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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특히, 여러 상이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개인용 컴퓨터에 인터페이스하는 플래시-메모리 판독
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지털 카메라는 가장 대중적인 전자 장치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에, 종래의 필름 카메라보다 더 많은 디지털 카메
라가 판매되었다. 디지털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는 개인용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어 저장될 수 있다. 디지털 화상은
JPEG와 같은 통상적인 포맷으로 변환되어 이메일 첨부물로 전송되거나 인터넷 상의 가상 포토 앨범으로 전송될 수
있다. 비디오 뿐만 아니라, 스틸 이미지는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캡처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통상적으로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캡처하여 상기 이미지를 고체-상태 메모리 상에 비트(1 및 0)로
서 저장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디지털 카메라용의 가장 통상적인 기억장치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판독, 기록 및 블
럭 소거를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전기적으로-소거 가능한 판독-전용-메모리(EEPROM) 집적 회로 칩을 포함한다.

초기의 디지털 카메라는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 내의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개인용 컴퓨터(PC)로 이미지를 다운로
드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다. 표준 직렬 케이블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직렬 케이블의 제한된
전달 속도 및 큰 크기의 디지털 이미지로 인해, 이러한 직렬 다운로드는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되었다. 직렬 다
운로드는 단지 수십 개의 이미지에 대해 반시간이 족히 소요되도록 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 제조자들은 작은 제거 가능한 카드 상에 플래시 메모리 칩을 위치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플래시-메모리 카드는 필름이 표준 카메라로부터 제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제
거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플래시-메모리 카드는 PC 안의 적절한 슬롯 내로 삽입될 수 있고, 이미지 파일은 PC로
직접 복사된다.

도 1a는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PC로 이미지를 전달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및 어댑터를 도시한 것이다. 사용자는
플래시 메모리 칩(들) 상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는 화상을 디지털 카메라(14)로 포착한다. 플래시 메모리 칩은 콤
팩트플래시(CompactFlash) 카드(16) 내에 저장하는데, 이 카드는 카드-배출 버튼을 누름으로써 디지털 카메라
(14)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콤팩트플래시 카드(16)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다.

몇몇 소형 휴대용 컴퓨터 또는 개인 디지털 보조장치(PDA)가 콤팩트플래시 카드를 수용하는 슬롯을 갖지만, 대부
분의 PC는 이를 갖지 않는다. 랩톱 또는 노트북 PC는 PCMCIA 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PC-카드(PCMCIA, 국제 개
인용 컴퓨터 메모리 카드 협회로 이미 공지됨) 슬롯을 갖는다. 모뎀, 이더넷, 플래시 메모리, 암호화 키, 및 심지어 소
형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많은 기능이 PCMCIA 카드 상에 위치된다.

CF-PCMCIA 어댑터(10)는 콤팩트플래시 카드(16)를 수용하는 개구를 포함하는 수동 어댑터(passive adapter)이
다. 도 1b는 삽입된 콤팩트플래시 카드(16)를 갖는 CF-PCMCIA 어댑터(10)를 도시한 것이다. 이와같은 CF-
PCMCIA 어댑터(10)는 5-10 달러 정도로 판매된다. 콤팩트플래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 소재하는
SanDisk Corp.의 상표이다.

도 1c는 PCMCIA 판독기에 접속된 PC를 도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랩톱 및 노트북 PC는 CF-PCMCIA 어댑터(10)
가 맞춰지는 하나 또는 두 개의 PCMCIA 슬롯 (22)을 포함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미지 파일을 콤팩트플래시 카드
(16)로부터 PC(20)의 하드 디스크로 복사하기만 하면 된다. 고속 병렬 버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달은 고속이며,
대략, 하드 디스크에 액세스하는 것과 동일한 속도이다. 그러므로, 반-시간 직렬-케이블 전달이 5 달러의 CF-
PCMCIA 어댑터에 의해 몇 분 이하로 감소될 수 있다.

데스크톱 PC는 통상적으로 PCMCIA 슬롯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PCMCIA 판독기(12)가 사용될 수 있다.
PCMCIA 판독기(12)는 CF-PCMCIA 어댑터(10)를 수용하고 병렬 또는 고속 범용 직렬 버스(UBS) 케이블을 통하
여 PC(20)에 접속한다.

다중 플래시-카드 포맷

콤팩트플래시 카드 포맷이 1 제곱 인치(inch square) 이상이 아닌 비교적 소형일지라도, 다른 더 소형의 카드가 최
근에 나왔다. 도 2a는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사용된 다양한 포맷의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도시한 것이다. 많은 디지
털 카메라가 여전히 콤팩트플래시 카드(16)를 사용하며, 이 카드는 PC로의 전송을 위해 CF-PCMCIA 어댑터(10)내
로 삽입될 수 있다. 다른 더 작고, 더 얇은 포맷이 나와서 몇몇 제조회사의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
어, 스마트미디어 카드 (SmartMedia card)(24)는 1/2 인치 길이보다 작지만, 수십 개의 이미지에 충분한 플래시 메
모리 용량을 갖는다. 스마트미디어-PCMCIA 어댑터(10)는 60달러에 입수할 수 있다. 어댑터(10) 내의 컨버터 칩으
로 인해 비용이 더 높아졌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카드(24)의 상이한 메모리 용량을 위해 상이한 어댑터(10)가 필요
하다. 스마트미디어는 일본 도쿄에 소재하는 SSFDC Forum의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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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조회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종류의 플래시-메모리 카드는 멀티미디어카드
(MultiMediaCard:MMC)(28) 및 관련된 시큐어 디지털 카드(Secure Digital Card:SD)(26)를 포함한다. MMC는
California, Sunnyvale의 SanDisk Corp.의 상표이지만, SD는 Matsushita Electric Indusrial Co., SanDisk
Corporation, Toshiba Corp를 포함하는 SD 그룹에 의해 제어된다. SONY로부터의 다른 출현 폼 팩터는 메모리 스
틱(18)이다. 메모리 스틱(Memory Stick)은 PCMCIA/플로피 어댑터를 갖지만, MMC는 플로피 어댑터를 갖는다.

카드(24, 26, 28) 및 메모리 스틱(18)의 상이한 물리적인 형태 및 핀 배열은 CF-PCMCIA 어댑터(10)에서 이것들이
사용되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러한 카드(24, 26, 28)는 12개 미만의 핀을 갖지만, 콤팩트플래시 카드
(16)는 50개 이상의 핀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더구나, 더 소형의 카드(24, 26, 28)에서 직렬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사
용되지만, 콤팩트플래시 카드(16)에 의해서는 병렬 데이터 버스가 사용된다.

도 2b는 능동 컨버터 칩을 사용하는 메모리 스틱-PCMCIA 어댑터를 도시한 것이다. 메모리 스틱(18)은 어댑터(15)
및 메모리 스틱이 PC 상의 표준 PCMCIA 슬롯에 플러그되도록 하는 메모리 스틱-PCMCIA 어댑터(15) 내의 개구
에 맞춰진다. 그러나, 어댑터(15)는 내부에 집적 회로(IC) 컨버터 칩(11)을 갖는다. 메모리 스틱(18)의 직렬 데이터
포맷을 68-핀 PCMCIA 슬롯의 병렬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컨버터 칩(11)이 필요할 수 있다. 어댑터
(15)내에 컨버터 칩(11)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컨버터 칩이 없는 수동 어댑터인 CF-PCMCIA과 비교하여, 어댑터
(15)의 가격 및 복잡성이 증가된다.

