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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요약

본 발명은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관한 것으로, 호스트 기기에 장착되어 상기 호스트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

를 저장하는 플래쉬 메모리와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에스디 메

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의 무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RF 회로부; 상기 RF 회로부에 접속되어 송수신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안테나부; 및 상기 컨트롤러의 유선 인

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로 구성된다. 따라서, 유무선 인터페이

스 기능을 탑재하여 에스디 메모리 카드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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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의 블럭도이다.

도 2는 도 1에서 RF 회로부를 보다 자세히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3은 도 2에서 나타내는 카드 모듈의 블럭도이다.

도 4는 도 2에서 나타내는 리더 모듈의 블럭도이다.

도 5는 도 1에서 안테나부를 보다 자세히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인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의 블럭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인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의 블럭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크기가 작고 저장과 판독 속도가 빠르며 용량

이 큰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카드, 출입통제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 하도록 비접촉 IC 카드의 기능과 비접촉/

접촉 IC 카드 리더의 기능을 탑재한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관한 것이다.

비접촉 IC 카드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위한 RF 모듈, 비접촉 프로토콜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모듈, 중앙 처리 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와 메모리(램, 롬) 등으로 구성된다.

비접촉 IC 카드는 카드 리더기와의 동작 거리에 따라서 밀착형(close coupling)과 리모트형(remote coupling)으로 나뉘

어지고, 리모트형은 다시 근접형(proximity), 근방형(vicinity), 마이크로파(RF: Radio frequence)형으로 나뉘어진다.

밀착형(CICC: Contactless(Closed coupling) Integrated Circuit Card)은 ISO-10536에서 표준화되었다. 근접형(PICC:

Proximity Integrated Circuit Card)은 ISO/IEC-14443에서, 근방형(VICC)은 ISO/IEC-15693에서 표준화되었다. 밀착

형은 정전결합(capacitive coupling)에 의하여 전원을 얻고, 리모트형은 전자유도(inductive coupling)에 의하여 전원을

얻는다.

비접촉 IC 카드는 카드 리더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고 정확한 카드 위치 맞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계 및 제작이 용이하고,

단말기를 견고하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어서 유지 보수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비접촉 IC 카드 자체에 기계적인 접촉면

이 없기 때문에 정전기, 화학적 손상, 습기, 오염, 먼지, 또는 마찰 등에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접촉 IC 카드를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접촉 IC 카드에 직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 해석이 곤란하여 위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비접촉 IC 카드의 응용 분야로는 전자화폐, 교통카드, 출입통제 및 소액유통 등으로 적용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분야, 즉

휴대폰, 물류시스템, 차량통제, 가축인식표로 구현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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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접촉 카드 리더기에서 비접촉 IC 카드 리더기는 비접촉 IC 카드의 물리적 특성과 프로토콜(무선주파수 전원 및 신

호접속, 초기화와 충돌방지)을 지원하며 비접촉 IC 카드와의 무선 통신으로 정보교환을 한다.

비접촉 카드 리더기는 비접촉 IC 카드와 시스템간의 단순한 통신을 위한 단순형 단말기와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고 자체적

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단순형 단말기의 비접촉(RF) 단말은 ISO/IEC 14443 Type A, B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단말기가 요구되며, Type A, B 호

환 모듈, 제어용 중앙 처리 장치,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사용자용 키패드 및 디스플레이, 외부와의 통신

을 위한 통신 포트 등의 하드웨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충돌 방지(anti-collision) 기능

을 제공한다.

복합형 단말기는 EFT-POS용, Pay TV용, CD-ATM용 및 휴대 단말기 등이 있으며 보통 접촉 IC 카드와 유선 통신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접촉 IC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접촉 IC 카드 리더기는 ISO/IEC 7816 프로토콜을 만족하며, 비접촉 IC 카드 리더기의 무선

통신 이외의 기능은 유사하다.

