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098625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G11B 20/04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98625

2004년11월20일

(21) 출원번호 10-2004-7009541

(22) 출원일자 2004년06월18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4년06월1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SG2002/000086 (87) 국제공개번호 WO 2003/102788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2년05월13일 (87) 국제공개일자 2003년12월11일

(71) 출원인 트렉 2000 인터네셔널 엘티디.

싱가포르 508769 로양 인더스트리얼 이스테이트 #07-13/14/15 로양웨이 30

(72) 발명자 푸텡핀

싱가포르 508769 로양 인더스트리얼 이스테이트 #07-13/14/15 로양웨이 30 c/o 트렉 2

000 인터네셔널 엘티디.

(74) 대리인 김영철

이준서

김 순 영

심사청구 : 있음

(54)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데이타를 압축 및압축 해제하기 위한 시스템 및 장치

요약

USB 포트, IEEE 1394(즉, 파이어와이어) 또는 이와 유사한 포트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에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휴대

용 메모리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휴대용 메모리 장치는, 데이타를 압축 및 압축 해제할 수 있는 압축/압축 해제 엔진

을 포함한다. 개인용 컴퓨터 또는 다른 호스트 플랫폼에 있는 데이타는 상기 엔진에 의해 압축되어 상기 휴대용 메모

리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압축된 데이타는 상기 엔진에 의해 검색되고 압축 해제되어 사용자의 이용을 위해 상기

개인용 컴퓨터에 전송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더 큰 양의 데이타에 액세스하고 비교적 소형인 장치에 

더 큰 양의 데이타를 저장하도록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한 시스템 및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압축, 압축 해제

명세서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 참증

본 출원은 본 발명의 양수인이 각각 소유하는 다음의 미국 특허출원들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 미국 특허출원의 내용

은 본 명세서에 그대로 원용되어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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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DATA STORAGE DEVICE CAPABLE OF BEING DIRECTLY CONNECTED VIA USB PLUG TO A

COMPUTER' 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출원 제 09/803,173호; 'PORTABLE DATA STORAGE DEVICE HAVING SE

CURE MODE OF OPERATION' 이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출원 제 09/803,157호; 'A PORTABLE DEVICE HAVING

BIOMETRICS-BASED AUTHENTICATION CAPABILITIES' 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출원 제 09/898,365호; 및 'A 

PORTABLE DEVICE HAVING BIOMETRICS-BASED AUTHENTICATION CAPABILITIES' 라는 명칭의 미국 특

허출원 제 09/898,310호.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 데이타의 저장 분야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 명은 휴대용 메모리 장치에 저장되는 데이

타의 압축(compression) 및 압축 해제(decompression)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때때로 '키 체인(key chain)' 메모리 장치 또는 (본 발명의 양수인의 상표에 해당하는) 썸드라이브(Thumbdrives TM

)라고 부르는 휴대용 메모리 장치는, 소형의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이다. 이 장치는 사업, 교육 및 가정용 컴퓨팅에 

널리 이용되는 일종의 필수적인 컴퓨터 주변 장치가 된다. 이 장치는 개인용 컴퓨터(PC),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 자기 디스크, 또는 컴팩 디스크(CD) 등의 다른 데이타 저장 장치에 비하여 매우 작다. 실제, '키 체인' 메모리 장치라

는 이름은 열쇠(키; key)와 비슷한 크기를 갖는 장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메모리 장치는 PC 

등의 특정 호스트 플랫폼(host platform)에 영구적으로 꼭 맞게 제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휴대용 메모리 장치는, 

적절한 연결 포트(예컨대, USB 포트 등의 시리얼 버스 포트(serial bus port) 또는 IEEE 1394 포트('파이어와이어(Fi

rewire)'))를 갖는 임의의 컴퓨터에 편리하게 부착되고 그 컴퓨터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휴대

용 데이타 저장 장치는 사용자로 하여금 달리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컴퓨터들 간에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게 해준

다. 이러한 장치는 비휘발성 고체상 메모리(예컨대,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 매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타를 액세스

하기 위한 구동부(moving part) 또는 기계적인 구동 메카니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동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휴 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는 자기 디스크 및 CD 등의 표면 저장 장치(surface storage devices)보다 더 소형으로 제

조될 수 있다. 또한, 구동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디스크 및 CD에 비하여, 훨씬 더 빠르게 메모리에 쓰고 메모리로부터

읽을 수 있다. 또한,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는 자기 디스크보다 휠씬 더 높은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바, 1.4 메

가바이트(megabytes)를 갖는 자기 디스크에 비하여 256 메가바이트에 이르는 저장 용량을 보유한다.

