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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휘발성 메모리 및 메모리 카드

요약

불휘발성 메모리에서의 ECC에 있어서, 기록/소거시의 n비트의 에러 검출을 온 칩(on chip)으로 고속으로 행하여, 컨트롤

러(controller)의 부하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memory cell)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

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verify)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ECC 판정회로(19)와,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와 ECC 판정회로(19)에

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111).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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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불휘발성, 메모리, 기록, 소거, 에러, 검출, 컨트롤러, 부하, ECC, 판정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ECC 판정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2에 나타내는 전류 판정회로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4는 도 2에 나타내는 전류 판정회로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status register)의 비트 구성을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기록동작의 플로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기록동작의 플로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멀티레벨(多値) 메모리셀의 기록동작의 플로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멀티레벨 메모리셀의 기록동작의 플로우의 일례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 멀티레벨 메모리셀의 에러비트수를 나타내는 설명도이

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2에 의한 메모리 카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2에 의한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기록 플로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2에 의한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컨트롤러에 의한 기록 플로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2에 의한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기록 플로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간단한 부호의 설명]

10 메모리 어레이,

11 X 어드레스 디코더/메인 디코더/서브 디코더,

12 센스 래치, 12a~12m 래치,

13 Y 어드레스 디코더, 14 CPU,

15 ROM, 16 커맨드 디코더,

17 논리 제어회로, 18 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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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CC 판정회로(에러정정 판정부),

20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21 PAD(패드),

22, 34, 35 nMOS 트랜지스터, 23 전류 판정회로,

31, 32, 33 pMOS 트랜지스터, 36 정전류원,

37 버퍼, 110 메모리 카드,

111 플래시 메모리(불휘발성 메모리),

112 컨트롤러, 113 호스트 I/F

114 ECC(에러정정 가부판단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메모리 및 그 메모리를 포함하는 메모리 카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불휘발성 메모리의 기록/소거 비

트 에러(bit error)의 검출 및 정정(ECC)에 적용하는 유효한 기술에 관하는 것이다.

예컨대, 본 발명자가 검토한 기술로서, 플래시 메모리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의 기록동작에 있어서는, 메모리셀의 문턱치

전압이 기대치에 도달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검증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 검증 처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기록 대

상 비트가 전부 통과할 때까지, 기록과 검증 처리를 반복한다. 그리고, 기록동작시에 1비트라도 기록 에러가 있으면, 기록

에러로 되고 있었다. 이 기록 에러를 구제하기 위해, 에러비트의 검출 및 정정(이하,「ECC」라고 한다. ECC; Error

Check and Correct)을 행하는 기술이 있다.

또한, 공개되어 있는 일본특허 제2003-030292호 출원(일본특허공개 2004-240793)에는, 불휘발성 메모리와 컨트롤러

로 이루어지는 메모리 카드에 관한 기재가 있다. 이 메모리 카드의 컨트롤러는, 메모리의 에러비트를 검출해서 정정하는

ECC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1비트 에러까지는 정정이 용이하므로, 이 컨트롤러가 통상대로 비트 에러를 정정한다. 2비트

에러에 대해서는, 1비트 에러정정과 비교해서 정정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한 발생빈도도 낮으므로, 2비트 에러가 검

출된 경우는, 컨트롤러가 호스트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 호스트가 정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정정 지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불휘발성 메모리 또는 메모리 카드의 기술에 대해서, 본 발명자가 검토한 결과, 이하와 같은 것이 분

명하게 되었다.

종래의 불휘발성 메모리에서는, 1비트라도 에러가 있으면 기록 에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ECC 정정 가능한가를 판정하

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판독할 필요가 있다. 즉, 메모리 카드 내의 컨트롤러가, 메모리로의 기록시에 모든 데이터의 공(空)

판독을 행하여, 에러비트수가 ECC 정정 가능한 비트수 이하인가 아닌가를 검출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컨트롤러의 부하

가 크고, 또한, 호스트로의 에러 통지까지 시간이 필요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불휘발성 메모리에서의 ECC에 있어서, 기록/소거시의 n비트의 에러 검출을 온 칩으로 고속으

로 행하여, 컨트롤러의 부하를 경감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 이외의 목적과 신규한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술 및 첨부 도면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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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발명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

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

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판정부와,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에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레지스터를 갖는 것이다.

