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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원 이상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장치는 디

지털 비디오 데이터를 이동형 HDD에 녹화하고 녹화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의 비

정상적인 동작에 의해 전원이 오프될 경우 시스템 내부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와, 전원 공급부를 통해 비상

전원이 공급될 경우 HDD의 탈착 여부를 검출하는 HDD 검출부와, HDD의 탈거 시간이 저장된 플래쉬 메모리와, HDD 검

출부의 검출 결과에 따라 HDD의 탈거시 플래쉬 메모리에 HDD의 탈거 시간을 저장하도록 제어하는 CPU를 포함한다. 그

러므로 본 발명은 전원 이상시에 공급되는 비상 전원에 의해 HDD의 탈착 상태를 검출하고 HDD의 탈거시 해당 HDD 탈거

시간을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한 후에 이후 정상적인 전원 공급시 HDD의 탈착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함으로써 시스템

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전원이 잠시 오프되더라도 HDD의 탈착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 DVR, HDD 탈착, 전원 오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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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저장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디지털 비디오 저장시스템내 HDD 검출부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원 이상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카메라들 102 : 비디오 스위칭부

104 : 디코더들 106 : 멀티플렉서/디멀티플렉서

108, 114 : RAM 110 : REC 디코더

112 : MPEG2 엔코더/디코더 116 : CPU

118 : 부트 ROM 120 : 플래쉬 메모리

122 : HDD 구동부 124 : HDD

126 : HDD 검출부 128 : PB 디코더

130 : 모니터링 엔코더 132 : 디스플레이

134 : 전원 공급부 136 : HDD 케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 Digital Video Recorder)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원 이상시 디지

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ＨＤＤ(Hard Disk Driver) 탈착 검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비디오 압축기술을 바탕으로 보안감시 분야에서 각광받는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

의 VCR(Video Cassette Recorder)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입력된 CCTV(Closed Caption Television) 카메라 영상을 디

지털화하면서 압축해 HDD에 저장하는 장치이다. 게다가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은 기존의 아날로그 감시와 저

장 장치인 멀티플렉서(multiplexer)와 타임랩스(time lapse) VCR을 통합한 구조를 갖는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녹화

된 디지털 영상을 사용자가 순간 검색을 할 수 있는 녹화 및 검색기능과 여러 개의 카메라 영상을 1대의 모니터에서 분할

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기능, 원격지에서도 전화선이나 LAN·전용선·인터넷 등을 통해 녹화 검색 및 실시간

으로 화면을 감시할 수 있는 영상 통신기능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은 HDD에 카메라에서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녹화할 경우 다수개의 카메라들에

서 각각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멀티플렉싱하고 이를 압축하여 HDD에 기록(저장)하고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로서, 도 1을 참조하면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은

다수개의 카메라들(cam1, cam2, cam3, cam4)(10), 비디오 스위칭부(12), 다수개의 디코더들(14), 멀티플렉서/디멀티플

렉서(16), RAM(Random Access Memory)들(18, 24), REC 디코더(20), MPEG2 엔코더/디코더(22), CPU(Control

Processor Unit)(26), 부트 ROM(boot Read Only Memory)(28), 플래쉬 메모리(30), HDD 구동부(32), HDD(34), PB 디

코더(36), 모니터링 엔코더(monitoring encoder)(38), 디스플레이(40)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카메라들(10)과 디코더

들(14)은 설명의 간략화를 위하여 4개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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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개의 카메라들(cam1, cam2, cam3, cam4)(10)은 렌즈 또는 CCD(Charge Coupled Device) 등의 촬영 소자를 갖는

다. 각 카메라(cam1, cam2, cam3, cam4)(10)에서 촬영된 비디오 영상 신호는 비디오 스위칭부(12)의 스위치 온(on)에

따라 각 디코더(14)에 입력된다. 각 디코더(14)는 해당 카메라의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로 변환하여 멀티플

렉서(16)로 보낸다. 이때 RAM(18)은 멀티플렉서/디멀티플렉서(16)와 연동되어 비디오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멀티플렉서(16)는 녹화 키 신호에 의해 각 디코더(14)에서 입력된 각 카메라의 비디오 신호와 각 카메라의 채널 정보를 삽

입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멀티플렉싱하고 이 멀티플렉싱된 비디오 데이터를 REC 디코더(20)를 통해 MPEG2 엔코더(22)로

보낸다.

