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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식별 정보를 구비한 데이타 기억 매체

요약

본 발명은 고유한 제1 식별 정보가 격납된 판독 전용의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외부의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데이

타, 및 외부의 장치로부터 획득한 제2 식별 정보가 기입되는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상기 제1 식별 정보와 상기 

제2 식별 정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회로, 상기 제1 식별 정보와 상기 제2 식별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만 상기 제2 메

모리 영역에 기입된 상기 데이타를 외부로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를 구비한 데이타 기억 매체를

제공한다. 이 데이타 기억 매체를 이용하면, 부정한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타의 기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데이타 

기억 매체 중에 기록된 데이타의 판독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지탈 데이타의 부정한 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데이타 기억 매체, 제1 메모리 영역, 제2 메모리 영역, 데이타 기억 장치, 데이타 처리부, 불휘발성 메모리, CPU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데이타 기억 매체 중 하나인 스마트 카드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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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데이타 기억 매체 중 하나인 메모리 카드의 개요도.

도 3은 데이타 기록/판독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하는 장치 외관도.

도 4는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의 구조예의 개요도.

도 5는 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를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에 장착할 때의 2장의 카드의 상호 위치 관계를 예시하는

도면.

도 6a는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를 그 슬롯의 개구부측으로부터 본 도면.

도 6b는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의 단면도.

도 7은 외부 접속 단자와 접촉하는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의 접속 전극의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8은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와 퍼스널 컴퓨터 간에 구비하는 인터페이스의 예를 도시.

도 9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록 장치와 데이타 기억 매체의 구성도.

도 10은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판독 장치와 데이타 기억 매체의 구성도.

도 11은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록 장치를 사용한 부정한 데이타 기록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판독 장치를 사용한 부정한 데이타 판독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13은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록 장치와 데이타 기억 매체의 구성도.

도 14는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판독 장치와 데이타 기억 매체의 구성도.

도 15는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구성도.

도 16은 스마트 매체의 메모리 영역의 구성도.

도 17은 스마트 매체의 메모리 영역 중에 형성된 히든 블럭 구성도.

도 18 내지 도 22는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23 내지 도 25는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6은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의 구성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7 및 도 28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일부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9는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억 매체 중의 반도체 소자의 평면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30 및 도 31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일부 구성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32는 데이타 기억 매체의 외부 접속 단자의 핀 레이아웃을 도시하는 도면.

도 33은 데이타 기억 매체의 회로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4의 a 내지 c는 NAND 구조의 메모리 셀의 평면 구성과 등가 회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5는 EEPROM의 소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36은 EEPROM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37은 16 M비트의 반도체 메모리 셀 어레이 내부 구성의 모식도.

도 38은 시리얼 메모리 판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9는 메모리 셀로의 데이타 기록 동작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0은 메모리 셀의 데이타 소거 동작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1은 스마트 카드의 평면 외관을 도시한 도면.

도 42는 스마트 카드의 외부 접속 단자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3은 스마트 카드의 회로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데이타 기억 매체

110 : 제1 메모리 영역

120 : 제2 메모리 영역

200 : 데이타 기억 장치

205 : 데이타 처리부

210 : 불휘발성 메모리

220 : CPU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데이타를 기억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식별 정보(certification DATA)를 구비

한 데이타 기억 매체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 데이타 기억 매체에 데이타를 기록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 및 이 데이타를 판독하는 데이타 판독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문자, 화상, 영상, 음악, 음성 등 다양한 정보가 디지탈 데이타로서 취급되어져 왔다. 이와 같은 디지탈 데이타, 

프로그램 데이타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는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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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여러가지의 것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플로피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폭넓게 보급되어 있는 매체지만, 데이타의 판독, 기록을 위해서는 디스크를 회

전 구동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매체를 취급하는 장치에는 모터와 회전 기구를 구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

타 기억 매체를 취급하는 전자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적합한 매체라고는 할 수 없 다.

휴대용 전자 기기에서 이용하는 외부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는, 다른 전자 기기와의 호환성을 갖고, 휴대용으로 적당한

소형화, 경량화를 양립하는 것이 과제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 최근 데이타의 재기록을 전기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반도체 불휘발

성 메모리를 구비한 데이타 기억 매체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는, 예를 들면 불휘발성 반도

체 메모리 소자를 소형의 카드형 패키지에 수납한 데이타 기억 매체가 알려져 있다. 이 데이타 기억 매체에 정지 화상,

음성, 음악 등의 컨텐츠를 기록하는 응용도 진전되고 있다.

한편, 디지탈 데이타로서 데이타 기억 매체에 입력된 컨텐츠는, 아날로그 신호와 달리 몇번이고 복사를 반복하여도 그

질의 열화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컨텐츠가 무단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확립할 것이 요구되

고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 전자 뱅킹 분야에서는 데이타 기억 매체 내에 저장된 개인의 식별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

타의 변경이나 데이타의 무단 복사를 방지하는 기술의 확립이 중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디지탈 데이타의 무단 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타 기억 매체, 데이타 기록 장치, 데이타 판

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디지탈 데이타의 무단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식별 정보를 보유하는 데이타 기

억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데이타 기억 매체는,

고유의 제1 식별 정보가 저장된, 판독 전용의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외부 장치로부터 받아들이는 데이타, 및 외

부 장치로부터 획득한 제2 식별 정보가 기입되는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상기 제1 식별 정보와 상기 제2 식별 정보와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회로와,

상기 제1 식별 정보와 상기 제2 식별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만, 상기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에 기입된 상기 데이타를 

외부로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특징을 갖는 데이타 기억 매체에 따르면, 외부 장치를 통하여 테이타의 기록을 행할 때 데이타 기억 매체에 고유

의 제1 식별 정보를 외부 장치로 전달하고, 데이타의 판독 시에 그 외부 장치가 받아들인 그 식별 정보를 제2 식별 정

보로서 획득하면, 제1 식별 정보와 제2 식별 정보와의 동일성을 판단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식별 정보 입력의

유무를 검지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식별 정보의 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타의 출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 결과, 데

이타의 무단 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상기 동일성을 판단하는 회로는, 제1 식별 정보와 제2 식별 정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회로 대신에, 제1 식별 정

보에 기초하여 생성하는 제3 식별 정보와 제2 식별 정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회로여도 된다.

본 발명의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는,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상기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으로의 데이타의 기입 또는 소거

를 제어하는 제1 배선과 이 제1 배선에 접속된 제1 접속 단자와, 상기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으로의 데이타의 기입

을 제어하는 제2 배선과 이 제2 배선에 접속된 제2 접속 단자를 갖는 반도체 소자와,

상기 제2 접속 단자와 접속되고, 상기 제1 접속 단자와는 전기적으로 독립되게 배치된 외부 접속 단자와,

상기 반도체 소자를 내포하고, 또한 상기 외부 접속 단자가 표면에 노출하도록, 상기 반도체 소자와 상기 외부 접속 

단자를 보유하는 지지재를 갖고,

상기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에는 상기 반도체 소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특징을 갖는 데이타 기억 매체는,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으로의 데이타의 기입 또는 소거를 제어하는 제1 배선

에 접속되는 제1 접속 단자가 외부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독립하게 배치되므로, 외부 접속 단자를 통하여 제1 반도

체 메모리 영역 내의 정보를 재기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식별 정보의 무단 변경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제조 방법은,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상기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으로의 데이타의 기입 또는 소거

를 제어하는 제1 배선과, 상기 제2 반도 체 메모리 영역으로의 데이타의 기입을 제어하는 제2 배선과, 상기 제1 배선

에 접속된 제1 접속 단자와, 상기 제2 배선에 접속된 제2 접속 단자를 갖는 복수개의 반도체 소자를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접속 단자를 통하여, 상기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에 각 반도체 소자의 식별 정보를 기입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을 반도체 소자마다 절단 분리하여, 반도체 칩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칩을 외부 접속 단자를 구비한 배선 기판 상에 배치하는 공정과,

상기 제2 접속 단자를 상기 외부 접속 단자에 접속함과 동시에, 상기 제1 접속 단자는 전기적으로 독립하게 되도록, 

상기 반도체 칩 주위를 밀봉하는 공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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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징을 갖는 데이타 기억 매체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제조 공정 중에 각 반도체 소자의 식별 정보를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에 기입하고, 그 후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으로의 데이타의 기입 또는 소거를 제어하는 제1 배선에 접속

된 제1 접속 단자를 외부 접속 단자에 접속하지 않도록 밀봉함으로써, 극히 용이하고 확실하게 제1 반도체 메모리 영

역을 재기록 소거가 불가능한 반도체 메모리 영역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식별 

정보의 부정한 변경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데이타 기록 장치는,

고유의 식별 정보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를 구비한 데이타 기억 매체에 데이타를 기록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에 있어서

,

데이타 처리부를 갖고,

상기 데이타 처리부는,

데이타 처리부 고유의 제1 부호를 저장하는 메모리부와,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상기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과,

상기 제1 부호와 획득한 상기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제2 부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데이타를 상기 제2 부호에 기초하여 인코딩하는 수단과,

인코딩된 상기 데이타를 상기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입하는 수단을 갖는다.

