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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호스트컴퓨터에 USB 및 UFI 방식으로 간단히 인식 및 구동되고, 플래쉬 메모리의 용량확장이 용이함과 더

불어 데이터 쓰기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된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UF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호스트컴퓨터의 USB 포트에 접속되고 USB 표준을 지

원하는 이동형 저장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형 저장장치는 상기 호스트컴퓨터의 USB 포트에 물리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USB 콘넥터; 상기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비휘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플래쉬 

메모리; USB 및 UFI 방식에 따른 소정 동작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저장부 및; 상기 프로그램저장부의 동작프로

그램을 근거로 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되며, 상기 프로그램저장부의 동작프로그램

은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헤더블록정보를 검사/갱신하기 위한 메모리 처리블록, 상기 호스트컴퓨터로 UFI 드라이버 

로딩을 위한 장치 및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인식 처리블록, 상기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

송되는 UFI 명령별로 소정 UFI 응답패킷을 생성하여 호스트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UFI 처리블록을 포함하여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의 구성을 간략히 나타낸 블록구성도.

도 2 및 도 3은 종래 NAND 타입 플래쉬 메모리의 데이터 쓰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외관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

도 5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구성도.

도 6 내지 도 10은 UFI 응답패킷의 패킷구조를 나타낸 데이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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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호스트컴퓨터와 USB 플래쉬 드라이브간의 인터페이스 연결구조와 프로그램 계

층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도 12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동작 및 제어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호스트컴퓨터, 11 : USB 포트,

12 : USB 호스트 콘트롤러, 21 : USB 콘넥터,

22 1 ~22 n : 플래쉬 메모리, 23 : 디코더,

24, 110 : 프로그램저장부, 25 : 프로세서,

120 : 제어부, 121 : USB 콘트롤러,

122 : SMC 콘트롤러, 123 : 마이크로 프로세서,

130 : 토글스위치, 140 : LED.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쉬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호스트컴퓨터에 USB(Universal Serial B

us)와 UFI(USB Floppy Interface) 방식으로 간단히 인식 및 구동되고, 플래쉬 메모리의 용량확장이 용이함과 더불어

데이터 쓰기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된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및 그 제

어방법에 대한 것이다.

종래 하드디스크와 같은 고정형 저장장치를 보조하는 이동형 저장장치로는 플로피디스크, CD 롬, 집드라이브(ZIP D

RIVE) 디스켓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이동형 저장장치의 경우 각각 이용되는 호스트컴퓨터에 별도의 드라이

브(Drive)를 구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플로피디스크의 경우 저장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이용이 저조하며, CD 롬

의 경우 대용량을 지원하나 디스크 표면이 쉽게 손상되는 등 보관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대용량의 저장용량을 지원하는 플래쉬 드라이브(Flash Drive)등 플래쉬 메모

리를 이용한 이동형 저장장치가 개발되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이는 호스트컴퓨터와의 접속이 용이하고,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보장하도록 주지된 USB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USB 표준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컴팩 등이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를 발전시키고자 제안한 컴퓨터장치

의 포트규격으로 주변장치 접속시 호스트컴퓨터의 재부팅을 요구하지 않으며, 예컨대 12Mb/s 이상의 빠른 전송속도

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미국특허 제6,148,354호[Architecture for a univeral serial bus-based PC flash disk]와 제6,012,103호[Bu

s interface system and method] 및 대한민국 특허공개 제2001-35042호[USB 인터페이스와 플래쉬 메모리를 사

용한 이동식 저장장치]에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의 구성과 버스인터페이싱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도 1은 종래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의 구성을 간략히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도 1에서 참조번호 10은 USB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운영체제가 구비된 호스트컴퓨터로서, 도 1에서 참조번호 1

1은 USB 기반의 주변장치와 물리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USB 포트이고, 12는 USB 포트(12)에 접속되는 주변장치를 

감지하고 USB 표준에 따라 호스트컴퓨터(10)와 주변장치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제어하는 USB 호스트 콘트롤러이다.

도 1에서 참조번호 13은 호스트컴퓨터(10)의 하드디스크등 내부 저장수단이고, 상기 저장수단(13)에는 호스트컴퓨

터(10)의 운영체제(OS)와 소정 클라이언트 드라이버가 설치된다. 상기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는 후술할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제조사로부터 제공된다. 그리고 호스트컴퓨터(10)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는 상기 운영체제

와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의 동작루틴에 따라 장치 전반을 제어하게 된다.

도 1의 호스트컴퓨터(10)는 개인용컴퓨터, 서버장치, 이동통신단말기등 내부 저장수단에 운영체제가 탑재된 각종 컴

퓨터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운영체제는 예컨대 윈도우 95, 98, ME, XP, MAC OS 등 USB 표준 프로토

콜이 구비되는 범용 운영체제를 이용하게 된다.

상기 운영체제는 호스트컴퓨터(10)에 접속된 주변장치를 인식하여 해당 드라이버를 로딩하고, 주변장치에 USB 버스

주소와 시스템자원을 할당하며, USB 표준에 따라 USB 호스트 콘트롤러(12)를 동작시키게 된다.