MPEG2 엔코더(22)는 REC 디코더(20)의 녹화 신호(REC)에 응답하여 멀티플렉서(16)에서 상관도가 높은 순서로 멀티플

렉싱된 비디오 데이터를 MPEG2 압축 알고리즘으로 엔코딩하여 압축한다. 이와 동시에 CPU(26)도 HDD 구동부(32)를 구

동시켜 MPEG2 엔코더(22)의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를 HDD(34)에 저장하도록 제어한다. 이때, RAM(24)은 MPEG2 엔코

더/디코더(22)에서 엔코딩 또는 디코딩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트 ROM(28)은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구동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플래쉬 메모리(30)는 CPU(26)와 연동되어 HDD(34)에 기록될/기록

된 데이터 또는 임의의 프로그램 등을 임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CPU(26)는 재생 키 신호에 의해 HDD 구동부(32)를 구동시켜 HDD(34)에 기록(저장)된 압축 데이터를 독출하여 MPEG2

디코더(22)로 보낸다. MPEG2 디코더(22)는 HDD(34)에 기록된 비디오 데이터를 MPEG2 압축해제 알고리즘으로 디코딩

하여 압축해제하고 PB 디코더(36)를 통해 디멀티플렉서(16)로 보낸다.

카메라 채널 선택과 PB 디코더(36)의 재생 신호(PB)에 응답하여 디멀티플렉서(16)는 전체 비디오 데이터들중에서 해당

카메라 채널의 비디오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모니터링 엔코더(38)로 보낸다. 모니터링 엔코더(38)는 디멀티플렉서(16)에

서 보내준 채널 비디오 데이터들을 재생 신호로 엔코딩하여 디스플레이(40)에 출력하여 해당 카메라 채널의 비디오 데이

터를 재생한다.

한편, 전술한 시스템의 기록 매체인 HDD는 고정형(fix) HDD와 탈착 가능한 이동형(removal) HDD로 구분되고, 최근에는

데이터 이동이 쉬운 이동형 HDD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이동형 HDD를 채택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

스템의 경우에는 HDD를 시스템 안으로 장착하거나 시스템 밖으로 탈거할 때 시스템의 안정화를 고려하여 전원을 오프

(off) 상태로 두어야만 하였다.

그런데 종래의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한 전원 오프시 이동형 HDD의 탈착 여

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 이상시에 공급되는 비상 전원에 의해 HDD의 탈착

상태를 검출하고 HDD 탈거 시간을 저장한 후에 이후 정상적인 전원 공급시 HDD의 탈착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전원이 오프되더라도 HDD의 탈착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원 이상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ＨＤＤ 탈착 검출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를 이동형 HDD에 녹화하고 녹화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디지

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에 의해 전원이 오프될 경우 시스템 내부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와, 전원 공급부를 통해 비상 전원이 공급될 경우 HDD의 탈착 여부를 검출하는 HDD 검출부와, HDD의 탈거

시간이 저장된 플래쉬 메모리와, HDD 검출부의 검출 결과에 따라 HDD의 탈거시 플래쉬 메모리에 HDD의 탈거 시간을 저

장하도록 제어하는 CPU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방법은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를 이동형 HDD에 녹화하고 녹화된 데이터를 재생하

는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제어 방법으로서,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에 의해 전원이 오프될 경우 비상 전원에 의

해 구동되는 HDD 검출부를 통해 HDD의 탈착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와, 검출 결과, HDD가 탈거 상태일 경우 플래쉬 메모

리에 HDD의 탈착 시간을 저장하는 단계와, 검출 결과, HDD가 장착 상태일 경우 비상 전원이 아닌 정상적인 전원이 공급

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될 경우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된 HDD의 탈거 시간 및 HDD의 탈착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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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저장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

에 따른 HDD 탈착 검출 장치를 갖는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은 다수개의 카메라들(cam1, cam2, cam3, cam4)

(100), 비디오 스위칭부(102), 다수개의 디코더들(104), 멀티플렉서/디멀티플렉서(106), RAM들(108, 114), REC 디코더

(110), MPEG2 엔코더/디코더(112), CPU(116), 부트 ROM(118), 플래쉬 메모리(120), HDD 구동부(122), HDD(124),

HDD 검출부(126), PB 디코더(128), 모니터링 엔코더(130), 디스플레이(132) 등으로 구성된다.