상기 특징을 갖는 데이타 기억 장치에 따르면, 데이타 기억 매체의 식별 정보와 데이타 처리부가 갖는 고유의 제1 부

호로부터 생성된 제2 부호로 인코딩한 데이타를 데이타 기억 매체 내에 기록한다. 따라서, 이 데이타 기록 장치로 기

록된 데이타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재차 제2 부호를 이용하여 인코딩된 데이타를 디코딩할 필요가 있다. 즉, 데이타 기

억 매체의 식별 정보와 데이타 처리부가 갖는 고유의 제1 부호가 없으면, 제2 부호를 생성하여 데이타 기억 매체 내에

기록된 데이타를 의미있는 데이타로서 판독할 수 없다. 즉, 소정의 식별 정보를 갖지 않은 데이타 기억 매체나 소정의

부호를 갖지 않는 데이타 판독 장치에서는 의미가 있는 데이타로서 판독할 수 없다. 그 결과, 부정한 데이타의 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상기 제1 부호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또는 상기 데이타 처리부는, 상기 데이타 기록 장치에 부착된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 의해 제공하여도 된다.

본 발명의 데이타 판독 장치는,

고유 식별 정보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를 갖는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록된 데이타를 판독하는 데이타 판독 장치에 있

어서,

데이타 처리부를 갖고,

상기 데이타 처리부는,

데이타 처리부 고유의 제1 부호를 저장하는 메모리부와,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상기 고유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과,

상기 고유의 제1 부호와 획득된 상기 고유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제2 부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상기 데이타를 판독하는 수단과,

판독한 상기 데이타를 상기 제2 부호에 의해 디코딩하는 수단을 갖는다.

상기 특징을 갖는 데이타 판독 장치에 따르면, 상술한 데이타 기록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록된 데이

타를,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획득한 데이타 기억 매체의 고유 식별 정보와 고유의 제1 부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제2 

부호를 이용하여, 데이타 기억 매체 내에 기록된 데이타를 의미있는 데이타로서 판독할 수 있다.

또, 상기 제1 부호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또는 상기 데이타 처리부는 상기 데이타 기록 장치에 부착된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 의해 제공하여도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는,

고유 식별 정보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를 구비한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에 데이타를 기억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에, 착

탈가능하게 부착되는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

데이타 기억 매체 고유의 제1 부호를 저장하는 메모리부와,

상기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상기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과,

상기 고유의 제1 부호와 획득된 상기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제2 부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데이타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타를 획득하는 수단과,

상기 획득한 데이타를 상기 제2 부호에 기초하여 인코딩하는 수단과,

인코딩한 상기 데이타를 상기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입하는 수단을 갖는 것이어도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는,

고유 식별 정보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를 구비한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억된 데이타를 판독하는 데이타 판독 장

치에, 착탈가능하게 장착되는 데이타 기억 매체에 있어서,

데이타 기억 매체 고유의 제1 부호를 저장하는 메모리부와,

상기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상기 고유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과,

상기 고유의 제1 부호와 획득된 상기 고유 정보에 기초하여 제2 부호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기록된 데이타를 판독하는 수단과,

판독된 데이타를 상기 제2 부호에 의해 디코드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해도 된다.

상기 특징을 갖는 데이타 기억 매체는 데이타 기억 장치, 또는 데이타 판독 장치에 장착되어 상술하는 데이타 기억 장

치의 데이타 처리부로서 사용할 수 있다. 착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타 기억 장치를 복수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서 공

유할 수 있다. 상기 제1 부호로서 개인 정보를 이용할 경우는,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 각 개인이 보관할 수 있어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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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도모하므로 편리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우선,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억 매체」, 「데이타 기록 장치」, 「데이타 판독 장치」의 특징에 대해 간단

히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란, 예를 들어, 「IC 카드」와 같은 데이타 기억 매체를 말한다. IC 카드

에는 CPU를 탑재하고 있는 것과 CPU를 탑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CPU와 메모리를 탑재한 I

C 카드를 「스마트 카드」라 칭하며 주로 메모리 소자만으로 구성되고, CPU를 탑재하고 있지 않은 IC 카드를 「메모

리 카드」라 칭한다.

도 1은 스마트 카드(11)의 외관과 사이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스마트 카드(11)는 세로 85.6㎜, 가로 54.0㎜, 두께

0.76±0.08㎜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7810에 준거한 형태를 갖는다. 한 쪽면에 노출된 평

면형 단자(12)를 구비하고 있고, 이 평면형 단자(12)를 통해 스마트 카드(11)에 내장된 IC로의 액세스가 행해진다. 이

평면형 단자(12)도 ISO 7816에 준거한 형태를 갖는다.

도 2는 메모리 카드(21)의 외관 형상과 사이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크기는 세로 45.0±0.1㎜, 가로 37.0±0.1㎜, 

두께 0.76±0.08㎜이고, IEDEC의 MO-186(FLOPPY DISK CARD)에 준거한 것이다. 스마트 카드(11)의 평면형 전

극(12)과, 형상, 핀수는 상위(相違)하지만, 이 메모리 카드(21)도 한 쪽면에 노출된 외부 접속 단자(22)를 구비하고 있

고, 이 외부 접속 단자(22)를 통해 내장된 IC로의 액세스가 행해진다.

어느 카드라도 반도체 메모리를 갖고 있지만, 스마트 카드(11)의 메모리 용량은 0.5 내지 32K바이트 정도로 작기 때

문에, 예를 들어, 신분 증명서의 사진, 서명, 지문 등의 증명 데이타를 기록하기에는 충분한 크기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에 대해, 메모리 카드(21)는 카드의 크기는 스마트 카드(11)의 절반 이하이면서도, 128MB 정도의 기록 용량을 가져, 

정지 화상, 음성, 음악 등의 컨텐츠나 식별 정보의 기록 매체로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기능이 다르므로, 이들 2 종류의 IC 카드를 조합시켜 디지탈 데이타의 기록과 판독을 행하면, 보다 

다채로운 데이타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도 3은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타 기록 장치」와 「데이타 판독 장치」의 일례를 도시한 투시도이다.

여기서는, 데이타 기록과 데이타 판독을 1대로 행할 수 있는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30)를 도시하고 있다. 이 장치는 I

C 카드로의 데이타를 기록할 때에는 데이타 기록 장치이고, IC 카드 내의 데이타를 판독할 때에는 데이타 판독 장치

로서 기능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하는 데이타는,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60)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데이타 기록 장치(

30)에 입력되어, 여기서 IC 카드 내에 기록된다. 또한, IC 카드 내에 기록된 데이타는 데이타 판독 장치(30)에서 판독

되어 퍼스널 컴퓨터(60) 등으로 출력된다.

예를 들어,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30)에는 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는 2개의

슬롯(31), 슬롯(34)이 있고,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평면 배치로 스마트 카드(11)와 메모리 카드(21)를 각 슬롯에 

삽입한다.

각 슬롯은, 카드 보유 수단(36), 카드 보유 수단(33)으로 되어 있고, 이 내벽면에 접속 전극(35)과 접속 전극(32)이 형

성되어 있다. 도 6a는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30)를 슬롯의 개구부측으로부터 본 도면이다. 또, 도 6b는 데이타 기록/

판독 장치(30)의 단면도이다.

도 6b와 같이, 접속 전극(35)과 접속 전극(32)의 위치는 상하로 중첩되지 않는 위치로 설치된다. 또, 2개의 슬롯이 중

첩되지 않는 영역(40) 상에 스마트 카드(11) 및 메모리 카드(21)를 구동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인터페이스 회로(55)를 형성해도 된다.

각 접속 전극(32, 35)은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예를 들어, 스프링 기구를 구비한 접속핀(37)을 구비하고 있고, 

스마트 카드(11)와 메모리 카드(21)를 각 슬롯에 삽입하면, 외부 접속 단자(12)와 접속 단자(32), 외부 접속 단자(22)

와 접속 단자(35)가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 이 예에서는 2개의 데이타 기억 매체(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

에 대응한 장치로 하고 있지만, 어느 쪽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만 대응하는 장치로 해도 된다.

(제1 실시예)

제1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는, 무방비한 디지탈 데이타가 부정하게 복사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각각의 데이타 기억 매체 자체에 데이타 기억 매체의 개체 식별 정보를 매립한 것이다.

데이타 기억 매체 중에 매립된 이 개체 식별 정보는 데이타를 기록 또는 판독할 때, 암호키의 일부로서 사용되기도 하

고, 또는 암호키를 재차 암호화하는 암호키로서 사용할 수 있다. 부정한 데이타의 복사를 방지하여, 보다 시큐리티가 

높은 데이타의 기억과 판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도 9는 제1 실시예에 대한 데이타 기억 장치(200)과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구성, 및 외부로부터 수신(配信)되는 

데이타 D1을 데이타 기억 매체(100)에 기록할 때의 정보의 흐름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데이타 기억 장치(200)는 예를 들면 도 3 또는 도 4에 설명한 데이타 기록 장치(30)이다. 또한, 데이타 기억 

매체(100)로는 예를 들면 데이타 기록 장치(30)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11) 또는 스마트 카드(21) 등의 IC 카드가 있

다.

데이타 처리부(205)는 데이타 기록 장치(200)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한 데이타 기록 장치(200)에 삽입된 CPU

를 가진 스마트 카드(21)를 데이타 처리부(205)로 한다.

도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데이타 기록 장치(200) 내에 삽입된 데이타 기억 매체(100)는 식별 정보 A를 저장하는 재

기입 소거를 할 수 없는 제1 메모리 영역(110)과 재기입 가능한 제2 메모리 영역(120)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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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장치(200) 내의 데이타 처리부(205)는, 제1 암호키 K1인 특정 부호를 저장하는 불휘발성 메모리(210)과, CPU(

220)을 가지고 있다.