(2) 본 발명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

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

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판정부와,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와 상기 에

러정정 판정부에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레지스터를 갖는 것이다.

(3)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카드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는 메모리 카드로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판정부와,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에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레지스터를 갖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상기 레지스터에서 판독하는 수단과, 상

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에 의거해서 상기 기록 에러의 정정가부 및 재기록의 필요와 불필요의 판단을 행하는 에러정

정 가부(可否)판단부를 갖는 것이다.

(4)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카드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는 메모리 카드로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판정부와,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와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에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레지스터를 갖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와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상기 레지스터에서 판독하는 수단과,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가 실패 일때, 상기 기

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에 의거해서 상기 기록 에러의 정정가부 및 재기록의 필요와 불필요의 판단을 행하는 에러정정 가

부(可否)판단부를 갖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도면에 의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또, 실시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전체 도면에 있어서, 동일

부재에는 원칙으로서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반복 설명은 생략한다.

(실시형태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본 실시형태1의 불휘발성 메모리

에 있어서, ECC 판정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 및 도 4는 ECC 판정회로에서의 전류 판정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비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 및 도 7은 기록동작의 플로우를 나타내는 도면, 도 8 및

도 9는 멀티레벨(多値) 메모리셀의 기록동작의 플로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멀티레벨 메모리셀의 에러비트수를 나타

내는 설명도이다.

우선, 도 1에 의해, 본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의 구성의 일례를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의 불휘발성 메모리는,

예컨대 플래시 메모리(111)로 되고,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이(10), X 어드레스 디코더/메인

디코더/서브 디코더(11), 센스 래치(12), Y 어드레스 디코더(13), CPU(14), 플래시 메모리(111)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퀀

스 프로그램을 저장한 ROM(15), 커맨드 디코더(16), 논리 제어회로(17), 전원회로(18), ECC 판정회로(에러정정 판정부)

(19),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 PAD(패드)(21) 등으로 구성되어, 주지의 반도체 제조기술에 의해 1개의 반도체 칩 상에

형성되어 있다.

이 플래시 메모리는,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외부단자 및 버퍼를 통해서 논리 제어회로(17) 등에, 칩 인에이블 신호, 리드

인에이블 신호,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 리셋 신호 등의 제어신

호가 입력되고 있다. 또한, 논리 제어회로(17)의 출력이 X 어드레스 디코더/메인 디코더/서브 디코더(11), 센스 래치(12),

Y 어드레스 디코더(13), CPU(14), 전원회로(18),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에 입력되고 있다. 또한, 전원회로(18)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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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X 어드레스 디코더/메인 디코더/서브 디코더(11)에 입력되고 있다. 또한, 센스 래치(12)의 출력이 논리 제어회로(17),

ECC 판정회로(19)에 입력되고 있다. 또한, CPU(14)의 출력이 논리 제어회로(17), ROM(15)에 입력되고 있다. 또한, ROM

(15)의 출력이 CPU(14)에 입력되고 있다. 또한, 커맨드 디코더(16)의 출력이 CPU(14), 논리 제어회로(17), PAD(21)에

입력되고 있다. 또한, ECC 판정회로(19)의 출력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에 입력되고 있다. 또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20)의 출력이 PAD(21)에 입력되고 있다. 또한, PAD(21)의 출력이 커맨드 디코더(16)에 입력되고 있다.

이 플래시 메모리(111)에 있어서, 메모리 어레이(10)는, 워드선과 비트선과의 교점에 배치되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불휘발성 메모리셀은, 1메모리셀당 1비트의 정보를 저장 가능한 2

레벨 메모리셀 또는 1메모리셀당 복수 비트(예컨대 2비트)의 정보를 저장 가능한 멀티레벨 메모리셀이다.