에스디(SD: Secure Digital) 메모리 카드는 마쯔시다, 선디스크 및 도시바가 공동으로 합작하여 2000년에 발표한 일종의

신규 소형 SD 메모리 카드(Secure Digital Memory Card)의 표준으로 여러개의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와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이 실리콘 반도체 기술로 구성된 것이다. 에스디 메모리 카드는 크기가 작고, 중량이 가벼우며, 저장

과 판독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큰 장점이 있어 컴퓨터 주변기기, 휴대용 정보 단말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워커맨 등의

제품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에스디 메모리 카드는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와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기에서 살펴본 비접촉 IC 카드 기능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유무선 인터페이스 및 제어 기능이 탑

재되어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유무선 인터페이스 기능을 탑재하려면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 제어용 컨트롤러 칩과 에스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제어용 컨트롤러 칩이 3개 또는

4개로 구성되고 각각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따라서 제어할 필요가 있는 바 부품의 실장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관한 것으로,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비접촉 IC 카드(ISO 14443 Type A, B)

기능, 비접촉 IC 카드 리더(Type A, B) 기능 및 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탑재하여 비접촉 IC 카드 기능 및 카드 리더 기능

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 제어, 에스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제어,

메모리 액세스 제어 등을 1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어하도록 구성된 컨트롤러를 제공한다.

또한,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접근제어, 암복호 및 인증등의 보안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로서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는, 호스트 기기에 장착되어 상기 호스트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쉬 메모리와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에스

디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의 무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

능을 수행하는 RF 회로부; 상기 RF 회로부에 접속되어 송수신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안테나부; 및 상기 컨트롤러의 유

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진

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일 실시예로서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는, 호스트 기기에 장착되어 상기 호스트 기기에서 생

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쉬 메모리와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의 무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 IC 카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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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능을 수행하는 RF 회로부; 상기 RF 회로부에 접속되어 송수신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제 1 안테나부; 및 상기 RF 회

로부에 접속되어 리더 송수신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 형성의 제 2 안테나부와 연결되는 안테나 커넥터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가진다.

본 발명에 의한 또 다른 일 실시예로서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는, 호스트 기기에 장착되어 상기 호스트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쉬 메모리와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제 1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제 1 컨트롤러의 유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 및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고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확장

모듈과 연결되는 커넥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의 블럭도이다.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는 유무선 인터페

이스 기능이 탑재되는 것으로 유무선 통신 방법은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의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된

다.

도 1을 참조하면,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는 안테나부(110), RF 회로부(120), 컨트롤러(130), 플래쉬 메모리(140) 및 접

촉 IC 카드 어댑터부(1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RF 회로부(120)는 비접촉 IC 카드 기능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의 수행을 위한 무선 접속 모듈로 컨트롤러(130)에 접

속된다.

안테나부(110)는 RF 회로부(120)에 접속되어, RF 회로부(120)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호 송수신 안테나

로 구성된다.

컨트롤러(130)는 SD 카드 인터페이스부(131), 메모리 인터페이스부(132), 마이크로프로세서(uP(RISC))(133), 암호 모듈

(134), 램(RAM: Random Access Memory)(135), 롬(ROM : Read Only Memory)(136), 주변 모듈(137) 및 링크 인터페

이스부(138)로 구성된다.

SD 카드 인터페이스(131)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가 장착되는 호스트 기기(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노트북, 휴대용 정보 단

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모바일 폰(mobile phone), SD 메모리 카드 어댑터 내장기기 등)와의 연결을 위

하여 신호 핀(Pin, DAT0~3, GND, VDD, CLK)과 접속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부(132)는 플래쉬 메모리(140)와의 연결을 위하여 접속된다.

암호 모듈(134)은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복호와 인증 등의 보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암호

알고리즘 기능을 수행한다.

램(135)은 프로그램 실행 등에서 사용되는 워크 버퍼 메모리 기능을 수행한다.

롬(136)은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 프로토콜 제어 프로그램, SD 카드 인터페이스부 제어 프로그램,

암호 모듈 제어 프로그램 등의 실행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주변 모듈(137)은 타이머, 랜덤수 생성기 등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133)의 기능 수행 및 확장을 위해 사용된다.