그리고 도 1의 상기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는 상기 운영체제에 의해 로딩되어 USB 포트(11)에 접속된 후술하는 USB 

플래쉬 드라이브를 구동준비 시키고,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내부 저장수단에 구비되는 펌웨어(Firmware)와 호환

되어 그 동작을 위한 각종 구동명령을 실행시키게 된다.

도 1에서 참조번호 20은 호스트컴퓨터(10)의 USB 포트(11)에 접속되어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호스트컴퓨터(10)를 통해 임의적 으로 데이터를 기입, 독취, 삭제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구비된 US

B 플래쉬 드라이브이다.

도 1에서 참조번호 21은 호스트컴퓨터(10)의 USB 포트(11)에 물리적으로 접속되는 USB 콘넥터이고, 22는 호스트

컴퓨터(1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부로서, 이는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인 적어도 하나의 플래쉬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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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22 1 ~22 n )를 구비한다. 상기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는 NOR 타입과 NAND 타입의 두 가지 종류가 있

으며, USB 플래쉬 드라이브(20)의 경우 대용량, 저가격의 NAND 타입 플래쉬 메모리를 사용한다.

도 1에서 참조번호 23은 후술하는 프로세서로부터 입력되는 소정 메모리 주소정보를 디코딩(Decoding)하여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를 선택적으로 구동시키는 칩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디코더이고, 24는 USB 플래쉬 드라이브(20)

의 구동프로그램, 즉 펌웨어가 저장된 프로그램저장부이며, 25는 상기 프로그램저장부(24)의 구동프로그램에 따라 U

SB 플래쉬 드라이브(20)의 동작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프로세서이다.

이하 상기한 구성으로 된 종래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호스트컴퓨터(10)의 USB 포트(11)에 USB 플래쉬 드라이브(20)가 접속되어 USB 플래쉬 드라이브(20)로 동작

전원이 공급되면, 도 1의 프로세서(25)는 프로그램저장부(24)의 동작프로그램에 따라 메모리부(22)의 플래쉬 메모리

(22 1 ~22 n )를 초기화한다.

그리고 도 1의 프로세서(25)는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의 장치식별정보 요구에 따라 제조사ID 및 제품ID가 포함된 

소정 장치 디스크립터(Device Descriptor)정보를 호스트컴퓨터(10)로 전송하여 USB 플래쉬 드라이브(20)의 동작시

작을 알리게 된다. 상기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는 호스트컴퓨터(10)가 USB 플래쉬 드라이브(20)를 인식하기 위한 기

본정보로서 USB 표준에 따른 정보이다.

그리고 호스트컴퓨터(10)는 USB 호스트 콘트롤러(12)를 통해 상기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수신한 후, 운영체제에 

구비/설치된 주변장치 드라이버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제조사ID와 제품ID에 대응되는 드라이버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

인하게 된다.

이때 USB 플래쉬 드라이브(20)의 드라이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도 1의 호스트컴퓨터(10)는 운영체

제의 동작루틴에 따라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로딩(Loading)함과 아울러 USB 버스주소와 시스템자원을 할당하여 U

SB 플래쉬 드라이브(20)의 구동을 준비하게 된다.

한편 USB 플래쉬 드라이브(20)의 드라이버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호스트컴퓨터(10)는 모니터(

도시되지 않음)등 표시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의 설치요구를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제조사로

부터 제공된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 호스트컴퓨터(10)는 상기한 과정에 따라 USB 버스주소와 시스

템자원을 할당하여 USB 플래쉬 드라이브(20)를 구동준비시키게 된다.

이후 이용자는 호스트컴퓨터(10)를 조작하여 USB 플래쉬 드라이브(20)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기저장된 데이터를 

독취, 삭제 또는 호스트컴퓨터(10)로 복사하는 동작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호스트컴퓨터(10)의 운영체제 및 클라이

언트 드라이버와 USB 플래쉬 드라이브(20)의 동작프로그램은 상호 연동되어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데이터

기입/독취/삭제 동작시 그 동작루틴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 USB 플래쉬 드라이브(20)의 경우 최초 구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호스트컴퓨터(10)에 제조사의 클라

이언트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며, 이동형 저장장치의 특성상 이용자가 사용하는 호스트컴퓨터(10)가 여러대인 경우 

일일히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된다.

또한 USB 플래쉬 드라이브(20)에 사용되는 NAND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경우 데이터 '쓰기', '읽기' 명령 

수행시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읽거나 써야하며, 임의 페이지에 데이터를 쓰기 전에

는 미리 해당 페이지가 속하는 블록의 전체 페이지를 삭제한 후, 데이터를 써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블록0 부터 블록3 까지 검은색으로 도시된 N 개의 페이지에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경우

블록1과 블록2의 모든 페이지는 이전 데이터에 덥어 쓰기가 되므로 단순히 블록 전체를 삭제한 후, 데이터를 쓰면 되

지만 블록0과 블록3의 경우 보존되어야 할 페이지들(P1)이 각각 존재하게 된다.