휴대용 메모리 장치에 데이타를 저장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크기(size)를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더 

큰 양의 데이타를 저장할 수 없음으로 인해 이러한 장치의 사용이 제한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로 하여금 종래 기술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더 큰 양의 데이타를 휴대용 메모리 장치

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제조회사로 하여금 메모리의 물리적 크기 및 

이에 따른 장치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이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될 데이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한다. 이

에 더하여, 본 발명은 제조회사로 하여금 장치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타의 양을 감소시키 않고서도 그 장치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상기 목적 및 다른 목적은, USB 포트, IEEE 1394(즉, 파이어와이어) 또는 이와 유사한 포트를 통해 PC 등의 호스트 

플랫폼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휴대용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장치는 플래시 메모리, 

읽기 용 기억 장치(롬; 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램; RAM), USB 콘트롤러, 및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상기 휴대용 메모리 장치는, 데이타를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메모리로부터 검색할 때 데이타를 압축/압축 해

제하기 위해, 데이타 압축 및 압축 해제 엔진을 포함한다.

상기 휴대용 메모리 장치(Thumbdrive TM )는 개인용 컴퓨터(PC)의 USB 포트에 삽입된 USB 커넥터에 의해 PC 등

의 호스트 플랫폼에 연결된다. 상기 휴대용 메모리 장치에 저장될 데이타는 상기 PC에 의해 데이타 패킷의 형태로 상

기 휴대용 메모리 내의 활성 버퍼(working buffer)에 전송된다. 상기 압축 엔진은 상기 버퍼로부터 상기 데이타를 검

색하여 데이타의 각 패킷을 압축한다. 압축된 데이타 패킷은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데이타를 검색하기 위

해, 상기 압축 및 압축 해제 엔진은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상기 데이타를 검색하여 이를 압축 해제한다. 상기 압축

해제 엔진은 상기 압축 해제된 데이타를 상기 활성 버퍼에 위치시키고, 그 후 상기 데이타는 상기 호스트 플랫폼에 전

송된다.



공개특허 10-2004-0098625

- 3 -

통상적으로, 상기 압축/압축 해제 소프트웨어는 롬에 위치하고, 실행을 위해 마이크로 콘트롤러로 로드(laod)된다. 다

른 실시예에서, 상기 압축/압축 해제 엔진은 상기 휴대용 장치 내의 ASIC 칩 내에 존재한다.

상기 휴대용 장치의 상기 압축/압축 해제 특징은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상기 사용자는 데이타를 저장하지만 

그것이 압축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사용자는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고, 원하는 바에 따

라 압축 특징을 인에이블(enable)/디스에이블(disable)한다. 상기 압축 특징을 디스에이블함으로써, 데이타가 저장되

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다음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의해 분명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메모리 장치의 기능 블록 및 그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호스트 플랫폼이 상기 휴대용 메모리 장치에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데이타가 전송되고, 압축되어 상기 휴대용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는 휴대용 메모리 장치의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압축된 데이타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도시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 완전하게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 설명하는 실시예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실

시예들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실제,

본 발명은 본 실시예의 변형, 수정 및 균등물에 미치며, 이러한 변형, 수정 및 균등물은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한정되

는 본 발명의 범 위 및 사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수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은 해당 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다른 예에서, 잘 알려진 방법, 공정, 구성요소 및 회로들에 대해서는, 본 발

명을 불필요하게 불명확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메모리 장치 및 시스템의 기능 불록 및 그 구성 및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