데이타 처리부(205) 중의 CPU(220)는 제1 메모리 영역(110)으로부터 식별 정보 A를 획득하고, 불휘발성 메모리(21

0) 중에 저장되어 있는 제1 암호키 K1을 판독하고, 획득된 식별 정보 A와 제1 암호키 K1에 기초하여, 제2 암호키 K2

가 되는 부호를 생성한다. 또한, 이 생성한 제2 암호키 K2에 기초한 외부로부터 배선된 데이타 D1을 부호화(encode)

하여 데이타 D2로 변환하고, 이 인코드된 데이타 D2를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제2 메모리 영역(120) 내에 저장한

다.

도 10은 제1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 판독 장치(300)와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구성 및 데이타 기억 매체(100) 내에 

기억된 인코드된 데이타 D2로부터 데이타 D1을 판독할 때의 정보의 흐름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데이타 판독 장치(300)은 예를 들면 도 3 또는 도 4에서 설명한 데이타 기록 장치(30)이다. 또한, 데이타 처

리부(305)는 데이타 판독 장치(300) 그것이 구비되어 있지만, 또는 데이타 기록 장치(300)에 삽입된 CPU를 가진 스

마트 카드(21)를 데이타 처리부(305)로 하여도 된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타 기록 장치(300) 내에 삽입되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은, 식별 정보 A를 저장하는

재기입 소거가 불가능한 제1 메모리 영역(110)과 재기입 가능한 제2 메모리 영역(120)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타 

처리부(305)는 고유의 부호인 암호키 K1을 저장하는 불휘발성 메모리(310)과 CPU(320)을 갖는다.

데이타 처리부(305) 중의 CPU(302)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중의 제1 메모리 영역(110)로부터 식별 정보 A를 획득

하고, 불휘발성 메모리(310) 중에 저장되어 있는 제1 암호키 K1을 판독하고, 획득된 식별 정보 A와 제1 암호키 K1에

기초하여, 제2 암호키 K2를 생성한다. 또한, 이 생성한 제2 암호키 K2를 이용하여 데이타 기억 매체(100) 중의 제2 

메모리 영역(120) 중에 기록되어 있는 인코드화된 데이타 D2를 디코딩(decode)하여, 데이타 D1로 복귀하여 외부에 

출력한다. 또, 데이타 판독 장치에 있어서, 예를 들면, D/A 컨버터 등에 의해 데이타 D1을 아날로그 데이타로 변환하

여 출력하여도 된다.

상술한 데이타 기억 매체(100)이 가진 식별 정보 A는 공개키로, 데이타 처리부(205), 또는 데이타 처리부(305)가 가

진 제1 암호키 K1은 비밀키에 대응하고 있다. 고유의 식별 정보 A를 가진 제1 메모리 영역(110)을 구비한 데이타 기

억 매체(100)로부터, 다른 고유의 식별 정보 B를 가진 데이타 기억 매체에 데이타 D2가 부정하게 복사된 경우는, 데

이타 판독 장치(300)은, 데이타 처리부(305)에 있어서 데이타 D2를 해독하기 위한 제2 암호키 K2를 생성할 수 없다.

따라서, 데이타 D1을 판독할 수 없다. 부정하게 복사된 데이타는 의미가 없게 된다.

상술한 예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제공된 데이타 D1으로서는, 음악 데이타등이 고려되어 있다. 데이타 기억 매체(100)

에 음악 데이타 등의 컨텐츠를 기록할 때에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이 가진 기록 정보 A와 데이타 기록 장치(200)

의 데 이타 처리부가(205)가 가진 제1 암호키 K1에 기초하여, 음악 데이타 D1을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데이타 D2를 

데이타 기억 매체(100)에 기록하는 것이 된다. 이 암호화된 데이타 D2는 암호화에 이용된 개체 식별 정보 A를 가진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록된 것만이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혹시 어떤 개체 식별 정보를 가진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록된 음악 데이타가 다른 개체 식별 정보를 가진 데

이타 기억 매체에 복사되어도, 공개키에 상당하는 식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별 정보를 가진 데이타 기억 매

체로부터는 판독할 수 없다. 즉, 다른 개체 식별 정보를 가진 데이타 기억 매체에 따라서는 무의미한 음악 데이타가 된

다.

도 9 및 도 10의 제1 암호키 K1을 데이타 기록 장치(200) 및 데이타 판독 장치(300)을 위한 식별 정보라고 하면, 식

별 정보 A를 가진 데이타 기억 매체(100)과의 사이에서 일대일 관계로 데이타 D2의 정보가 수신된다.

그러나, 데이타 기록 장치(200)에 2매의 IC 카드를 삽입하고, 그 중 1개를 데이타 기억 매체(100)으로 이용하고, 또 1

매를 데이타 처리부(205)(305), 또는 제1 암호키 K1을 저장한 불휘발성 메모리(210)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비밀키 

K1에 상당하는 제1 암호키 K1을 사용자 개인이 보관함과 동시에 1나의 데이타 기록 장치 또는 데이타 판독 장치를 

공유할 수 있다.

비밀키에 상당하는 제1 암호키 K1는 예를 들면 스마트 카드에 기록된 개인의 인정 정보를 제1 암호키 K1으로서 사

용할 수 있다. 스마트 카드에 기록된 개인 소유의 비밀의 일례로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유료의 음악 데이타의 수신 서

비스에 있어서, 요금의 지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음악 데이타와 함께 접수한 개별 정보 등이 고려된다.

이와 같이, 제1 실시예에 관한 데이타의 기록 장치 및 데이타 판독 장치의 구성에 따르면, 소유권이 있는 데이타를 정

당한 수단, 예를 들면 데이타 가치에 부합한 지불 등으로 취득한 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안전성이 

높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데이타 기록과 판독 시스템은 단순한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시큐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광 디스크와 같이 광으로 데이타의 기록을 행하는 기록 매체와는 다른 IC 카드와 같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데이타 기억 매체(100)을 이용한 경우는 데이타 기억 장치 및 데이타 판독 장치 사이에 반드시 컨넥터 등의 

물리적인 전기적 접촉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촉부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데이타 기록 장치와 데이타 기억 

매체 간에 부정한 액세스 버스를 삽입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정 액세스 버스가 삽입된 예를 도 11 및 도 12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 

기억 매체(100)와 데이타 기록 장치(200) 중의 데이타 처리부(205) 사이에 부정 액세스 버스 경로 X를 통하여 외부

로부터 가짜 식별 정보 Ax를 흘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짜 식별 정보 Ax를 취득한 데이타 처리부(205)의 C

PU(220)은 이 식별 정보 Ax를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고유한 식별 정보로 오인한다. 데이타 처리부(205)는 취득

한 가짜 식별 정보 Ax외 불휘발성 메모리(210)에 저장되어 있는 제1 암호키 K1에 기초하여 제2 암호키 Kx2를 생성

한다. 이 제2 암호키 Kx2는 본래 생성되어야 할 암호키와는 다른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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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수신되어 온 디지탈 데이타 D1은 제2 가짜 암호키 Kx2에 기초하여 암호화되고, 데이타 Dx2로서, 데이타

기억 매체(100) 중의 제2 메모리 영역(120) 내에 기억된다.

한편, 상술한 방법에서 부정하게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록된 데이타 Dx2는 도 12에 도시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판독

할 수 있다. 즉, 판독할 때에도, 데이타 기억 매체(100)과 데이타 기록 장치(300) 중의 데이타 처리부(305) 사이에 부

정 액세스 버스 경로 X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가짜 식별 정보 Ax를 유통하게 된다. 데이타 기억 매체(100) 중의 제2 

메모리 영역(120)에 저장된 데이타 Dx2는 부정 액세스 버스 경로 X로부터 접수한 가짜 식별 번호 Ax와 데이타 처리

부(305) 중에 보유된 제1 암호키 K1과 상이한 제2 암호키 Kx2를 생성한다. 이 생성된 제2 암호키 Kx2는 데이타 기

록시의 제2 암호키 Kx2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키를 이용하여 데이타 Dx2를 유효한 디지탈 데이타 D1로 해독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데이타 기억 매체가 각각에 고유한 식별 정보 A 및 식별 정보 B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이 모든 데

이타 기억 매체가 일률적으로 식별 정보 Ax를 갖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게 된다. 즉, 데이타 Dx2를 상이한 데이타 기

억 매체에 제한없이 복사됨과 동시에, 복사된 데이타 Dx2는 유효한 데이타로서 데이타 판독 장치에 의해 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에서는, 이 러한 부정 복사를 방지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기억 매체, 데이타 기록 장치, 데이타 판독 장치는 상술한 바와 같은 부정한 정보 컨텐츠의 

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도 13은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기록 장치(200)와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구성과, 외부로부터 제공된 데이타 D

1을 데이타 기억 매체(100)에 기록할 때의 정보 흐름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데이타 기록 장치(200)는 예를 들면 도 3 또는 도 4에 설명한 데이타 기록 장치(30)이다. 또한, 데이타 기억 매체(100

)는 예를 들면 데이타 기록 장치(30)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11) 또는 스마트 카드(21) 등의 반도체 메모리부를 구비한

IC 카드를 가리킨다.

데이타 처리부(205)는 데이타 기록 장치(200) 그것이 구비하고 있지만, 또는 데이타 기록 장치(200)에 삽입된 CPU

를 가진 스마트 카드(21)를 데이타 처리부(205)로 하여도 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 기록 장치(200) 내에 삽입되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는 식별 정보 A를 저장하는 

재기입 소거를 할 수 없는 제1 메모리 영역(110)과 재기입 가능한 제2 메모리 영역(120)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타

기록 장치(200)내의 데이타 처리부(205)는 제1 암호키 K1을 저장하는 불휘발성 메모리(210)과 CPU(220)을 가지고

있다.