결국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블록0과 블록3의 경우 데이터 삭제 전에 원본블록내 모든 페이지를 소정 임시영역에 복사

한 후(ST301), 원본블록내 모든 페이지를 삭제하게 된다(ST302). 그리고 임시영역에 저장된 보존대상 페이지들을 

다시 원본블록의 해당 메모리 주소에 복원한 후(ST303), 페이지 단위로 기입대상 데이터를 써야하며(ST304), 상기

한 과정(ST301~ST304)은 각각 블록0과 블록3의 기입대상 페이지수 만큼 이루어지게 된다.(ST305)

따라서 종래 NAND 타입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데이터 쓰기방법에 의하면 데이터 쓰기속도가 현저히 느려

지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또한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데이터 '쓰기', '읽기' 등 동작수행시 호스트컴퓨터(10) 또는 USB 플래쉬 드라이

브(20)의 오동작에 의해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FAT(File Allocation Table)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호스트컴퓨터(10)의 치료프로그램(예컨대, 윈도우의 스캔디스크)이나 제조사로부터 제공된 소정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상된 FAT을 다시 포맷해야 하는 바, 프로그램 조작이 어려운 컴퓨터 초보자의 경우 그 

문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게 된다.

또한 종래 USB 플래쉬 드라이브(20)는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로 칩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디코더(23)가 하드웨

어로 고정되어 있는 바,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추가설치가 용이하지 못하며, 생산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

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별도의 클라이언 트 드라이버 없이도 호스트컴퓨터에 USB

와 UFI 방식으로 간단히 인식 및 구동되고, 플래쉬 메모리로의 데이터 쓰기속도를 향상시키며, 플래쉬 메모리의 용량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된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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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는 UF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호스트컴퓨터

의 USB 포트에 접속되고 USB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형 저장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형 저장장치는 상기 호스트컴퓨

터의 USB 포트에 물리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USB 콘넥터; 상기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비휘발적으

로 저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플래쉬 메모리; USB 및 UFI 방식에 따른 소정 동작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저장

부 및; 상기 프로그램저장부의 동작프로그램을 근거로 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되

며, 상기 프로그램저장부의 동작프로그램은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헤더블록정보를 검사/갱신하기 위한 메모리 처리

블록, 상기 호스트컴퓨터로 UFI 드라이버 로딩을 위한 장치 및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인

식 처리블록, 상기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송되는 UFI 명령별로 소정 UFI 응답패킷을 생성하여 호스트컴퓨터로 전송

하기 위한 UFI 처리블록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플래쉬 메모리는 NAND 타입 플래쉬 메모리이며, 상기 호스트컴퓨터와 USB 표준에 따라 데

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기 위한 USB 콘트롤러와, SMC 인터페이스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SMC 인터페이스와, 상기 USB 콘트롤러 및 SMC 콘트롤러에 접속되어 상기 프로그램저장부의 동작프로

그램과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송되는 UFI 명령을 근거로 상기 USB 콘트롤러와 SMC 콘트롤러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FAT 정보 손실시 로우레벨포맷 동작을 키조작하기 위한 토클스위치를 추가로 

구비하며, 상기 프로그램저장부는 상기 토클스위치의 스위칭조작 횟수가 소정 횟수 이상인 경우 상기 플래쉬 메모리

의 0번 블록을 삭제하기 위한 포맷처리블록을 추가로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SMC 콘트롤러는 데이터/어드레스를 통해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접속되어 기입 또는 독취되

는 데이터와 그 주소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프로그램저장부는 상기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송되는 '쓰기', '읽기' 명령

에 포함된 메모리 주소정보를 근거로 상기 플래쉬 메모리를 선택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메모리구동블록을 구비하며,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시스템버스를 통해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접속되어 상기 메모리구동블록의 동작루틴에 따

라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구동을 위한 칩선택신호를 인가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의 장치인식 제어방법은 UFI 프로토콜

을 지원하는 호스트컴퓨터의 USB 포트에 접속되고 USB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형 저장장치의 장치인식 제어방법에 

있어서, 호스트컴퓨터의 장치 디스크립터 요구에 반응하여 제조사ID, 제품ID 및 UFI 방식 선택 을 위한 제1 클래스정

보가 포함된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호스트컴퓨터의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 요구에 반응하여 UFI 

프로토콜 선택을 위한 제2 클래스정보가 포함된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선택된 UFI 프로토

콜에 따라 호스트컴퓨터의 UFI 드라이버가 로딩되는 단계와, 호스트컴퓨터의 장치확인, 용량확인 요구에 반응하여 

소정 장치정보와 용량정보가 포함된 UFI 응답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호스트컴퓨터의 FAT 정보 요구에 반응하여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된 FAT 정보를 독출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의 데이터쓰기 제어방법은 USB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형 저장장치의 NAND 타입 플래쉬 메모리의 쓰기제어방법에 있어서, 접속된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쓰기