링크 인터페이스부(138)는 RF 회로부(120) 및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150)를 컨트롤러(130)와 접속시킨다.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133)는 롬(136)에 저장된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보다 상위의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것과 동시에, SD 카드 인터페이스부(131) 제어, 플래쉬 메모리(140)에 대한 메모리

액세스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컨트롤러(130) 내의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제어와 함께 링크 인터페이스부(138)를 통

하여 RF 회로부(120) 및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150)의 제어를 수행한다.

플래쉬 메모리(140)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용의 플래쉬 ROM(Flash ROM) 또는 이이피롬(EEPROM)이고, 시스템 영역, 프

로젝트 영역, 일반 유저 영역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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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IC 카드 어댑터부(150)는 접촉 IC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유선의 물리적인 접점을 제공하는 유선 접속 모듈로 컨트롤

러(130)에 접속된다.

도 2는 도 1에서 RF 회로부(120)를 보다 자세히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 형태에 따라 RF 회로부(120)는 비접촉 IC 카드를 수행하는 카드 모듈(200)과 및 비

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리더 모듈(220)로 구성된다. 카드 모듈(200)에 대하여는 도 3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리더 모듈(220)에 대하여는 도 4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 3은 도 2에서 나타내는 카드 모듈(200)의 블럭도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카드 모듈(200)의 구성을 살펴보면, 안테나부(110)를 통하여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입력 신호를 증

폭하는 증폭기(300), 증폭기(300)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카드 클럭을 생성하는 클럭 생성기(310), 증폭기(300)의 출력

을 입력으로 하여 카드 입력 데이터를 추출하는 제 1 카드 복조기(ISO/IEC 14443 Type A 기능 수행)(320) 및 제 2 카드

복조기(ISO/IEC 14443 Type B 기능 수행)(330)로 구성된다.

또한 카드 모듈(200)은 컨트롤러(130)로부터 입력되는 카드 전송 데이터를 변조하여 외부 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출력 신

호로 변환하는 제 1 카드 변조기(ISO/IEC 14443 Type A 기능 수행)(350) 및 제 2 카드 변조기(ISO/IEC 14443 Type B

기능 수행)(360)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3에서 제 1 카드 복조기(320)와 제 2 카드 복조기(330)로 구성하고 또한 제 1 카드 변조기(350)와 제 2 카드 변조기

(360)으로 구성한 것은 ISO/IEC 14443 Type A, B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비접촉 IC 카드이 내장된 에스디 메모리 카드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도 4는 도 2에서 나타내는 리더 모듈(220)의 블럭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리더 모듈(220)은 리더 클럭을 생성시키는 오실레이터(400), 리더 전송 데이터를 리더 출력 신호로 변환

하여 송신하는 송신부(420), 리더 입력 신호를 수신하여 리더 수신 데이터로 변환하는 수신부(440)로 구성된다.

송신부(420)는 컨트롤러(130)로부터 입력되는 리더 전송 데이터를 변조하는 제 1 리더 변조기(ISO/IEC 14443 Type A

기능 수행)(422) 및 제 2 리더 변조기(ISO/IEC 14443 Type B 기능 수행)(424), 제 1 리더 변조기(422)와 제 2 리더 변조

기(424)로부터 출력되는 리더 변조 신호를 출력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출력회로(426)로 구성된다.

그리고, 수신부(440)는 안테나부(110)를 통하여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입력 신호에 대하여 일정 대역의 신호만을 필

터링하여 출력하는 대역통과필터(442), 상기 대역통과필터(442)에서 출력되는 대역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444), 상기

증폭기(444)를 통과한 증폭신호를 복조하여 생성된 리더 수신 데이터를 컨트롤러(130)로 출력하는 제 1 리더 복조기

(ISO/IEC 14443 Type A 기능 수행)(446) 및 제 2 리더 복조기(ISO/IEC 14443 Type B 기능 수행)(448)로 구성된다.

도 4에서 제 1 리더 변조기(422)와 제 2 리더 변조기(424)로 구성하고 또한 제 1 리더 복조기(446)와 제 2 리더 복조기

(448)로 구성한 것은 ISO/IEC 14443 Type A, B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가지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도 5는 도 1에서 안테나부(110)를 보다 자세히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 형태에 따라 안테나(110)는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지원하

기 위하여 각각 제 1 안테나(500)와 제 2 안테나(520)로 구성된다.