데이타 처리부(205) 중의 CPU(220)은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제1 메모리 영역(110)으로부터 식별 정보 A를 획득

하고, 불휘발성 메모리(210) 중에 저장하고 있는 제1 암호키 K1을 판독하고, 획득한 식별 정보 A와 제1 암호키 K1에

기초하여, 제2 암호키 K2를 생성한다. 또한, 이 생성한 제2 암호키 K2에 기초하여 외부로부터 공급된 데이타 D1을 

인코딩하여 데이타 D2로 변환하고, 이 인코딩된 데이타 D2를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제2 메모리 영역(120) 내에 

기록하지만, 이때 데이타 처리부(205)가 데이타 기억 매체(100)으로부터 판독한 식별 정보 A를 데이타 D2와 함께 데

이타 기억 매체(100) 내의 제2 메모리 영역(120)에 저장한다.

도 14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판독 장치(300)과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구성, 및 데이타 기억 매체(100) 내에

기록된 인코드된 데이타 D2로부터 데이타 D1을 판독할 때의 정보의 흐름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데이타 판독 장치(300)는, 예를 들면 도 3 또는 도 4에 설명한 데이타 기록 장치(30)이다. 또한, 데이타 처리

부(305)는, 데이타 판독 장치(300)에 그 자체가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데이타 기록 장치(300)에 삽입된 CPU를 가진

스마트 카드(21)를 데이타 처리부(305)로 하여도 된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타 기록 장치(300) 내에 삽입되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는, 식별 정보 A를 격납하는

재기록 소거가 불가능한 제1 메모리 영역(110)과, 도 13에 도시한 데이타 기록 장치(200)에 의해 데이타(D2)와 식별

정보 A가 기록된 재기록 가능한 제2 메모리 영역(120)을 가짐과 함께, 데이타 기록 장치(200)를 통해 제2 메모리 셀(

120)에 기록된 식별 정보 A와 제1 메모리 셀(110)에 각각 기억되어 있는 매체 고유의 식별 정보 A가 동일인 지의 여

부를 판단하는 동일성 판단 수단(130)과, 동일성인 경우에만 외부에 데이타(D2)를 송출하는 출력 제어 수단(140)을 

가진다. 또한, 데이타 판독 장치(300) 중의 데이타 처리부(305)는, 제1 암신호(K1)를 격납하는 불휘발성 메모리(310)

와 CPU(320)를 가지고 있다.

데이타 처리부(305) 중의 CPU(320)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 중의 제1 메모리 영역(110)으로부터 식별 정보 A를 

획득하여, 불휘발성 메모리(310) 중에 격납하고 있는 제1 암호키(K1)를 판독하고, 획득된 식별 정보 A와 제1 암호키(

K1)에 기초하여, 제2 암호키(K2)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생성된 제2 암호키(K2)를 사용하여, 데이타 기억 매체(100)

중의 제2 메모리 영역(120) 중에 기록되어 데이타(D2)를 판독하고, 이것을 제2 암호키(K2)를 사용하여 해독하고, 데

이타 D1으로서 외부에 판독한다.

단, 데이타 기억 매체(100) 중의 동일성 판단 수단(130)에 의해, 데이타 기록 장치(200)를 통해 제2 메모리 영역(120

)에 기록된 식별 정보 A와 제1 메모리 영역(110)에 각각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 기억 매체 고유의 식별 정보 A가 동일

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력 제어 수단(140)에 의해 제2 메모리 영역 내에 기록된 데이타 D2는 데이타 매체 외부에 

출력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기억 매체(100), 데이타 기록 장치(200), 데이타 판독 장치(300)에 의하면, 도 

11,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타 기억 매체(100)와 데이타 기록 장치(200) 또는 데이타 판독 장치(300)와의 사

이에 부정 액세스 버스 경로 X가 개재하여 거짓의 식별 정보 Ax가 제공된 경우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 중의 동일

성 판단 수단(130)에 의해, 데이타 기억 매체(100) 자신이 가진 참 식별 정보 A와 데이타 처리 장치(205)를 통해 기

록된 식별 정보 Ax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출력 제어 수단(140)에 의해 데이타 기억 매체 내의 데이타의 출력

은 정지되어, 유효한 데이타로서 판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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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일성 판단 수단(130)과 출력 제어 수단(140)에 상당하는 회로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가 가진 반도체 메모리 

칩 상에 반도체 메모리와 함께 형성하여도 좋고, 상기 수단에 상당하는 반도체 회로만 별도의 반도체 칩에 형성하여 

부가하여도 된다. 그 형태는, 그 기능을 갖도록 기록 매체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음으로, 상기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기억 매체(100)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과, 데이타 기록 장치(200)를 통해 

제2 메모리 영역(120)에 기록된 식별 정보 A와 제1 메모리 셀(110)에 본래 기억되어 있는 매체 고유의 식별 정보 A

와의 동일성 판단 수단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15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기억 매체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일성 

판단 수단(130)으로서,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복수의 논리 회로(132, 134, 136)를 사용하면, 보다 높은 시큐리

티를 확보할 수 있다.

식별 정보 A는, 예를 들면 「1」과 「0」을 사용한 128 비트의 이진수의 숫자로서 제1 메모리 영역(110)에 기록된다

. 따라서, 이하, 식별 정보 A는 이진수의 식별 번호 A와 등가라고 한다.

우선, 제1 논리 회로(132)에서, 제1 메모리 영역(110) 중의 참 식별 번호 A 를 판독하고, 이 참 식별 번호 A의 반전 

번호「/A」를 생성한다. 제2 논리 회로(134)에서는, 반전 번호「/A」와 제2 메모리 영역(120) 중에 기록된 식별 정

보, 즉 데이타 기록 장치(200)에 의해 기록된 식별 번호 A를 그대로 판독한다. 제3 논리 회로(136)에서는, 식별 번호 

A와 반전 번호 「/A」를 서로 더해, 그 결과를 출력한다. 여기서 출력되는 128 비트 전체의 숫자가 「1」인 경우는, 

제1 메모리 영역(110)에 기록된 참 식별 번호 A와 제2 메모리 영역(120)에 기록된 식별 번호 A가 동일 번호라고 판

단한다. 이 결과, 출력 제어 회로(140)를 통해 제2 메모리 영역(120)에 기록된 데이타 D2가 출력된다. 출력 제어 회로

(140)는,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소자를 사용한 스위치 회로로 구성된다.

이하,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 반도체 메모리를 구비한 스마트 매체(Smart Media)를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다 

상세히 제2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기억 매체에 대해 설명한다. 또, 스마트 매체는 SSFDC 포럼에서, 2 MB, 4MB, 8M

B, 16MB, 32MB, 64MB, 128MB의 각각의 메모리 용량에 대해 각종 규격이 정해져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마트 매체에는 적어도 하나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 칩이 포함되며, 22핀의 평면 전극부를 가지며, 여기서 외부

와의 신호가 교환된다.

도 16∼도 18은, 스마트 매체에서의 고유의 식별 정보의 격납 방법을 도시한다. 도 16은, 32MB의 스마트 매체 중의 

반도체 메모리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판독과 기록 가능한 16 KB의 용량을 가진 단위 블럭이 블럭 1 내지 블럭 20

47 존재하고 있다. 또한, 히든 블럭(hidden block)이 1 블럭 존재한다. 이 히든 블럭은, 1회만 기록하고 여러번 판독

시키는, 이른바 OTP(One Time PROM)이다. 즉, 이 히든 블럭이 데이타 기억 매체의 제1 메모리 영역(100)에 상당한

다.

도 17은, 히든 블럭 내의 메모리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528B의 용량을 가진 페이지가 페이지 0 내지 페이지 31 존

재한다. 공장의 출하 단계에서, 이 히든 블럭 내의 어느 페이지에 128 비트의 고유 식별 데이타가 기록된다. 기록되는

식별 데이타는, 식별 번호 A와 그 반전 데이타 「A」를 하나의 조로 한 (A+/A)의 세트 데이타로 한다. 이와 같이 고

유의 식별 번호 A를 반전 데이타와 함께 (A+/A)의 세트 데이타로서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부정의 데이타의 재기록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검지할 수 있다.

즉, OTP는 일반적으로 1회만 기록이 가능한 메모리로 언급되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올바른 데이타를 1회 기록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며, 실제로는 「1」의 데이타는 추가 기록할 수 없지만, 「0」의 데이타는 몇번이라도 기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 매체의 고유 식별 번호 A만을 격납한 경우, 바람직하지 못하게 모두 「0」으로 된 식별 번호로 용

이하게 변경되고 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OTP에는 「1」의 데이타를 기록할 수 없으므로, 반전 데이타「/A」를 

일제히 격납해 두면, 식별 번호 A를 모두 「0」으로 재기록할 수 있어도 「/A」를 모두 「1」로 재기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정한 재기록의 유무를 검지할 수 있다.

도 18은, 데이타 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데이타 기억 매체에 디지탈 데이타 D2를 기록할 때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타 처리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이미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타 기록 장치(200)에서, 데이타 기

억 매체에 데이타를 기록할 때에는, 우선 데이타 기억 매체(100) 중의 식별 번호 A를 데이타 기록 장치(200) 중의 데

이타 처리부(205)에 제공한다. 도 18에 도시한 것은, 이 식별 번호 수취 시에, 이 식별 번호 자체에 부정한 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식별 번호 A의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는,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 상술한 스마트 매체를 사용한다. 스마트 매체의 히든 블럭은 특수 커맨드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 매체의 히든 블럭에는, 128 비트의 식별 번호 A와 이 반전 데이

타인 「/A」의 세트 데이타 (A+/A)가 격납되어 있다.