명령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하는 제1 단계와, 전송된 쓰기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인지 확인하는 제2 단계와, 전송된 쓰기 

명령이 두 번째 이후의 쓰기 명령인 경우 현재 쓰기 명령의 메모리 주소와 직전 쓰기 명령의 메모리 주소가 이어지는

지 확인하는 제3 단계 및, 현재 및 직전 쓰기 명령에 따른 메모리 주소가 이어지는 경우 새로운 기입대상 페이지를 직

전 페이지에 연이어 기입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1 단계 내지 제4 단계의 동작은 기입대상 페

이지와 기저장된 페이지가 혼재하는 메모리 블록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상기한 구성에 의하면, USB와 UFI 방식으로 외부 호스트컴퓨터에 간단히 인식 및 구동되고, 플래쉬 메모리의

추가설치가 용이함과 더불어 데이터 쓰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100)(이하, 'USB 플래쉬 드라이브'라 칭함)의 외관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는 호스트컴퓨터의 USB 단자에 물리적으로 접속되는 USB 콘넥터(A3), 쓰기방지와 후술

하는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토클스위치(A4), 및 장치의 동작상태를 시각적으로 표

시하기 위한 LED(A5)가 구비된 드라이브 몸체(A1)와, 비사용시 드라이브 몸체(A1)의 USB 콘넥터(A3)를 이물질이

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캡(A2)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즉 이용자는 USB 포트가 구비된 호스트컴퓨

터에 도 4의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를 간단히 접속하여 사용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USB 인터페이스로 UFI(USB Floppy Interface) 프로토콜을 이

용하도록 구성된다. UFI 프로토콜은 호스트컴퓨터에 접속된 USB 방식의 주변장치를 별도의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없

이도 인식 및 구동시킬 수 있도록 제안된 프로토콜이다. 본 발명은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에 이를 적용 및 구현한

것이다.

또한 UFI 프로토콜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USB 플래쉬 드라이브 내부에 별도의 펌웨어

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호스트컴퓨터의 운영체제는 UFI 프로토콜을 지원하도록 UFI 드라이버가 구비된 예컨대 

윈도우 ME, XP 등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상기 UF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본 발명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5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내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구성도로서, 도 5에서 도 1

에 도시된 구성과 동일한 구성에 대하여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붙이고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등록특허  10-0450080

- 5 -

그리고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가 접속되는 호스트컴퓨터는 도 1의 호스트컴퓨터(10)에 UFI 프로토콜이 구현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도 1의 호스트컴퓨터(10)와 동일한 참조번호를 붙이기로 한다.

도 5에서 참조번호 110은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헤더블록정보를 검사/갱신하는 메모리 처리블록과, 호스트

컴퓨터(10)로 UFI 드라이버 로딩을 위한 장치 디스크립터정보와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인식 

처리블록과, 그리고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전송되는 UFI 명령별로 소정 UFI 응답패킷을 생성하여 호스트컴퓨터(1

0)로 전송하기 위한 UFI 처리블록으로 구성된 동작프로그램을 구비하는 프로그램저장부이다.

상기 UFI 명령은 USB 클래스중 Mass Storage Class를 사용하며, USB 표준을 이용하여 주변장치를 구동제어하기 

위한 각종 구동명령으로 구성된다. 상기 구동명령을 통해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장치의 식별정보, 용량정보 

등을 호스트컴퓨터(10)로 전송하고, 데이터의 '읽기', '쓰기'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UFI 명령과 UFI 응답패킷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또한 도 5의 프로그램저장부(110)는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동일한 메모리 블록에 대하여 적어도 2번 이상의 '쓰기'

명령이 연속되게 전송된 경우 해당 메모리 블록의 2 번째 이후 '쓰기' 명령에 대하여 도 3에서 설명한 데이터 보존과

정을 생략하고 바로 데이터를 기입하도록 프로그램된 쓰기처리블록을 구비한다.

이는 '쓰기' 명령 수행시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로의 데이터 기입속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선택적으로 구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도 5의 프로그램저장부(110)는 후술할 토클스위치(130 : 도 4의 A4)의 스위칭조작 횟수에 반응하여 플래쉬 메

모리(22 1 ~22 n )로의 데이터 기입을 저지시키거나,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를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

at)시키도록 프로그램된 포맷처리블록을 구비한다.

이는 도 5의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에 저장된 데이터의 보존과,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FAT(File Allo

cation Table) 정보가 손실된 경우 이를 하드웨어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택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

다.

도 5에서 참조번호 120은 상기 프로그램저장부(110)의 동작프로그램에 따라 본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동작

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이다. 상기 제어부(120)는 도 5에 도시된 것처럼 USB 콘트롤러(121), SMC 콘트롤러

(122)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123)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상기 USB 콘트롤러(121)는 USB 표준에 따라 호스트컴퓨터(10)와 데이터 송수 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USB Spec Rev 1.1을 지원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USB Spec Rev 1.1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SMC 콘트롤러(122)는 SMC(Smart Media Card) 인터페이스 신호를 이용하여 NAND 타입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SMC 콘트롤러(122)는 후술할 마이크로 프로세서(123)로부터 인가

되는 제어신호를 근거로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데이터 '읽기', '쓰기' 동작을 제어하게 된다.