이 메모리 어레이(10)내의 임의인 메모리셀이 X 어드레스 디코더/메인 디코더/서브 디코더(11) 및 Y 어드레스 디코더(13)

에 의해 선택되고, 이 선택된 메모리셀에 대해서, 센스 래치(12) 등을 통해서 데이터의 기록/판독이 행하여진다. 센스 래치

(12)는,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비트선(BL, /BL)에 접속된 복수의 래치(12a~12m)로 이루어지고, 그 래치

(12a~12m)의 수는 비트선(BL, /BL)의 개수에 대응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비트선 쌍의 개수 즉 래치의 수를 M개라 한

다

데이터의 기록/판독의 타이밍 신호 발생 등의 제어는, 논리 제어회로(17) 등에 의해 행하여진다. 커맨드 디코더(16)는,

PAD(21)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입력된 커맨드를 해독한다. 해독된 커맨드의 명령에 따라, 논리 제어회로(17), CPU(14),

ROM(15)은, 메모리셀에 대한 기록, 판독 및 소거 등의 메모리 동작을 ROM(15)에 저장되어 있는 시퀀스 프로그램에 의거

해서 실행시킨다.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는, 기록 검증 처리가 행하여진다. 기록 검증 처리에서는, 기록 대상의 메모리셀의 문턱치

전압이 기대치에 도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해서 기록 에러를 검출한다.

다음에, 도 2에 의해, ECC 판정회로(19)의 구성의 일례를 설명한다. ECC 판정회로(19)는,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

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다.

도 2는, ECC 판정회로(19)의 구성 예를 나타낸다. ECC 판정회로(19)는, 센스 래치(12)를 구성하는 M개의 래치

(12a~12m)에 각각 설치한 nMOS 트랜지스터(22)와 전류 판정회로(23) 등으로 이루어진다. nMOS 트랜지스터(22)의 소

스는 접지되고, 게이트는 비트선(/BL)에 접속되며, 드레인은 전류 판정회로의 노드 A에 접속되어 있다.

기록동작시의 검증 처리에 있어서, 각 비트를 검증한 결과를 래치(12a~12m)에 받아들인 후, 래치(12a~12m)에 부가한

nMOS 트랜지스터(22)에 전류를 흘린다. 정상인 경우는 비트선(BL)이 "1", 비트선(/BL)이 "0"이 된다. 따라서, 정상 비트

에 대해서는, 비트선(/BL)이 "0"이므로, nMOS 트랜지스터(22)는 오프(off) 상태이며 드레인으로부터 소스로 전류(I)가 흐

르지 않는다. 한편, 에러비트에 대해서는, 비트선(/BL)이 "1"이 되고, nMOS 트랜지스터(22)가 온(on) 상태이며 드레인으

로부터 소스로 전류(I)가 흐른다. 이 전류(I)의 총화(ΣI)는, 기록 에러의 비트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류(I)의 총화(Σ1)를

구하는 것에 의해,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 할 수 있다.

전류 판정회로(23)에서는, 전류(I)의 총화(Σ1)를 비트수로 환산하고,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인가 아닌가를 판정

하여, 그 정보를 판정 결과로서 출력한다. 또, n은 자연수이다.

도 3에, 전류 판정회로(23)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3의 전류 판정회로(23)는, 예컨대 차동 증폭회로를 응용한 것이며,

pMOS 트랜지스터(31, 32, 33), nMOS 트랜지스터(34, 35), 정전류원(36), 버퍼(37) 등으로 구성된다. pMOS 트랜지스터

(31)의 드레인 및 게이트는 정전류원(36)의 양극 및 pMOS 트랜지스터(32)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소스는 전원에 접속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32)의 소스는 전원에 접속되고, 드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35)의 드레인 및 버퍼(37)의 입력에

접속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33)의 소스는 전원에 접속되고, 게이트는 접지되며, 드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35)의

게이트 및 nMOS 트랜지스터(34)의 드레인에 접속되어 있다. nMOS 트랜지스터(34)의 게이트는 nMOS 트랜지스터(35)의

소스 및 노드 A에 접속되고, 소스는 접지되어 있다. 정전류원(36)의 음극은 접지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31, 32)는 커런트 미러 회로를 구성하고, pMOS 트랜지스터(33)는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하며, nMOS

트랜지스터(34, 35)는 증폭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노드 A를 흐르는 전류는 도 2의 전류(I)의 총화(Σ1)이며, 정전류원(36)

을 흐르는 전류(Io)와 비교한 결과가 버퍼(37)를 통해서 출력된다. 즉, 버퍼(37)의 출력은, Σ1 〉Io 일때 "0", Σ1〈 Io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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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된다. 따라서, 전류치(Io)를 조정하는 것에 의해,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있다. 전

류치(Io)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는, 예컨대,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전류원(36)을 복수개 병렬 접속하고, 그 개수를

변경하는 것에 의해, n의 값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ECC 판정회로(19)의 판정 결과는, 후술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에 보존된다. 또, 상기 도 2~도 4의 회로에 있어서, 동

일한 작용을 이루는 한, 논리가 반대이거나, 전원/접지가 반대이거나, pMOS/nMOS가 반대이거나 해도 좋다. 또한, MOS

트랜지스터 대신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등이라도 좋다.