도이다. 도 1은,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 포트, IEEE 1394(즉, 파이어와이어) 또는 이와 유

사한 포트 커넥터(40)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 등의) 호스트 플랫폼(195)의 USB 포트 (또는 유사한 포트; 192)에 연결

된 휴대용 메모리 장치(움켜진 주먹 안에 넣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소형 장치; 100)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상기 연결은 와이어 또는 케이블 인터커넥션 없이 이루어진다. 호스트 플랫폼(195)은 휴대용 장치(100) 내에 

위치한 전력 공급 회로(150)에 연결된다. 전력 공급 회로(150)는 호스트 플랫폼(195)로부터 전력을 끌어내어 휴대용 

장치(100)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전원의 역할을 한다.

계속해서 도 1을 참조하면, 휴대용 메모리 장치(100)는 마이크로 콘트롤러(160), 플래시 메모리(180) 및 데이타 압축

/압축 해제 엔진(190)를 포함한다. 마이크로 콘트롤러(160)는 또한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

서, 활성 버퍼(165)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내에 위치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활성 버퍼(165)는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외부에 (예컨대, RAM(110)에) 위치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활성 버퍼는 16 킬로바이트의 용량을 가진다.

데이타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압축/압

축 해제 엔진(190)은 휴대용 장치(100) 내의 비휘발성 메모리(110)에 저장된 펌웨어(firmware)로 구현된다. 다른 실

시예에서, 데이타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마이크로 콘트롤러(160)의 일부로서 구현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마이크로 콘트롤러(160)로부터 분리된 프로세서로 구현된다. 다시 말해서, 본 발명의 범

위 내에서,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휴대용 장치(100)의 특정 위치에만 존재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이 위치할 위치는 설계상의 선택이므로, 본 발명이 이용될 수 있는 다른 응용 분야들에 적합하도록 설

계상의 융통성을 제공해 준다.

데이타가 호스트 플랫폼(195)으로부터 휴대용 메모리 장치(100)로 전송된 후에, 데이타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데이타를 압축한다. 이 데이타는 USB 버스를 따라 통과하는 데이타 패킷의 형태로 전송된다. 데이타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활성 버퍼(165)로부터 데이타를 검색하고(통상적으로, 한번에 하나의 섹터), 이 데이타를 압축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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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데이타는 원래 크기의 50 %로 압축된다. 따라서, 512 바이트의 데이타 패킷은 256 바이

트로 압축된다. 압축 후, 상기 데이타는 플래시 메모리(180)에 저장된다. 또한,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플래시 

메모리(180)에 저장된 데이타를 압축 해제하여, 그 데이타를 호스트 플랫폼(195)에 전송한다.

본 실시예에서, 휴대용 장치는 USB 장치 콘트롤러(130)를 포함하는데, 이 USB 장치 콘트롤러(130)는 USB 호스트 

콘트롤러(197)를 내부에 포함하는 USB 호환용 PC 등의 호스트 플랫폼(195)과 휴대용 장치(100) 간의 통신을 제어

하는 역할을 한다.

계속해서 도 1을 참조하면, 휴대용 장치(100)는 또한, 휘발성 메모리(120) 및 비휘발성 메모리(110)도 포함한다.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 휘발성 메모리(120)는, 동작시 마이크로 콘트롤러(160)에 대한 활성 메모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램던 액세스 메모리(램; RAM)이다. 본 실시예에서 비휘발성 메모리(110)는 읽기용 기억 장치(롬; ROM)이며, 휴대용 

장치(100)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펌웨어를 저장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휴대용 메모리 장치(100)는 쓰기 보호 스위치(write-protect switch; 170)을 포함한다. 이 쓰기

보호 스위치는, 활성화될 때, 마이크로 콘트롤러(160)로 하여금 플래시 메모리(180)에의 쓰기 액세스(write-access)

를 디스에이블하게 한다. 쓰기 보호 스위치(170)는,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과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컨대, 쓰기 보호 스위치(170)는 소프트웨어(예컨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펌

웨어)에 의해, 또는 마이크로 콘트롤러(160)의 일부로서, 또는 마이크로 콘트롤러(160)로부터 분리된 프로세서 유닛

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쓰기 보호 스위치(170)는 사용자에 의해 수동식으로 동작하는 수동식 스위

치일 수도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60)는, USB 장치 콘트롤러(130), 롬(1

10) 및 램(120)을 포함하는, 휴대용 장치(100)의 다양한 구성요소 (그리고, 그 내부에 저장된 펌웨어 코드의 실행)를 

제어한다.