도 5에서 제 1 안테나(500)와 제 2 안테나(520)로 구성한 것은 ISO/IEC 14443 Type A, B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가지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인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의 블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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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면, 도 1의 안테나부(110)와 달리 도 6에서의 안테나부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제 1 안테나부(160) 및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의 안테나 커넥터부(170)를 통하여 RF 회로부(120)와 연결되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제 2 안테나부(600)로 구성되어 있다.

도 6에서 다른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도 1과 같은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미설명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

기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외부의 제 2 안테나부(600)를 안테나 커넥터부(170)를 통하여 RF 회로부

(120)와 연결하는 것으로, 도 1(도 5를 참조)과 같이 두개의 안테나가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보다도 무선 통신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 기기와의 무선 통신을 행하는 경우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의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

는 경우보다 전파의 송수신 효율이 향상되고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의 외부에 제 2 안테나부(600)를 설치하는 구성은 외부 돌출 형태의 구성으로

취급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도 6의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를 장착하는 호스트 기기가 비접촉 카드 리더 기능이 불필요

한 경우에는 모듈 형태로 구성된 제 2 안테나부(600)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실시예인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의 블럭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에스디 메모리 카드(700)와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카드 리더 기능 확장 모듈(750)이 2개로 분리하여

구성된다.

에스디 메모리 카드(700)는 통상의 에스디 메모리 카드로서 동작하는 것으로 제 1 컨트롤러(730), 플래쉬 메모리(720),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710) 및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 확장 모듈(750)과의 연결을 위한 커넥터부

(740)로 구성되어 있다.

플래쉬 메모리(720)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용의 플래쉬 ROM(Flash ROM) 또는 이이피롬(EEPROM)이고, 시스템 영역, 프

로젝트 영역, 일반 유저 영역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700)는 접촉 IC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유선의 물리적인 접점을 제공하는 유선 접속 모듈로 제 1 컨

트롤러(730)에 접속된다.

제 1 컨트롤러(730)는 SD 카드 인터페이스부(731), 메모리 인터페이스부(732), 마이크로프로세서(uP(RISC))(733), 램

(735), 롬(736), 링크 인터페이스부(738) 및 비접촉 IC 카드/리더 인터페이스부(739)로 구성된다.

SD 카드 인터페이스부(731)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가 장착되는 호스트 기기와의 연결을 위하여 신호 핀(Pin, DAT0~3,

GND, VDD, CLK)과 접속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부(732)는 플래쉬 메모리(720)와의 연결을 위하여 접속된다.

램(735)은 프로그램 실행 등에서 사용하는 워크 버퍼 메모리 기능을 수행한다.

롬(736)은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 프로토콜 제어 프로그램, SD 카드 인터페이스부 제어 프로그램,

암호 모듈 제어 프로그램 등의 실행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링크 인터페이스부(738)는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710)를 제 1 컨트롤러(730)와 접속시킨다.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733)는 롬(736)에 저장된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보다 상위의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것과 동시에, SD 카드 인터페이스부(731) 제어, 플래쉬 메모리(720)에 대한 메모리

액세스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제 1 컨트롤러(730) 내의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제어와 함께 링크 인터페이스부(738)

를 통하여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710)의 제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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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1 컨트롤러(730)는 비접촉 IC 카드/리더 인터페이스부(739)가 구비되어 있고 암호 모듈과 주변 모듈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외에는, 도 1에 있어서 컨트롤러(130)와 대응하는 각 부분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접촉 IC 카드/리더 인터페이스부(739)는 커넥터부(740)를 통하여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 확장 모

듈(750)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한편,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 확장 모듈(750)은 안테나부(760), RF 회로부(770) 및 제 2 컨트롤러

(780)로 구성된다.

RF 회로부(770)는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 수행을 위한 무선 접속 모듈로 제 2 컨트롤러(780)에 접속

된다.

