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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능 및 멀티 미디어 데이터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는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메모리 카드 인

터페이스, 카드 컨트롤러 및 메모리 모듈을 포함한다.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스마트 카드 프로

토콜에 의하여 통신하도록 인터페이스하고,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는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와 해당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에 의하여 통신하도록 인터페이스한다.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

모리 카드 호스트가 정상 동작 수행 가능하도록 상기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및 상기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제어한다. 메모리 모듈은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또는

인증 정보를 저장한다. 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따로 따로 장착하지 않고도 하나의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만으로도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와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가 동시에 지원 가능함으로써 하나의 멀티 인터페이스 카

드로 사용자 인증 기능과 데이터 저장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카드 컨트롤러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카드 컨트롤러의 클럭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3의 클럭 매니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카드 컨트롤러의 파워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카드 컨트롤러의 리셋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6의 리셋 매니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카드 컨트롤러의 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제어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클럭 매니저 30 : 파워 매니저

50 : 리셋 매니저 90 : 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

200 :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230 : 카드 컨트롤러

237: 데이터 메모리 239 : 메모리 모듈 액세스 매니저

250 : 메모리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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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시킨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및 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간의

멀티 인터페이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 카드, 예를 들어 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 인증 모듈) 카드는 모바일 폰의 뒷면 카드 홀더에

장착된다. SIM 카드는 그 안에 가입자의 전화번호부 정보를 포함한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SIM 카드를 다른 모바일

폰에 꽂으면 가입자가 자기 단말기처럼 쓸 수 있다.

모바일 폰(mobile phone)에는 인증 기능 등과 같은 모바일 폰의 기능을 담당하는 SIM 카드와 멀티 미디어 데이터 저장용

으로 메모리 카드가 동시에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SIM 카드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를 모바일 폰에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SIM 카드와 메모리 카드는

기존의 모바일 폰에 따로 따로 장착된다. 이 경우 모바일 폰의 제작비용이 비싸지고 모바일 폰에서 SIM 카드와 메모리 카

드의 사용 면적이 증가된다.

SIM 카드와 메모리 카드는 서로 다른 클럭 속도로 동작한다. 즉, SIM 카드는 약 5MHz 이하의 저속 클럭으로 동작하며, 메

모리 카드는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약 20MHz 이상의 고속 클럭으로 동작한다.

또한, SIM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는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SIM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는 각각의 클럭 출력을 중단하거나 동시에 각각의 클럭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SIM 카

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는 서로 다른 파워 전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의 파워

전압를 끊거나 동시에 각각의 파워 전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SIM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

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리셋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기존의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는 상기 SIM 카드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를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즉, 기존의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는 저속 클럭으로 동작하는 SIM 카드 인터페이스와 고속 클럭으로 동작하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기존의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는 복수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지원해야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파워 전압의 중단 여부, 클럭의 중단 여부 및 리셋 요청 등을 감지하여 전체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카드로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하나의 카드로 사용자 인증 기능과 데이터 저장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스마트 카드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멀티 인터페이싱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스마

트 카드 프로토콜에 의하여 통신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와 해

당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에 의하여 통신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가 각각 상기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및 상기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동시에

인터페이스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카드 컨트롤러; 및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

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모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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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는 인증 기능을 가지는 제1 카

드 호스트와 인터페이스하는 제1 카드 인터페이스; 데이터 저장 기능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와 인터페

이스하는 제2 카드 인터페이스; 상기 제1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저

장하는 메모리 모듈; 및 상기 제1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 각각으로부터 제공되는 클럭 신호,

전원 전압 또는 리셋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카드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클럭 신호, 전원 전압, 또는

리셋 신호를 제어하는 카드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간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은 스마트 카드 호스트로부터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1 요청 또는 제1 메모리 사용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적

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2 요청 또는 제2 메모리 사용 요청을 수신하

는 단계;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 및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의 정상 동작 조건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요청, 제2 요청, 제1 메모

리 사용 요청 및 제2 메모리 사용 요청을 우선 순위화하는 단계;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기 제1 요청 및 제2 요청에 따

른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기 제1 메모리 사용 요청 및 제2 메모리 사용 요청을 메모리 모듈

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와의 인터페이스 및 적어도 하나의 메

모리 카드(memory card) 호스트들(150)과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카드 내에 구현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카드 호스트

(130)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memory card) 호스트들(150)은 모바일 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Portable device)

