, 이를 이용함에 의해,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을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제3 저장 장치(13)로 복사한다(단계 S202). 이때, 전송자(14)내의 에러 처
리부(142)는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판독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에 대한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에 근거한 에
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도 8b에 도시된 BSP(111)가 채택되는 경우,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이 제2 저장 장치
(12)내에 이미 저장되어 있으므로, 단계 S202의 공정은 수행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다음으로, CPU(10)는 BSP(111)을 포
함하는 블록의 수를 B로 설정한다(단계 S203).

  다음으로, 제3 저장 장치(13) 상의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을 참조하여, CPU(10)는 다음 정상 블록의 수를 결정하고 B를
이 수로 설정하고(단계 S204), P를 0으로 설정한다(단계 S205). 다음으로, CPU(10)는 복사 기능을 호출하여 제1 저장 장
치(11)내의 B 번째 블록내의 P 번째 페이지를 제3 저장 장치(13)내의 예정된 어드레스로 복사한다(단계 S206). 다음으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CPU(10)는 단계 S206에서 복사된 페이지에 대한 신드롬을 연산한
다(단계 S207). 다음으로, 단계 S207에서 연산된 신드롬을 참조로, CPU(10)는 소프트웨어 수단에 의해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단계 S208). 단계 S208의 공정을 통해, 판독된 페이지에 포함된 임의의 수정 가능한 에러는 수정된다.

  다음으로, CPU(10)는 단계 S208의 에러 검출/수정 공정 동안 수정 불가능한 에러(수정 능력을 넘어서는 에러)가 발견되
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209). 판단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CPU(10)는 P가 1 블록의 페이지의 수보다 작은지 여
부를 판단한다(단계 210). 판단 결과가 "예"인 경우, CPU(10)는 P에 1을 더하고(단계 S212), 단계 S206으로 진행된다. 단
계 S210의 판단의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CPU(10)는 B가 BSP(111)내의 블록의 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211). 판단의 결과가 "예"인 경우, CPU(10)는 B에 1을 더하고, P를 0으로 설정하며(단계 S213), 단계 S204로 진행된다.

  단계 S211에서의 판단의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CPU(10)는 메인 프로그램(112)의 전송이 성공임을 판단한다. 이러한
경우, CPU(10)의 제어는 제3 저장 장치(13) 상의 메인 프로그램(112)로 분기된다. 반면에, 단계 S209의 판단의 결과가 "
예"인 경우, CPU(10)는 메인 프로그램(112)의 전송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경우, CPU(10)는 어떠한 공정도
수행하지 않고, 무한 루프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CPU(10)는 제2 저장 장치(12) 상의 BSP(111)를 실행하여 제1 저장 장치(11)의 정상 블록에 저장된 메인 프
로그램(112)을 제3 저장 장치(13)로 전송한다. 다음으로, 메인 프로그램(112)의 전송이 성공이 되는 경우, CPU(10)는 제
3 저장 장치(13) 상의 메인 프로그램(112)을 실행하도록 처리하고; 메인 프로그램(112)의 전송이 실패한 경우, CPU(10)
는 동작을 중지한다.

  상술한 것처럼, 정보 처리 장치(1)에 따르면, 시스템 부트는, 초기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고신뢰성 메모리(예를 들면
ROM)를 채용하지 않고 저신뢰성 메모리(예를 들면 NAND형 플래시 메모리)내에 저장되어 있고, 체크 코드가 할당된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이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제2 저장 장치로 전송되고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이 수행되므로, 메인 프로
그램에 대한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술한 정보 처리 장치(1)에서, CPU(10)에 의한 명령어 인출은 CPU 제어기(15)에 의해 제어된다. 별예로, 도 10에 도시
된 정보 처리 장치(2)에 예시된 것처럼, CPU(10)에 의한 명령어 인출은 데이터 버스(16a)에 대한 중재자(arbiter: 20)를
채용함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도 10에서, 중재자(20)는 제2 저장 장치(12)를 억세스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버스(16a)에
대한 억세스 권리를 중재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전원 동작 이후에, 중재자(20)는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가 출력될 때까
지, 데이터 버스(16a)에 대한 높은 우선 순위의 억세스 권리를 전송자(14)에게 준다. BSP(111)의 전송이 완료되어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가 출력되는 경우, 중재자(20)는 데이터 버스(16a)에 대한 높은 우선 순위의 억세스 권리를 CPU(10)
에게 준다.

  결과적으로, CPU(10)은 전원 동작 후에 제2 저장 장치(12)로부터 즉시 명령어를 인출하려고 하지만, BSP(111)의 전송
완료시까지 중재자(20)가 동작하여 CPU(10)가 데이터 버스(16a)에 대한 억세스권을 가지지 않도록, 즉 제2 저장 장치
(12)에 억세스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CPU(10)에 의한 명령어 인출이 시작되기 전에, BSP(111)의 전송의 완료를 대
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보 처리 장치(2)는 정보 처리 장치(1)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한다.