도 5에 도시된 것처럼 상기 SMC 콘트롤러(122)는 데이터/어드레스버스(1)를 통해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에 

접속된다. 데이터/어드레스버스(1)를 통해서는 기입 또는 독취되는 데이터와 그 주소정보가 전송된다.

그리고 후술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23)는 시스템버스(2)를 통해 각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에 접속되어 메모

리 구동을 위한 칩선택신호를 인가하게 된다. 시스템버스(2)를 SMC 콘트롤러(122)에 연결하지 않고, 마이크로 프로

세서(123)에 직접 연결한 것은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설치 갯수를 용이하게 확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도 5의 프로그램저장부(110)는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전송되는 '쓰기', '읽기' 명령에 포함된 메모리 주소정

보를 근거로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를 선택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메모리구동블록을 구비하게 된다.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123)는 프로그램저장부(110), USB 콘트롤러(121) 및 SMC 콘트롤러(122)에 각각 접속되어

상기 프로그램저장부(110)의 동작프로그램과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의 UFI 명령을 근거로 상기 USB 콘트롤러(12

1)와 SMC 콘트롤러(122)의 동작을 제어하게 된다.

또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123)는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전송되는 UFI 명령을 해독하여 응답요구가 있는 명령

인 경우 소정 UFI 응답패킷을 생성하여 호스트컴퓨터(10)로 전송하게 된다.

다음 표 1은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로 전송되는 주요 UFI 명령을 나타낸 것이고, 도 6 

내지 도 10은 표 1의 UFI 명령중 응답요구가 있는 UFI 명령에 따라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로부터 호스트컴퓨터

(10)로 전송되는 주요 UFI 응답패킷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UFI 명령 내용 OP코드

Inquiry 장치의 제조사,제품,버전 정보 요구 12h

Mode Sense 미디어 타입과 쓰기방지 정보 요구 5Ah

Prevent/Allow Medium

Removal
미디어 제거를 허가/금지함 1Eh

Read(10) 메모리 블록의 읽기 요구 28h

Read Capacity 미디어 용량정보 요구 25h

Read Format Capacity 미디어 용량과 포맷상태 정보 요구 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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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Sense UFI 명령 수행시 발생된 오류정보 요구 03h

Test Unit Ready 장치의 구동준비 확인 00h

Verify 미디어에 저장된 데이터 확인 2Fh

Write(10) 메모리 블록의 쓰기 요구 2Ah

상기 표 1에서 '장치'는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를 의미하고, '미디어'는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를 의미한다.

한편 도 5에서 참조번호 130은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로의 데이터 기입을 저 지시키거나,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FAT 정보 손실시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로우레벨포맷 동작을 키조작하기 위한 토글스위치이다.

도 5의 마이크로 프로세서(123)는 예컨대 토클스위치(130 : 도 4의 A4)의 조작신호가 한 번 감지되면, 플래쉬 메모

리(22 1 ~22 n )를 쓰기금지 상태로 전환시키게 된다. 그리고 토클스위치(130)의 연속된 조작신호가 4번 이상 감지

되면,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FAT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 블록을 강제적으로 삭제시켜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를 로우레벨포맷하게 된다.

도 5에서 참조번호 140은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동작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LED로서, 플래쉬 메

모리(22 1 ~22 n )의 '읽기', '쓰기' 동작시 도 5의 마이크로 프로세서(123)는 LED(140 : 도 4의 A5)를 점멸구동시키

게 된다.

이하에서는 도 11을 참조하여 호스트컴퓨터(10)와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간의 USB 및 UFI 방식에 따른 인터페

이스 연결구조와 프로그램 계층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1의 호스트컴퓨터(10)는 내림차순으로 응용프로그램, UFI 드라이버, USB 드라이버, USB 버스의 계층구조를 가

지고,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UFI 동작프로그램, USB 논리처리 및 메모리콘트롤, USB 인터페이스의 계층구

조를 가지게 된다.

즉 도 11과 같이 호스트컴퓨터(10)의 USB 버스와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 의 USB 인터페이스가 물리적으로 연

결되면,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USB 논리처리를 통해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를 초기화하게 되고, 호스

트컴퓨터(10)는 USB 드라이버의 동작루틴에 따라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 인식을 위한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받게 된다.

그리고 도 11의 호스트컴퓨터(10)는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근거로 UFI 드라이버를 로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일매니저 같은 응용프로그램이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를 인식하게 한다. 또한 도 11의 USB 플래쉬 드라이브(

100)는 펌웨어의 UFI 동작프로그램(UFI 처리블록)에 따라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전송되는 UFI 명령을 해독하여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구동을 제어하게 된다.