선택적으로, 휴대용 장치(100)는 USB를 통해 다른 USB 호환용 장치(들)을 휴대용 장치(100)에 연결시키는 데에 사

용될 수 있는 편리한 특징부로서 제공될 수 있는 USB 포트(도시되지 않음)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구동 소프트웨어(도시되지 않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도시되지 않음) 및 감시(monitoring) 소프트웨어(도시되지 않음)가 호스트 플랫폼(195)에 존재하고 USB 호스

트 콘트롤러(197)와 통신하여 휴대용 장치(100)의 동작을 용이하게 한다.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의 구조(architecture)는 'A Portable Device Having Biometrics-Based Authentication C

apabilities' 라는 명칭으로 2001년 7월 3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제 09/898,365호 및 'Portable Data Storage D

evice Capable of Being Directly Connected Via USB Plug to a Computer' 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출원 제 09/803

,173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 2는 사용자가 휴대용 장치(100)를 호스트 플랫폼(195)에 연결하고(단계 205) 휴대용 장치(100)에 데이타를 저장

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단계 205에서, 호스트 플랫폼(195)에 연결되자 마자, 휴대용 장치(100)는 초기화 절차(initialization procedure)를 

받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상기 초기화 절차는 호스트 플랫폼(195)과의 통신을 설정하는 단계와 호

스트 플랫폼(195)이 휴대용 장치(100)에의 연결을 인식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호스트 플랫폼(195)은 USB 호

스트 콘트롤러(197)에 요청 패킷(request packet)을 송신함으로써 휴대용 장치(100)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한다. US

B 호스트 콘트롤러(197)는 USB 포트(192)를 통해 USB 커넥터(140)에 패킷을 전송한다. 그 후, 휴대용 장치(100)는

플래시 메모리(180)으로부터 또는 플래시 메모리(180)로 데이타를 압축하고 압축 해제하는 것과 함께 읽기(reading)

, 쓰기(writing) 또는 소거(erasing) 등의 다양한 동작을 수행한다.

단계 210에서, 호스트 플랫폼(195)은, 플래시 메모리(180)에 데이타를 쓰도록 하는 요청을, 쓰기 명령의 형태로 휴대

용 메모리 장치(100)에 송신할 수 있다. 단계 215에서, USB 콘트롤러(130)는 쓰기 명령을 수신한다. 쓰기 명령은 통

상, 이후에 저장될 데이타 패킷의 수를 지시한다.

도 3은, 데이타가 상기 휴대용 장치에 전송되어 압축되고 플래시 메모리(180)에 쓰일(기입될) 때 일어나는 동작의 흐

름도를 나타낸다. 호스트 플랫폼(195)은 제 1 데이타 패킷을 USB 콘트롤러(130)에 전송한다(단계 303). 일 실시예에

서, USB 2.0 표준(USB 2.0 standard)에 따르면, 각 데이타 패킷은 하나의 섹터에 상당하는 양이거나 512 바이트이

다. 다른 실시예에서, USB 표준 1.1에 따르면, 각 데이타 패킷은 64 바이트이다.