다음에, 도 5에 의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비트 구성을 설명한다. 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는, 본 실시형태1에

의한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태(status)을 나타내는 정보를 유지하는 기억장치이다. 도 5에서는, 그 일례로서 8비트 구성의

레지스터를 나타낸다. 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는, ECC 판정회로(19)에서 출력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기록 에

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인가 아닌가)를 유지한다. 각 비트는, 불휘발성 메모리의 각종의 상태를 나타낸다. 본 실시형태1

에서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에, 기록 동작중/종료를 나타내는 IO7, 기록 스테이터스(통과/실패)을 나타내는 IO6,

ECC 판정정보를 나타내는 IO3 등의 각 비트를 설치했다. IO7이 "0"일 때는 기록동작 등의 플래시 메모리(111) 내에서 처

리 동작을 행하고 있는 즉 비지(Busy)의 상태, "1"일 때는 플래시 메모리(111) 내에서 처리 동작을 행하고 있지 않은 즉 레

디(Ready)의 상태이다. IO6이 "0"일 때는 기록동작이 실패(Fai1)의 상태, "1"일 때는 기록동작이 통과(Pass)의 상태이다.

IO3이"0"일 때는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1비트 이상의 상태, "1"일 때는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의 상태이다.

IO3에는, ECC 판정회로(19)의 판정 결과가 기록된다.

따라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IO3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에러비트수의 정보를 플래시 메모리(111)의 외부에서 판

독하는 것에 의해, ECC 정정의 가부(可否)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다음에, 도 6에 의해, 본 실시형태1에 의한 플래시 메모리의 2레벨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 플로우의 일례를 설명한다.

우선, 스텝 S61에서, 기록용 래치(센스 래치(12), 래치(12a~12m))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다음에, 스텝 S62에서, 메모리

어레이(10) 내의 기록 대상인 메모리셀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스텝 S63에서, 기록한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를 행한다. 검증

는, 메모리셀의 문턱치 전압이 설정되어야 할 문턱치 전압범위의 하한치에 도달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행한다. 스텝 S64

에서, 기록 에러가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기록 종료의 판정을 행한다. 그 결과, 통과(Pass)의 경우는, 그대로 기록동작

을 종료한다(정상종료). 스텝 S64의 판정 결과가, 실패(Fai1)의 경우는, 스텝 S65로 진행한다. 스텝 S64의 통과/실패의 판

정 결과는, 도 5에 나타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IO6에 기록된다. 스텝 S65에서는, 기록 횟수가 최대치(max)에 도달

했는가 아닌가를 판정하고, 기록 횟수가 최대치(max) 미만의 경우는 스텝 S66으로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기록 래치에 반

영시켜서, 스텝 S62에서 재기록을 행한다. 그때, 문턱치 전압이 하한치보다도 위에 있는 메모리셀에 대해서는, 재기록을

행하지 않고, 하한치보다도 아래로 있는 메모리셀에만 재기록을 행한다. 스텝 S65의 판정의 결과, 기록 횟수가 최대치

(max)에 도달한 경우는, 스텝 S67로 진행해 ECC 가부의 판정을 행한다. 스텝 S67에서는, 도 2~도 4에 나타낸 ECC 판정

회로(19)에 의해,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 하고, 그 정보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내의 IO3에 기록한다. 스텝 S67

의 ECC 가부판정의 결과,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의 경우는, 에러정정 가능하다고 하여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정

상종료). 스텝 S67의 ECC 가부판정의 결과,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1비트 이상의 경우는, 에러정정 불가능하다고 하여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이상종료). 이상의 기록동작 플로우는, 기록 횟수가 최대치로 된 때에 비로소 ECC 가부판정을 행하

므로, 서류 등의 전자 데이터에서 정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다음에, 도 7에 의해, 본 실시형태1에 의한 플래시 메모리의 2레벨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 플로우의 다른 예를 설명한다.