플래시-메모리 카드 기술에서의 진보가 유용하지만, 카드 포맷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PC로의 인터페이스 요건
의 배열이 혼동된다. 각각의 카드 포맷에 대하여 상이한 어댑터가 필요하다. PCMCIA 카드 판독기(12)는 스마트미
디어 카드 판독기와 같은 다른 포맷의 판독기로 대체될 수 있고, 심지어 PCMCIA 이외에 콤팩트플래시 또는 스마트
미디어를 판독하는 렉사 미디어(Lexar Media)로부터의 범용 판독기와 같은 어떤 멀티-표준 판독기도 이용될 수 있
다.

바람직한 것은 몇 가지 상이한 포맷의 플래시-메모리 카드용 범용 어댑터이다. 스마트미디어, 멀티미디어카드, 시
큐어 디지털, 및 메모리 스틱 카드를 수용하는 어댑터가 바람직하다. 어댑터를 사용하여 임의의 포맷의 카드를 수용
하는 단일 슬롯을 갖는 플래시-카드 판독기가 바람직하다. 플래시 판독기 상의 특정 검출 로직은 많은 플래시-카드
포맷들간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값비싼 컨버터 칩이 필요하지 않은 저가의 수동 어댑터가 바람직하다. PC용
의 다중-포맷 판독기가 바람직하다. PC 없이 플래시 카드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자립형 플래시 판독
기가 또한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단일-슬롯 다중-플래시-카드 판독기는 데이터를 개인용 컴퓨터에 전달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갖
는다. 컨버터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결합된다. 이것은 다중 플래시-카드 인터페이스를 개인용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용된 포맷으로 변환한다. 다중 플래시-카드 인터페이스는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 및 상기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보다 적은 핀을 갖는 소형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콤팩트플래시 커넥터는 컨버터 수단에 결합된다. 이 커넥터는 단일-슬롯 다중-플래시-카드 판독기 내에 단일 슬롯
을 통하여 콤팩트플래시를 수용한다. 콤팩트플래시 커넥터는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 내에 신호를 위하여 콤팩트
플래시 카드와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어댑터는 콤팩트플래시 커넥터 내에 제거 가능하게 삽입하기 위한 물리적인 형태를 갖는다. 상기 어댑터는 콤팩트
플래시 커넥터에 맞춰지는 정합하는 콤팩트플래시 커넥터를 갖는다. 상기 커넥터는 소형의 커넥터를 갖는다. 상기
소형 커넥터는 소형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른 플래시-메모리 카드에 맞춰진다.

어댑터 내의 결선 수단(wiring mean)이 소형 커넥터 및 정합하는 콤팩트플래시 커넥터 사이를 접속시킨다. 이 수단
은 소형 인터페이스 내의 소형 커넥터로부터의 신호를 정합하는 콤팩트플래시 커넥터 내의 신호와 직접 연결시킨
다. 그러므로, 상기 어댑터는 컨버터 수단에 의해 판독될 단일 슬롯을 통하여 소형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른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콤팩트플래시 커넥터 내로 맞춰지도록 한다.

부가적인 양상에서, 결선 수단은 모든 소형 인터페이스로부터의 카드 선택 신호를 콤팩트플래시 커넥터 내의 카드
선택 신호로 연결시킨다. 상기 컨버터 수단은 카드 선택 신호를 감지하기 위하여 결합되는 카드-검출 수단을 포함
한다. 카드 검출 수단은 콤팩트플래시 커넥터 내에 삽입된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존재를 검출한다. 그러므로, 상기
컨버터 수단은 콤팩트플래시 및 다른 소형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른 플래시-메모리의 존재를 검출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PC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플래시 메모리 카드 및 어댑터를 도시한 도면.

도 1b는 콤팩트플래시 카드(16)가 삽입된 CF-PCMCIA 어댑터(10)를 도시한 도면.

도 1c는 PCMCIA 판독기에 접속된 PC를 도시한 도면.

도 2a는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사용된 다양한 포맷의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도시한 도면.

도 2b는 능동 컨버터 칩을 사용하는 메모리 스틱-PCMCIA 어댑터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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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스마트미디어, 멀티미디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및 메모리 스틱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수용하는 범용 콤팩
트플래시 어댑터를 도시한 도면.

도 3b는 콤팩트플래시 폼 팩터로의 능동 어댑터를 통하여 스마트미디어, 멀티미디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및 메모리
스틱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판독하는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를 도시한 도면.

도 4a-e는 콤팩트플래시 판독기 인터페이스의 A1, A0 핀을 사용한 카드-형태 검출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스마트미디어, MMC/SD 및 메모리 스틱에 대한 콤팩트플래시 어댑터로의 핀 맵핑 테이블.

도 6은 플래시-카드 판독기의 다중-슬롯 실시예의 도면.

도 7은 PC 내의 플래시-메모리 판독기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구동 장치공간(drive bay)중 하나에서 플래시-카드 판독기를 갖는 PC 새시(chassis)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몇 가지 포맷을 수용하고 호스트 PC에 접속됨이 없이 제거 가능한 디스크로 이미지
를 복사할 수 있는 자립형 플래시토스터의 도면.

도 10은 플래시-메모리 판독기의 컨버터 칩의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플래시-메모리 카드 판독기에서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다음의 서술은 특정 응용예 및 그 요건에서 제공
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당
업자들은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고, 본원에 규정된 일반적인 원리가 다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
명은 도시되고 서술된 특정 실시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원에 서술된 원리 및 새로운 특성에 적합한 가장 넓
은 범위를 따라야만 한다.

본원의 발명자는 범용 어댑터가 콤팩트플래시 카드 폼 팩터를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나서, 콤팩트플래시 카드를 판독하는 판독기는 콤팩트플래시 어댑터 내로 플러그된 임의의 다른 플래시-메모리 카
드를 판독할 수 있다. 어댑터는 변환 칩이 없는 간단하고, 값이 싼 수동 어댑터이다.

본원의 발명자는 소형 플래시-카드 포맷으로부터 콤팩트플래시로 맵핑하는 핀을 발견하였으며, 이 콤팩트플래시는
어댑터 내로 삽입된 플래시-메모리의 형태를 쉽게 검출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검출은 콤팩
트플래시 판독기에 의한 전자 검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이 카드-형태 검출을 수행
하기 위하여 변경된다. 직렬-병렬과 같은 신호 변환은 어댑터보다는 차라리 콤팩트플래시 판독기에 의해 수행된다.
어댑터 비용은 감소되지만, 콤팩트플래시 판독기 비용은 단지 조금 증가된다.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스마트미디
어, 멀티미디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메모리 스틱 및 콤팩트플래시를 포함하는 다중 플래시-카드 형태를 판독하기
위하여 단일 콤팩트플래시 슬롯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콤팩트플래시 판독기가 다소 크고, 다중 슬롯을 갖는다. 이 실시예에서는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
다. 그 대신에, 각각의 플래시-메모리 카드 포맷 - 스마트미디어, 멀티미디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메모리 스틱, 및
콤팩트플래시를 위한 슬롯에 제공된다. PCMCIA가 부가될 수 있다. 이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USB 케이블에 의하
여 PC로 접속되거나 PC 섀시 내에 위치될 수 있다.