안테나부(760)는 RF 회로부(770)에 접속되어, RF 회로부(770)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호 송수신 안테나

로 구성된다.

제 2 컨트롤러(780)는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제어를 행하는 것으로, 비접촉 IC 카드/리더 인터페이스부

(781), 마이크로프로세서(782), 암호 모듈(784), 램(785), 롬(786), 주변 모듈(787)로 구성된다.

암호 모듈(784)은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복호와 인증 등의 보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암호

알고리즘 기능을 수행한다.

주변 모듈(787)은 타이머, 랜덤수 생성기 등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783)의 기능 수행 및 확장을 위해 사용된다.

여기에서 비접촉 IC 카드/리더 인터페이스부(781)는 커넥터부(740)를 통하여 에스디 메모리 카드(700)와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또한, 제 2 컨트롤러(780)는 RF 회로부(770)와 접속된다. 여기에서, 제 2 컨트롤러(780)는 비접촉 IC 카드/리더 인터페이

스부 기능과 플래쉬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이외에는, 도 7에서 제 1 컨트롤러(730)의 각 부분

과 대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7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에스디 메모리 카드(700)를 에스디 메모리 카드 장치로서 사용할 수 있고, 비접촉 IC 카드 및 비

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제 2 컨트롤러(780), RF 회로부(770), 안테나(760)을 내장한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

촉 IC 카드 리더 기능 확장 모듈(750)을 접속하는 것으로 통신 인터페이스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에스디 메모리 카드(700)내에의 부품 실장이 용이해지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 확장 모듈(750)을 접속하는 것으로 무선 인터페이스 기능을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도 1, 도 6 및 도 7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형태에 있어서 유무선 인터페이스 기능에 따라 접속되는 호스트 기

기의 설정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의 유무선 통신 방식에서는 통신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기기 중의 특정한 기

기와 통신하고 싶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접속하는 상대 기기를 특정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Pin 코드와 특정 기기의 Pin코드를 설정 정보로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으로, 이 등록되는 설정 정보를 기초로 특정한 기기

와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설정 정보를 플래쉬 메모리의 보호(protect) 메모리 영역에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다.

도 1을 통하여 살펴보면, 도 1에 나타나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의 경우에 플래쉬 메모리(140)의 보호 메모리 영역에

기록되는 설정 정보는 유무선 인터페이스 제어와 메모리 인터페이스 제어를 실행 가능한 컨트롤러(130)에 따라서 판독 가

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정한 기기와 통신하도록 하는 설정 정보를 통하여 특정의 상대 기기와 통신이 가능해진다.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를 장착한 호스트 기기로서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의 인증 수단에 따라서 공개키 정보를 가

진 특정의 호스트 기기밖에 액세스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액세스 제어는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와 대응하는 호스트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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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인증수단을 통한 보호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의 읽기 쓰기를 행하는 때에 호스트 기기와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와의 사이에 공통으로 가지는 공개키 정보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복

제가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에스디 메모리 카드(100)를 임의의 호스트 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기 호스트 기기에 따라서

미리 설정되는 접속 상대와 통신할 수 있게 하고, 접속 상대의 변경이나 설정 정보의 읽기 기능은 특정의 호스트 기기에 에

스디 메모리 카드를 설치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유무선 인터페이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 장치에 부가하여 기능 확장

에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에스디 메모리 카드로서의 편리성과 함께 암호 모듈의 제공으로 암복호와 인증 기능을 이용한 에스디 메모리 카드

자체에서 보다 쉽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종래의 비접촉 IC 카드와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의 기능을 통합하여 탑재함으로써 교통카드, 출입통제 등의 비접

촉 IC 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비접촉 IC 카드 리더와 접촉 IC 카드 리더로 함께 사용 할 수 있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카드 리더 이동의 편

리성과 간편한 조작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다기능 컨트롤러의 내장으로 정보 처리 및 저장 메모리 또는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스트 기기에 장착되어 상기 호스트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쉬 메모리와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대한 액

세스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의 무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RF 회로부;