이하 도 12 내지 도 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동작 및 제어방법을 설

명하기로 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동작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먼저 호스트컴퓨터(10)의 USB 포트(11)에 도 5의 USB 플래쉬 드라이브(20)를 접속하게 되면, 호스트컴퓨터(10)로

부터 인가되는 동작전원이 USB 콘넥터(21 : 도 4의 A3)를 경유하여 장치내 레귤레이터(Regulator)(도시되지 않음)

에 공급된다. 그리고 레귤레이터는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 프로그램저장부(110), 제어부(120)로 예컨대, 3.3V

의 동작전원을 제공하게 된다.(ST1201 단계)

이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제어부(110)는 메모리부(22)를 초기화하여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에 저장

된 헤더블록정보의 일치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상기 헤더블록정보는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전체용량과 배드

(Bad)블록 정보로 구성되며, 첫 번째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첫 번째 메모리 블록에 위치한다.

이때 초기화 검사결과와 헤더블록정보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제어부(110)는 초기화 검사결과를 근거로 헤더블록정

보를 업데이트하게 된다.(ST1202 단계)

이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제어부(110)는 호스트컴퓨터(10)로 자신의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는 US

B 초기화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USB 주변장치에는 자신의 제조사ID 및 제품ID 정보가 부여되어 있으며, 상기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는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제조사ID, 제품ID 및 USB 주변장치의 종류를 나타내는 각종 

클래스(Class) 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ST1203 단계)

그리고 호스트컴퓨터(10)는 수신된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확인하여 접속된 USB 주변장치가 UFI 주변장치인지 확

인하게 된다. 이때 상기 장치 디스크립트정보의 클래스정보가 예컨대, OOh의 코드값을 갖는 경우는 UFI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주변장치를 의미하고, 이외의 코드값을 갖는 경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주변장치를 의미한다

.(ST1204 단계)

그리고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가 UFI 표준에 따른 장치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호스트컴퓨터(10)는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장치 종류를 확인하여 해당 UFI 드라이버를 로딩하고,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USB 버스주

소와 시스템자원을 할당하여 USB 플래쉬 드라이브(20)를 구동준비시키게 된다.(ST1205 단계)

이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전송되는 표 1의 UFI 명령을 해석 및 실행하고, UFI 명

령이 응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도 6 내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되는 UFI 응답패킷을 작성하여 호스트컴퓨

터(10)로 전송하게 된다.(ST1206 단계)

그리고 상기 ST1204 단계에서 상기 장치 디스크립트정보의 클래스정보가 예컨대, OOh의 이외의 코드값을 갖는 것

으로 판정된 경우 호스트컴퓨터(10)와 그 USB 주변장치는 일반적인 USB 주변장치의 장치인식 및 구동준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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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게 된다.(ST1207 단계)

이하 도 6 내지 도 10의 UFI 응답패킷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도 6 내지 도 10에서 OP코드는 각각 

표 1의 대응되는 UFI 명령의 OP코드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도 6의 Inquiry 응답패킷은 표 1의 Inquiry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이는 OP코드, 장치인식정보, 제조사정보, 제품정보 

및 제품버전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장치인식정보는 장치 디스크립트정보와 동일한 코드값을 갖는다.

도 7의 Mode Sense 응답패킷은 표 1의 Mode Sense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이는 OP코드, 미디어타입정보, 쓰기방지

(제한)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미디어타입정보는 플래쉬메모리(22 1 ~22 n )의 용량등에 따른 메모리 종류정보를 나

타낸다.

도 8의 Read Capacity 응답패킷은 표 1의 Read Capacity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이는 OP코드, 전체블록크기정보, 1

블록크기정보를 포함하며, 플래쉬메모리(22 1 ~22 n )의 전체 메모리 용량을 나타낸다.

도 9의 Read Format Capacity 응답패킷은 표 1의 Read Format Capacity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이는 OP코드, 현재

블록크기정보, 포맷상태정보를 포함하며, 플래쉬메모리(22 1 ~22 n )의 현재 메모리 용량과 포맷여부를 나타낸다.

도 10의 Request Sense 응답패킷은 표 1의 Read Sense 명령에 대한 응답패킷으로 이는 OP코드, 에러코드를 포함

하며, 이를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각종 동작이상상태를 호스트컴퓨터(10)에 알리게 된다.

그리고 표 1의 UFI 명령중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읽기' 명령인 Read(10) 명령과 '쓰기' 명령인 Write(10)이며, 이는 각

각 읽거나 써야할 메모리 블록의 시작주소와 블록크기 정보를 포함하며, 그 응답패킷은 요구되지 않는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장치인식 및 구동준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

도로서, 이는 도 12의 ST1203 단계 내지 ST1205 단계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먼저 호스트컴퓨터(10)가 USB 주변장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2에 도시된 디스크립터가 요구된다.