데이타 기록 장치의 데이타 처리부를 통해 특수 커맨드가 스마트 매체 중의 히든 블럭에 작용하면, 스마트 매체는 히

든 블럭으로부터 식별 번호로서 (A+/A)를 세트하여 송출한다. 송출된 (A+/A)의 식별 번호는, 스마트 매체 중에 마련

된, 레지스터 R1, 레지스터 R2에 각각 「A」와 「/A」를 제공한다. 또, 이 레지스터 R1, R2는 통상은 간단한 회로이

므로 데이타 기억 매체 중의 반도체 메모리 칩 중에 반도체 메모리와 함께 형성할 수 있으나, 별도의 반도체 칩에 독

립한 회로로서 형성해도 된다.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2개의 레지스터 R1, R2의 비트 데이타를 가산하여, 그 숫자가 모두 「1」이 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회로를 구비해 둔다. 출력 결과가 전부 「1」인 경우에만, 도시한 바와 같은 트랜지스터 회로를 온으

로 하여, 히든 블럭 중의 식별 번호 A를 외부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식별 번호 A가 부정하게 변경되어 있으면, 레

지스터 R1, R2의 비트 데이타의 합은 모두 「1」이 되지 않으므로, 출력 신호는 여기서 중단되고, 기록 동작이 정지

된다. 이와 같 이, 식별 번호의 변경이 있던 경우에는 스마트 매체를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보다 일층 변경의 저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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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도 13을 참조하여 제1 암호키 K1과 얻어진 식별 정보 A에 기초하여 제2 암호키 K2를 생성하고, 디지탈 데

이타 D1을 제2 암호키 K2에 기초하여 암호화하고, 데이타 D2를 생성한다. 데이타 식별 장치(200)는 인코드된 데이

타 D2와 스마트 매체로부터 판독한 식별 번호 A와 스마트 매체로 송출한다. 스마트 매체는 소정의 장소에 데이타 식

별 장치가 스마트로부터 판독된 식별 번호 A와 데이타 D2를 일시에 저장한다. 데이타 D2와 일시에 저장할 식별 번호

A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액세스하는 지의 여부는 처리 흐름(시퀀스)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이 처리 시퀀스로서는 도 1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1 메모리 영역(110)인 음 블럭에 저장된 고유의 식별 번호 A를

암호화하고, 이 암호에 기초하여 제2 메모리 영역(120)중의 소정 어드레스를 지정하고, 여기에 식별 번호 A에 의해 

특별한 처리하게 처리함으로써 도출된 키 정보 F를 판독하고, 식별 번호 A 대신에 키 정보 F를 출력하도록 하면, 식별

번호 A 자체가 외부로 출력되지 않으므로, 식별 번호 A의 부정한 인출이 방지될 수 있다.

도 20은 보다 고정밀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 번호 A를 1 개소에 고정시켜 데이타 D2로 일시에 저장하고, 일

시에 취출하지 않고 데이타 D2 중에 식별 번호 A를 구성하여 판독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게다가, 음 블럭 내의 

식별 번호 A를 암호화한 키 정보 F를 보유함으로써, 음 블럭 내의 식별 번호 A를 발전시킨 F를 실제의 암호로서 데이

타 처리부(305)에 인계되면, 음 블럭 셀 내의 식별 번 호 A를 얻을 수 없는 구성으로 하는 것으로 보안의 정밀도를 더

욱 높일 수 있게 된다.

다음에, 도 21은 도 14의 데이타 판독 장치(300)을 이용하여 데이타 기억 매체(100)로부터 디지탈 데이타를 판독할 

때의 데이타 기억 매체(100)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타 처리 방법을 도시하는 것이다.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 상술하는 

스마트 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2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데이타 판독 장치(300)의 데이타 처리부(305)로부터 얻어진 특수 명령으로 스마트 매

체가 액세스되면, 스마트 매체 내의 제2 메모리 영역에 데이타 D2와 함께 기입된 식별 번호 A가 판독되고 이 비트 데

이타가 레지스터 R1에 송부된다. 이 식별 번호 A는 데이타 기억 장치가 판독한 스마트 매체의 식별 번호이다. 한편, 

스마트 매체의 제1 메모리 영역인 음 블럭에 저장된 식별 번호의 세트 데이타(A+/A)중 반전 데이타 /A만이 레지스터

R2에 송부된다.

앞의 순서와 동일하게, 이 레지스터 R1,R2의 비트 데이타를 일치시켜, 그 출력 결과가 모두 「1」일 때만 트랜지스터

스위치를 온으로 하고, 스마트 매체의 제2 메모리 영역에 기입된 데이타 D2를 출력한다. 두개의 레지스터 R1,R2의 

비트 데이타의 합이 모두 「1」이 아닌 경우에는 데이타 기억 장치에서 판독한 식별 번호와 스마트 매체 자체가 보유

하고 있는 진짜 식별 번호가 다른 것, 즉 부정한 식별 번호의 입력이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출력 신호가 

취출되지 않고 판독 동작은 정지한다.

스마트 매체로부터의 데이타 D2의 출력 신호의 역이 나오거나 또는 역일 수 있기 전에 도 1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데이타 판독 장치(300)의 데이타 처리부(305)가 A를 획득할 때에 도 18과 동일하게 키 자신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특

수 명령에 따라 스마트 매체의 음 블럭으로부터 고유의 식별 번호 A를 획득하고, 이 식별 번호 A와 제1 암호키 K1에 

기초하여 제2 식별 번호 K2를 생성한다. 또한, 스마트 매체로부터 판독된 데이타 D2를 제2 암호키 K2에 의해 독해하

여 데이타 D1으로서 외부로 출력한다.

또한, 도 2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식별 번호 A를 발전시킨 키 정보 F를 이용하므로써 음 블럭 내의 식별 번호 A를 

획득할 수 없는 구성으로 하면, 보안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2 실시예에서는 데이타 기억 매체(100)에 데이타 기억 매체 내에 제1 메모리 영역에 갖는 

식별 정보와 외부 장치를 거쳐 절단되어 온 식별 정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수단과, 동일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기록 

데이타를 외부로 출력하는 스위치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부정한 식별 정보의 변경과 부정한 데이타의 복사를 방지하

고, 보다 안정성이 높은 데이타 교환이 가능하다.

(제3 실시예)

상술한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는 판독한 전용의 제1 메모리 영역과 재기입가능한 제2 메모리

를 가지며, 제1 메모리 영역 내에 고유의 식별 번호 A를 갖고 있다. 이 식별 번호 A를 암호키의 일부로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암호키를 다시 한번 암호화하는 암호키로서 사용하므로서 디지탈 데이타의 부정한 복사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타 기억 매체가 갖는 식별 정보는 그 자체가 변하지 않도록 판독 전용의 정보에 있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식별 정보는 마스크 ROM(Read Only Memory)로서 디바이스의 제조 공정중에 작성하여 취부해 버리든지,

그 메모리 영역을 OTP(One Tome PROM)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구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제조 공정 상 또는 디바이스 구성 상 복잡하고, 그 때문에 공정 일수의 증가, 또는 비용 고가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제조 단계에서 식별 정보를 데이타 신호선을 이용하여 메모리 영역에 기입하고, 기입후 다시 기입에 필요한 신

호가 인가되지 않도록 기입 신호에 관련된 라인의 휴즈 부분을 레이저 등으로 절단하는 방법도 종종 채용된다.

그러나, 레이저에 의한 휴즈의 절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게 되고 비용 고자를 발생한다. 또한, 이 방법은 휴즈를 물

리적으로 절단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위적인 공정 상의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눈으로

보아서 절단의 완료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복잡하고, 메모리 영역이 완전히 판독 전용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의 신뢰

도가 결여되는 점이 있다.

제3 실시예에 관계되는 데이타 기억 매체는 식별 정보를 기입하는 제1 메모리 영역을 보다 확실하게, 게다가 확실히 

판독 전용 영역으로 한 것이다.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는 다양한 매체를 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 메모리 카드를 예로 설명한

다.

이미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카드의 표면에는 외부 접속 단자(22) 와, 기입 방지용 실(seal)을 부착하는 영

역(81), 인덱스 레이블을 부착하는 영역(82), 탑재한 메모리 칩의 용량, 전원 전압, 종별 등을 표기하는 영역(8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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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또한, 카드(24)의 선단부 한쪽의 각 절단부(84)는 전원 전압에 따라 좌우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원

전압이 5V인 메모리 카드에서는 삽입 방향의 좌측, 전원 전압이 3.3V인 메모리 카드에서는 삽입 방향의 우측에 절취

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절취부는 슬롯의 오삽입 방지 기구 기능을 함께 가지며, 예를 들면 전원 전압이 3.3V인 메모

리 카드에 5V의 전원이 인가되어 반도체 메모리 칩(25)이 전기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카드(21)는 주로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개는 편면(片面)에 반도체 

메모리 칩을 탑재하는 쪽의 면에 외부 접속 단자를 구비한 패키지(23)이고, 또 다른 한개는 패키지를 보유하는 베이스

카드(24)이다.

패키지(23)는 도 24,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메모리 칩(25)을 탑재한 수지제의 배선 기판(26)을 몰드 수

지(27)에 의해 편면 몰드한 것이고, 반도체 메모리 칩(25)과 배선 기판(26)간의 접속은 여기서 와이어 본딩(28)을 이

용하고 있다.

외부와의 전기적 접속을 취하기 위해 패키지(23)의 반도체 메모리 칩(25) 탑재면과 반대측에 외부 접속 단자(22)를 

설치하고, 외부 접속 단자(22)와 반도체 메모리 칩(25)은 수지 기판(26)에 설치된 스루 홀(26a)을 거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외부 접속 단자(22)의 표면은 금 도금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금의 순도는 99.5% 정도까

지 떨어뜨려 기계적 내마모성을 향상시킨 하드 금 도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패키지의 

두께는 약 0.8㎜정도로 극히 얇다.

