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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사이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사이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의 물리적 접속 상태에 최적의 통신 파라메터를 적용함으로써 신호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사이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은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와의 가능한 물

리적 접속 상태들 각각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가지는 복수의 테이블들을 구비하는 과정; 및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

기와의 통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와의 물리적 접속 상태에 따라 상기 복수의 테이블들 중의 하나

를 선택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은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가 통신할 때 물리적 접속 상태에 따른 최적의 통신

파라메터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호의 무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논리오류를 방지하며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고조파의 EMI를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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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ATA 인터페이스 표준에 따른 데이터 전송 모드와 전송 속도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도 2a 내지 도 2b는 Ultra DMA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 타이밍을 보이는 타이밍도이다.

도 3a 내지 도 3b는 클록 신호의 라이징 타임(rising time, Tr)과 고조파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들이

다.

도 4는 호스트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의 종래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5는 ATA 케이블의 외관을 보이는 것이다.

도 6은 데이터 통신 모드에 따른 파라메터 테이블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7a 및 도 7b는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싱글 모드에 적용한 경우의 파형도 및 EMI 그래프를 보이는 것

이다.

도 8a 및 도 8b는 싱글 모드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싱글 모드에 적용한 경우의 파형도 및 EMI 그래프를 보이는 것이

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사이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컴퓨터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사이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의 물리적 접속 상태에 최적의 통신 파라메터를 적용함으로써 신호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에 장착되는 디스크 드라이브는 정보 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기록/재생 장치이다.

최근 들어 디스크 드라이브의 고용량화와 더불어 PC 인터페이스 규격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ATA 인터페이

스는 오늘날 사용하는 90%이상의 PC에서 데이터를 디스크 드라이브 버퍼와 메모리로 옮기는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채택

되고 있다.

ATA는 AT-BUS 또는 IDE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AT방식이라고 말한다. ANSI 표준 규약에 따른 정확한 명칭은 ATA(AT

Attachment)이며, IDE(Integrated Drive Electronics)는 ATA 방식을 고안한 회사명이다. ATA가 고안되기 전까지 사용

되던 인터페이스는 ST-506이었으며, 이 인터페이스는 별도의 외부 디스크 컨트롤러를 써야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았고,

신호 전송시 노이즈가 생기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반면에 ATA 인터페이스는 디스크 컨트롤러를 드라이브 내에 내장시켜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만들었으므로 가격이 저렴

하고 노이즈 발생 문제를 해결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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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TA 인터페이스는 개발이 용이하고 데이터 신뢰성이 높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터페이스가 되었다. ATA는 ATA-2, ATAPI, Ultra ATA의 순서로 표준들이 만들어졌다.

ATAPI는 기존의 ATA가 단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만을 위한 인터페이스라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

브 이외에도 광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지원한다.

ATA-2 규격의 인터페이스는 16.7 MB/s의 전송률을 가진다. ATA-2에서 스트로브가 올라갈 때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서가 디스크 컨트롤러에 명령을 보내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드디스크는 인터페이스의

컨트롤러인 호스트가 보내는 스트로브(STROBE)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Ultra ATA는 응답을 요청하는 쪽에서 지금 버스가 유휴 상태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프로세서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즉 호스트에서 보내는 스트로브(STROBE)를 기다리는 시간(전송 지연,Propagation delay)

과 버스에 데이터를 실어 보내기 전에 걸리는 시간(데이터 회귀 시간 지연 return delay)을 모두 없애 버스 전송속도를 늘

린 것이다. 또한 타이밍 간격의 개선과 CRC(Cyclical Redundancy Check)라는 새로운 에러 보정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존력을 높였다. 즉, Ultra ATA는 ATA의 확장된 전송 규약으로 DMA 모드 2의 2배에 달하는 33MB/s의 대역폭을 가진

다.

Ultra DMA33이 나온 후에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내부적인 속도 개선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제한 속에서

전송 속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규격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Ultra DMA66이다. Ultra DMA66의

목적은 시스템 성능에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디스크 읽기 채널의 전송률을 높임과 동시에 CRC(에러 검증 및 정정)을 통해

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다. 또한 프로토콜의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케이블만 바꾸는 최소의 장비 교체로 가능하

도록 설계되었다.