우선, 스텝 S71~스텝 S74은, 스텝 S61~스텝 S64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스텝 S74에서의 기록 종료의 판정의 결과, 통과(Pass)의 경우는, 그대로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정상종료). 스텝 S74의 판

정 결과가, 실패(Fai1)의 경우는, 스텝 S75로 진행한다. 스텝 S74의 통과/실패의 판정 결과는, 도 5에 나타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IO6에 기록된다. 스텝 S75에서는, 검증 결과를 기록 래치에 반영시켜서, 스텝 S76으로 진행해 ECC 가부

의 판정을 행한다. 스텝 S76에서는, 도 2~도 4에 나타낸 ECC 판정회로(19)에 의해,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 하고,

그 정보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내의 IO3에 기록한다. 스텝 S76의 ECC 가부판정의 결과,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의 경우는, 에러정정 가능하다고 하여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정상종료). 스텝 S76의 ECC 가부판정의 결과, 기록 에러

의 비트수가 n+1비트 이상의 경우는, 에러정정 불가능하다고 하여 스텝 S77로 진행한다. 스텝 S77에서는, 기록 횟수가 최

대치(max)에 도달했는가 아닌가를 판정하고, 기록 횟수가 최대치(max) 미만의 경우는, 스텝 S71로 되돌아가고, 기록용

래치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스텝 S77의 판정의 결과, 기록 횟수가 최대치(max)에 도달한 경우는,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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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료). 이상의 기록동작 플로우는, 기록 횟수를 판정하기 전에 ECC 가부판정을 행하고, 에러정정 가능의 경우는, 그대로

정상 종료하므로, 화상ㆍ음성ㆍ영상 등의 스트림 데이터에서 정확성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단, 이 동

작 플로우는, 기록 시간이 단축되어, 퍼포먼스는 향상한다.

다음에, 도 8에 의해, 메모리셀이 멀티레벨 메모리셀의 경우에서의 플래시 메모리의 기록동작 플로우의 일례를 설명한다.

스텝 S81~스텝 S86은, 스텝 S61~스텝 S66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스텝 S84의 기록 종료의 판정에서 통과로 판정된 경우, 스텝 S88에서 오버라이트 판정을 행한다. 오버라이트 판정에서는,

메모리셀의 문턱치 전압이 설정되어야 할 문턱치 전압범위의 상한치를 초과하고 있지 않은가 확인을 행한다. 스텝 S88의

오버라이트 판정에서, 문턱치 전압의 상한치를 초과하고 있는 메모리셀이 없는 경우는, 기록 에러없음(통과)으로서 기록동

작을 종료한다(정상종료). 스텝 S88에서, 문턱치 전압의 상한치를 초과하고 있는 메모리셀이 있는 경우는, 기록 에러있음

(실패)으로서, 스텝 S87로 진행하여, ECC 가부판정을 행한다. 스텝 S88의 오버라이트 판정의 통과/실패 결과는, 스테이터

스 레지스터(20)의 IO6에 기록된다. 스텝 S87에서는, 도 2~도 4에 나타낸 ECC 판정회로(19)에 의해, 기록 에러의 비트수

를 카운트 하고, 그 정보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 내의 IO3에 기록한다. 스텝 S87의 ECC 가부판정의 결과, 기록 에러

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의 경우는, 에러정정 가능하다고 하여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정상종료). 스텝 S87의 ECC 가부판정

의 결과,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1비트 이상의 경우는, 에러정정 불가능하다고 하여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이상종료). 메

모리셀이 멀티레벨인 경우는, 그 레벨에 따라 이상의 기록동작 플로우를 반복해 실행하고,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누적적으

로 카운트 한다. 이상의 기록동작 플로우는, 기록 횟수가 최대치가 되었을 때, 또는 오버라이트 판정에서 실패가 되었을 때

에 ECC 가부판정을 행하므로, 서류 등의 전자 데이터에서 정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다음에, 도 9에 의해, 메모리셀이 멀티레벨 메모리셀의 경우에서의 플래시 메모리의 기록동작 플로우의 다른 예를 설명한

다.