  정보 처리 장치(1)는 순차적으로 제1 저장 장치(11)내의 제1 블록으로부터 BSP(111)를 검색하고 M 페이지의 전송동안
수정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드 블록을 검출하는 배드 블록 검출 방법을 채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우연히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통과한 특정 값이 제조시 초기값 데이터로서 배드 블록내에 저장되게 되는 경우에는
배드 블록을 정상 블록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1 저장 장치(11)에 기록을 수행할 때, 수
정 불가능한 에러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배드 블록에 반복적으로 기록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수정 불가능한 에러는 M
페이지 전송 동안 반드시 검출될 것이며, 배드 블록을 정상 블록으로 착각하는 문제는 방지될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3)는
제1 실시예의 정보 처리 장치(1)(도 1)와 동일하되, 전송자(14)가 전송자(30)로 대체되고 코래이션 코드(121)가
BSP(111)에 추가된 것만 상이하다. 정보 처리 장치(3)는 코래이션 코드(121)를 이용함에 의해 배드 블록을 정상 블록으로
착각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전송자(30)는 제1 실시예의 전송자(14)와 동일하되, 전송 제어부(141)가 전송 제어부(311)로 대체되고,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301) 및 코래이션 코드 비교부(302)를 포함하는 전송 데이터 판단부(303)가 추가되는 것만 상이하다. 코래이션 코
드 보유부(301)는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결정되는 코래이션 코드를 저장한다. 코래이션 코드로서 이용되는 값에 대해 별도
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임의의 값들에 대해 구별되도록 특유한 값(예를 들면, "0" 비트 및 "1" 비트의 혼합으로 구성된 값)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 2 바이트 코래이션 코드 "5a3c"(16진수)가 예로써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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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P(111)가 제1 저장 장치(11)에 기록되는 경우,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301)내에 보유되는 코래이션 코드와 동일한 코
래이션 코드(121)가 BSP(111)에 할당된다. 도 3과 유사하게 도 12는 코래이션 코드가 할당된 BSP(111)와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BSP(111)는 제1 저장 장치(11)의 하나 이상의 블록의 복수개의 페이지에 걸쳐
저장된다. BSP(111)의 일부가 저장되는 각각의 페이지의 데이터(512 바이트)의 하위 4 바이트에서, 코래이션 코드(121)
는 에러 체크 코드와 함께 저장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2 바이트 코래이션 코드(121)는 4 비트의 4개 그룹으로 분할되며,
각각의 이들 그룹은 각각의 페이지의 최종 4 바이트의 하위 4비트에 저장된다. 코래이션 코드(121)의 각각의 4 비트에 대
해, 수학식 1을 이용하여 4 비트 에러 체크 코드가 연산되고, 각각의 페이지의 최종 4 바이트의 상위 4 비트에 코래이션 코
드에 대한 에러 체크 코드(122)로서 저장된다. 예를 들면, 코래이션 코드가 값 "5a3c"(16진수)를 갖는 경우, M[15]=0;
M[14]=1; M[13]=0; M[12]=1; P[2047]=1; P[2046]=1; P[2045]=0; P[2044]=0 이다.

  도 13은 도 7과 유사하게 전원 동작 이후의 전송 제어부(311)의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제1 실시예에서의 전송 제
어부(141)의 경우와 같이, 도 13에 도시된 공정에 따라, 전송 제어부(311)는 제1 저장 장치(11)내의 BSP(111)의 저장된
위치를 수득하고, 순차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이 저장된 위치로부터 BSP(111)를 판독하고, BSP(111)를 제2 저장 장치
(12)로 전송한다. 다시, BSP(111)의 크기는 1 블록 또는 그 미만으로 설정한다. 변수 B 및 P의 의미는 도 7에 대해 정의된
것과 동일하다.

  전원이 동작되는 경우, 전송 제어부(311)는 B 및 P를 0으로 초기화한다(단계 S301). 다음으로, 전송 제어부(311)는 P가
BSP(111)의 크기 M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302). 판단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전송 제어부(311)는
BSP(111)의 전송이 성공임을 판단하고, 공정을 종료한다. 이러한 경우, CPU 제어기(15)는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를
출력한다.

  단계 S302의 판단 결과가 "예"인 경우, 전송 제어부(311)는 제1 저장 장치(11)내의 B번째 블록의 P번째 페이지를 판독하
고, 이 페이지를 제2 저장 장치(12)내의 예정된 어드레스로 전송한다(단계 S303). 이때, 에러 처리부(142)는 도 7의 단계
S102와 동일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코래이션 코드 비교부(302)는 전송된 페이지의 데이터(512 바이트)의
하위 4 바이트내에 저장된 코래이션 코드(121)와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301)내에 보유된 코래이션 코드(즉, 코래이션 코
드가 비교할 기준값)와 비교한다.