다수개의 카메라들(cam1, cam2, cam3, cam4)(100)은 렌즈 또는 CCD 등의 촬영 소자를 갖는다. 각 카메라(cam1,

cam2, cam3, cam4)(100)에서 촬영된 비디오 영상 신호는 비디오 스위칭부(102)의 스위치 온(on)에 따라 각 디코더

(104)에 입력된다. 각 디코더(104)는 해당 카메라의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로 변환하여 멀티플렉서(106)로

보낸다.

멀티플렉서(106)는 녹화 키 신호에 의해 각 디코더(104)에서 입력된 각 카메라의 비디오 신호와 각 카메라의 채널 정보를

삽입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멀티플렉싱하고 이 멀티플렉싱된 비디오 데이터를 REC 디코더(110)를 통해 MPEG2 엔코더

(112)로 보낸다.

MPEG2 엔코더(112)는 REC 디코더(110)의 녹화 신호(REC)에 응답하여 멀티플렉서(106)에서 상관도가 높은 순서로 멀

티플렉싱된 비디오 데이터를 MPEG2 압축 알고리즘으로 엔코딩하여 압축한다. 이와 동시에 CPU(116)도 HDD 구동부

(122)를 구동시켜 MPEG2 엔코더(112)의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를 HDD(124)에 저장하도록 제어한다. 플래쉬 메모리

(120)는 CPU(116)와 연동되어 HDD(124)에 기록될/기록된 데이터 또는 임의의 프로그램 등을 임시 저장하는 역할을 한

다. 게다가 본 발명의 플래쉬 메모리(120)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한 전원 이상 오프(off)시 HDD의 탈거 시간

을 저장한다.

HDD 검출부(126)는 전원 이상시에도 시스템 내부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134)에 의해 동작하여 HDD(124)

의 탈착 상태를 검출하고, HDD(124)의 탈거시 탈거 시간을 플래쉬 메모리(120)에 저장한다.

그리고 CPU(116)는 재생 키 신호에 의해 HDD 구동부(122)를 구동시켜 HDD(124)에 기록(저장)된 압축 데이터를 독출하

여 MPEG2 디코더(112)로 보낸다. 게다가 본 발명의 CPU(116)는 정상적인 전원 공급시 플래쉬 메모리(120)에 저장된

HDD(124)의 탈거 시간 및 탈착 정보를 디스플레이(132)에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MPEG2 디코더(112)는 HDD(124)에 기록된 비디오 데이터를 MPEG2 압축해제 알고리즘으로 디코딩하여 압축해제하고

PB 디코더(128)를 통해 디멀티플렉서(106)로 보낸다.

디멀티플렉서(106)는 카메라 채널 선택과 PB 디코더(128)의 재생 신호(PB)에 응답하여 전체 비디오 데이터들중에서 해

당 카메라 채널의 비디오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모니터링 엔코더(130)로 보낸다. 모니터링 엔코더(130)는 디멀티플렉서

(106)에서 보내준 채널 비디오 데이터들을 재생 신호로 엔코딩하여 디스플레이(132)에 출력하여 해당 카메라 채널의 비디

오 데이터를 재생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디지털 비디오 저장시스템내 HDD 검출부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HDD 검출

부는 HDD 케이스(136)에 설치되며 발광 및 수광부(126a, 126b)를 갖는 포토 커플러로 구성된다. 포토 커플러의 발광부

(126a)에서 방출된 광이 케이스(136) 내부의 HDD(124)의 장착 여부에 따라 수광부(126b)로 전달되거나 전달되지 않게

된다. 수광부(126b)의 수광 정보는 CPU(116)로 전달된다. 즉, 수광부(126b)에 광이 수광되면, CPU(116)는 HDD 케이스

(136)에 HDD(124)가 장착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HDD(124)가 탈거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HDD 검

출부인 포토 커플러에는 저항(R1, R2)을 통해서 전원 공급부(134)의 전원이 공급되는데, 이때 전원 공급부(134)는 시스템

의 비정상적인 동작에 의해 전원이 오프(off)되더라도 시스템 내부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미설명된 도