스텝 S91~스텝 S97은, 스텝 S71~스텝 S77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스텝 S94에서의 기록 종료 판정의 결과, 통과(Pass)의 경우는, 스텝 S98에서 오버라이트 판정을 행한다. 오버라이트 판정

에서는, 메모리셀의 문턱치 전압이 상한치를 초과하고 있지 않은가 확인을 행한다. 스텝 S98의 오버라이트 판정에서, 문턱

치 전압의 상한치를 초과하고 있는 메모리셀이 없는 경우는, 기록 에러없음(통과)으로서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정상종료).

스텝 S98에서, 문턱치 전압의 상한치를 초과하고 있는 메모리셀이 있는 경우는, 기록 에러있음(실패)으로서, 스텝 S99로

진행하여, ECC 가부판정을 행한다. 스텝 S98의 오버라이트 판정의 통과/실패 결과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IO6에

기록된다. 스텝 S99에서는, 도 2~도 4에 나타낸 ECC 판정회로(19)에 의해,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 하고, 그 정보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내의 IO3에 기록한다. 스텝 S99의 ECC 가부판정의 결과,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의 경

우는, 에러정정 가능하다고 하여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정상종료). 스텝 S99의 ECC 가부판정의 결과, 기록 에러의 비트수

가 n+1비트 이상의 경우는, 에러정정 불가능하다고 하여 기록동작을 종료한다(이상종료).메모리셀이 멀티레벨인 경우는,

그 레벨에 따라 이상의 기록동작 플로우를 반복해 실행하고,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누적적으로 카운트 한다. 이상의 기록

동작 플로우는, 기록 횟수를 판정하기 전에 ECC 가부판정을 행하고, 에러정정 가능의 경우는, 그대로 정상 종료하므로, 화

상ㆍ음성ㆍ영상 등의 스트림 데이터에서 정확성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단, 이 동작 플로우는, 기록 시

간이 단축되어, 퍼포먼스는 향상한다.

다음에, 도 10에 의해, 멀티레벨 메모리셀의 기록 에러비트수의 판정 방법을 설명한다. 도 10의 (a)는, 4치 메모리셀의

"10" 데이터의 오버라이트에 의한 1비트 불량을 나타내고, 도 10의 (b)는 2비트 불량을 나타낸다. Vth는, 메모리셀의 문턱

치 전압이다. 도 10의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10" 데이터가 "00" 데이터의 영역에 오버라이트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때, 판정레벨1에서의 판정에서 에러비트수는 0, 판정레벨2에서의 판정에서는 에러비트수는 1비트이므로, 합계한 에러

비트수는 1비트가 된다.

에러비트 = 판정레벨1(0비트) + 판정레벨2(1비트) = 1비트

또한, 도 10의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10" 데이터가 "01" 데이터의 영역에 오버라이트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때,

판정레벨1에서의 판정에서 에러비트수는 1비트, 판정레벨2에서의 판정에서는 에러비트수는 1비트이므로, 합계한 에러비

트수는 2비트가 된다.

에러비트 = 판정레벨1(1비트) + 판정레벨2(1비트) = 2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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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있어서, 도 8 또는 도 9의 기록동작 플로우를 판정레벨1과 판정레벨2에서 2회 반복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1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의하면, ECC 판정회로(19)에 의해 기록/소거 에러비트가 n비트 이하인가 아

닌가를 판정하고, 그 결과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에 보존되므로, 외부에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내용을 판독하

는 것에 의해, ECC 가부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 데이터의 공(空)판독이 불필요해져, 외부 컨트롤러의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111) 내부에서 데이터를 판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111)의 퍼포먼

스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시형태2)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2에 의한 메모리 카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도, 도 12는 본 실시형태2의 메모리 카드에 있

어서, 기록 플로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컨트롤러에 의한 기록 플로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메모리 카드

에서의 기록 플로우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우선, 도 11에 의해, 본 실시형태2에 의한 메모리 카드의 구성의 일례를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2의 메모리 카드(110)는, 상

기 실시형태1의 플래시 메모리(111), 컨트롤러(112), 호스트 I/F(인터페이스)(113) 등으로 이루어지고, 플래시 메모리

(111)에는 ECC 판정회로(에러정정 판정부)(19) 등이 포함되며, 컨트롤러(112)에는 ECC(에러정정 가부판단부)(114) 등

이 포함된다. 플래시 메모리(111)와 컨트롤러(112), 컨트롤러(112)와 호스트 I/F(113)는 각각 접속되어 있다.