제 3 실시예에서는, 콤팩트플래시 판독기가 PC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자립형 장치이다. R/W CD-ROM과 같은 제거
가능한 디스크 미디어가 포함된다. 플래시-메모리 카드로부터의 이미지는 콤팩트플래시 판독기에 의해 제거 가능
한 디스크로 복사된다. 이미지 변환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누르는 버튼과 같은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사용된
다.

범용, 능동 어댑터-도 3a-b

도 3a는 스마트미디어, 멀티미디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및 메모리 스틱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수용하는 범용 콤팩
트플래시 어댑터를 도시한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14)는 몇 가지 카드 형태중 하나로 존재하는 플래시 메모리 상에
이미지를 저장한다. 콤팩트플래시 카드(16)는 50-핀 커넥터를 사용하여 16-비트 병렬 포맷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전달한다.

스마트미디어 카드(24)는 22-핀 인터페이스를 갖는 소형 플래시-메모리 카드이며 8-비트 병렬 포맷으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스마트미디어 어댑터(30)는 50-핀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 내에서 맞춰지도록 22-핀 스마트미디어 인
터페이스를 변환한다. 스마트미디어 카드(24)가 스마트미디어 어댑터(30) 내로 플러그될때, 이들 둘 모두는 콤팩트
플래시 판독기 상의 콤팩트플래시 슬롯 내로 플러그될 수 있다. 물론, 통상적인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특정 신호
변환이 콤팩트플래시 판독기에 의해 필요로되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 카드(24)를 판독할 수 없다.

멀티미디어 카드(28) 및 시큐어 디지털 카드(26)는 유사한 9-핀 인터페이스를 갖는 플래시-메모리 카드이다. 단일
데이터 I/O 핀을 통하여 직렬 데이터 전달이 사용된다. MMC/SD 어댑터(32)는 멀티미디어카드(28) 또는 시큐어 디
지털 카드 (26)중 하나를 수용하기 위하여 9-핀 커넥터를 가진 개구를 갖는다. 일단, 멀티미디어카드(28) 또는 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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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디지털 카드(26)가 MMC/SD 어댑터 내로 삽입되면, MMC/SD 어댑터(32)는 특정 콤팩트플래시 판독기 상의 콤
팩트플래시 슬롯 내로 삽입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카드 형태를 검출하여 직렬-병렬 변환
을 수행한다.

메모리 스틱(18)은 또한 9-핀, 직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가진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갖지만, 멀티미디어카드(28)
또는 시큐어 디지털 카드(26)보다 가늘고 길다. 메모리 스틱 어댑터(34)는 메모리 스틱(18)을 수용하는 10-핀 커넥
터를 가진 개구를 갖는다. 일단, 메모리 스틱(18)이 삽입되면, 메모리 스틱 어댑터(32)는 특정 콤팩트플래시 판독기
상의 콤팩트플래시 슬롯 내로 삽입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카드 형태를 검출하여 직렬-병
렬 변환을 수행한다.

도 3b는 콤팩트플래시 폼 팩터로의 수동 어댑터를 통하여 스마트미디어, 멀티미디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및 메모리
스틱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판독하는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를 도시한 것이다. 콤팩트플래시 판독기(42)는 콤팩트플
래시 카드(16)를 수용하는 50-핀 커넥터(44)를 가진 개구 또는 슬롯을 갖는다. 제어기 칩(40)은 콤팩트플래시 카드
(16)와 핸드셰이킹(handshaking)을 수행하여 데이터 전달을 수행한다. 콤팩트플래시 판독기(42)는 또한 USB 커넥
터(46)를 통하여 PC에 접속된다. 제어기 칩(40)은 또한 호스트 PC로의 USB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며, 이미지 파일
이 콤팩트플래시 카드(16)로부터 PC로 전달되도록 한다.

다른 종류의 플래시-메모리 카드가 또한 콤팩트플래시 판독기(42)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댑터(34)는
메모리 스틱(18)이 판독되도록 한다. 메모리 스틱 어댑터(34)는 메모리 스틱이 맞춰지는 개구를 갖지만, 메모리 스
틱 어댑터(34) 그 자체는 어댑터(34)가 콤팩트플래시 카드와 동일한 폼 팩터를 갖기 때문에 50-핀 커넥터(44)에 맞
춰진다.

스마트미디어 카드(24)는 또한 스마트미디어 어댑터(30)를 사용하여 콤팩트플래시 판독기(42)에 의해 판독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카드(28) 또는 시큐어 디지털 카드(28)는 MMC/SD 어댑터(32)를 사용하여 판독될 수
있다.

어댑터(30, 32, 34)는 단지 소형 플래시-메모리 카드로부터 50-핀 콤팩트플래시 커넥터로 핀을 접속시키는 수동
어댑터이다. 능동 컨버터 칩이 필요하지 않아서, 가격과 복잡성이 상당히 감소된다.

카드 형태의 검출-도 4a-e

도 4a-e는 콤팩트플래시 판독기에 의한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형태 검출을 상세히 도시한 것이다. 많은 종류의 플
래시-메모리 카드에 대해 동일한 콤팩트플래시 슬롯이 사용되기 때문에, 검출 방법이 유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종류
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가 콤팩트플래시 판독기 내로 삽입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본원의 발명자는 다양한 플래시-메모리 카드로의 인터페이스의 핀을 신중하게 조사하여 형태-검출이 두 개의 어드
레스 핀을 검사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드레스 핀(A0 및 A1)은 50-핀 콤팩트플래시 인터페
이스의 어드레스의 최하위 비트(LSB)이다. 이러한 핀은 통상적으로 콤팩트플래시 카드로의 입력이므로, 콤팩트플
래시 판독기에 의해 구동된다. 판독기가 삽입된 콤팩트플래시 카드로의 A0, A1을 구동시키지 않을때, A0, A1 핀은
플롯팅되거나 풀업 저항 (pullup resistor)에 의해 높게 올라간다.

어드레스 핀은 다른 종류의 플래시-메모리 카드 상에 제공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어드레스 및 데이터가 다중화된
다. MMC/SD 및 메모리 스틱에 대해서, 어드레스는 연속적으로 전송된다. 어댑터를 사용하여, 다른 플래시-메모리
카드로부터의 핀이 콤팩트플래시 핀으로 접속될 수 있다. 핀(A0 및 A1)은 카드의 형태를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스마트미디어에 대하여, 어드레스는 3 또는 4 바이트의 시작 어드레스보다 앞선 특정 제어 시퀀스를 사용함으로
써 전송된다.