케이블 역시 40핀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라인이 두 배로 늘어서 모두 80개의 선을 사용한다. 더해진 40개의 라인은 모두 그

라운드 기능을 하며, 이 선으로 신호가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 Ultra DMA66은 Ultra DMA33의 전송 속도를 두 배로 늘린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버스트 모드(burst mode)에서만 적용되며, 반드시 케이블은 80핀이어야 하고 전체 길이는 18인

치, 드라이브 사이는 6인치가 넘으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다 .당연히 케이블이 길어진다면 데이터를 읽을 때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진다.

한편, 인터페이스 규격 이외에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 전송 모드도 변화하였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메인 보

드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전송방식에는 크게 PIO(Programmed Input Output)와 DMA(Direct

Memory Access)의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PIO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PC의 메인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CPU

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 지는 방식이고 DMA는 CPU의 개입 없이 별도의 DMA 컨트롤러 칩이 직접 데이터를 메모리로 전

송하는 방식이다.

PIO(Program Input Output)는 모든 데이터가 프로세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컴퓨터 내의 장치들간에 데이터를 주고받

는 방법이다. ATA/IDE 표준은 세 가지 PIO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정하는데, 3.3 MByte/s의 속도인 모드 0, 5.2 MByte/s

인 모드 1, 그리고 8.3 MByte/s 인 모드 2이다. 더 새로운 ATA-2 표준에는 두 개의 고속모드가 추가되었는데, 11.1

MByte/s 의 모드 3과 16. 7 MByte/s 인 모드 4가 그것이다. PIO의 새로운 대안이 DMA이다.

DMA(Direct Memory Access)는 주변 장치와 시스템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 규약이다. 싱글 워드(Single Word)

DMA, 멀티 워드(Multi Word) DMA, ultra DMA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PIO에서처럼 전송속도에 따른

모드가 정의되어 있다.

도 1은 ATA 인터페이스 표준에 따른 데이터 전송 모드와 전송 속도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도 1에는 PIO, Multi-

word DMA, 그리고 Ultra DMA가 도시되고 있다. 각각의 데이터 전송 모드는 다시 세부적인 여러 가지의 모드들로 구분된

다.

AT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있어서 인터페이스를 위한 클록 신호의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타이밍 마진이

부족해지고 노이즈 레벨이 높아지며, 클록 신호의 라이징 타임이 작아짐에 따라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에서 방사되는

EMI의 영향이 커지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각의 데이터 전송 모드에 맞

추어 관련된 통신 파라메터들의 값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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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내지 도 2b는 Ultra DMA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 타이밍을 보이는 타이밍도이다. 도 2a는 스트로브 신호(STORBE)

의 타이밍을 보이는 것이고, 도 2b는 데이터 신호(DATA)의 타이밍을 보이는 것이다. Ultra DMA에 있어서 스트로브 신호

(STORBE)의 라이징 엣지(rising edge) 및 폴링 엣지(falling edge)에서 데이터가 받아들여진다. 데이터 신호(DATA)의

시작으로부터 스트로브 신호(STROBE)의 라이징 엣지 혹은 플링 엣지까지의 시간을 셋업 타임(set up time, Tsu)라고 하

고, 스트로브 신호(STROBE)의 라이징 엣지 혹은 플링 엣지로부터 데이터 신호(DATA)의 끝까지의 시간을 홀드 타임

(hold time, Th)이라고 한다.

또한, 데이터 신호(DATA)의 라이징 엣지와 스트로브 신호(STROBE)의 라이징 엣지 사이의 시간을 딜레이 타임(delay

time)이라고 한다. 딜레이 타임은 신호 전송의 지연 정도에 따라 설정된다.

AT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을수록 스트로브 신호(STORBE) 및 데이터 신호

(DATA)의 주파수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스트로브 신호(STORBE) 및 데이터 신호(DATA)의 타이밍 마진이 부족해지고

노이즈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

도 3a 내지 도 3b는 클록 신호의 라이징 타임(rising time, Tr)과 고조파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들이

다. 고속통신의 타이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라이징 타임이 빨라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고조파 노이즈가 증가

하게 된다 .

도 3b는 라이징 타임과 고조파와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이는 그래프이다. 도 3b에 있어서 종축은 고조파의 크기를 나타

내며 횡축은 고조파의 주파수(혹은 고조파의 차수)를 나타낸다. f1은 제1고조파를 나타내며 펄스 신호의 폭의 역수로서 나

타내어 진다. f2는 knee point 즉, 고조파의 크기가 40dB/decade 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펄스 신호의 라

이징 타임 tr의 역수로서 나타내어 진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이징 타임이 작을 수록(tr>tr') knee point의 주파수

가 높아지게(f1<f1') 즉, 고조파들이 증가하게 된다.