한편, 이와 같은 패키지(23)를 보유하는 베이스 카드(24)는 스탭 부착 요부를 갖고 있다. 이 베이스 카드(24)에 형성

된 스텝의 부분에서 배선 기판(26)을 몰드시키지 않은 영역에 접착하도록 함으로써, 패키지(23)를 베이스 카드(24)에

고정하고 있다.

패키지(23)의 외부 접속 단자(22)는 베이스 카드(24)의 표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을 구성하도록 고정된다. 또한

베이스 카드(24)의 철부의 저부는 패키지(23)의 몰드층(27)의 두께보다 약간 얇게 형성하고, 반도체 메모리 칩(25)에

걸리는 응력을 완화함과 동시에, 몰드 공정에서의 두께의 제어 마진을 크게 하고 있다.

반도체 메모리칩(25)과 대응하는 베이스 카드(24)의 박육부(薄肉部: 두께가 얇은 부분)는 두께가 대단히 얇기 때문에

, 유동성이 높은, 예를 들면 PC/ABS 합금을 사용하여 사출성형법으로 형성한다.

또한, 패키지(23)와 베이스 카드(24)의 고정에는 고무를 주재료로 한 열 압착시트를 사용하고 있고, 베이스 카드(24)

의 스텝 부분에 열압착 시트를 올려놓고 패키지(23)를 탑재한 후에 열압착하고 있다.

도 26은 메모리 카드의 메모리 영역에 상당하는 반도체 메모리칩(25) 상에 형성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

리셀 어레이의 구성예를 도시한 것이다.

비트 라인에 연결된 셀렉트 S1과 접지 라인에 연결된 셀렉트 S2의 트랜지스터 SG1, SG2를 온으로 함으로써, 8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단위로 구성된 일조(一組)의 셀영역을 활성상태로 한다. 그리고, 8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컨트롤 게이트 CGi에 연결된 워드선 Wi(W1~W8)의 전압 레벨을 조정함으로써 각 셀의 기입 또는 판독을 행

하고 있다.

예를 들면, W3에 기입된 데이타를 판독할 때에는, W3을 플로우팅 상태로 유지하고, 다른 워드선에는 각각의 트랜지

스터가 온상태로 되는 전압, 예를 들면 3V~5V정도의 전압을 인가하여, S1~S2의 도통 및 비도통을 감지하여 「0」 

및 「1」의 상태에 대응하는 데이타로서 판독한다.

각 워드선 Wi에 고전압 Vpp를 인가함으로써 데이타의 기입동작은 실행되므로, 기입 상태일 때 워드선 Wi에 고전압 

Vpp에 연결되는 그러한 회로가 형성된다.

도 27은 메모리셀의 일부 영역을 데이타 기억 매체의 식별 정보를 기입하는 제1 메모리 영역으로 하기 위한 회로 개

념도이다. 메모리셀에 연결된 워드선 Wi와 메모리셀 사이에, 기입상태일 때 고전압 Vpp선(111)에 연결되는 회로에 

추가로 특수한 제어 회로(116)를 설치한다. 예를 들면, 이 제어 회로(116)는 전용 라인(113)에 특정 전압이 인가되었

을 때에만 고전압 Vpp가 워드선 Wi에 연결되도록 제어하는 회로이다.

도 28은 이 제어 회로(116)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고전압 Vpp를 제어하는 트랜지스터(112)의 게이트가 전용 라인

(113)에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용 라인(113)에 게이트 컨트롤 신호를 인가했을 때에만, 트랜지스터가 온으로 

되어 고전 압 Vpp라인(111)은 도통한다. 이와 같은 제어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워드선 Wi로의 전압 Vpp의 인가를 제

어하고, 메모리셀로의 기입 소거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즉, 제3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서는, 고전압 Vpp선(111)과 워드선 Wi 사이에 각각 트랜지스터(112)를 개재하

여 이 트랜지스터의 도통상태를 전용 라인(113)의 입력에 의하여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메모리셀 어레이에 라이트 프

로텍트를 걸고 있다. 트랜지스터(112)의 소스, 드레인은 고전압 Vpp라인(111)과 각 워드선 Wi 사이에 개재되고, 게

이트전극은 제어 회로의 전용 라인(113)과 접속되어 있다.

데이타 기억 매체 고유의 식별 정보등의 관리정보는, 예를 들면, 반도체 메모리칩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모듈화전에 

전용 라인(113)에 트랜지스터(112)가 온이 되는 그러한 전압을 인가하면서 특정 메모리셀에 기입한다. 그 후, 이 전

용 라인(113)의 단자를 데이타 기억 매체의 외부 접속 단자와는 전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듈내부에 고립되도록 배치

함으로써, 식별 정보가 기입된 메모리셀을 판독 전용의 제1 메모리 영역으로 할 수 있다.

도 29는 제3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를 구성하는 반도체 메모리칩(25)의 회로배선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이 반도체 메모리칩(25)에서는, 각종 접속단자(111~114)가 메모리셀 어레이를 포함하는 집적회로(105)의 주변부에 

배치되어 있고, 이들 접속단자(111, 114)를 통하여 외부회로로부터 반도체 소자로의 액세스가 행해진다. 접속단자(1

11)은 외부로부터 고전압 Vpp를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자이고, 접속단자(114)는 예를 들면, CLE, ALE, WE, 

WP, /CE, /RE, R/B, GND, I/O등의 입력이 행해지는 단자이다. 또한 고전압 Vpp는 집적회로내의 고전압 발생회로에

서 발생시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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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3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는 일부 접속단자로의 외부 회로로부터의 액세스를 금지

하는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판독만이 가능한 제1 메모리 영역과 읽기 쓰기가 가능한 제2 메모리 영역을 실현하고 있

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제3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서는, Vpp를 입력하는 접속단자(111)과 워드선 Wi 사이에 각

각 트랜지스터(112)등의 제어 회로를 개재하고, 이 트랜지스터의 도통 상태를 접속 단자(113)의 입력에 의하여 제어

함으로써 소정의 메모리셀(제2 메모리 영역)로의 라이트 프로텍트를 걸고 있다.

그리고, 접속단자(113)로의 외부 회로로부터의 액세스를 금지하기 위하여 본 실시예에서는, 이 접속단자(113)과 데

이타 기억 매체의 외부 접속 단자(22)를 전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배치한 상태로 모듈화하고 있다.

도 30 및 도 31은 제3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모듈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30은 DIP타입의 데이타 

기억 매체이고, 도 31은 예를 들면 도 5에 예시한 바와 같은 외부 접속 단자(22)를 메모리 모듈과 일체화한 타입의 데

이타 기억 매체이다. 여기서는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본딩 와이어(28)를 이용하여 반도체 메모리칩(25) 상의 접속 단

자 소자(111, 114)와 외부 접속 단자(22)의 전기적 접속을 행하고 있으나, 도전성 범프를 사용한 플립플롭 접속에 의

하여 페이스다운형으로 탑재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22b, 22c는 리이드 프레임이다.

상술한 접속단자(111, 114)는 반도체 메모리칩(25)이 절연성 몰드수지(27)로 패키징 단계에서는 외부 접속 단자(22,

22b)와 접속되어 외부신호와의 사이의 행위에 기여한다. 그러나, 워드선 W1로의 Vpp인가 제어 전용 라인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어단자(113)는 이 외부 접속 단자(22, 22b)와 연결되지 않는 특별한 단자가 된다.

이 특별한 제어단자는 반도체 메모리칩(25)이 웨이퍼 상태로 행해지는 칩 검사 공정이나, 통상의 다이소트 테스트 공

정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전용패드로 한다. 이러한 제어단자(113)로의 액세스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제1 메모리 영역

과 접속한 워드선 W1에 전압 Vpp를 인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반도체 메모리칩의 개체 식별번호등의 관

리정보를 기입할 수가 있다. 그 후, 제어단자(113)를 모듈내에 봉지(封止)해버리면, 모듈을 부수지 않는 한, 제어단자(

113)로의 액세스는 불가능하게 된다. 즉, 제1 메모리 영역과 접속한 워드선 Wi에 전압 Vpp를 인가하는 것은 불가능

해진다.

반도체 메모리칩(25)을 패키지한 후에는 이들 제어단자(113)와 외부 접속 단자(22, 22b)는 접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패키지된 반도체 소자의 제1 메모리 영역을 판독전용의 관리정보 저장영역으로 하여 확보할 수가 있다.

또한, 제1 메모리 영역은 다른 키정보 F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칩(25)내에서의 내부 액세스전용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반도체 메모리칩(25)내에서의 내부액세스전용, 또한 판독전용 영역으로 하도록 하여도 좋다. 제1 

메모리 영역은 기입은 한번만 할 수 있고, 소거제어만이 불능인 OTP영역으로 해도 좋다.

예를 들면, 제1 메모리 영역의 워드선 Wi에 기입전압을 인가하는 단자와, 소거전압을 인가하는 단자를 별도로 설치해

놓는다.

반도체 메모리칩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웨이퍼의 테스트단계에서 모든 메모리셀에 「1」을 기입한다.