[표 2]

구분 내용

장치 디스크립터정보 장치의 제조사ID, 제품ID, UFI 프로토콜 사용여부 확인

구성 디스크립터정보 장치의 동작시 필요한 환경을 설정함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 장치가 사용할 프로토콜을 결정함(UFI 드라이버 결정)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정보 장치가 사용할 엔드포인트를 결정함

스트링 디스크립터정보 장치의 시리얼번호를 스트링으로 전달함

그리고 표 2의 디스크립터정보중 호스트컴퓨터(10)의 주변장치 인식과 관련 된 주요 프로토콜은 장치 디스크립터정

보와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이다.

즉 호스트컴퓨터(10)가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로 장치 디스크립터를 요구하게 되면(ST1301 단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장치클래스정보, 장치서브클래스정보, 제조사ID, 제품ID로 구성된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호스트

컴퓨터(10)로 전송하게 된다. 이때 장치클래스정보와 장치서브클래스정보는 모두 UFI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한 OO

h의 코드값을 가지게 된다. 코드값의 규정은 USB 표준 및 UFI 프로토콜을 따른 것이다.(ST1302 단계)

이후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수신한 호스트컴퓨터(10)는 USB 주변장치의 UFI 드라이버 로딩을 위해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로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요구하게 된다.(ST1303 단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이에 반응

하여 예컨대, 08h의 코드값을 갖는 인터페이스 클래스정보와 04h의 코드값을 갖는 인터페이스 서브클래스정보로 구

성된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호스트컴퓨터(10)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O8h와 O4h의 코드값은 USB 주변장치

를 저장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되는 코드값이다.(ST1304 단계)

상기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수신한 호스트컴퓨터(10)는 이를 근거로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구동을 

위한 UFI 드라이버를 운영체제에 로딩하게 된다.(ST1305 단계) 그리고 UFI 방식으로 접속된 USB 플래쉬 드라이브(

100)의 장치정보를 확인하고자 표 1의 Inquiry 명령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로 전송하게 된다.(ST1306 단계) 

이에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도 6의 Inquiry 응답패킷을 생성하여 호스트컴퓨터(10)로 전송하게 된다.(ST130

7 단계)

또한 호스트컴퓨터(10)는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메모리용량과 포맷여부를 확인하고자 표 1의 Read Capaci

ty 명령과 Read Format Capacity 명령(도시되지 않음)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로 전송하게 된다.(ST1308 단

계)

그리고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도 8의 Read Capacity 응답패킷과 도 9의 Read Format Capacity 응답패킷을

각각 생성하여 호스트컴퓨터(10)로 전송하게 된다.(ST1309 단계)

또한 상기한 과정에 따라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장치정보와 용량정보 및 포맷정보를 확인한 호스트컴퓨터(10

)는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FAT 정보를 전달받고자, 0번 블록의 Read(10) 명령을 USB 플래쉬 드라이브(10

0)로 전송하게 된다.(ST1310 단계)

그리고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플래쉬 메모리(22 1 ~22 n )의 0번 블록에 저장된 FAT 정보를 독취하여 호스

트컴퓨터(10)로 전송하게 되고, 호스트컴퓨터(10)는 도 11의 응용프로그램 계층에서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를 

인식하여 윈도우의 파일매니저등을 통해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드라이브 아이콘(ICON)과 메모리 용량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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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며, 저장된 데이터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게 된다.(ST1311 단계)

따라서 상기한 과정에 의하면, 별도의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설치 없이도 호스컴퓨터(10)에 접속된 USB 플래쉬 드라

이브(100)를 간단히 인식 및 구동준비시킬 수 있게 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쓰기제어방 법을 설명하기 플로우챠트로서, 이는 

보존대상 페이지가 존재하는 메모리 블록의 데이터 쓰기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먼저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로 보존대상 페이지가 존재하는 메모리 블록의 '쓰기' 명령

이 전송된 경우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제어부(120)는 연속된 쓰기명령의 횟수를 계수하게 되다.(ST1401, S

T1402 단계)

이때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제어부(120)는 호스트컴퓨터(10)로부터 전송된 '쓰기' 명령이 적어도 2 번째 이

후의 '쓰기' 명령으로 확인된 경우 현재 '쓰기' 명령에 따른 메모리 주소와, 직전 '쓰기' 명령에 따른 메모리 주소가 이

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ST1403 단계)

상기 ST1403 단계에서 메모리 주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의 제어부(120)는 

현재 '쓰기' 명령으로 기입되는 새로운 페이지를 해당 메모리 블록의 이전 페이지에 연이어 기입하게 된다.(ST1404 

단계)

그리고 상기 ST1401 단계 내지 ST1405 단계는 해당 블록내 모든 페이지의 기입이 완료될 때 까지 반복수행된다.(S

T1405 단계)

한편 상기 ST1402 단계에서 현재 '쓰기' 명령이 첫 번째 '쓰기' 명령이거나, 상기 ST1403 단계에서 현재 '쓰기' 명령

의 메모리 주소와 직전 '쓰기' 명령의 메모리 주소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USB 플래쉬 드라이브(100)는

도 3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데이터 '쓰기'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ST1406 단계)

따라서 상기한 실시예에 의하면,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장치 및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USB 표준 및 UFI 