도 4a에서, 콤팩트플래시 판독기 인터페이스의 A0, A1 핀이 집중된다. 콤팩트플래시 판독기 내의 컨버터 칩(40)은
통상적으로 커넥터(44) 내로 플러그된 콤팩트플래시 카드를 판독할때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 내의 모든 11 개의
어드레스 핀을 구동시킨다. 콤팩트플래시 카드로부터 A0 핀은 커넥터 컵(56) 내에 플러그되지만, 콤팩트플래시 카
드로부터 A1 핀은 50-핀 커넥터(44)의 커넥터 컵(58) 내에 플러그된다.

카드-형태 검출기(50)는 라인(A0,A1)에 부가된 두 개의 풀업 저항을 갖는다. 저항(52)은 컨버터 칩(40) 및 커넥터
(44) 내에 플러그된 카드 둘 모두가 라인(A0)을 구동시키지 않을때, 라인(A0)을 전력(Vcc)으로 하이(high)로 풀링
한다(pull). 마찬가지로, 저항(54) 라인(A1)이 능동적으로 동작되고 있지 않을때 라인(A1)을 하이로 풀링한다. 검출
모드 동안, 컨버터 칩(40)은 라인(A0, A1)을 구동시키지 않도록 프로그램되며, 그 대신에 검출기 논리로의 입력으
로 사용된다.

도 4b에서, 콤팩트플래시 카드가 카드-형태 검출용 커넥터 내로 삽입된다. 콤팩트플래시 카드(16)는 커넥터(44) 내
에 플러그된다. A0 및 A1이 콤팩트플래시 카드(16)로의 입력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콤팩트플래시 카드(16)에 의해
구동되지 않는다. 검출 모드 동안, 컨버터 칩(40)은 또한 핀(A0, A1)을 구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라인(A0, A1)
은 좌로 플로팅되고 저항(52, 54)에 의해 각각 하이로 풀링된다.

컨버터 칩(40) 내의 검출 논리는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하여 카드-선택 핀(CD0, CD1)을 판독
한다. 새로운 카드가 제공될때, 검출 논리는 입력으로 A0, A1을 판독한다. 입력 둘 모두는 하이이다. 컨버터 칩(40)
내의 논리 회로는 콤팩트플래시 카드가 커넥터(44) 내로 플러그되는 것을 나타낼때, A0, A1의 HH 상태를 인식한
다. 그리고 나서, 컨버터 칩(40)은 검출 모드로 가서 이하의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50-핀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
스를 위한 커넥터(44)로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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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c에서, 멀티미디어카드 또는 시큐어 디지털 카드가 카드-형태 검출을 위하여 커넥터 내로 삽입된다. MMC/SD
카드(28)(도시되지 않음)는 커넥터(44) 내로 플러그되는 MMC/SD 어댑터(32)로 플러그된다.

컨버터 칩(40)은 검출 모드 동안 A1, A0를 구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핀(A1)은 플롯팅하여 저항(54)에 의해 하
이로 풀링된다. 핀(A0)은 MMC 카드에 의해 로우(low)로 구동된다.

삭제

컨버터 칩(40) 내의 검출 논리는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하여 카드 선택 핀(CD0, CD1)을 판독한
다. 새로운 카드가 제공될때, 검출 논리는 입력으로 핀(A0, A1)을 판독한다. A0는 로우이지만, A1은 하이이다. 컨
버터 칩(40) 내의 검출 논리는 MMC 또는 SD 카드가 커넥터(44) 내로 플러그되는 것을 나타낼때, A0, A1의 LH 상
태를 인식한다. 그리고 나서, 컨버터 칩(40)은 검출 모드로 가서 이하의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9-핀 MMC/SD 인
터페이스를 위한 커넥터(44)로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도 4d에서, 스마트미디어 카드가 카드-형태 검출을 위하여 커넥터 내로 삽입된다. 스마트미디어 카드(24)(도시되지
않음)는 커넥터(44) 내로 플러그되는 스마트미디어 어댑터(30) 내로 플러그된다. 어댑터(30)는 핀(A0, A1)을 콤팩
트플래시로부터 스마트미디어 카드 상의 임의의 핀으로 접속시키지 않는다. 어댑터(30)는 핀(A1)을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로부터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 상의 접지 핀에 내부적으로 접속시킨다.

스마트미디어 카드는 어댑터(30)가 핀(A1)을 로우로 구동시킬지라도, 핀(A1, A0)중 하나를 구동시키지 않는다. 마
찬가지로, 컨버터 칩(40)은 검출 모드 동안 핀 (A1,A0)을 구동시키지 않는다. 핀(A0)은 플롯팅하고 저항(52)에 의
해 하이로 풀링된다.

컨버터 칩(40) 내의 검출 논리는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하여 카드-선택 핀(CD0, CD1)을 판독
한다. 새로운 카드가 제공될때, 검출 논리는 입력으로 핀(A0, A1)을 판독한다. A0는 하이인 반면, A1은 로우이다.
컨버터 칩 (40) 내의 검출 논리는 스마트미디어 카드가 커넥터(44) 내로 플러그된다는 것을 나타낼때, A0, A1의
HL 상태를 인식한다. 그리고 나서, 컨버터 칩(40)은 검출 모드로 가서 이하의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22-핀 스마
트미디어 인터페이스를 위한 커넥터(44)로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도 4e에서, 메모리 스틱 카드가 카드-형태 검출을 위하여 커넥터 내로 삽입된다. 메모리 스틱 카드(18)(도시되지 않
음)는 커넥터(44) 내로 플러그되는 메모리 스틱 어댑터(34) 내로 플러그된다.

컨버터 칩(40) 내의 검출 논리는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하여 카드-선택 핀(CD0, CD1)을 판독
한다. 새로운 카드가 제공될때, 검출 논리는 입력으로 핀(A0, A1)을 판독한다. 핀(A0, A1) 둘 모두는 로우이다. 컨
버터 칩 (40) 내의 검출 논리는 메모리 스틱 카드가 커넥터(44) 내로 플러그된다는 것을 나타낼때, A0, A1의 LL 상
태를 인식한다.

핀 맵핑-도 5

도 5는 스마트미디어, MMC/SD 및 메모리 스틱에 대한 콤팩트플래시 어댑터로의 핀 맵핑 테이블이다. 스마트미디
어, MMC/SD 및 메모리 스틱에 대한 소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핀 번호가 도시되지 않고, 임의로 순서화되거나 지정
될 수 있다. 어댑터는 소형 인터페이스 상의 적절한 핀을 도 5에 나타낸 콤팩트플래시 핀 번호에 연결시킨다. 개별적
인 와이어, 평면 케이블, 인쇄-회로 보드(PCB) 또는 결합 선과 같은 간단한 결선이 사용될 수 있다.

소형 인터페이스 상의 접지 핀은 콤팩트플래시 핀(1 및 50)에 접속된다. 전력 핀은 콤팩트플래시 핀(13, 38)에 접속
된다. 핀(25,26)은 어댑터가 모든 소형 인터페이스 상의 카드-검출 신호에 접속하는 콤팩트플래시를 위한 카드 검
출 신호이다.