USB 콘트롤러(130)는 호스트 플랫폼(195)로부터 데이타 패킷을 수신한다(단계 305). USB 콘트롤러(130)는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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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을 활성 버퍼(165)에 전송한다(단계 310).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활성 버퍼(165)는 최대 16 킬로바이트의 데이

타를 수용할 수 있다. 활성 버퍼(165)가 최대 용량에 도달하여 추가적인 데이타를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데이타 패킷은 거절되고 마이크로 콘트롤러(160)는 상기 거절된 데이타 패킷이 수신되지 않았음을 지시하는 부

정 응답(negative acknowledgement; NAK) 통신을 호스트 콘트롤러(195)에 송신한다(단계 312 및 313). 그 후에, 

호스트 콘트롤러(195)는 거절된 데이타 패킷을 재전송한다(단계 303). 이러한 패킷 거절 및 재전송 과정은, 활성 버

퍼(165)가 추가적인 데이타 패킷을 수신할 수 있게 될 때(단계 314)까지 계속된다.

마이크로 콘트롤러(160)는 데이타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을 실행한다(단계 315).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활

성 버퍼(165)에 저장된 데이타 패킷들에 대해 선입 선출(First In/First Out) 방식으로 동작하다. 이에 따라, 데이타 

패킷들은, 활성 버퍼(165)에 먼저 저장된 패킷이 먼저 압축되어 플래시 메모리(180)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활성 버퍼

(165)에 저장된 순서로 압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데이타는 원래 크기의 50% 로 압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USB 2.0 표준 상에서 동작할 때, 압축 엔진(190)은 데이타의 한 섹터(512 바이트)를 동시에 압축하도록 동작한다

. 다른 실시예에서, USB 1.1 표준 상에서 동작할 때, 압축 엔진(190)은 64 바이트의 데이타를 동시에 압축하도록 동

작한다. 압축된 데이타는 플래시 메모리(180)에 저장된다(단계 325).

메모리 매핑(mapping)은 마이크로 콘트롤러(160)에 의해 제어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호스트 플랫폼(및 사용자)

는, 데이타가 압축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 지 못한다. 호스트 플랫폼에게는, 데이타가 압축되지 않는 것처럼(즉, 섹터

당 512 바이트의 비압축 데이타인 것처럼) 플래시 메모리(180) 내의 섹터를 채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 1 섹

터에 쓰여진 압축된 데이타는 호스트 콘트롤러에게는 하나의 섹터 전체를 채우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상기 데

이타는 512 바이트로부터 256 바이트로 압축되어, 만약 압축되지 않았더라면 필요했을 섹터 공간의 절반(half)에 저

장된다. 따라서, 제 2 데이타 패킷도, 512 바이트로부터 256 바이트로 압축된 후에, 제 1 섹터에 저장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제 1 섹터에 저장된 제 2 데이타 패킷은, 호스트 콘트롤러에게는, 제 2 섹터에 저장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마

찬가지로, 제 2 섹터에 저장된 제 1 데이타 패킷은 제 3 섹터에 저장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제 2 섹터에 저장된 제 2 

데이타 패킷은 제 4 섹터에 저장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통상, 표준 2 비트 에러 검출 및 1 비트 교정(correction) 메카니즘이 사용된다.

다른 데이타 패킷이 더 있다면, 호스트 콘트롤러(195)는 그 데이타 패킷을 USB 콘트롤러(130)에 전송한다(단계 335

및 303). 데이타 압축 엔진(190)은 활성 버퍼(165)에 저장된 추가적인 데이타 패킷을 계속해서 압축한다(단계 320). 

더 이상 압축될 데이타 패킷이 없을 때, 상기 데이타 압축 및 저장 세션은 종료된다.

도 4는 휴대용 메모리 장치(100)의 메모리(180)로부터 데이타를 검색하여 이를 압축 해제하는 단계들을 나타낸다.

단계 410에서, 사용자는 휴대용 장치(100)를 호스트 플랫폼(195)에 연결한 다. 단계 410에서, 호스트 플랫폼(195)에

연결되자 마자, 휴대용 장치(100)는 전술한 초기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호스트 플랫폼(195)은, USB 호스트 콘트롤

러(197)에 요청 패킷을 송신함으로써 휴대용 장치(100)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한다. USB 호스트 콘트롤러(197)는 US

B 포트(192)를 통해 USB 커넥터(140)로 패킷을 전송한다.