이 방법은 예를 들면, 제어라인 전용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어단자를 설치하고, 그 제어단자를 이용하여 웨

이퍼 상태에서 메모리셀에 「1」을 기입한 후, 반도체 메모리칩을 패키지할 때에 소거전압을 인가하는 단자를 외부 

접속 단자(22, 22b)와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이 반도체 소자는 제1 메모리 영역에 한번만 데이타를 기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단계에서, 반도체 소자

의 제조자가 반도체 소자의 식별 정보등의 관리정보를 제1 메모리 영역에 기입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제1 메모리 

영역의 워드선에 기입전압을 인가하는 단자와, 데이타 기억 매체의 외부 접속 단자 22를 접속하여 놓고, 사용자, 벤더

가 필요에 따라 소거불능(따라서 판독전용의) 관리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러한 한번만 기입이 가능한 OTP영역은, 전술한 판독전용, 기입불능의 메모리셀 외에 따로 설치하도록 하여도 좋다

. 이러한 영역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 메이커 이외의 사용자등의 비밀유지, 보안 관리, 복사 방지등에 사용하는데에 최

적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3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서는 소정의 메모리셀 어레이를 판독전용의 메모리 영

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 예를 들면, 반도체 소자의 식별 정보등의 관리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부정 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제3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기억 매체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판독 전용 메모리 영역을 확실하고 간단히 실현할 

수 있다.

이하, 메모리 카드(12)에 탑재하는 NAND형 플래시 EEPROM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메모리는 예를 들어 8 MB의 경우에 528×16 페이지×1.024 블럭 구성의 3.3 V 단일 전원 동작의 플래시 메모리

이다. 메모리 칩의 내부에는 528 바이트의 스타팅 레지스터가 구비되어 있고, 프로그램 제작 및 리드 동작에 의해서 

이 레지스터와 메모리 셀 어레이 사이에서 528 바이트 단위로 데이타가 전송된다.

또한 소거는 블럭(4k 바이트 + 256 바이트 단위) 단위로 실행된다. 1 페이지는 512 바이트가 아닌 528 바이트와 16 

바이트 여분 영역이 부가되어 있지만, 이 용장 영역은 ECC(에러 정정) 부호의 격납 영역 또는 관리 정보등을 격납하

는 영역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는 이 용장 영역의 일부를 판독 전용의 메모리 셀로 하여, 소자의 식별 정보를 격

납하도록 하여도 된다.

이 메모리는 어드레스, 데이타 커맨드를 평면형 단자의 I/O 단자로부터 직렬로 입출력하는 완전 직렬형의 메모리이고

, 프로그램, 소거 동작은 메모리 칩 내에서 자동 실행되는 유형의 것이다.

도 32는 2MB, 4MB, 8MB의 NAND형 EEPROM을 이용한 메모리 카드의 핀 레이아웃을 도시한 도면이다.

또한 도 33은 반도체 메모리 칩(25)의 회로 구성을 모식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와 같이 이 반도체 메모리 칩(2

5)은 어드레스핀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어드레스는 I/O 핀으로부터 복수회 나뉘어져 입력된다. 이 때문에 핀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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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고 또한 메모리 용량이 증대되어도 핀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이는 도 32에 도시한 32MB, 64MB의 NAND

형 EEPROM의 핀 레이아웃에도 나타나있다. 따라서, 도 4에 도시된 데이타 기록/판독 장치(30)등의 접속 장치측에 

관해서도 접속 전극(35)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용량이 다른 메모리 카드(21)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접속 전극(3

5)을 공통화할 수 있고 1개의 접속 장치로 다른 종류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도 34의 a는 16M 비트의 NAND형 EEPROM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구성도이고, 도 34의 c는 4M 비트의 NAND 구

조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구성도이며, 도 34의 b는 16M 비트의 NAND 구조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등가회로도이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는 예를 들어 자기 정합된 2층 게이트 구조를 갖고 있다. 부유 게이트 FGi, 제어 게이트 CGi 모

두 폴리실리콘으로 형성된다.

4MB의 메모리의 경우는,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G1 및 SG2사이에 8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직렬로 삽입되

어 있다. 또한, 16MB의 메모리의 경우는, 16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직렬로 삽입되어 있다. 도 34의 a 내지 c에

서 101은 접촉 홀, 102는 소스선이다.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타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셀 내에 있는 부유 게이트 FGi에 전자를 체재시킬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부유 게이트 FGi상에 있는 제어 게이트 CGi에 기입을 위한 고전압 Vpp를 인가할 필요가 있다.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부유 게이트 FGi에 터널 현상에 의해 전자를 주입하고, NOR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부유 게이트 FGi에 핫 전자를 주입해서 실행하고 있다. 터널 현상이라 불리는 물리 현상의 쪽이, 고전압이라 해도 비

교적 낮은 전압에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내부에 승압 회로를 설치해서 고전압을 발생

할 수 있다.

메모리 셀의 데이타 소거/기입 방법은 예를 들어 메모리 셀의 채널 전면에 터널 전류가 흐르게 행하는 방법을 채용하

여도 된다.

도 35는 메모리 셀 1 비트의 소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36은 메모리 셀 1 비트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소거시는, 제어 게이트 CGi를 0V로 하여 N형 기판(103)과 P웰(104)에 VEE를 인가한다. 이에 의해서 게이트 FGi로

부터 N형 기판에 터널 전류가 흐르고 메모리 셀의 임계값은 부로된다. 이 때 터널 전류는 메모리 셀의 채널 전면에 흐

른다.

한편 기입의 경우는, 소거시와 역으로 제어 게이트 CGi에 Vpp를 인가해서 N형 기판(103)과 P웰(104)를 0V로 한다. 

이에 의해, 터널 전류는 N형 기판(103)으로부터 부유 게이트 FGi로도 흐르게 되고, 메모리 셀의 임계치는 정으로 된

다. 기입시도 소거시와 동양으로 터널 전류는 메모리 셀의 채널 전면에 흐른다.

또한 기입이 아닌 메모리 셀에서는 드레인(106)에 0V와 Vpp의 중간 전위 VP1을 부여하여 오기입을 방지한다. 소거/

기입에서와 같이 터널 전면에 전류를 흐르게하는 동작 방법에서는 터널 산화막에 쌍방향으로 전계가 인가되기 때문

에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거/기입에서 채널 전면에 터널 전류를 흐르게하는 동작 방법을 행하기 위해 메모리 셀 어레이와 주변 회로는 N형 

기판(103)상에 각각 분리된 P웰(104)상에 형성되어 있다. 배선 구조는 예를 들어 3층 폴리실리콘중 1층 Al이고, 3층 

째의 폴리실리콘은 MoSi  2 와의 적층구조이고, Al의 금속 배선은 Ti/TiN의 배리어 금속을 기반으로하여 형성된다.

이 NAND형 EEPROM은 페이지 단위의 프로그램 때문에 칩 주변부에 센스앰프를 겸한 본체 메모리셀 어레이의 1행

분에 상당하는 사이즈의 데이타 레지스터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5V 또는 3.3V 전류 동작을 위한 소거/기입용의 고전압을 발생하는 승압 회로(고전압 발생 회로)를 구비하고 있

고, 동작 모드의 제어는 커맨드 입력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리던던시는 예를 들어 4 블럭, 2 컬럼이 탑재되어 있다.

도 37은 8MB의 메모리셀 어레이의 내부 구성을 모식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체 메모리 셀 어레이는 512 바이트마다 16 바이트의 용장 비트가 부가되어 있다. 데이타의 기입과 판독은 데이타 

레지스터를 통해서 페이지 단위로 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8MB의 경우, 깊이 방향으로 8비트를 갖고 있는 16 K 행이 메모리 영역으로서 준비되어 있다. 개별 식별 정보를 메모

리 영역내에 설치하여도 좋고 또는 리던던 시로서 준비된 블럭내에 설치하여도 된다.

판독 동작은 선택된 1 행분의 데이타를 메모리 셀로부터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페이지 액세스와, 데이타 레지스터로

부터 데이타를 출력 단자에 판독하는 직렬 액세스로 이루어진다.

도 38은 직렬 판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초로 입력한 어드레스로부터 페이

지 액세스를 개시하고, 1 페이지분의 판독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페이지의 페이지 액세스를 행한다. 외부 시스

템은 페이지 액세스가 종료했는지 여부를 Ready/Busy 단자의 전위 레벨에 기초해서 식별할 수 있다.

또한 판독 방식에서는, 1페이지분을 직렬로 판독하는 모드외에 용장부만을 연속해서 판독하는 모드가 있고, 이들 판

독 모드는 커맨드의 입력에 의해 분리 사용할 수 있다. 이 용장부는 예를 들어 오류 정정 부호를 격납하기도하고, 고체

식별 정보, 암호키 등을 격납할수도 있다.

도 39는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이 예에서는 임계값 분포를 좁혀서 전원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

기 위해 비트마다의 기입 시간을 제어하고 있다. 먼저 기입을 행할 페이지 어드레스를 입력하고, 다음에는 데이타 레

지스터에 기입할 데이타를 입력후 소정 시간 기입을 행한다.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데이타 판독을 행한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정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기입량이 불충분한 비트에는 재기입을 행하고, 임계값이 정으로 되어

있는 비트에는 재기입을 금지한다.

도 40은 소거 동작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이다. 먼저 소거할 임의 블럭(복수라도 된다)의 어드레스를 입

력하면 내부 레지스터에서 블럭 어드레스를 기억한다. 이 기억된 블럭 어드레스에 대응한 블럭 내의 메모리 셀의 제어

게이트 CGi에 0V를 인가하여 소거를 행한다. 이 때, 비선택 블럭내의 메모리 셀의 제어 게이트에는 소거 전압이 인가

되기 때문에 선택된 블럭만 소거된다. 소거후, 내부 레지스터로부터 소거된 블럭 어드레스를 판독한다. 소거한 블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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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모리 셀에 대해서 임계값이 충분히 부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검사된다. 만약 소거가 불충분하면, 다시 소거를 행

한다. 이런 일련의 동작은 소거될 블럭이 전체 소거 OK로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반복행해진다.