콤팩트플래시 커넥터는 콤팩트플래시 카드로의 16-비트 병렬 데이터 버스를 위하여 핀(2-6, 21-23, 27-31 및
47-49)을 사용한다. 핀(8, 10-12 및 14-20)은 별도의 11-비트 어드레스 버스를 형성한다. 별도의 데이터 및 어드
레스 버스는 콤팩트플래시 카드의 고속 랜덤 어드레싱을 제공한다. 다른 제어 신호는 6 개 핀 즉, 32 칩 인에이블,
핀(9) 출력 인에이블, 핀(36) 기록 인에이블, 인러럽트 핀(37), 리셋 핀(41) 및 레지스터(register)(REG) 핀(44)을
포함한다. REG 핀(44)은 CF 동작 모드, 즉 PCMCIA I/O모드, IDE 또는 PCMCIA 메모리 모드를 토대로 규정된 특
성 메모리 선택이다. 50-핀 인터페이스 내의 몇 개의 핀은 접속되지 않는다.

소형 스마트미디어 인터페이스는 또한 8 비트의 병렬 데이터 버스를 갖는다. 이것들은 콤팩트플래시 D0:7 신호를
배합하기 위하여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의 핀 2-6 및 21-23으로 맵핑된다. 별도의 어드레스 버스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어드레스 및 데이터는 다중화된다. 래치 인에이블, 기록 인에이블 및 보호, 출력 인레이블 및 즉석 핸드셰
이크를 위한 제어 신호는 제어 신호중 하나이다. 출력 인에이블-OE 및 기록 인에이블-WE은 콤팩트플래시 인터페
이스의 동일한 기능 핀(9,, 36)으로 맵핑된다. 스마트미디어 인터페이스 내의 핀의 총수는 22이다.

메모리 스틱 및 MMC/SD 플래시-메모리-카드 인터페이스는 병렬 데이터 또는 어드레스 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
문에, 여전히 작다. 그 대신에, 직렬 데이터 핀(DIO)를 통하여 직렬로 데이터가 전달되며, 이것은 핀(19)(A1)으로 맵
핑된다. 데이터는 핀(18) 상의 클럭(SCLK)에 대한 동기화로 클럭된다. 명령 신호(CMD 또는 BS)는 핀(20)(A0)을
사용한다. MMC/SD 및 메모리 스틱 인터페이스는 단지 6 개의 핀 더하기 전력 및 접지만을 필요로한다.

컨버터 칩(40) 내의 검출 회로는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하여 카드-선택 핀(CD0, CD1)을 판독
한다. 새로운 카드가 제공될때, 검출 논리는 카드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입력으로 핀(A0, A1)을 판독한다.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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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결선 및 카드의 동작과 함께, 도 4의 풀업 저항은 A0, A1이 어댑터에 의해 로우로 풀링되는지 또는 풀업 저
항에 의해 하이로 풀링되는지를 결정한다.

다중-슬롯 다중-플래시-카드 판독기-도 6

도 6은 플래시-카드 판독기의 다중-슬롯 실시예의 도면이다. 도 3b의 단일-슬롯 실시예가 물리적인 디자인이 가장
소형이지만, 단일 슬롯보다는 차라리 각각의 형태의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위한 별도의 슬롯을 갖는 다소 큰 플래
시-카드 판독기가 제조될 수 있다. 이것으로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플래시 판독기(42) 내에 네 개의 커넥터: 콤팩트플래시 카드(16)에 맞춰지는 50-핀 콤팩트플래시 커넥터(62), 멀티
미디어카드(28) 또는 시큐어 디지털 카드(16)에 맞춰지는 9 핀 MMC/SD 커넥터(64), 스마트미디어 카드(24)에 맞
춰지는 22-핀 스마트미디어 커넥터(66) 및 메모리 스틱(18)에 맞춰지는 10-핀 메모리 스틱 커넥터(68)가 제공된
다.

네 개의 커넥터(62, 64, 66, 68) 각각은 그들의 신호를 컨버터 칩(40)으로 라우팅한다. 컨버터 칩(40)은 플래시-메
모리 카드가 커넥터(62, 64, 66, 68)중 하나 내로 삽입될때 이를 검출하고 상기 카드 형태에 대응하는 도 5의 핀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삽입된 카드로부터 파일을 판독하기 위하여 재구성된다.

컨버터 칩(40)은 플래시-메모리 카드와 핸드셰이킹을 수행하여 직렬 또는 병렬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
양한 루틴을 실행한다. 데이터는 버퍼링되고 나서, USB 커넥터(46)를 통하여 호스트 PC(20)로 전송된다. 컨버터
칩(40)은 데이터를 호스트 PC(20)로 전달하기 위하여 적절한 USB-인터페이스 신호를 발생시킨다.

플래시 판독기(42) 내에 별도의 슬롯을 가진 별도의 커넥터(62, 64, 66, 68)를 가짐으로써 카드-카드 전달이 허용된
다. 예를 들어, 메모리 스틱(18)으로부터의 이미지 또는 다른 파일은 커넥터(68) 내로 삽입된 메모리 스틱으로부터
직렬 데이터를 판독하고 병렬로 변환하며 커넥터(62) 및 콤팩트플래시 카드(16)로 기록하는 컨버터 칩(40)에 의해
콤팩트플래시 카드(16)로 전달될 수 있다. 커넥터(62, 64, 66, 68) 내의 플래시-메모리 카드 각각은 운영 시스템에
의해 e:,f:,g: 및 h:와 같은 상이한 구동 문자를 할당받을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플래시 판독기(42)는 USB 케이블을 통하여 호스트 PC(20)에 접속하는 외부 하우징 내에 포함된다.
물론, IEEE 1394 파이어와이어와 같은 다른 케이블 및 인터페이스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

PC 내의 플래시 판독기-도 7

도 7은 PC 내의 플래시-메모리 판독기를 도시한 것이다. 네 개의 슬롯 및 네 개의 커넥터가 플래시 판독기(42) 내에
제공된다. 50-핀 콤팩트플래시 커넥터 (62)는 콤팩트플래시 카드(16)에 적합하고, 9-핀 MMC/SD 커넥터(64)는 멀
티미디어카드(28) 또는 시큐어 디지털 카드에 적합하며, 22-핀 스마트미디어 커넥터(66)는 스마트미디어 카드(24)
에 적합하고, 10-핀 메모리 스틱 커넥터(68)는 메모리 스틱(18)에 적합하다.

네 개의 커넥터(62, 64, 66, 68) 각각은 그들의 신호를 컨버터 칩(40)으로 라우팅한다. 컨버터 칩(40)은 플래시-메
모리 카드가 커넥터(62, 64, 66, 68)중 하나 내로 삽입될때 이를 검출하고 상기 카드 형태에 대응하는 도 5의 핀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삽입된 카드로부터 파일을 판독하기 위하여 재구성된다. 커넥터(62, 64, 66, 68) 내의 플래시
-메모리 각각은 운영 시스템에 의해 e:,f:,g: 및 h:와 같은 상이한 구동 문자를 할당받을 수 있다.