  다음으로, 코래이션 코드 비교부(302)가 코래이션 코드(121)가 코래이션 코드에 대한 기준값과 일치함을 발견한지 여부
를 전송 제어부(311)는 판단한다(단계 S304). 판단 결과가 "예"인 경우, 전송 제어부(311)는 단계 S303에서의 한 페이지
의 전송 동안 수정 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305). 판단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전송 제어
부(311)는 P에 1을 더하고(단계 S307), 단계 S302로 진행한다.

  단계 S304에서의 판단의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전송 제어부(311)는 B가 검색된 블록의 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한
다(단계 S306). 판단 결과가 "예"인 경우, 전송 제어부(311)는 B에 1을 더하고, P를 0으로 설정하고(단계 S308), 단계
S302로 진행한다.

  단계 S305에서의 판단의 결과가 "예"인 경우, 또는 단계 S306에서의 판단의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전송 제어부(311)
는 BSP(111)의 전송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을 종료한다. 이러한 경우, CPU 제어기(15)는 전송 완료 통지 신호
(144)를 출력하지 않는다.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성공 또는 실패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보 처리 장치(3)는 제1 실시예의 정보 처리 장치(1)
과 유사하게 동작한다. 그러므로, 정보 처리 장치(3)는 제1 실시예의 정보 처리 장치(1)의 의해 제공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코래이션 코드의 이용은 배드 블록을 정상 블록으로 착각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
된 배드 블록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신속한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 처리 장치(3)에 있어서, 도 5 또는 도 6에 도시된 CPU 제어기(15) 또는 도 10에 도시된 중재자(20)가 CPU(10)에
의해 인출되는 제어 명령을 채택하기 위해 택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후술하는 제3 내지 제5 실시예에서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정보 처리 장치는 도 14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4)에서 예시된 것처럼 코래이션 코드가 외부로부터 재기록되도록 하는
전송자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4에서, 전송자(40)는 데이터가 데이터 버스(16d)를 경유하여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301)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제1 저장 장치(11)는 2개 유형의 BSP(111a 및 111b)와 이들 2개 유형의 BSP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이용함에 의해 연산될 수 있는 제1 에러 체크 코드(114a 및 114b)를 저장한다. BSP(111a) 및 제1 에러 체크 코드
(114a)는 도 11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3)내의 BSP(111) 및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에 대응한다. BSP(111b)는
BSP(111a)와는 상이한 BSP 예를 들면, 상이한 리비젼의 CPU에 대한 BSP 또는 상이한 시스템 구성을 갖는 정보 처리 장
치에 대한 BSP 이다. BSP(111a 및 111b)는 제1 저장 장치(11)에 저장되며, 코래이션 코드(121a 및 121b)는 각각 이에
할당된다. 코래이션 코드(121a)의 것과는 상이한 값이 코래이션 코드(121b)에 대해 이용된다.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301)에 보유된 코래이션 코드(즉, 코래이션 코드가 대비될 기준값)는 CPU(10)의 리비젼 또는 시
스템 구성에 따라 재기록될 수 있다. 전원이 동작되는 경우, 전송자(40)는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301)내에 보유된 코래이
션 코드에 따라 BSP(111a) 또는 BSP(111b) 중 하나를 선택하며, 선택된 BSP를 제2 저장 장치(12)로 전송한다. CPU(10)
는 제2 저장 장치(12) 상의 BSP(111a) 또는 BSP(111b)에 따라 동작한다. 그러므로, 상이한 CPU 리비젼 또는 시스템 구
성 등이 있는 경우라도, 시스템 부트는 CPU 리비젼, 시스템 구성 등에 따라 단일 제1 저장 장치(11)내에서부터 선택된 최
적의 BSP를 이용함에 의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 상술한 정보 처리 장치(4)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함에 의해 BSP(111a
및 111b)에 대해 제1 에러 체크 코드(114a 및 114b)를 연산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상이한 방법에 의해 연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에러 체크 코드 각각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은 에러 처리부(142)에 의해 수행된다.

  (제3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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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5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5)는
제1 실시예의 정보 처리 장치(1)(도 1)와 동일하되, 전송자(14)는 전송자(50)로 대체된다. 정보 처리 장치(5)는 메인 프로
그램(112)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일부가 전송자(50)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송자(50)는 제1 실시예의 전송자(14)와 동일하되, 에러 처리부(142)는 제1 및 제2 에러 처리부(501 및 502)와 에러 처
리 선택부(503)로 대체된다. 제1 에러 처리부(501)는 제1 및 제3 에러 체크 코드(114 및 116)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제1 에러 공정부(501)에서의 에러 검출/수정 공정은 예를 들면 수학식 2를 이용하는 예정된 단위(본 실
시예에서는 8비트)의 공정에 의해 수행된다.