컨트롤러(112)는, 플래시 메모리(111)의 기록/소거/판독 등의 메모리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며, 플래시 메모리(111)의 기

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IO6)와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IO3)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에서 판독하는 수단과, 기록

동작의 통과/실패 정보(IO6)가 실패 일때,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IO3)에 의거해서 기록 에러의 정정가부의 판단을 행

하는 ECC(에러정정 가부판단부)(114)를 갖는다. 호스트 I/F(113)는,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이다.

다음에, 도 12에 의해, 본 실시형태2에 의한 메모리 카드(110)의 기록 플로우를 설명한다. 우선, 스텝 S121에서, 플래시

메모리(111)에 대해서 기록이 행하여진다. 이 플래시 기록은, 상기 실시형태1에서 설명한 도 6~도 9의 기록동작 플로우를

따라 행하여진다. 다음에, 컨트롤러(112)가, 스텝 S122에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판정을 행한다. 스테이터스 레지

스터 판정은, 플래시 메모리(111) 내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정보를 판독하고, IO6의 값이 "1"일 때 통과(Pass),

"0"일 때 실패(Fai1), IO3의 값이 "1"일 때 ECC 가능(에러비트수가 n비트 이하), "0"일 때 ECC 불가능(에러비트수가 n+1

비트 이상)이라고 한다. 통과 또는 ECC 가능일 때는, 그대로 기록 플로우를 종료한다. 실패 또한 ECC 불가능일 때는, 스텝

S123에서 재기록 처리를 행하고, 스텝 S121로 되돌아가, 플래시 기록을 행한다. 스텝 S122 및 스텝 S123의 처리는, 컨트

롤러(112)가 행한다. 또, n비트의 값은, 메모리 카드 등의 ECC 사양 등에 의해 가변으로 한다. 이 n비트의 값은, 컨트롤러

(112)에서 에러정정 가능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에, 도 13에 의해, 컨트롤러(112)에 의한 기록 플로우를 설명한다.

우선, 컨트롤러(112)는, 스텝 S131에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정보를 판독한다. 그리고, 스텝 S132에서, 스테이터

스 레지스터(20)내의 IO7의 값이 "1"인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1"이 아닌 경우 즉 "0"(비지)인 경우는, 스텝 S131로 되돌

아간다. IO7의 값이 "1"(레디)인 경우는, 스텝 S133으로 진행한다. 스텝 S133에서는, IO6의 값을 체크하고, "1"(통과)일

때는 기록/소거를 종료한다. IO6의 값이 "0"(실패)일 때는, 스텝 Sl34로 진행한다. 스텝 S134에서는, 재차, 스테이터스 레

지스터(20)의 정보를 판독하고, 스텝 S135에서 IO3의 값을 체크한다. IO3의 값이 "1"(에러 n비트 이하)일 때는 ECC 가능

으로 하여 기록/소거를 종료한다. IO3의 값이 "0"(에러 n+1비트 이상)일 때는 스텝 S136으로 진행한다. 스텝 S136에서,

ECC 체크 판독을 행한 후, 스텝 S137에서, ECC 가부판단을 행한다. ECC 가능일 때는 기록/소거를 종료한다. ECC 불가

능일 때는 실패로서 재기록 처리를 행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2에 의한 메모리 카드에 의하면, 종래 메모리 카드 내의 컨트롤러가 행하고 있던 ECC 가부판정을, 플

래시 메모리측에서 행하는 것에 의해(온 칩 판정), 컨트롤러에 의한 공판독이 불필요해져, 컨트롤러의 부하를 가볍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4에 의해, 메모리 카드의 기록 플로우의 다른 일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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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112)에, 플래시 메모리(111)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데이터인 경우는, 기록동작의 통과/실

패 정보(IO6)가 통과일 때, 플래시 메모리(111)의 기록완료로 하고, 플래시 메모리(111)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고신뢰성이

요구되지 않는 데이터인 경우는,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IO6)가 통과일 때 또는 ECC(114)에 의해 정정 가능으로 판단

되었을 때, 플래시 메모리(111)의 기록 완료라고 하는 수단을 설치한다.