컨버터 칩(40)은 플래시-메모리 카드와 핸드셰이킹을 수행하여 직렬 또는 병렬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
양한 루틴을 실행한다. 데이터는 버퍼링되고 나서, 내부 USB 버스를 통하여 PC(20) 내의 CPU(21)로 전송된다. 컨
버터 칩(40)은 데이터를 CPU(21)로 전달하기 위하여 적절한 USB-인터페이스 신호를 발생시킨다.

도 8은 구동 장치공간(drive bay)중 하나 내에 플래시-카드 판독기를 갖는 PC 섀시를 도시한 것이다. PC(20)는 사
용자 또는 제조자가 하드 및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CD-ROM와 DVD 드라이브, 및 테이프 드라이브와 같은 주변
장치를 삽입하도록 하는 몇 개의 구동 장치공간을 갖는 새시 또는 케이스에 의해 둘러쌓인다. HDD 베이(72)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지만, FDD 베이(74)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USB, ATA 또는
마더보드 상의 다른 확장 버스 커넥터 내로 삽입된 카드에 케이블에 의해 접속된다.

플래시 판독기(42)는 구동 장치공간중 하나 내에 삽입된다. 네 개의 슬롯이 전방으로 향하며, 플로피 디스크가 FDD
장치공간(74) 내의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내로 삽입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플래시 판독
기(42) 내로 삽입하도록 한다.

플래시 판독기(42)는 상점에서 구매된 카드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설치되거나 주문자 생산 방식(OEM) 또는 소매상
에 의해 사전-설치될 수 있다. 사용자는 많은 상이한 포맷의 플래시-메모리 카드가 플래시 판독기(42)에 의해 판독
됨으로 인하여, 카메라에 의해 사용된 플래시-카드의 형태에 상관없이, 디지털 카메라로부터의 디지털 이미지를 쉽
게 전달할 수 있다.

플래시토스터-도 9

도 9는 몇 가지 포맷의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수용하여 호스트 PC에 접속되지 않고 이미지를 제거 가능한 디스크
에 복사할 수 있는 자립형 플래시토스터의 도면이다. 디지털 사진가는 자신의 PC가 항상 근처에 있지는 않다. 여분
의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여 디지털 카메라에서 교환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플래시-메모리 카드는 특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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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이미지가 포착될때 다소 값이 비싸다. 특히 PC로부터 떨어져 길게 여행하는 동안, 사용자는 플래시-메
모리 카드의 용량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플래시토스터(80)는 네 개의 슬롯을 가지며 네 개의 커넥터가 플래시토스터 (80) 내에 제공된다. 50-핀 콤팩트플래
시 커넥터(62)는 콤팩트플래시 카드(16)에 적합하고, 9-핀 MMC/SD 커넥터(64)는 멀티미디어카드(28) 또는 시큐
어 디지털 카드에 적합하며, 22-핀 스마트미디어 커넥터(66)는 스마트미디어 카드(24)에 적합하고, 10-핀 메모리
스틱 커넥터(68)는 메모리 스틱(18)에 적합하다.

네 개의 커넥터(62, 64, 66, 68) 각각은 그들의 신호를 컨버터 칩(40)으로 라우팅한다. 컨버터 칩(40)은 카드 선택
라인(CD0, CD1)을 감지함으로써 플래시-메모리 카드가 커넥터(62, 64, 66, 68)중 하나 내로 삽입될때 이를 검출하
고 상기 카드 형태에 대응하는 도 5의 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삽입된 카드로부터 파일을 판독하기 위하여 재구
성된다.

컨버터 칩(40)은 플래시-메모리 카드와 핸드셰이킹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직렬 또는 병렬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
양한 루틴을 실행한다. 데이터는 버퍼링되고 나서, USB 커넥터(46)를 통한 호스트 PC(20) 또는 제거 가능한 대량
기억장치(70)중 하나로 전송된다. 컨버터 칩(40)은 데이터를 호스트 PC(20)에 전달하기 위하여 적절한 USB-인터
페이스 신호를 발생시킨다. 컨버터 칩(40)은 또한 제거 가능한 대량 기억장치(70)를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데, 이 신호는 플래시-메모리 카드로부터 판독된 이미지 데이터가 제거 가능한 디스크(76)로 기록되도록 한다. 제거
가능한 디스크(76)는 표준 또는 고-밀도 플로피 디스켓, 테이프 드라이브, 기록 가능한 CD-R/W 디스크, 또는
Oakdale, Minnesotka의 Imation에 의한 LS120, Roy, UT의 Iomega Corp.에 의한 ZIP 드라이브와 같은 다른 사유
미디어(proprietary media)일 수 있다.

커넥터(62, 64,, 66, 68) 내의 플래시-메모리 카드 각각은 운영 시스템에 의해 e:,f:,g: 및 h:와 같은 상이한 구동 문
자를 할당받을 수 있다. 제거 가능한 대량 기억장치(70)가 또한 구동 문자를 할당받을 수 있다.

플래시토스터(80)가 호스트 PC(20)에 부착되지 않을때, 이미지 파일은 여전히 제거 가능한 대량 기억장치(70)에 복
사될 수 있다. 플래시토스터(80)는 여행시에 사용자에 의해 유지될 수 있고, 사용자가 제거가능한 디스크(76)로 이
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제거 가능한 디스크(76)는 통상적으로 플래시-메모리 카드보다 훨씬 큰 용량을
가지기 때문에, 호스트 PC(20)로 액세스할 수 없을때, 많은 사진을 포착할 수 있다. 플래시토스터(80)는 배터리 파
워 또는 자신의 AC 컨버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플래시토스터(80)는 발광 다이오드(LED)(78) 및 버튼(79)을 포함하는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커넥터(62, 64, 66, 68)중 하나로 삽입하고, 제거 가능한 디스크(76)가 제거 가능한
대량 기억장치(70) 내로 삽입될때, 사용자는 버튼(79)을 누른다. 이것은 제어기 칩(40)을 동작하게 하며, 이 칩은 커
넥터(62, 64, 66, 68)중 어느 것이 삽입된 메모리 카드를 갖는지를 결정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거 가능한 대량 기억
장치(70)에 복사한다. LED(78)는 복사 과정 동안 깜빡거리고, 복사가 완료된때 불켜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램
되거나, 그 반대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복사 과정의 간단한 시각적 표시를 제공한다. 에러는 부
가적인 LED램프 또는 다른 깜빡거리는 장치 또는 색으로 표시될 수 있다.

컨버터 칩-도 10

도 10은 플래시-메모리 판독기를 위한 컨버터 칩의 도면이다. 컨버터 칩 (40)은 플래시-메모리 카드 커넥터 및
USB 인터페이스에 접속되는 I/O 핀을 판독 및 기록하도록 프로그램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이크로-제어기
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몇 가지 상이한 제어 및 전달 루틴이 RAM/ROM(94) 내로 기록되어 프로그램된다. 그리고
나서, CPU(92)는 이러한 루틴을 수행한다. 고-레벨 스케닝 루틴은 플래시-메모리 카드가 삽입될때 감지될 수 있
다. 그리고 나서, CPU(92)는 그 형태의 플래시-메모리 카드에 특정된 다른 루틴의 실행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전달 및 핸드셰이킹 서브-루틴이 호출될 수 있다.