호스트 플랫폼(195)은,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데이타를 읽도록 하는 요청을, 읽기 명령의 형태로 휴대용 장치(100)에

송신할 수 있다(단계 420). USB 콘트롤러(130)는 읽기 명령을 수신한다(단계 425). 읽기 명령은 플래시 메모리(180)

내의 데이타의 위치와 읽혀질 될 데이타 패킷의 수를 지시한다. 호스트 플랫폼(195)은 데이타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

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기 읽기 명령은, 호스트 플랫폼(195)이 특정 섹터에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

섹터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데이타를 요청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제 1 섹터의 후반부에 

저장되어 있는 제 2 데이타 패킷은, 호스트 콘트롤러(195)에게는 제 2 섹터에 저장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마찬가지

로, 제 2 섹터에 저장된 제 1 데이타 패킷은 제 3 섹터에 저정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제 2 섹터에 저장된 제 2 데이타 

패킷은 제 4 섹터에 저장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호스트 플랫폼(195)의 데이타 요청은, 실제로는 제 1 섹터의

후반부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데이타 패킷이 제 2 섹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지시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

크로 콘트롤러(160)는, 요청된 데이타를 플래시 메모리(180)로부터, 그 데이타가 저장되었던(단계 325) 방법에 따라,

검색하도록 동작한다.

단계 430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160)는 데이타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을 실행한다.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

은 요청된 데이타 패킷을 플래시 메모리(180)으로부터 검색한다(단계 445).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데이타를 

압축 해제한다(단계 447). 압축 해제된 데이타는 활성 버퍼(165)로 전송된다(단계 450). 압축 해제된 데이타는 USB 

콘트롤러(130)에 전송된다(단계 455). 단계 460에서, 데이타 패킷은 호스트 플랫폼(195)의 메모리(예컨대, 램)에 전

송된다.

데이타 압축/압축 해제 엔진(190)은, 요청된 모든 데이타가 압축 해제되어 호스트 플랫폼(195)에 전송될 때까지, 계

속해서 플래시 메모리(180)로부터 데이타를 검색하고 압축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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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는, 호스트 플랫폼(195)은 플래시 메모리(180)에 저장된 데이타의 디렉토리를 읽도록 하는 요청을 휴대용 장

치(100)에 송신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호스트 플랫폼(195) 상에서 디렉토리를 보고 사용자가 플래시 메모리(1

80)로부터 어느 데이타를 검색하고 싶어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것일뿐이다.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수많은 다른 변형례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본 발명은 이하의 청구항에 의해서만 한정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는 이에 맞는 USB 커넥터를 구비하여 상

기 커넥터를 통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상기 저장 장치는,

제 1 저장 용량을 가진 플래시 메모리; 및

데이타 압축 엔진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압축 엔진은,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상기 제 1 저장 용량을 초과하도록 상기 플래시 메모리 내에 

저장될 데이타를 압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장치의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타를 압축 해제할 수 있는 데이타 압축 해제 엔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데이타가 압축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는 원래 크기의 50 퍼센트로 압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의 용량은 100 % 만큼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압축 엔진을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

청구항 7.
(a)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를 USB 커넥터를 통해 호스트 플랫폼의 통신 포트에 직접 연결하는 단계;

(b) 상기 휴대용 저장 장치 상에 있는 데이타 압축 엔진을 실행하는 단계;

(c) 호스트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타를 압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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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압축된 데이타를 상기 휴대용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압축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데이타가 압축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압축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단계는 상기 데이타를 원래 크기의 50 퍼센트로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압

축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의 용량을 100% 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압축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압축 엔진을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압축 방법.

청구항 12.
휴대용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타를 압축 해제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를 USB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의 통신 포트에 연결하는 단계;

(b) 상기 휴대용 저장 장치 상에 있는 데이타 압축/압축 해제 엔진을 실행하는 단계;

(c) 압축된 데이타를 상기 휴대용 데이타 저장 장치의 상기 메모리로부터 검색하는 단계;

(d) 상기 데이타를 압축 해제하는 단계; 및

(e) 상기 데이타를 상기 호스트 플랫폼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압축 해제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상기 압축 엔진을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압축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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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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