상기 RF 회로부에 접속되어 송수신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안테나부; 및

상기 컨트롤러의 유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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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호스트 기기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에스디 카드 인터페이스부;

상기 플래쉬 메모리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부;

상기 RF 회로부 및 상기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링크 인터페이스부;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과 상기 각각의 인터페이스부를 제어하는 프로

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롬; 및

상기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제어하고, 상기 각각

의 인터페이스부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암호 모듈을 더 포함하되,

상기 롬은 상기 암호 모듈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더 저장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상기 암호 알고리즘 기능

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쉬 메모리는 상기 호스트 기기가 특정한 기기에 대하여만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하는 설정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설정 정보를 통하여 상기 특정한 기기에 대하여만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F 회로부는

상기 비접촉 IC 카드 기능을 각각 제공하는 카드 모듈; 및

상기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제공하는 리더 모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모듈은

상기 안테나부를 통하여 외부 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입력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

상기 증폭기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카드 클럭을 생성하는 클럭 생성기;

상기 증폭기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상기 컨트롤러에 입력되는 카드 입력 데이터를 추출하는 카드 복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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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트롤러로부터 전송되는 카드 전송 데이터를 변조하여 생성된 출력 신호를 외부 기기로 출력하는 카드 변조기;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복조기는 제 1 카드 복조기와 제 2 카드 복조기로 이루어지고,

상기 카드 변조기는 제 1 카드 변조기와 제 2 카드 변조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

드.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리더 모듈은

리더 클럭을 생성하는 오실레이터;

상기 컨트롤러를 통하여 입력되는 리더 전송 데이터를 출력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기기로 송신하는 송신부; 및

상기 안테나부를 통하여 입력되는 입력 신호를 수신하여 리더 수신 데이터로 변환하는 수신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는

상기 컨트롤러로부터 입력되는 리더 전송 데이터를 변조하는 리더 변조기; 및

상기 리더 변조기로부터 출력되는 리더 변조 신호를 출력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외부 기기로 출력하는 출력회로;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리더 변조기는

제 1 리더 변조기와 제 2 리더 변조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는

상기 안테나부를 통하여 외부 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입력 신호에 대하여 일정 대역의 신호만을 필터링하여 출력하는 대역

통과필터;

상기 대역통과필터에서 출력되는 대역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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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증폭기를 통과한 증폭신호를 복조하여 생성된 리더 수신 데이터를 상기 컨트롤러로 출력하는 리더 복조기;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리더 복조기는

제 1 리더 복조기와 제 2 리더 복조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부는

상기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제 1 안테나와 제 2 안테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부는

상기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제 1 안테나와 상기 에스디 메모리 카드 외부에 설치되는 제 2 안테나로 구성되

되,

상기 제 2 안테나는 상기 RF 회로부와 안테나 커넥터부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

리 카드.

청구항 15.

호스트 기기에 장착되어 상기 호스트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쉬 메모리와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대한 액

세스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의 무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RF 회로부;

상기 RF 회로부에 접속되어 송수신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제 1 안테나부; 및

상기 RF 회로부에 접속되어 리더 송수신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 형성의 제 2 안테나부와 연결되는 안테나 커넥터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6.

호스트 기기에 장착되어 상기 호스트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쉬 메모리와 상기 플래쉬 메모리에 대한 액

세스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제 1 컨트롤러로 이루어진 에스디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상기 제 1 컨트롤러의 유선 인터페이스 제어에 의하여 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접촉 IC 카드 어댑터부; 및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고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확장 모듈과 연결되는 커넥터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등록특허 10-05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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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비접촉 IC 카드 및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확장 모듈은,

상기 비접촉 IC 카드 기능과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을 수행하는 RF 회로부; 상기 RF 회로부에 접속되어 송수신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안테나부; 및 무선 인터페이스를 제어하여 상기 RF 회로부에 비접촉 IC 카드와 비접촉 IC 카드 리더 기능

을 수행하는 제 2 컨트롤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컨트롤러와 상기 제 2 컨트롤러에는 각각 비접촉 IC 카드/리더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하여 상호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확장용 에스디 메모리 카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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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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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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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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