ATA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기록시에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로 신호를 전송하게 되므

로 호스트 시스템에서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며, 데이터 재생시에는 디바이스에서 호스트 시스템으로 신호를 전송하므로

디바이스에서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게 된다.

도 4는 호스트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의 종래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4에는 ATA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410)와 두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420, 430)가 도시된다. IDE

컨트롤러는 한번에 두개의 드라이브들을 조정할 수 있다. (E-IDE는 4개의 드라이브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나의 ATA 케이블을 통하여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들이 설치되다면, 각각의 드라이브는 마스터(master) 드라이브 혹은

슬레이브(slave) 드라이브로 설정되어져야 한다. 슬레이브 드라이브는 자체의 비활동의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으며 마스터

드라이브에 있는 컨트롤러에 의해 조정되게 된다.

드라이브의 마스터/슬레이브 설정은 드라이브에 설치된 딥 스위치(dip switch)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출원인

에 의해 출원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998-9505(1998. 4. 30 공개)에 개시되는 바와 같이 호스트 컴퓨터에서 설정할

수도 있다.

도 5는 ATA 케이블의 외관을 보이는 것이다. 메인 보드의 IDE 채널과 IDE 장치들을 연결하는 IDE 케이블(리본 케이블)은

40가닥의 ATA-33 과 80가닥의 ATA-66(혹은 100)가 있다. ATA 케이블은 모두 3개의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메인 보드에 연결된다. ATA-66(100)케이블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것들 중에서 메인 보드 커넥터에

서 멀리 있는 것이 마스터 커넥터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슬레이브 커넥터인 반면에 ATD-33 케이블은 반대로 가운데 있는

것이 마스터 커넥터이다.

도 4에 도시된 종래의 통신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드라이브들 및 호스트 컴퓨터는 슬레이브로 접속된 경우에 상응하도록

각각의 통신 파라메터들 즉, 스트로브 신호(STOROBE)의 슬루 레이트(slew-rate), 데이터 신호(DATA)의 슬루 레이트,

딜레이,,,등을 설정한다. 여기서 슬루 레이트는 라이징 타임을 조절하는 파라미터이다. 그 이유는 첫째, 슬레이브로 접속되

어 통신하는 경우에서 전송되는 신호의 품질이 가장 열악하며, 둘째 시스템의 구성상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가장

열악한 환경에 맞추어 통신 파라메터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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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도 4를 참조하면, 마스터 및 슬레이브 드라이브(420, 430)에서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430)로 전송하는 경

우, 마스터 드라이브(420)는 호스트 컴퓨터(410)와 직접 통신하므로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슬레이브 드라이브

(430)는 마스터 드라이브(420)을 통하여 호스트 컴퓨터(410)와 통신하므로 나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이는 호스트 컴퓨터

(410)에서 마스터 및 슬레이브 드라이브(420, 430)로 데이터를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드라이브가 호스트 컴퓨터(410)와 슬레이브로 접속된 모드가 가장 열악한 환경이 되고, 이 환경에 맞추어 통신 파

라메터들을 설정한다. 실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은 드라이브가 호스트 컴퓨터(430)와 단독으로 접속된 경우 즉, 싱글

모드로 접속된 경우이다.

호스트 컴퓨터(410), 마스터 드라이브(420), 그리고 슬레이브 드라이브(430)들은 통신 파라메터가 기록된 테이블들

(410a, 420a, 430a)을 각각 구비한다.

도 6은 데이터 통신 모드에 따른 파라메터 테이블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라메터 테이블은 각

데이터 통신 모드별로 데이터 신호의 슬루 레이트, 스트로브 신호의 슬루 레이트, 그리고 지연 타임 등을 기록하고 있다.

