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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형 데이터 저장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저장 장치의 이동성 및 사용 편이성을 향상시키고 사용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동형 

데이터 저장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커다란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광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는 스스로 동작하지 못함에 따른 사용의 

불편함과 이동이 불편한 단점이 있으며, CD-RW나 집 드라이브와 같은 휴대용 저장 장치는 호환성이나 저장 용량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크기가 커서 이동의 불편함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상기와 같은 단점을 극복한 플래쉬 메모리를 이용한 저장장치는 플래쉬 메모리억세스 시간이 길다는 단점과 용량이 

100메가 이하이며 100메가 이상으로 구비하기에는 크기가 커지고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었다.

본 발명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커넥터를 통해 정보 시스템과 연결한 후, 해당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초

소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대용량의 데이터를 휴대가 가능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동성

을 구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소형 데이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의 사용편의성을 제공하게 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 초소형하드디스크, 플래쉬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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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이동식 저장장치의 일 실시예이다.

도2는 본 발명의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의 일실시예이다.

도3은 초소형 하드디스크의 일실시 예이다.

도4는 USB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본 발명의 일실시 예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디지털카메라 102:메모리카드

103: 전송장치 104:케이블

105:컴퓨터 106:패러랠포트

107:커넥터 108:모니터

201 : 이동형 소형 데이터 저장장치

202:정보시스템 203: 하드디스크부

204:제어부 205:메모리부

206:디스플레이부 207:인터페이스부

208:초소형하드디스크 209:하드디스크접속부

210:하드디스크컨트롤러 301: 초소형 하드디스크

302 : 하드디스크판 303 : 초소형 하드디스크 자체 컨트롤러

304:하드디스크커넥터 305:하드디스크컨트롤러

306:컨트롤러IC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시 데이터

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저장 장치의 이동성 및 사용 편이성을 향상시키고 사용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

는 초소형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이동형 데이터 저장 장치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휴대용 저장장치가 대중화되고 있

다. 이러한 장치들을 예를들면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디지털 녹음기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상기의 장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매체로 대부분 메모리 소자를 이용하거나 소형 하드 디스크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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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러한 매체로는 멀티미디어 카드, SMC, DS, 컴팩트 플래쉬, 메모리 스틱, MD와 같은 착탈 가능한 경박단소

한 카드의 형태로 제공되어왔으며,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백업하는 장치로서 백업을 하기 위하여 USB 혹

은 패러럴 포트, 시리얼 포트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으며 데 이터의 백업을 위하여 피시나 노트북등을 사용

하는 것이었다.

정보 시스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를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게 

되나 이러한 데이터 저장 장치들은 휴대 가능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자기디스크의 일종인 하드디스크는 값이 비싸고 이동 가능성이 덜하나 더 많은 저장 능력과 더 빠른 접근속도를 제공

하며, 해당 자기테이프는 순차적 접근방식으로 접근 속도는 느리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데이터 백업용으로 주로 사용

된다.

그리고, CD-ROM(Read Only Memory)과 같은 광디스크는 직접 접근방식으로 하드디스크에 비해 접근속도가 느리

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나 한번 저장하면 다시 지우고 저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상기의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 또는 광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는 이동이 불편한 단점이 있고, 이로 

인해 근래에는 CD-RW(ReWritable)나 집(ZIP) 드라이브 등과 같은 휴대용 저장 장치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 CD-RW는 데이터를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호환성이 약하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 CD-ROM 드

라이브나 CD 리코더에서 읽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의 집 드라이브는 현재 대용량의 저장 용량을 가지며, 이를 수용하는 인터페이스로는 프린터 포트에 연

결하는 병렬 방식과 스카시 카드에 삽입하 는 스카시 방식이 있고, CD-RW에 비해 안정성과 호환성이 좋아 전술한 

이동의 불편함을 어느정도 완화시켜 주고는 있지만,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광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는 이동이 불편한 단점이 있

으며, CD-RW나 집 드라이브와 같은 휴대용 저장 장치는 호환성이나 저장 용량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크기가 커서 

이동의 불편함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 플래쉬 메모리를 이용한 휴대형 데이터 저장장치등이 있으나 접근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작으며 가격

이 비싸다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휴대용 저장장치는 깨지기 쉽고 전력의 소비가 심

하여 별도로 전원장치를 구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도1은 종래의 이동식 저장장치의 일 실시예인데, 디지털 켐코더, 디지털 카메라, 엠피3 플레이어, 디지털 녹음기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백업 받는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도면에서는 휴대용장치로 디지털 카메

라(101)를 예를 들었고, 외부의 정보시스템으로는 개인용 컴퓨터(105)를 예를 들었으나, 이는 개인용 노트북 혹은 마

이크로컴퓨터등 어느것이나 적용가능한 것이다.