에 설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스마트 카드는 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 인증 모듈) 카드가 될 수 있다. SIM 카드

는 예를 들어, 가입자의 전화번호부 정보 및 개인 식별 번호(PIN)를 저장하며, 인증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메모리 카드는 예를 들어 MMC 카드, Secure DigitalTM 카드, Memory StickTM 카드, Compact FlashTM 카드 또는

Smart MediaTM 카드가 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카드는 휴대용 단말기에 하나 또는 복수개가 설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용 단말기에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SIM 카드 호스트와 데이터 저장을 위한 하나의 MMC 카드 호스트가 설치될 수 있

다. 또한, 예를 들어, 휴대용 단말기에 SIM 카드 호스트와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복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들, 즉 MMC 카드

호스트, Secure DigitalTM 카드 호스트 및 Memory StickTM 카드 호스트가 설치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휴대용 단말기(100)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 스마트 카드 버스(112),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

스트(150) 및 메모리 카드 버스(114)를 포함한다.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는 스마트 카드 버스(212), 메모리 카드 버스

(214), 카드 컨트롤러(230) 및 메모리 모듈(250)을 포함한다. 메모리 카드 버스(114, 214)는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

(150)의 종류 및 개수에 대응하여 하나 또는 복수개의 버스를 가질 수 있다.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와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는 스마트 카드 버스(112, 212)를 통하여 접촉식 스마트 카드 표준

인 ISO 7816 프로토콜에 의하여 통신한다.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와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50)는 메모리 카드 버스

(114, 214)를 통하여 해당 메모리 카드 버스에 상응하는 프로토콜에 의하여 통신한다.

인증용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는 언제라도 일정한 시간 내 인증 요구에 응답하여야하므로 제한된 시간내의 응답 동작이

요구된다. 대용량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패킷의 양이 많으므로 고속 동작 속도가 요구된다.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는 5MHz 이하의 저속 클럭으로 동작하고,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는 약 20MHz 이상의 고속 클

럭으로 동작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는 3.25 MHz의 클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는 20MHz, 25 MHz, 또는 52 MHz의 클럭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컨트롤러(230)는 5MHz의 저속 클럭으로 동작하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 및 약 20MHz 이상의 고속 클럭으로 동

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와 각각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SIM 카드 및 적어도 하

나의 메모리 카드간 호환성을 유지시키도록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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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드 컨트롤러(230)는 클럭 매니저, 파워 매니저, 리셋 매니저, 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90)를 구비하여 저속으로 동

작하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 및 고속으로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와 동시에 멀티 인터페이

스가 가능하도록 복수의 카드 호스트로부터의 클럭 신호, 파워 신호 및 리셋 신호와 내부 및 외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

리한다.

메모리 모듈(250)은 예를 들어 SRAM, 플래쉬(Flash) 메모리, MRAM(Magneto-resistive RAM), FRAM(Ferro-electric

RAM), PRAM(Phase-change RAM) 또는 EEPROM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모듈(250)은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한

다. 메모리 모듈(250)은 인증을 위한 인증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상기 메모리 모듈은 상기 카드 콘트롤러(230) 외부

에 구비될 수도 있고,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기 카드 콘트롤러(230) 내부에 구비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카드 컨트롤러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카드 컨트롤러(230)는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231), 스마트 카드 토큰 인터프리터(smart card token

Interpreter; 233), 카드 매니저(card manager; 235), 메모리 모듈 액세스 매니저(memory module access manager;

239),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241) 및 메모리 카드 토큰 인터프리터(memory card token interpreter; 243)를 포함한다.

카드 컨트롤러(230)는 데이터 메모리(237)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데이터 메모리(237)는 상기 카드 콘트롤러(230) 내부

에 구비될 수도 있고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기 카드 콘트롤러(230) 외부에 구비될 수도 있다.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231)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와 스마트 카드 버스(112, 212)를 통하여 접촉식 스마트 카드 표

준인 ISO 7816 표준에 근거하여 물리적(physical) 인터페이스 및 기능적(functional)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스

마트 카드 인터페이스(231)는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표준인 ISO 14443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스마트 카드 토큰 인터프리터(233)는 ISO 7816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로부터 전송된 요구

(request)들을 상기 요구(request)들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 컨

트롤 및 데이터 처리(processing)를 위한 토큰(token)으로 변환시킨다. 상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인증 동작 등을

포함한다.