프로토콜에 따라 호스트컴퓨터로 자동으로 전송 하고, 호스트컴퓨터는 전송된 디스크립터정보룰 근거로 UFI 드라이

버를 로딩하여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장치인식 및 구동준비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바, 이용자는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간편히 USB 플래쉬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 의하면, 플래쉬 메모리의 동일한 메모리 블록에 대하여 2번 이상의 '쓰기' 명령이 연속되게 전

송된 경우 해당 메모리 블록의 2번째 이후 '쓰기' 명령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데이터 보존과정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플래쉬 메모리로의 데이터 쓰기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USB 플래쉬 드라이브에 플래쉬 메모리의 칩선택신호 출력을 위한 디코도를 요하지 않는 바, 플래쉬 메모리의 

설치갯수를 용이하게 확장함은 물론 USB 플래쉬 드라이브의 제작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플래쉬 

메모리의 FAT 정보 손실시 간단한 스위칭 조작으로 플래쉬 메모리를 로우레벨포맷할 수 있는 바, 컴퓨터 조작이 어

려운 초보자도 용이하게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별도의 제조사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호스트컴퓨터에 USB 및 UFI 

방식으로 간단히 인식 및 구동되고, 내부 플래쉬 메모리로의 데이터 '쓰기' 속도를 향상시키며, 플래쉬 메모리의 설치 

갯수를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UF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호스트컴퓨터의 USB 포트에 접속되고 USB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형 저장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형 저장장치는 상기 호스트컴퓨터의 USB 포트에 물리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USB 콘넥터; 상기 호스트컴퓨

터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비휘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플래쉬 메모리; USB 및 UFI 방식에 따른 소

정 동작프로그램이 저장된 프로그램저장부 및; 상기 프로그램저장부의 동작프로그램을 근거로 장치의 전반적인 동작

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여 구성되며,

상기 프로그램저장부의 동작프로그램은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헤더블록정보를 검사/갱신하기 위한 메모리 처리블록,

상기 호스트컴퓨터로 UFI 드라이버 로딩을 위한 장치 및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인식 처리

블록, 상기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송되는 UFI 명령별로 소정 UFI 응답패킷을 생성하여 호스트컴퓨터로 전송하기 위

한 UFI 처리블록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쉬 메모리는 NAND 타입 플래쉬 메모리이며,

상기 호스트컴퓨터와 USB 표준에 따라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기 위한 USB 콘트롤러,

SMC 인터페이스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SMC 인터페이스,

상기 USB 콘트롤러 및 SMC 콘트롤러에 접속되어 상기 프로그램저장부의 동작프로그램과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송

되는 UFI 명령을 근거로 상기 USB 콘트롤러와 SMC 콘트롤러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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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저장부는 상기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동일 메모리 블록에 대하여 적어도 2번 이상

의 '쓰기' 명령이 연속되게 전송되고, 해당 메모리 블록의 2번째 이후 '쓰기' 명령의 메모리 주소가 직전 '쓰기' 명령의 

메모리 주소에 연이어 지는 경우 현재 메모리 주소에 바로 페이지 단위의 데이터를 기입처리하기 위한 쓰기처리블록

을 추가로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FAT 정보 손실시 로우레벨포맷 동작을 키조작하기 위한 토클스위치를 추가로 구비하며,

상기 프로그램저장부는 상기 토클스위치의 스위칭조작 횟수가 소정 횟수 이상인 경우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0번 블

록을 삭제하기 위한 포맷처리블록을 추가로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SMC 콘트롤러는 데이터/어드레스버스를 통해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접속되어 기입 또는 독취되는 데이터와 그

주소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프로그램저장부는 상기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전송되는 '쓰기', '읽기' 명령에 포함된 메모리 주소정보를 근거로 

상기 플래쉬 메모리를 선택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메모리구동블록을 구비하며,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시스템버스를 통해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접속되어 상기 메모리구동블록의 동작루틴에 따

라 상기 플래쉬 메모리의 구동을 위한 칩선택신호를 인가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

장치.

청구항 6.
UF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호스트컴퓨터의 USB 포트에 접속되고 USB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형 저장장치의 장치인식

제어방법에 있어서,

호스트컴퓨터의 장치 디스크립터 요구에 반응하여 제조사ID, 제품ID 및 UFI 방식 선택을 위한 제1 클래스정보가 포

함된 장치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호스트컴퓨터의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 요구에 반응하여 UFI 프로토콜 선택을 위한 제2 클래스정보가 포함된 인터

페이스 디스크립터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선택된 UFI 프로토콜에 따라 호스트컴퓨터의 UFI 드라이버가 로딩되는 단계,

호스트컴퓨터의 장치확인, 용량확인 요구에 반응하여 소정 장치정보와 용량 정보가 포함된 UFI 응답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호스트컴퓨터의 FAT 정보 요구에 반응하여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된 FAT 정보를 독출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USB 기반의 이동형 저장장치의 장치인식 제어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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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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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