  제2 에러 처리부(502)는 제2 에러 체크 코드(115)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일부를 수행한다. 제2 에러 체크
코드(115)는 데이터의 512 바이트에 근거하여 연산되는 16바이트 에러 체크 코드라고 설정하면, 제2 에러 체크 코드
(115)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은 제1 및 3 에러 체크 코드(114 및 116)에 대한 연산의 합보다 더 많은 연산을 필요
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2 에러 처리부(502)가 제2 에러 체크 코드(115)에 근거하여 모든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
하려는 경우, 전송자(50)는 증가된 양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할 것이고, 따라서 정보 처리 장치(5)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
다. 따라서, 제2 에러 체크 코드(115)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내에서, 제2 에러 처리부(502)는 신드롬 연산만을 처
리한다. 연산된 신드롬을 이용하는 에러 검출/수정 공정은 CPU(10)에 의한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 수행된다.

  CPU(10)의 제어하에, 에러 처리 선택부(503)는 제1 및 제2 에러 처리부(501 및 502)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동작하도록
한다. 에러 처리 선택부(503)는 CPU(10)가 특정 값을 기록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에서, 예를 들면
값 "0"는 BSP(111)의 전송 완료시까지 저장된다. BSP(111)의 전송이 완료된 경우, CPU(10)는 예를 들면 에러 처리 선택
부(503)내의 상술한 레지스터의 값을 "1"로 업데이트한다. 레지스터의 값이 "0"인 경우, 에러 처리 선택부(503)는 제1 저
장 장치(11)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를 제1 에러 처리부(501)로 공급한다. 레지스터의 값이 "1"인 경우, 에러 처리 선택부
(503)는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를 제2 에러 처리부(502)로 공급한다.

  그러므로, 전송자(50)에서, 전원이 동작된 이후에,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처리는 에러 처리
선택부(503)에서의 레지스터의 값이 "1"로 시프트될 때까지, 전송될 BSP(111)에 대해 수행된다. CPU(10)이 예정된 명령
을 실시할 때 에러 처리 선택부(503)내의 레지스터의 값은 "1"로 시프트한다. 그러므로, 전송될 메인 프로그램(112)에 대
해 수행되는 제2 에러 체크 코드(115)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내에서, 신드롬 연산이 전송자(50)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보 처리 장치(5)에 따르면,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일부가 전송자에 의해 처리되어,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에
러 검출/수정 공정의 신속한 실행과 이로 인한 시스템 부트의 신속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상술한 정보 처리 장치(5)에서, 에러 처리 선택부(503)의 값은 CPU(10)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재기록된다. 별도로는, 도
16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6)에서 예시된 것처럼, 전송자(60)내의 에러 처리 선택부(601)는 통지부(143)로부터 수신된
전송 완료 통지 신호(144)와 동기하여 "0"에서 "1"로 상술한 레지스터의 값을 절환한다.

  (제4 실시예)

  도 1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7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7)는
제3 실시예의 정보 처리 장치와 동일하되, 전송자(50)이 전송자(70)로 대체된다. 정보 처리 장치(7)는 전송자(70)가 메인
프로그램(112)을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송자(70)는 제3 실시예(도 15)의 전송자(50)와 동일하되, 전송자(70)는 제어 정보 저장부(701),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 저장부(702), 및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저장부(703)를 더 포함한다. 제어 정보 저장부(701)는 전송 소스 어드레
스, 전송 크기, 전송 수신지 어드레스 등을 저장한다.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 저장부(702)는 BSP(111)내에 포함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119)(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의 제1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BSP(111)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연산되는 제3 에러 체크 코드(116)는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에 할당된
다. CPU(10)의 제어하에, 전송자(70)는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 및 제3 에러 체크 코드
(116)를 판독하여 이들을 제1 에러 처리부(501)를 이용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고,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을 제2 저장 장치(12)에 기록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2 에러 처리부(502)는 제2 에러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전체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여기서,
메인 프로그램(112)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는 동안 수정 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되는 경우, 제2 에러 처리부
(502)는 에러 처리를 중단하고, CPU(10)로 수정 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됨을 통지한다. 이 통지를 수신할 때, CPU(10)는
비정상 처리 공정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CPU(10)는 시스템을 중지하고, 디스플레이 수단(도시 없음) 상에 메시지를 디스
플레이함에 의해 사용자에게 수정 불가능한 에러가 발생했음을 통지한다.

  도 18은 본 실시예에 따라 CPU(10)에 의한 초기 적재 공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8에 도시된 흐름도가 도 9에 도
시된 흐름도와 유사하므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후술한다.