범용 입-출력 GPIO(99)는 컨버터 칩(40)의 외부 I/O 핀을 구동시키거나, 컨버터 칩(40)의 입력 핀 상의 논리-레벨
또는 전압을 판독하는 레지스터 또는 I/O 포트를 제공한다. CPU(92)는 커넥터(62, 64, 66, 68)로부터 컨버터 칩
(40)의 I/O 핀에 결합되는 제어 신호에 의해 기록되는 GPIO(99) 내의 레지스터를 기록할 수 있다. 플래시-메모리
카드로의 제어 신호는 GPIO(99) 내의 그 제어 신호에 대하여 레지스터로 1 또는 0을 기록함으로써 하이 또는 로우
로 스위칭될 수 있다.

타이머(96)는 필요한 양의 시간을 위한 제어 신호를 나타내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제어 신호는 특정 수의 마이크
로초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CPU(92)는 GPIO(99) 내의 레지스터에 1을 기록하여 타이머(96)들 내의 한 타이머를
작동시킨다. 타이머(6)는 특정 시간이 경과할때 CPU(96)로 인터럽트를 전송하거나, CPU (92)가 특정 시간이 경과
되는때를 결정하기 위하여 타이머를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폴링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CPU(92)는
GPIO(99) 내의 레지스터로 0 기록하여, 제어 신호가 1에서 0으로 전이되도록 할 수 있다.

시프터(shifter)(98)는 커넥터(64, 68)로부터의 데이터 및 클럭 신호에 접속된다. 데이터가 플래시-메모리 카드로
부터 판독될때, 클럭은 데이터 전달을 동조시키기 위하여 펄스화된다. 시프터(98)는 각각의 클럭 펄스에 대하여 1
비트(직렬) 또는 워드(병렬) 데이터로 클럭한다. 순환 잉여 검사(CRC)는 에러를 검출하기 위하여 데이터 상에서 수
행될 수 있다. CPU(92)는 에러가 검출될때 플래시-메모리 카드로부터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시프터(98)에 의해 판독되며 RAM/ROM(94) 내의 버퍼에 저장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내부 버스(90)를 통하여 전송
된다. 이후에, CPU(92)는 이 데이터를 RAM/ROM (94)으로부터 USB 인터페이스(100)로 전달하기 위하여 루틴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USB 인터페이스는 상기 데이터를 외부 USB 링크를 통하여 호스트 PC로 전송한다.
제거 가능한 대량 기억장치가 제공될때, GPIO(9)로부터의 I/O 핀중 어떤 것은 제거 가능한 대량 기억장치에 접속하
거나, 별도의 디스크 제어기가 제어기 칩(40) 상에 포함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476817

- 8 -



본 발명의 장점

플래시-메모리 카드용 범용 어댑터는 여러 상이한 포맷의 카드를 수용한다. 상기 어댑터는 스마트미디어, 멀티미디
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및 메모리 스틱 카드를 수용한다. 단일 슬롯을 갖는 플래시-카드 판독기는 어댑터를 사용하
여 임의의 포맷의 카드를 수용한다. 플래시 판독기 상의 특정 검출 논리는 많은 플래시-카드 포맷들 사이를 구별한
다. 저-비용 수동 어댑터는 값비싼 컨버터 칩이 필요없다. 다중-포맷 판독기는 PC와 함께 사용하는데 이상적이다.
그러나, 자립형 플래시 판독기는 PC 없이 플래시 카드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미디어의 준비(포맷 및 삭제 동작)가 이 판독기를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범용 어댑터는 콤팩트플래시 카드 폼 팩터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나서, 콤팩트플래시 카드를 판독하는 판독
기는 콤팩트플래시 어댑터 내에 플러그된 임의의 다른 플래시-메모리 카드를 판독할 수 있다. 어댑터는 간단하고,
변환 칩이 없는 값이 싼 수동 어댑터이다.

소형 플래시-카드 포맷으로부터 콤팩트플래시로의 전술한 핀 맵핑은 어댑터 내로 삽입된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형
태를 쉽게 검출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플래시-메모리 카드의 형태를 검출하는 것은 콤팩트플래시 판독기에 의해
전자 검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이 카드-형태 검출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경된다.
직렬-병렬과 같은 신호 변환은 어댑터에 의해서 보다는 차라리 콤팩트플래시 판독기에 의해서 수행된다. 어댑터 비
용은 감소되지만, 콤팩트플래시 판독기 비용은 단지 조금 증가된다.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스마트미디어, 멀티미
디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메모리 스틱 및 콤팩트플래시를 포함하는 다중 플래시-카드 형태를 판독하기 위하여 단
일 콤팩트플래시 슬롯을 사용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

몇 가지 다른 실시예가 발명자에 의해 고려된다. 스마트 카드와 같은 상이한 플래시-카드 포맷이 지원될 수 있고, 다
중-카드 플래시 판독기 내에 도시된 네 개 정도의 슬롯이 포함될 수 있다. 단일-슬롯 콤팩트플래시 판독기에 대한
새로운 플래시 포맷을 위하여 다른 어댑터가 사용될 수 있다. 이 슬롯에 맞추기 위하여 제어 버스, 클럭, 데이터 버스
및 어드레스 버스를 필요로하는 임의의 장치가 디자인될 수 있다. 이와같은 장치의 예는 DSL 모뎀, 지문 안전 장치,
축소형 하드 디스크 등을 포함한다(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이 개인용 컴퓨터 PC 호스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서술되었지만, 호스트는 또한 iMAC 또는 G3과 같은 애플
컴퓨터일 수 있다. 상기 호스트는 또한 SUN 컴퓨터, 또는 USB 또는 ID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임의의 호스트 컴
퓨터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팜 컴퓨터와 같은 개인 휴대 단말기(PDA) 또는 USB 성능을 갖는 셀 전화와 같은 다
른 휴대용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라는 용어는 디지털 이미지가 종종 플래시-메모리 카드로부터 판독되고 나서, PC로 기록되
기 때문에, 간소함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PC 또는 다른 플래시-메모리 카드로부터
파일을 판독할 수 있고 플래시-메모리 카드로 파일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실제로 판
독기/기록기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다소 크며, 다중 슬롯을 갖는다. 어댑터는 이 실시예에서 필요하지 않다.
그 대신에, 각각의 플래시-메모리 카드 포맷-스마트미디어, 멀티미디어카드, 시큐어 디지털, 메모리 스틱 및 콤팩트
플래시를 위한 슬롯이 제공된다. PCMCIA 슬롯이 또한 부가될 수 있다. 이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또한 USB 케이
블에 의해 PC로 접속되거나, PC 새시 내에 위치될 수 있다.