카드 매니저(235)는 클럭 매니저(clock manager; 10), 파워 매니저(30), 리셋 매니저(reset manager; 50), 메모리/프로토

콜 매니저(memory/protocol arbiter; 90)를 포함한다. 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90)는 프로토콜 매니저(protocol arbiter)

및 메모리 컨트롤 매니저(memory control arbiter)로 분리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클럭 매니저(10)는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SIM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모두 동시에

클럭이 인가되거나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클럭이 꺼지거

나 인가되는 경우에도 전체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스템 파워 소모가 최소화 되도록 카드 컨트

롤러(230) 내의 클럭을 관리한다.

파워 매니저(30)는 SIM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가 각각의 파워를 끊거나 동시에 각각의 파워를

제공할 경우에도 전체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한다.

리셋 매니저(50)는 SIM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각각 리셋 요청이 들어올 경우나 웜리셋

(warm reset), 콜드리셋(cold reset)등 각각 리셋의 요청에 대하여 전체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리셋 처리를 수행한다.

프로토콜/메모리 컨트롤 매니저(90)는 상기 SIM 카드 호스트(130)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150)부터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수의 요청들 또는 복수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토큰 인터프리터(233, 243)를 이용하여

해석하고, 해당 SIM 카드 프로토콜 또는 해당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 동작을 위한 응답 시간을 기초로 하여

상기의 복수의 요청들 또는 복수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한다.

공통 프로세싱 리소스(70)는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요청들에 따른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서(Processor), 버스

(Bus), 데이터 엔진(Data Engine) 및 I/O 장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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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241)는 메모리 카드 호스트(130)와 메모리 카드 버스(114, 214)를 통하여 하나 또는 복수개의 메

모리 카드 버스 프로토콜-예를 들어, MMC(Multi-Media Card), SD(Secure Digital) 및 Memory Stick 등의 버스 프로토

콜-에 근거하여 물리적(physical) 및 기능적(functional)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메모리 카드 토큰 인터프리터(243)는 상기 하나 또는 복수의 메모리 카드 버스 프로토콜에 의하여 메모리 카드 호스트

(150)로부터 전송된 요구(request)들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

(control) 등을 위한 토큰(token)으로 변환시킨다. 상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메모리 저장 동작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메모리(237)는 예를 들어, SRAM, 플래쉬(Flash) 메모리, PRAM, FRAM, MRAM, 및/또는 EEPROM을 포함한다.

데이터 메모리(237)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 내부 동작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한, 데이터 메모리

(237)는 인증 처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메모리 모듈 액세스 매니저(239)는 하나 또는 복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로부터의 제공된 메모리 액세스 요청

(memory access request) 중 프로토콜/메모리 컨트롤 매니저(90)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여 메모리

모듈(250)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메모리 모듈 액세스 매니저(239)는 예를 들어 플래쉬 메모리, SRAM, 및/또는

EEPROM등으로 이루어진 메모리 모듈(250)을 액세스할 경우, 메모리 어드레스를 플래쉬 메모리, SRAM 및/또는

EEPROM등의 어드레스 체제에 맞도록 변환한다.

예를 들어,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는 하나의 칩(chip)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는, 카드 매니저(235) 블록을 하나의 칩

(chip)으로 구현하고,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231) 및 스마트 카드 토큰 인터프리터(233)를 포함하여 별도의 칩으로 구

현하고,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241) 및 메모리 카드 토큰 인터프리터(243)를 포함하여 별도의 칩으로 구

현하여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를 3개의 칩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카드 컨트롤러의 클럭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클럭 매니저(10)는 내부 클럭 선택기(Internal clock selector; 14), 클럭 검출기(Clock detector; 16) 및

클럭 선택기(clock selector; 20)로 이루어진다. 클럭 선택기(20)는 시스템 클럭 선택기(System clock selector; 21),

SIM 클럭 선택기(SIM clock selector; 23) 및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Memory card clock selector; 29)를 포함한다.