호스트 컴퓨터(410)와 드라이브(420, 430)의 물리적 연결 상태 즉, 마스터로 접속된 모드(마스터 모드)인지 혹은 슬레이

브로 접속된 모드(슬레이브 모드)인지에 따라 통신 파라메터의 최적값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종래의 방법은 이러한 차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슬레이브 모드에 맞추어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 접속 모드에 따

른 최적의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데이터 전송 상태에 따라 슬루 레이트를 가변시키는 기술이 미합중국 특허 US6,249,708호(2002. 8. 6 공개)에 개시

되고 있다. US6,249,708호에 개시된 바에 의하면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에러의 발

생여부를 검출하고, 에러가 발생되면 스위치를 통하여 슬루 레이트를 가변적으로 조절함에 의해 신호의 무결정을 도모한

다. 그렇지만, US6,249,708호에 개시된 것은 주어진 통신 파라메터를 신호의 전송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가변시키는 것

일 뿐 물리적 접속 상태에 따라 적절한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호스트 시스템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주변 기기의 데이터 통신 방법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의 물리

적 접속 상태에 따라 통신을 위한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사이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은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와의 가능한 물리적 접속 상태들 각각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가지는 복수의 테이블들을 구

비하는 과정; 및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와의 통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와의 물리적 접속 상태에 따라 상기 복

수의 테이블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테이블들은 적어도 주변 기기가 마스터로 접속된 모드에 상응하는 마스터 모드 테이블과 주변 기기가 슬레이

브로 접속된 모드에 상응하는 슬레이브 모드 테이블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에 의해 도시되는 바 혹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바에 의해 명백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 7a 및 도 7b는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싱글 모드에 적용한 경우의 파형도 및 EMI 그래프를 보이는 것

이다.

도 8a 및 도 8b는 싱글 모드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싱글 모드에 적용한 경우의 파형도 및 EMI 그래프를 보이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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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및 도 8a의 파형도들에 있어서 스트로브 신호 (702) 및 제1데이터 신호 (704), 그리고 제2데이터 신호 (706)이 도시

된다. 제1데이터 신호(704)와 제2데이터 신호(706)는 반전 관계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ATA 데이터 16비트 중에서 어느

하나의 데이터 비트가 제1데이터 신호(704)가 되고 다른 데이터 비트는 제2데이터 신호(706)가 된다. 제1데이터를 포함

한 15개의 데이터와 제2데이터는 서로 반대로 토글링(toggling)을 시켜 제2데이터가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지게 한다. 이

와 같이 하는 이유는 가장 열악한 신호 무결성 테스트 조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도 7b 및 도 8b의 EMI 그래프에 있어서 종축은 고조파의 크기를 나타내고 횡축은 고조파를 나타낸다. EMI 제한치는 3m

안테나 거리 기준으로 30MHz ~ 230MHz의 저주파 영역에서는 40 dBuV/m이고, 230MHz ~ 1GHz의 고주파 영역에서는

47 dBuV/m이다. 도 b 및 도 8b의 중앙에 보여지는 선(802)이 각 주파수 영역에서의 EMI 제한치를 나타내고 있다.

도 7a 및 도 8a를 비교하면, 슬레이브 모드 및 싱글 모드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들 중에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 각각

8.44 및 8.6, 8.1 및 9.54임을 알 수 있다.

도 7b 및 도 8b를 비교하면, 도 7a의 경우에 비해 도 8b의 경우에서 타원으로 도시한 영역(804) 즉, 약 370MHz 이상의 고

주파 영역에서 고조파의 크기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7b 및 도 8b들은 30MHz ~ 1GHz 사이에서 선형

적인 주파수 분할을 보이고 있다. EMI test에 있어서는 16비트의 데이터 신호가 같이 토글링되는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테

스트를 수행한 결과이다.

즉, 호스트 시스템과의 물리적 모드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들을 적용함에 의해 신호의 무결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 사이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도 9에는

ATA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910)와 두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920, 930)가 도시된다.

호스트 컴퓨터(910), 마스터 드라이브(920), 그리고 슬레이브 드라이브(930)는 각각 복수의 물리적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

들을 구비한다. 호스트 컴퓨터(910)는 마스터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910a) 및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910b)을 구

비한다. 마스터 드라이브(920)는 마스터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820a) 및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920b)을 구비한

다. 또한, 슬레이브 드라이브(930)도 마스터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930a) 및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930b)을 구

비한다.