제 3 실시예에서, 콤팩트플래시 판독기는 PC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자립형 장치이다. R/W CD-ROM과 같은 제거 가
능한 디스크 미디어가 포함된다. 플래시-메모리 카드로부터의 이미지는 콤팩트플래시 판독기에 의해 상기 제거 가
능한 디스크 미디어로 복사된다. 이미지 전달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인터페
이스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상기 설명과 해설을 위하여 제공된다. 본 발명이 서술된 형태에 제한되고 국한되지 않아야만 한
다. 상기 내용에 의해 다양한 변경 및 변화가 행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가 이 상세한 서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포맷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로서,

제 1 포맷을 따르는 카드 슬롯;

상기 카드 슬롯에 접속되며, 카드가 삽입될 때 상기 카드상의 카드 선택핀들을 판독함으로써 카드의 제 2 포맷을 결
정하기 위한 검출 로직; 및

상기 검출 로직 및 상기 카드 슬롯에 접속되며, 상기 카드를 수용하고 상기 카드의 와이어들과 상기 카드 선택핀들
을 결합시키기 위한 결선 어댑터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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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포맷은 콤팩트플래시(C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포맷은 CF, 멀티미디어 카드(MMC), 시큐어 디지털(SD), 스마트미디어, 및 메모리 스틱을 포함하는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선택핀들은 제 1 카드 선택핀 및 제 2 카드 선택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
독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포맷이 상기 CF이면 상기 제 1 및 제 2 카드 선택핀들은 하이(High)이고,

상기 제 2 포맷이 상기 MMC 또는 상기 SD이면 상기 제 1 카드 선택핀은 로우(Low)이고 상기 제 2 카드 선택핀은
하이이며,

상기 제 2 포맷이 상기 스마트 미디어이면 상기 제 1 카드 선택핀은 하이이고 상기 제 2 카드선택핀은 로우이며,

상기 제 2 포맷이 상기 메모리 스틱이면 상기 제 1 및 제 2 카드 선택핀은 로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선 어댑터는 상기 카드 슬롯을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제 1 커넥터와 상기 입력된 카드를 인터페이싱하기 위
한 제 2 커넥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선 어댑터는 수동 어댑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카드 선택핀과 상기 검출 로직 사이에 접속된 제 1 풀-업 레지스터; 및

상기 제 2 카드 선택핀과 상기 검출 로직 사이에 접속된 제 2 풀-업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풀업 레지스터들은 제 2 포맷에 의한 핀이 존재하지 않을때 상기 카드 선택핀들을 하이로 구동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9.

다중-포맷 플래시메모리 카드 판독기로서,

콤팩트플래시 카드 슬롯;

상기 콤팩트플래시 카드 슬롯에 접속되며, 상기 카드 슬롯에 삽입된 카드로부터의 핀들을 콤팩트플래시 포맷으로
맵핑하는 컨버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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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버터와 상기 카드 슬롯에 접속되며, 상기 카드가 삽입될 때 카드의 포맷을 결정하고, 상기 콤팩트플래시 포
맷의 A0핀에 대응하는 제 1 핀 및 상기 콤팩트플래시 포맷의 A1핀에 대응하는 제 2 핀을 검사하여 상기 카드의 포
맷을 결정하는 검출 로직을 포함하는 플래시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는 만약 상기 포맷이 콤팩트플래시가 아니면 어댑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어댑터는 수동 어댑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A0핀과 상기 컨버터 사이에 접속된 제 1 풀-업 레지스터; 및

상기 A1핀과 상기 컨버터 사이에 접속된 제 2 풀-업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
드 판독기.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A0핀과 상기 A1핀이 모두 하이이면 상기 포맷은 콤팩트 플래시이고,

상기 A0핀이 로우이고 상기 A1핀이 하이이면 상기 포맷은 멀티미디어 카드(MMC) 또는 시큐어 디지털(SD)이고,

상기 A0핀이 하이이고 상기 A1핀이 로우이면 상기 포맷은 스마트 미디어이고,

상기 A0핀과 상기 A1핀이 모두 로우이면 상기 포맷은 메모리 스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
기.

청구항 14.

다중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로서,

제 2 포맷의 카드를 수용하기 위한 제 1 포맷의 카드 슬롯;

상기 카드로부터 상기 카드 슬롯으로 와이어들을 맵핑하고 상기 카드상의 상기 와이어들을 카드 선택핀들과 결합시
키는 수동 결선 어댑터; 및

상기 카드 슬롯에 접속되며, 상기 카드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고, 상기 카드상의 상기 카드 선택핀들을 검사함
으로써 상기 카드의 상기 제 2 포맷을 결정하는 검출 로직을 가지는 컨버터를 포함하는 다중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
독기.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포맷은 콤팩트플래시(C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포맷은 CF, 멀티미디어 카드(MMC), 시큐어 디지털(SD), 스마트미디어, 및 메모리 스틱을 포함하는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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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버터는 다중 플래시 카드 포맷들을 상기 제 1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플래시 메모리 카
드 판독기.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포맷은 상기 제 1 포맷 보다 적은 수의 핀들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
기.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결선 어댑터는 더 적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가 상기 카드 슬롯에 맞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중 플래시 메모리 카드 판독기.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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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요약

플래시-메모리-카드 판독기(42)는 콤팩트플래시(16), 및 소형 스마트미디어 (24), 멀티미디어카드(28), 시큐어 디
지털(26) 및 메모리 스틱(18)을 포함하는 다중 형태의 플래시-메모리 카드(16, 18, 24, 28, 26)를 판독하고 기록한
다. 컨버터 칩(40)은 호스트 개인용 컴퓨터(PC)(20)로 전달하기 위한 상이한 카드 신호를 변환한다. 직렬-병렬 데
이터 변환은 병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는 콤팩트플래시를 제외한, 직렬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는 소형 카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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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에 대하여 수행된다. 단일 슬롯(22)은 콤팩트플래시 카드(16) 또는 수동 어댑터(30, 32, 34)를 위한 50-핀 커넥터
를 갖는다. 수동 어댑터는 소형 플래시 카드(30, 34, 32)에 맞춰지는 소형 커넥터 및 콤팩트플래시(16, 28, 24, 18)
폼 팩터를 갖는다. 수동 어댑터는 소자가 없지만, 소형 커넥터를 콤팩트플래시 커넥터(62, 64, 66, 68)로 간단하게
결선한다. 핀 맵핑은 콤팩트플래시 인터페이스의 LSB 어드레스 핀을 감지함으로써 카드-형태를 검출하도록 한다.
큰 콤팩트플래시 판독기(42)는 각각의 카드 형태에 대한 다중 슬롯(44)을 갖는다. 판독기(42)는 케이블(46)에 의하
여 PC로 연결되거나, 구동 장치공간의 PC 섀시 내에 위치된다. 자립형 판독기(42)는 이미지를 플래시-메모리 카드
(16)로부터 제거 가능한 디스크 미디어로 복사한다.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전달이 시작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어댑터, 커넥터, 판독기, 슬롯, 케이블

도면

도면1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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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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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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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d

도면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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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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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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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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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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