도1을 보면 디지털 카메라(101)에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102)가 전송장 치(103)에 접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케이블(104)를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105)에 연결되어 있고 연결단자로는 케이블의 커넥터(107)가 컴퓨터의 패러랠

포트(106)에 삽입, 장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 카메라나 PDA등에서 지금 까지 사용해온 컴팩트 플래쉬 메모리 카드의 경우 MB당 가격이 상

당히 높은 편으로, 64MB나 128MB 의 고용량 컴팩트 플래쉬 메모리 카드를 구입 할 경우 상당한 가격 부담이 요구되

게 되기 때문에 제조회사마다 대체 보조저장매체를 개발하게 되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40Mb의 클릭 드라이브도

개발되어 있지만 클릭 드라이브는 범용성이 적은 형태로 전용 드라이브나 PC카드 드라이브를 사용해야하는 하며, P

DA나 디지털 카메라 역시 지원이되는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저장 장치의 이동성 및 사용 편이성을 향상시키고 사용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초소형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이동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별도의 전원없이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원으로 작동하는 이동형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보다 이동성을 향상시키 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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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초소형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이를 제어하는 하

드디스크부와, 롬 혹은 램을 갖추고 제어부에 필요한 메모리를 제공하는 메모리부와, 사용자에게 현재의 상태를 알리

기 위한 디스플레이부와, 외부의 장치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각 장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제

어부로 이루어진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2는 본 발명의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201)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2를 보면,

메모리를 갖추고 있는 이동형 데이터 저장장치에 있어서,

초소형 대용량의 견고한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이를 제어하는 하드디스크부(203)와,

롬 혹은 램을 갖추고 제어부에 필요한 메모리를 제공하는 메모리부(205)와, 외부에 장치의 상태를 알리기 위한 디스

플레이부(206)와,

외부의 장치와 인터페이스하며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인터페이 스부(207)와,

상기 각 장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제어부(204)로 이루어진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의 롬 혹은 램은 메모리로서 제어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각종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제어부에서는 데이터를 적절한 프로토콜로 전송하고 전송받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어부에서 필요시 압축하는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상기의 초소형 하드디스크에 더욱 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상기의 경우를 위하여, 압축 프로그램을 롬에 미리 저장해 들 수 있다.

상기의 인터페이스부는 바람직하게는 USB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IEEE 1394 인터페이스, 패러

랠 인터페이스, 시리얼 인터페이스 및 PCMCIA등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의 인터페이스중에서 USB인터페이스를 예를들면, USB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480Mbps로 현재

PC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패러랠포트보다 훨씬 빠르고, USB인터페이스는 Plug amp; Play기능이 완벽하게

제공돼 컴퓨터를 끄고 켜는 과정 없이 필요한 주변장치를 교체할 수 있고 파워가 동시에 공급돼 별도의 전원 어댑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USB는 스카시 인터페이스와 같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주기판에서 지원하는 커넥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 

연결 디바이스가 128개로 패러랠포트나 스 카시, IDE인터페이스에 비해 우수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로는 USB 인터페이스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USB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PC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꽂거나 떼어낸다. 덩치가 작고 견고해 어디든 갖고 다니며 쓰

기 좋은 장점이 있으며 USB방식이어서 설치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윈도우 최신버젼에서는 별도의 설치없이 또한 전원

온오프없이 가상 드라이버로 자동 설정된다.

상기와 같은 자동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실시예로는 개인용 컴퓨터의 모든 컴퓨팅 환경인 윈도우

시스템 및 각종 오피스 패키지 혹은 데이터등을 본 발명의 장치에 탑재하여 휴대하고 다니다가 필요시에 개인용컴퓨

터의 USB에 장착하고 USB로부터 부팅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컴퓨팅 환경

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4는 USB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본 발명의 일실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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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혹은 (b)타입 어느 것이든지 USB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손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휴대시에 와이셔츠의 포

켓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로서 편의성과 휴대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2에서는 이동형 데이터 저장장치(201)가 있으며 하드디스크부(203)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드디스크부 안에는 초소형 하드 디스크(208)를 장착하고 있다.