마스터 드라이브(920)가 호스트 컴퓨터(910)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마스터 드라이브(920)는 마스터 모드

에 적합한 테이블(920a)을 사용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 이에 비해 슬레이브 드라이브(930)가 호스트 컴퓨터

(910)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슬레이브 드라이브(930)는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930b)을 사용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 각각의 드라이브들이 복수의 테이블들을 가지는 것은 각각의 드라이브들이 마스터 모드로도

슬레이브 모드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호스트 컴퓨터(910)는 마스터 드라이브(920)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마스터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910a)를 사용

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고, 슬레이브 드라이브(930)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910b)

을 사용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테이블들은 드라이브 제조시 구비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호스트 컴퓨터(910)는 각각의 드라이브에

대한 최적의 통신 파라메터들을 설정한 테이블이 없을 경우 디폴트로 설정되는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는 흐름도이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는 싱글 모드, 마스터 모드, 그리고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된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함에 있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먼저 호스트 컴퓨터과의 물리적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s1002) 호스트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의 물리적 접속 상태는 호스트 컴퓨터가 부팅될 때 검사

된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자신의 딥 스위치 상태를 점검함에 의해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딥 스위치에 의해 케이

블 셀렉트(cable select) 상태로 설정된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들 간의 통신에 의해 마스터 모드 및 슬레이브 모드

를 확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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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n시 싱글 모드인지를 판단한다.(s1004) s1004과정의 판단 결과 싱글 모드라면 싱글 모드 테이블을 사용하여 통

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s1006)

s1004과정의 판단 결과 싱글 모드가 아니라면 마스터 모드인 지를 판단한다.(s1008) s1008과정의 판단 결과 마스터 모

드라면 마스터 모드 테이블을 사용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s1010)

s1008과정의 판단 결과 마스터 모드가 아니라면 슬레이브 모드 테이블을 사용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s1012)

설정된 통신 파라메터에 의해 호스트 시스템과 통신을 수행한다.(s1014)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컴퓨터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이는 흐름도이다.

호스트 컴퓨터에는 싱글 모드, 마스터 모드, 그리고 슬레이브 모드에 적합한 테이블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호스트 컴퓨터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통신을 함에 있어 호스트 컴퓨터는 먼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의 물리적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s1102)

Power on시 싱글 모드인지를 판단한다.(s1104) s1104과정의 판단 결과 싱글 모드라면 싱글 모드 테이블을 사용하여 통

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s1106)

s1104과정의 판단 결과 싱글 모드가 아니라면 마스터 모드인 지를 판단한다.(s1108) s1108과정의 판단 결과 마스터 모

드라면 마스터 모드 테이블을 사용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s1110)

s1108과정의 판단 결과 마스터 모드가 아니라면 슬레이브 모드 테이블을 사용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한다.(s1112)

설정된 통신 파라메터에 의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통신을 수행한다.(s111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은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장치가 통신할 때 물리적 접속 상태에

따른 최적의 통신 파라메터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호의 무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통

신시 논리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고조파의 EMI를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와의 가능한 물리적 접속 상태들 각각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가지는 복수의 테이블들을 구

비하는 과정; 및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와의 통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과 주변 기기와의 물리적 접속 상태에 따라 상기 복

수의 테이블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2.

디스크 드라이브의 호스트 시스템과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과의 물리적 접속 상태들 각각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가지는 복수의 테이블들을 구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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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시스템과의 통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호스트 시스템과의 물리적 접속 상태에 따라 상기 복수의 테이블들 중의 하나

를 선택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들은 적어도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가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대하여 마스터 드라이브로 접속된 모드에 상응하

는 마스터 모드 테이블과 슬레이브 드라이브로 접속된 모드에 상응하는 슬레이브 모드 테이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들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가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대하여 싱글 드라이브로 접속된 모드에 상응하는 싱글 모

드 테이블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에 기록되는 통신 파라메터는 ATA(ATAPI)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사용되는 스트로브 신호의 슬루 레이트, 데

이터 신호의 슬루 레이트, 그리고 스트로브 신호와 데이터 신호 사이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디스

크 드라이브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6.

디스크 드라이브가 접속되는 호스트 시스템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와의 물리적 접속 상태들 각각에 적합한 통신 파라메터를 가지는 복수의 테이블들을 구비하는 과정;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와의 통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디스크 드라이브와의 물리적 접속 상태에 따라 상기 복수의 테이블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통신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들은 적어도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가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대하여 마스터 드라이브로 접속된 모드에 상응하

는 마스터 모드 테이블과 슬레이브 드라이브로 접속된 모드에 상응하는 슬레이브 모드 테이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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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테이블들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가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대하여 싱글 드라이브로 접속된 모드에 상응하는 싱글 모

드 테이블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에 기록되는 통신 파라메터는 ATA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사용되는 스트로브 신호의 슬루 레이트, 데이터 신호

의 슬루 레이트, 그리고 스트로브 신호와 데이터 신호 사이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시스템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상기 테이블들을 전송받는 과정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통신 파라메터 설정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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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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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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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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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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