  도 9에 도시된 흐름도에서, CPU(10)는 BSP(111)로부터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119)를 판독하고, 배드 블록 정
보 테이블 포인터(119)를 이용하여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제3 저장 장치(13)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를 복사한
다(단계 S202). 반면에, 도 18에 도시된 흐름도에서, CPU(10)는 BSP(111)로부터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119)를
판독하고,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119)를 전송자(70)의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 저장부(702)에 기록한다(단
계 S402). 동시에,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 저장부(702)내에 저장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를 참조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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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송자(70)는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113) 및 제3 에러 체크 코드(116)를 판독하여, 이들을
제1 에러 체크 코드(114)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고, 공정의 결과를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저장부
(703)에 기록한다.

  더욱이, 도 9에 도시된 흐름도에서, CPU(10)는 페이지를 제3 저장 장치(13)에 복사하기 위하여 복사 기능을 호출하고
(단계 S206), 복사된 페이지에 대한 신드롬을 연산한다(S207). 반면에, 도 18에 도시된 흐름도에서, CPU(10)는 전송에 필
요한 파라미터들(예를 들면, 전송 소스로서의 값 B 및 P)을 전송자(70)의 제어 정보 저장부(701)에 기록하고, 전송자(70)
에 의해 전송의 완료를 대기한다(단계 S406). 동시에, 전송 제어부(141)는 제어 정보 저장부(701)내에 저장된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제1 저장 장치내의 B 번째 블록내의 P번째 페이지를 제2 저장 장치(12)의 예정된 어드레스로 전송한다. 1 페
이지의 전송이 완료된 경우, CPU(10)는 제2 에러 처리부(502)에서 연산된 신드롬을 판독한다(단계 S408). 단계 S409의
에러 검출/수정 공정은 판독된 신드롬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정보 처리 장치(7)에 따라,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크기는 감소될 수 있고, CPU의 로드(load)가 감소될 수 있어
서, 시스템 부트의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다.

  (제5 실시예)

  도 1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9에 도시된 정보 처리 장치(8)는
제3 실시예의 정보 처리 장치(3)(도 11)과 동일하되, 제2 저장 장치(12)가 없고, 전송자(30)는 전송자(80)로 대체된다. 정
보 처리 장치(8)는 BSP(111)를 저장하기 위한 전용 저장 장치가 없고, BSP(111)는 전송자(80)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전송자(80)는 제3 실시예의 전송자(30)(도 11)와 동일하되, 전송 제어부(311)가 전송 제어부(803)로 대체되고 버퍼 제어
부(801) 및 명령 공급 버퍼(802)가 추가된다. 명령 공급 버퍼(802)는 예정 수의 명령을 저장하기 위한 버퍼이다. 전원이
동작되는 경우, 전송 제어부(803)는 제1 저장 장치(11)의 BSP(111)의 예정 수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판독하고, 에러 처
리부(142)는 판독된 예정수의 BSP(111)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한다.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친 BSP(111)
는 데이터 버스(16c, 16b 및 16e)를 경유하여 명령 공급 버퍼(802)에 저장된다. 전원이 동작되는 경우, CPU(10)는 명령
공급 버퍼(802)로부터 명령어 인출을 시도한다.

  CPU(10)가 명령어 인출을 시도할 때 명령 공급 버퍼(802)내에 다음 명령이 이미 저장된 경우, 버퍼 제어부(801)는
CPU(10)가 그 명령을 판독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CPU(10)는 명령어 인출을 승계하여, 인출된 명령을 실행한다. 반면
에, CPU(10)가 명령어 인출을 시도할 때 명령 공급 버퍼(802)내에 다음 명령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버퍼 제어부
(801)는 CPU(10)에 의해 명령어 인출을 중지하고, 전송 제어부(803)를 제어하여 제1 저장 장치(11)로부터 다음 명령을
판독하도록 한다. 판독된 명령은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고, 다음으로 명령 공급 버퍼(802)내에 저장된다. 그러한 제
어를 통해, 전송자(80)는 다음 명령이 명령 공급 버퍼(802)내에 아직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CPU(10)가 다음 명령이 준
비될 때까지 명령어 인출을 수행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그러므로, 정보 처리 장치(8)에 따르면, BSP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영역을 확보하지 않고도 제1 실시예의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

  (제6 실시예)

  도 20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ROM 이미지 생성 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0에 도시된 ROM 이미지
생성 장치(9)는 BSP(111), 메인 프로그램(112) 등을 포함하는 ROM 이미지를 전술한 실시예들 중 임의의 하나에 따른 정
보 처리 장치내에 포함된 제1 저장 장치(11)로서 이용되는 메모리(이하 "타겟 메모리"라 칭함)에 기록하는 장치이다.