면 부호 138은 HDD(124)와 시스템 내부를 서로 접속하기 위한 접속 단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HDD 검출부는 전원 이상시에도 시스템 내부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134)에 의해 동작

되며 HDD 케이스(136)에 설치된 발광부(126a) 및 수광부(126b)를 통해서 HDD(124)의 탈착 상태를 검출할 수 있으며 그

검출 결과는 CPU(116)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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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3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CPU(116)는 전원 이상시 HDD(124)의 탈착 상태 검출 결과에 따라 HDD(124)가 탈거될

경우 그 탈거 시간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원 이상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의 HDD 탈착 검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본 발명의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의 CPU(116)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에 따라 전원 이상에 의해 전원이

오프(off)되는지를 판단한다.(S10)

S10 판단 결과, 전원 이상으로 인해 전원이 오프(off)될 경우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DVR)의 CPU(116)은 비상 전원

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134)에 의해 동작되어 상기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HDD 검출부(126)를 이용하여 HDD 케이스

(136) 내부에 HDD(124)가 있는지를 검출한다.(S12)

S12 검출 결과, CPU(116)는 HDD 검출부(126)를 통해서 발광부(126a)의 광이 그대로 수광부(126b)에 수광되는지를 판

단한다.(S14)

S14 판단 결과, 수광부(126b)에 발광부(126a)의 광이 수광되지 않을 경우 CPU(116)는 HDD 케이스(136)에 HDD(124)

가 장착되지 않은 탈거 상태로 판단한다. 그리고 CPU(116)는 HDD(124)의 탈착 시간을 플래쉬 메모리(120)에 저장한다.

(S16)

만약 S14 판단 결과, 수광부(126b)에 발광부(126a)의 광이 수광될 경우 CPU(116)는 HDD 케이스(136)에 HDD(124)가

장착된 상태로 판단한다.(S18)

그리고 HDD(124)가 HDD 케이스(136)에 장착된 상태일 경우 CPU(116)는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134)의 전

원이 아닌 정상적인 전원이 온(on)으로 공급되는지를 판단한다.(S20)

S20 판단 결과, 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될 경우 CPU(116)는 플래쉬 메모리(120)에 저장된 HDD(124)의 탈거 시간 및 HDD

검출부(126)의 탈착 정보를 디스플레이(132)에 출력한다.(S22)

한편 S10, S18, S20 단계에서 전원 이상으로 인해 전원이 오프(off)되지 않으며 HDD 케이스(136)에 HDD(124)가 장착된

상태가 아니며 그리고 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CPU(116)는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대기 상

태(standby state)로 제어한다.(S24)

한편,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술되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범주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원 이상시에 공급되는 비상 전원에 의해 HDD의 탈착 상태를 검출하고 HDD의 탈거시

해당 HDD 탈거 시간을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한 후에 이후 정상적인 전원 공급시 HDD의 탈착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

함으로써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전원이 잠시 오프되더라도 HDD의 탈착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를 이동형 HDD에 녹화하고 녹화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으로서,

상기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에 의해 전원이 오프될 경우 상기 시스템 내부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와,

상기 전원 공급부를 통해 비상 전원이 공급될 경우 상기 HDD의 탈착 여부를 검출하는 HDD 검출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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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DD의 탈거 시간이 저장된 플래쉬 메모리와,

상기 HDD 검출부의 검출 결과에 따라 상기 HDD의 탈거시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상기 HDD의 탈거 시간을 저장하도록 제

어하는 CPU

를 포함하는 전원 이상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HDD 검출부는 포토 커플러로 구성된 전원 이상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CPU는 상기 전원 공급부를 통해 비상 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HDD의 탈거 시

간을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전원 이상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장치.

청구항 4.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를 이동형 HDD에 녹화하고 녹화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제어 방법으로

서,

상기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에 의해 전원이 오프될 경우 상기 비상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HDD 검출부를 통해 상기

HDD의 탈착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 결과, 상기 HDD가 탈거 상태일 경우 플래쉬 메모리에 상기 HDD의 탈착 시간을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 결과, 상기 HDD가 장착 상태일 경우 비상 전원이 아닌 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될 경우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된 HDD의 탈거 시간 및 상기 HDD의 탈착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원 이상시 디지털 비디오 저장 시스템의 HDD 탈착 검출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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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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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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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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