즉, 상기의 하드디스크부(208)은 1평방인치 정도의 사이즈로서 1기가바이트 내지 100기가바이트 이상의 저장 용량

을 가지며 전력소모가 극히 적으며 견고성을 가지고 있는 초소형하드디스크(208)와,

제어부의 제어를 받아서 상기의 하드디스크의 동작을 컨트롤하는 하드디스크 컨트롤러(210)와,

상기의 하드디스크 컨트롤러(210)와 초소형하드디스크(208)사이의 접속및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드디스크접속

부(209)가 나타나있다.

도3은 초소형 하드디스크의 일실시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의 초소형 하드디스크는 1평방인치 정도의 사이즈로서 1기가바이트 내지 수백기가바이트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가

지고 있다.

초소형 하드디스크의 전력소비는 USB나 IEEE1394 인터페이스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 동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다.

또한, 충격에 견디는 힘도 상기의 각각의 장치가 2킬로그램에 버티는 것에 비하여 상기의 초소형 하드디스크는 2킬로

그램이상의 힘에 견디는 견고성이 있다. 즉, 일반 하드디스크 보다 50배 이상의 충격에 강한 것이 장점이다.

도3의 초소형 하드디스크(301)는 그안에 하드디스크판(302)이 있으며 하드디 스크 암(307) 및 하드디스크 판(302)

을 직접 컨트롤하는 하드디스크 자체 컨트롤러(303)가 있고 하드디스크와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하드디스

크 커넥터(304)가 있다. 하드디스크 커넥터는 여러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하드디스크 커넥터는 20

핀짜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는 하드디스크의 쓰기, 읽기, 검사등의 각종 동작등을 하기에 충분하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하드디스크 컨트롤러(305)는 그 안에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IC(306)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가지의 ASIC형태

로 구현하여도 좋으나, 바람직하게는 컴팩트 플래쉬 타입II나 ATA/ATAPI 모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별도의 소프

트웨어없이 컴팩트 플래시 인터페이스나 ATA/ATAPI 모드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이면 가능

하며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떠한 하드웨어와도 호환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실질적으로 하드디스크부(203)는 전체적으로 견고하며 작은 전력을 소모하고 용량은 몇기가바이트 이상의 것으로서

엠피3 포맷의 음악을 수백에서 수만곡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다.

본 발명의 주안점은 상기의 하드디스크부가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전원으로도 동작가능하므로 별도의 전원없이 

이동형으로 휴대하기 편리한 초소형 하드디스크를 장착한 이동형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에 

있다.

본 발명은 특정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마련되는 본 발명의 정

신이나 분야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개조 및 변화될수 있다는 것을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권리에 속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의 약점 중 하나가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하는 것보다 플래시 메모리 칩에 기록하는 것이 더 느린 것

인데 본 발명은 초소형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저장 원가가 플래시 메모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본 발명은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는 전력의 소모가 거의 없는 초소형 하드디스크를 채택함으로써 별도의 전원없이 

외부 정보시스템의 전원만으로 작동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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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를 갖추고 있는 이동형 데이터 저장장치에 있어서,

초소형 대용량의 견고한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이를 제어하는 하드디스크부와,

롬 혹은 램을 갖추고 제어부에 필요한 메모리를 제공하는 메모리부와,

장치의 상태를 알리기 위한 디스플레이부와,

외부의 장치와 인터페이스하며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각 장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의 하드디스크부는 1평방인치 정도의 사이즈로서 1기가바이트 내지 100기가바이트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가지며 

전력소모가 극히 적으며 견고성을 가지고 있는 초소형하드디스크와,

제어부의 제어를 받아서 상기의 하드디스크의 동작을 컨트롤하는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와,

상기의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와 초소형하드디스크사이의 접속및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드디스크접속부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형 데이타 저장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 USB 인터페이스및 패러랠 인터페이스, 시리얼 인터페이스 및 PCMCIA 인터페이스, IEEE 139

4 인터페이스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개인용 컴퓨터의 윈도우시스템에 접속하면 전원 온오프없이 가상 드라이브로 자동 인

식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그 안에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IC가 내장되어 있으며, 하드디스크 컨트롤러 IC는 ATA/ATAPI

모드나 컴팩트 플래쉬 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의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는 손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휴대시에 와이셔츠의 포켓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 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의 초소형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판과 하드디스크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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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암 및 하드디스크 판을 직접 컨트롤하는 하드디스크 자체 컨트롤러와,

하드디스크와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하드디스크 커넥터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의 하드디스크 커넥터는 20핀짜리의 커넥터인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의 인터페이스중에 USB나 IEEE 1394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개인용컴퓨터의 부팅을 USB나 IEEE 1394 인터페

이스로 할 때에 사용자의 컴퓨팅 환경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이동형 데이타 저장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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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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