  ROM 이미지 생성 장치(9)는 이미지 재포맷부(91), 기록 이미지 생성부(92), 메모리 제어부(93), 코래이션 코드 관리부
(94), 코드 정보 관리부(95), 배드 블록 정보 보유부(96), 및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생성부(97)를 포함한다. 이미지 재포맷
부(91)는 코래이션 코드 할당부(911) 및 재포맷부(912)를 포함한다. 기록 이미지 생성부(92)는 이미지 병합부(921),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 할당부(922), 및 에러 체크 코드 할당부(923)를 포함한다. 메모리 제어부(93)는 배드 블록 검색
부(931) 및 메모리 기록부(932)를 포함한다.

  입력 데이터(900)를 입력하기 이전에, 코래이션 코드 관리부(94)는 (입력 데이터(900)에 대한 할당으로서 기록되어질)코
래이션 코드(941)를 저장하고, 코드 정보 관리부(95)는 입력 데이터(900)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에러 체크 코드를 연산하
는데 이용될 방법을 표시하는 에러 체크 코드 할당 정보(951)를 저장한다. 배드 블록 검색부(931)는 예정된 방법으로 타겟
메모리를 억세스하고, 타겟 메모리내에 포함된 배드 블록(들)의 위치(들)를 표시하는 배드 블록 정보(933)를 출력한다. 배
드 블록 검색 정보(931)로부터 출력되는 배드 블록 정보(933)는 배드 블록 정보 보유부(96)에 저장된다.

  입력 데이터(900)로서, 타겟 메모리에 기록될 BSP, 메인 프로그램 등(2진수 형태임)이 ROM 이미지 생성 장치(9)에 개
별 파일로서 입력된다. 배드 블록 정보 보유부(96)내에 보유된 배드 블록 정보(961)에 근거하여,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생
성부(97)는 2진수 형태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971)을 생성한다. 입력 데이터(900) 및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971)는 개
별 파일 형태로 이미지 재포맷부(91)로 입력된다.

  이미지 재포맷부(91)는 입력 데이터(900) 및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971)을 타겟 메모리에 기록되기 적합한 형태로 재포
맷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코래이션 코드 할당부(911)는 필요한 경우 코래이션 코드 관리부(94)내에 저장된 코래이션 코드
(941)를 입력 데이터(900)에 할당한다. 코드 정보 관리부(95)내에 저장된 에러 체크 코드 할당 정보(951)에 따라, 재포맷
부(912)는 입력 데이터(900) 및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971) 각각을 이에 할당되는 에러 체크 코드를 적합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포맷하고, 그 결과를 개별 파일로서 출력한다. 이미지 재포맷부(91)에 의해 재포맷된 데이터가 재포맷부 출
력(91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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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1a 및 도 21b는 재포맷부 출력(913)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1a는 BSP(111)가 입력되는 재포맷부 출력
(913)을 도시한다. 도 21b는 메인 프로그램(112)가 입력되는 경우의 재포맷부 출력(913)을 도시한다. BSP(111)가 입력
되는 동안, 코드 정보 관리부(95)는 에러 체크 코드 할당 정보(951)를 계속 출력하는데, 이는 4 비트 에러 체크 코드가 4
비트 정보 비트에 할당되는 형태(예를 들면 도 3에 도시된 포맷)로의 재포맷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러 체크 코드 할당 정보(951)에 따라, 재포맷부(912)는 BSP(111)(2진수 형태로 입력됨)를 도 21a에 도시된 포맷으로
재포맷한다. 반면에, 메인 프로그램(112)이 입력되는 동안, 코드 정보 관리부(95)는 에러 체크 코드 할당 정보(951)를 계
속 출력하는데, 이는 16 바이트 예비 영역이 모든 512 바이트의 데이터에 할당되는 형태로의 재포맷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러 체크 코드 할당 정보(951)에 따르면, 재포맷부(912)는 메인 프로그램(112)(2진수 형태로 입
력됨)을 도 21b에 도시된 포맷으로 재포맷한다.

  기록 이미지 생성부(92)는 이미지 재포맷부(91)로부터의 재포맷부 출력(913)을 병합하여 ROM 이미지(924)를 생성하여
타겟 메모리에 기록되도록 하면서, 타겟 메모리내에 포함된 배드 블록(들)의 위치(들)에 대해 주목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이미지 병합부(921)는 개별 파일 형태로 출력된 재포맷부 출력(913)을 단일 파일로 병합한다. 동시에, 배드 블록 정보 보
유부(96)로부터 출력된 배드 블록 정보(961)에 근거하여 이미지 병합부(921)는 정상 블록에 대응하는 위치에 대해서만 유
효한 데이터를 출력하여, 배드 블록을 무효화한다.