스텝 S141은, 상기 도 12의 스텝 S121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스텝 S142에서, 컨트롤러(112)가, 스테이터스 레

지스터(20)의 판정을 행한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판정은, 플래시 메모리(111)내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의 정보를

판독하고, IO6의 값이 "1"에서 통과(Pass)일 때는, 그대로 종료한다. IO6의 값이 "0"에서 실패(Fai1)일 때는, 스텝 S143으

로 진행한다. 스텝 S143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고신뢰도 데이터인가 아닌가를 판정하고, 고신뢰도

데이터인 경우는, 스텝 S145로 진행하고, 재기록 처리를 행한 후, 스텝 S141로 되돌아가, 재차, 플래시 기록을 행한다. 스

텝 S143에서의 판정의 결과, 고신뢰도 데이터가 아닌 경우는, 스텝 S144에서 ECC 가부의 판단을 행한다. ECC 가부 판단

의 결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20)내의 IO3의 값이 "1"에서 ECC 가능(에러비트수가 n비트 이하)일 때는, 그대로 기록 플

로우를 종료한다. IO3의 값이 "0"에서 ECC 불가능(에러비트수가 n + 1비트 이상)일 때는, 스텝 S145에서 재기록 처리를

행한 후, 스텝 S141로 되돌아가, 플래시 기록을 행한다. 스텝 S142~스텝 S145의 처리는, 컨트롤러(112)가 행한다.

즉, 에러 0비트 및 ECC 정정가부 스테이터스를 이용하여, 스트림 데이터 등의 고신뢰도를 요구하지 않는 데이터는 기록

실패/에러비트 적음(n이하)으로 기록 완료라고 하고, 텍스트 등의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데이터는 기록 통과로 기록 완료라

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데이터 신뢰도에 따른 유연한 ECC가 가능해진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을 그 실시형태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형태에 한정

되나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 변경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고, EEPROM 등 다른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 EEPROM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에 의해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ECC 정정 가능/불가능의 판정 출력에 의해, 컨트롤러에 의한 공(空)판독이 불필요하게 되어, 컨

트롤러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불휘발성 메모리로 기록 데이터의 신뢰도와 단위 시간당의 기록 데이터량에 따라, 기록 에러가 발생한 경우라도 재

기록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해, 메모리 카드로서의 기록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write and verify)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판정부와,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에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레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메모리.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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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정정 판정부와,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pass/fail) 정보와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에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

하는 레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가 유지하는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는,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인가 아닌가를 나타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는, n의 값을 임의로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은, 멀티레벨 메모리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청구항 6.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는 메모리 카드로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에

러정정 판정부와,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에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레지스터를 갖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상기 레지스터에서 판독하는 수단과,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

보에 의거해서 상기 기록 에러의 정정(訂正)가부의 판단을 행하는 에러정정 가부판단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청구항 7.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구비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의 기록동작에 있어서

기록 검증 처리를 행하는 불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는 메모리 카드로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기록 검증 처리에 있어서 검출된 기록 에러의 비트수를 카운트하여 그 정보를 출력하는 에

러정정 판정부와,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와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에서 출력된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유지하는 레지스터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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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와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를 상기 레지스터에서 판독하는 수단

과,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가 실패 일때,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에 의거해서 상기 기록 에러의 정정가부

의 판단을 행하는 에러정정 가부판단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가 유지하는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의 정보는, 상기 기록 에러의 비트수가 n비트 이하인가 아닌가를 나타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정정 판정부는, n의 값을 임의로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0.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n의 값은, 상기 컨트롤러에서 에러정정 가능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1.

제 6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가 통과 일때,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기록완료라고 하고,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고신뢰성이 요구되지 않는 데이터인 경우는, 상기 기록동작의 통과/실패 정보

가 통과 일때 또는 상기 에러정정 가부판단부에 의해 정정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기록완료라

고 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2.

제 6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은, 멀티레벨 메모리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도면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1 -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2 -



도면3

도면4

도면5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3 -



도면6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4 -



도면7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5 -



도면8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6 -



도면9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7 -



도면10

도면11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8 -



도면12

도면13

공개특허 10-2006-0048803

- 19 -



도면14

공개특허 10-2006-0048803

- 2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9
청구의 범위 9
도면 11
 도면1 12
 도면2 12
 도면3 13
 도면4 13
 도면5 13
 도면6 14
 도면7 15
 도면8 16
 도면9 17
 도면10 18
 도면11 18
 도면12 19
 도면13 19
 도면1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