소거 방식은, 선택된 임의의 블럭만 소거할 수 있는 멀티블럭 이레이즈를 채용하여도 된다.

이상, 데이타 기억 매체의 반도체 메모리로서,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NOR형 

플래시 메모리나 AND형 플래시 메모리 등을 이용하여도 된다.

데이타 기억 매체로서,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는 예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CPU를 탑재한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도

된다. 또는 스마트 카드를 데이타 기억 장치의 데이타 관리부 또는 데이타 판독 장치의 데이타 처리부로서 이용해도 

된다.

도 41은 스마트 카드의 평면 외관을 도시한다. 카드의 편면에는 도시한 바와 같은 평면형 단자(12)의 패턴이 형성된

다. 또한, 도4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평면형 단자(12) 중 핀(12a)은 전원(VCC), 핀(12b)은 리세트(RST), 핀(12c)은 

클럭(CLK), 핀(12e)은 그라운드(GND), 핀(12g)은 전송(I/O)용이고, 핀(12d), 핀(12h)은 예비용이며, 핀(12f)은 사용

하지 않는다.

도 43은 스마트 카드(11)의 회로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 카드(11) 내에는 

MPU(Micro Processor Unit)(13) 탭이 내장되어 있고, 이 MPU(13)는 CPU(14)와 프로그램 메모리(ROM)(15), 데이

타 메모리인 EEPROM(16)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탭의 편면은 몰드되고, 다른 한 쪽 면은 노출된 평면형 단자(12)가 

형성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식별 정보 등의 관리정보를 판독하는 전용 메모리 영역에 격납하는 것이 가능한 상술한 실시

예의 데이타 기록 매체에 의하면, 전자 상거래 시스템, 전자 뱅킹 시스템, 전자 화폐 시스템 등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실시예의 데이타 기록 매체는, 예를 들어 인터넷 등의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이나 영상 등의 화일

데이타를 기억하는 화일 데이타의 배신(配信) 시스템에서도 디지탈 데이타의 부정 복사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화일 데이타로서는 텍스트 데이타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음악 데이타, 화상 데이타, 또는 영상 데이타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시스템은 본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외부 접속 단자(22, 22b)를 통해 반도체 메모리 칩(25)과 

액세스할 수단을 구비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예컨대, PC, PDA, 휴대 전화, 디지탈 카메라, 휴대 음악 기기 등의 본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호스트 기기는, 본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제1 메모리 영역에 격납된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타 기억 매체의 제2 메모리 영역에 기록된 데이타를 부호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상기 음악 데이타는, 예를 들어, AAC, TwinVQ, AC-3, MP-3 등의 압축 알고리즘에 의해 압축된 상태

로 배신, 배부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화상 데이타, 예를 들어, JPEG, MPEG 등의 압축 알고리즘에 의해 압축되어 배

신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제1, 제2 실시예에 설명된 바와 같이, 호스트 기기로부터 데이타 기억 매체에 데

이타를 격납하는 경우에, 제1 메모리 영역에 격납된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타를 부호화하고 나서 제2 메모리 영

역에 격납하는 것에 의해 제2 메모리 영역에 격납된 디지탈 데이타를 비트 to 비트로 그밖의 다른 데이타 기억 매체에

복사해도, 디코드하기 위한 관리 정보가 상이하므로 무의미한 데이타가 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의 데이타 기억 장치, 데이타 판독 장치, 데이타 기억 매체 (예컨대,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S

martMedia 포함) 등의 IC 카드)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 전자 상거래 시스템, 전자 뱅킹 시스템, 전자 화폐 시스템, 각

종 배신 시스템 등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예컨대, 메모리 카드에 격납되고 있는 부호화된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타를 인증에 사용하고, 스마트 카드에 

의한 지불과 조합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타로는, 예컨대, 지문, 얼굴 사진, 성문, 홍채 등의 화상 데이타, 음성 데이타나 이들의 조합을 

사용해도 된다. 이들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타는 개인을 인증하기 위한 디지탈 사인으로서 암호화하고, 메모리 카드

에 써넣도록 해도 된다.

또한, 제1, 제2 실시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외부장치, 또는 외부장치와의 인터페이스에 의한 부호화는, 메모리 카드 

내의 제1 메모리 영역에 격납된 식별 정보 등의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행하도록 해도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예로서, 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 2장의 IC 카드에 의해 음악 배신과 과금(課金)을 행하는 예에 대

해 설명한다. 즉, 각종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음악을 배신하고, 배신된 음악을 메모리 카드에 취입하는 동시에, 과금, 

결제를 스마트 카드에 의해 행할 수 있다.

특히, 음악, 화상, 영상 등의 데이타는 시리얼 액세스에 적합하므로, 외부 접속 단자와 시리얼 액세스형 메모리 소자를

구비한 데이타 기억 매체는 양호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음악 데이타는, 예를 들어, AAC나, AC-3, MP-3 등의 압축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압축된 상태로 배신되는 것이 트래

픽의 혼잡 방지나 통신 속도의 향상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메모리 카드에도 압축된 상태로 기억되면 메모

리 카드의 용량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메모리 카드에 유지하는 음악 데이타는 부호화해두도록 해도 된다. 

또한 배신할 음악 데이타 자체를 암호화해두도록 해도 된다. 또한, 암호화를 배신하는 음악 데이타에 취입해 두고, 그

대로 데이타 기억 매체에 유지하도록 해도 된다.

이러한 음악 배신 시스템을 사용하면, 예컨대 인터넷 등의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유저에 음악을 배신하는 동시에, 그 

과금처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화일 데이타의 예로서 음악 데이타의 배신 시스템의 예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그 밖에도 예를 들어, 

텍스트 데이타, 화상 데이타, 영상 데이타 (MPEG, MPEG 2 등의 동화상 데이타) 등의 배신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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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데이타 기억 매체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과, 상기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으로의 데이타의 기입 또는 소거

를 제어하는 제1 배선과, 상기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으로의 데이타의 기입을 제어하는 제2 배선과, 상기 제1 배선에

접속된 제1 접속 단자와, 상기 제2 배선에 접속된 제2 접속 단자를 갖는 복수개의 반도체 소자를 반도체 기판 상에 형

성하는 공정,

상기 접속 단자를 개재하여, 상기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에 각 반도체 소자의 식별 정보를 기입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 기판을 반도체 소자마다 절단 분리하여 반도체 칩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 칩을 외부 접속 단자를 구비한 상기 배선 기판 상에 배치하는 공정, 및

상기 제2 접속 단자를 상기 외부 접속 단자에 접속함과 함께, 상기 제1 접속 단자는 전기적으로 독립되도록 상기 반도

체 칩 주위를 봉지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고유한 식별 정보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를 구비한 데이타 기억 매체에 데이타를 기록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에 있어서

,

데이타 처리부를 가지며,

상기 데이타 처리부는

상기 데이타 처리부 고유의 제1 부호를 격납하는 메모리부,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상기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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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부호와 획득한 상기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인코드하는 수단, 및

인코드한 상기 데이타를 상기 데이타 기억 매체의 반도체 메모리에 기입하는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처리부는 착탈 가능하게 설치된 별도의 제2 데이타 기억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가 스마트 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처리부는 획득한 상기 식별 정보를 상기 데이타 기억 매체의 반도체 메모리에 기입하

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처리부는 착탈 가능하게 설치된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타 기록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가 스마트 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고유한 식별 정보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를 구비한 별도의 제2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 데이타를 기억하는 데이타 기록 

장치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는 데이타 기억 매체에 있어서,

데이타 기억 매체의 고유한 제1 부호를 격납하는 메모리부,

상기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상기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

상기 고유의 제1 부호와 획득한 상기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제2 부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데이타 기록 장치로부터 데이타를 획득하는 수단,

상기 획득한 데이타를 상기 제2 부호에 기초하여 인코드하는 수단, 및

상기 인코드한 상기 데이타를 상기 별도의 제2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입하는 수단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획득한 상기 식별 정보를 상기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의 반도체 메모리에 기입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

청구항 30.
고유한 식별 정보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를 구비한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에 기록된 데이타를 판독 장치에, 착탈 가

능하게 설치되는 데이타 기억 매체에 있어서,

데이타 기억 매체의 고유한 제1 부호를 격납하는 메모리부,

상기 별도의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상기 고유한 식별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

상기 고유의 제1 부호와 획득한 상기 고유의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제2 부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별도의 제2의 데이타 기억 매체로부터 기록된 데이타를 판독하는 수단, 및

판독된 데이타를 상기 제2 부호에 의해서 디코드하는 수단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

청구항 31.
고유한 제1 식별 정보가 격납된 판독 전용의 제1 반도체 메모리 영역,

외부의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데이타 및 외부의 장치로부터 획득한 제2 식별 정보가 기입되는 제2 반도체 메모리 영역

, 및

상기 제1 식별 정보와 상기 제2 식별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만, 상기 제2 메모리 영역에 기입된 상기 데이타를 외부로 

출력하는 스위치 회로

를 포함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모리 영역 및 상기 제2 메모리 영역이 NAND 형 플래시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모리 영역은 상기 제1 식별 정보에 상당하는 이진수 데이타와 함께 그의 반전 데이타를

격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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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식별 정보의 개찬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회로, 및

상기 제1 식별 정보가 개찬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기 제1 메모리 영역 내에 격납된 정보를 외부로 출력하는 스

위치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기억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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