  이미지 병합부(921)가 재포맷부 출력(913)을 단일 파일로 병합한 경우, 어떤 정상 블록내에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971)
이 저장될 것인지가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이미지 병합부(921)로부터의 출력에 대해,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 할당
부(922)는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119)에 응답하여) 이러한 정상 블록의 수를 할당한다.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 할당부(922)가 상술한 정상 블록의 수를 할당한 경우, 에러 체크 코드를 제외하면, ROM
이미지내의 모든 데이터의 타겟 메모리로의 기록이 완료된다. 그러므로, 배드 블록 정보 테이블 포인터 할당부(922)로부
터의 출력에 대해, 에러 체크 코드 할당부(923)는 코드 정보 관리부(95)로부터 출력된 에러 체크 코드 할당 정보(951)에
따라 에러 체크 코드를 할당한다. 예를 들면, 에러 체크 코드 할당부(923)는 제1 에러 체크 코드(114)를 BSP(111)에 할당
하고, 제2 에러 체크 코드(115)를 메인 프로그램(112)에 할당한다.

  메모리 기록부(932)는 이미지 생성부(92)로부터 출력된 ROM 이미지(924)를 타겟 메모리에 기록한다. 동시에, 배드 블
록 정보 보유부(96)내에 보유된 배드 블록 정보(961)에 근거하여, 메모리 기록부(932)는 타겟 메모리내에 포함된 정상 블
록에 대해서만 ROM 이미지(924)를 기록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것처럼, 본 실시예의 ROM 이미지 생성 장치에 따르면, BSP, 메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ROM 이미지는 본 발
명의 제1 내지 제5 실시예 중 임의의 하나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내에 포함된 제1 저장 장치로서 이용되는 메모리에 기록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장치는 초기 프로그램을 채용하지 않고도 시스템 부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그러므로, 정보 처리 장치는 노트북형 개인 컴퓨터, 이동식 정보 장치, 셀룰러 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영상
장치, 게임 장치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 처리 장치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서 개시되었지만, 이는 단지 예로서 든 것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개량물이나 변형물
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출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휘발성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의해 시스템 부트를 수행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CPU;

  상기 CPU에 의해 실행될 프로그램들로서 제1 체크 코드가 할당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bootstrap program) 및 제2 체크
코드가 할당된 메인 프로그램(main program)을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제1 저장 장치 - 상기 제2 체크 코드는 상기 제1
체크 코드를 연산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과는 상이한 방법에 의해 연산됨 -;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판독하기 위한 전송자(transferer) - 시스템 부트 동안 상기 전송자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판독하고,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이 상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에러 검
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며, 공정을 거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함 - ;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휘발성 제2 저장 장치; 및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CPU의 동작을 중지시키기 위한 CPU 제어기

  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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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PU 제어기에 의한 동작 중지가 없는 경우, 상기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CPU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을 상기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며, 제2 체크 코드에 근
거하여 메인 프로그램이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자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전송 제어부;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전송되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대해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에러 처리부; 및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 상기 에러 처리부가 어떠한 수정불가 에러도 검출하지 않은 경우, 전송의 완료를
상기 CPU 제어기에 통지하기 위한 통지부

  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CPU에 대한 클럭 신호의 공급을 중지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CPU에 대한 리셋 신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CPU가 상기 제2 저장 장치에 억
세스하는 것을 중지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선권을 상기 전송자에 주고,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는 우선권을 상기 CPU에 주는 방식으로 상기 제2 저장 장치에 결선된 버스에 대한
억세스 권리를 중재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PU 제어기는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 상기 CPU가 동작하는 것을 계속 중지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저장 장치는 각 블록이 정상 블록 또는 배드 블록으로 인식되는 복수개의 블록들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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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적재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및 제1 저장 장치내의 메인 프로그램의 저장된 위치를 표시하는 저장 위치 정보는 제
1 저장 장치의 정상 블록내에 저장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상기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 위치 정보 및 에
러 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CPU 제어기에 의해 중지되지 않는 경우, 상기 CPU는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저장 위
치 정보에 따라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을 상기 전송자를 경유해 상기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고, 제
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에러 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
그램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저장 장치는 제1 체크 코드가 할당된 저장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전송자는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저장 위치 정보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
행하며;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저장 위치 정보가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되는 어드레스(address) 및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에러 처리 프로그램(error processing program)을 포함하며;

  상기 CPU 제어기에 의해 중지되지 않을 경우, 상기 CPU는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상기 어
드레스를 이용함에 의해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저장 위치 정보를 상기 전송자를 경유하여 상기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후에 저장 위치 정보에 따라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
인 프로그램을 상기 전송자를 경유하여 상기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 이
후에 상기 에러 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상기 제1 저장 장치의 정상 블록내에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로 저장되고,

  상기 전송자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 각각을 판독하며, 제1 체
크 코드에 근거하여 상기 데이터 단위를 에러 검출/수정 공정 처리하며, 처리된 데이터 단위를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에 대한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
수정 공정의 수행 결과로서 수정 불가능한 에러가 검출되는 경우, 상기 전송자는 상기 데이터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블록
에 이웃하는 정상 블록으로부터 처리될 다음 데이터 단위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데이터 단위 각각에 할당된 코래이션 코드(collation code)와 함께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
로 상기 제1 저장 장치의 정상 블록내에 저장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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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송자는 코래이션 코드에 대한 기준 데이터(reference data)를 보유하고, 상기 기준 데이터와 동일한 코래이션 코
드가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에 할당되는 경우, 판독된 데이터 단위를 상기 제2 저장 장
치로 전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자는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기준 데이터가 변경되도록 정렬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자는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전송 제어부;

  전송되는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대해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1 에러 처
리부;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해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정 공정의 적어도 일부
를 수행하기 위한 제2 에러 처리부; 및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료될 때 상기 제1 에러 처리부가 수정 불가능한 에러를 검출하지 않은 경우, 전송 완
료를 상기 CPU 제어기에 통지하기 위한 통지부

  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에러 처리부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해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신드롬
(syndrome)을 연산하고,

  상기 제2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CPU는 상기 제2 에러 처리부에 의해 연산된 상기
신드롬을 이용함에 의해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해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에러 검출/수
정 공정의 나머지를 수행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부가 전송의 완료를 통지한 경우, 상기 전송자는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을 처
리하기 위한 처리부를 상기 제1 에러 처리부로부터 상기 제2 에러 처리부로 전환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자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부를 상기 CPU의 제
어하에 상기 제1 에러 처리부로부터 상기 제2 에러 처리부로 전환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에러 처리부가 수정 불가 에러를 검출한 경우, 상기 전송자는 상기 CPU에게 전송의 실패를 통지하고,

  전송 실패의 통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CPU는 이상 처리 공정(abnormality handling process)을 수행하는 정보 처리
장치.

공개특허 10-2005-0065431

- 16 -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의 전송 외에도, 상기 CPU의 제어하에, 상기 전송자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
터 예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로 메인 프로그램을 판독하며, 판독된 각각의 데이터 단위를 상기 제2 저장 장치로 전송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22.

  비휘발성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의해 시스템 부트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CPU;

  상기 CPU에 의해 실행될 프로그램들로서 제1 체크 코드가 할당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 및 제2 체크 코드가 할당된 메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제1 저장 장치 - 상기 제2 체크 코드는 상기 제1 체크 코드를 연산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과는 상이한 방법에 의해 연산됨 - ;

  상기 제1 저장 장치내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판독하기 위한 전송자; 및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휘발성 제2 저장 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전송자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판독하고, 상기 제1 체크 코드에 근거하여 상기 초기 적
재 프로그램이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거치도록 하며, 처리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저장하며, 상기 CPU로부
터의 판독 요청에 응답하여 저장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을 출력하며,

  시스템 부트 동안, 상기 CPU는 상기 전송자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적재 프로그램은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에러 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
며,

  시스템 부트 동안, 상기 전송자내에 저장된 초기 적재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CPU는 상기 제1 저장 장치로부터 판독된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2 체크 코드에 근거한 에러 검출/수정 공정을 수행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24.

  배드 블록을 포함하는 저장 장치에 기록될 ROM 이미지를 복수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생성하기 위한 ROM 이미지 생성
장치에 있어서,

  ROM 이미지가 기록될 상기 저장 장치내에 포함되는 배드 블록의 위치 정보를 보유하기 위한 배드 블록 정보 보유부(bad
block information retaining section);

  입력 데이터의 유형과 연관된 체크 코드의 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코드 정보 관리부;

  입력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의 유형과 연관된 할당된 체크 코드를 갖기에 적합한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이미지 재포맷
부(image reformatting section); 및

  상기 배드 블록 정보 보유부내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참조로 배드 블록을 회피하면서 상기 이미지 재포맷부에 의해 재포
맷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로 병합하고, 입력 데이터의 유형과 연관된 체크 코드를 상기 병합된 데이터에 할당하
기 위한 기록 이미지 생성부

  를 포함하는 ROM 이미지 생성 장치.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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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항에 있어서, 코래이션 코드를 보유하기 위한 코래이션 코드 보유부를 더 포함하되, 상기 이미지 재포맷부는 코래이
션 코드 보유부내에 보유된 코래이션 코드를 입력 데이터에 할당하는 ROM 이미지 생성 장치.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위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상기 저장 장치내의 배드 블록의 위치에 대한 검색 공정 및 상기 기록 이미
지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상기 저장 장치에 기록하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메모리 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ROM
이미지 생성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5-0065431

- 18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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