클럭 매니저(10)는 복수개의 클럭 소스들-내부 클럭 발생기(12), SIM 카스 호스트(130)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

스트(150)-에서 출력되는 클럭 신호들 iCLK 1, iCLK 2, ..., iCLK m, SIM_CLK, Ext CLK 1, Ext CLK 2, ..., Ext CLK n

중의 하나를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선택한다. 여기서, SIM_CLK은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 즉 SIM 카드 호스

트에서 사용되는 클럭이고, Ext CLK 1, Ext CLK 2, ..., Ext CLK n은 각각 복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에서 사용되는

클럭이다. 클럭 선택 제어 신호는 예를 들어 클럭 모니터 신호(Clock_Monitor) 및 콘트롤러 동작 상태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서, 콘트롤러 동작 상태 정보는 카드 컨트롤러(230)의 슬리핑 모드(sleeping mode), 정상 동작 모드(operation

mode) 및 정지 모드(stop mode) 등의 동작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슬리핑 모드에서는 카드 컨트롤러

(230)가 파워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낮은 속도의 시스템 클럭으로 동작된다. 정지 모드에서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은 켜져 있지만 클럭 신호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클럭 선택 제어 신호는 파워 모니터 신호(Power_Monitor), 리셋 모니터 신호(Reset_Monitor) 및 내부 클럭 선택 제어 신

호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클럭 매니저(10)는 상기 선택된 클럭 신호를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의 시스템 클럭(System Clock or Sys_Clk)으로

제공하거나,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310) 또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320)으로 제공한다. 시스템 클럭은 멀

티 인터페이스 카드(200)의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는 공통 코아(core) 블록인 공통 프로세싱 리소스(Common Processing

Resource; 70)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클럭이다.

내부 클럭 발생기(Internal Clock Generator; 12)는 내부 클럭 iCLK 1, iCLK 2, ..., iCLK m을 발생시켜 내부 클럭 선택기

(14)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내부 클럭 발생기(120)는 오실레이터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내부 클럭 발생기는 하나의 내

부 클럭 iCLK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내부 클럭 iCLK는 고속인 20 MHz의 클럭 속도, 저속인 3.25 MHz의 클럭 속도, 25 MHz의 클럭 속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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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클럭 선택기(14)는 상기 발생된 내부 클럭 중의 하나를 상기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응답하여 선택하여 출력한다.

내부 클럭 선택기(14)는 상기 클럭 모니터 신호 및/또는 별도의 컨트롤러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발생된 내부 클럭 중

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도 있다.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는 상기 선택된 내부 클럭 신호, SIM_CLK, Ext CLK 1, Ext CLK 2, ..., Ext CLK n 중의 하나를

상기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한다. 또한,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는 컨트롤러 동작 상태 정

보 및/또는 클럭 모니터 신호에 기초하여 시스템 클럭을 턴오프하거나, 고속 클럭 또는 저속 클럭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는 내부 클럭 선택기(14)의 출력인 내부 클럭을 시스템 클럭(SYSTEM CLOCK)으로

선택한다. 3.25 MHz의 SIM 카드 클럭과 20 MHz의 메모리 카드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경우,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는

고속인 20 MHz 사이의 클럭 속도를 가지는 내부 클럭을 내부 클럭 선택기(14)로부터 제공받아 시스템 클럭으로 출력할

수도 있다. 또는, 3.25 MHz의 SIM 카드 클럭과 20 MHz의 메모리 카드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경우, 시스템 클럭 선택기

(21)는 상기 20 MHz의 메모리 카드 클럭을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출력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저속인

3.25 MHz의 SIM 카드 클럭과 고속인 52 MHz의 메모리 카드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경우에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는

3.25 MHz와 52 MHz 사이의 클럭 속도인 약 25 MHz의 클럭 속도를 가지는 내부 클럭을 내부 클럭 선택기(14)로부터 제

공받아 시스템 클럭으로 출력할 수도 있다. 또한, 고속인 20MHz의 메모리 카드 클럭만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속인 SIM 카

드 클럭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고속인 20MHz의 클럭-상기 메모리 카드 클럭 또는 상기 내부 클럭-을 시스템 클럭으

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저속인 3.25 MHz의 SIM 카드 클럭과 고속인 20 MHz의 메모리 카드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저속인 3.25 MHz의 SIM 카드 클럭만이 활성화된 상태로 변화된 경우,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는 SIM 카드 클럭을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출력할 수도 있고, 또는 상기 SIM 카드의 클럭 속도에 상응하는 내부 클럭을 선택하여 시스템 클럭으로

출력할 수도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저속인 3.25 MHz의 SIM 카드 클럭과 고속인 20 MHz의 메모리 카드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슬리핑 모드(sleeping mode)로 전환된 경우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는 SIM 카드 클럭을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출력

할 수도 있다.

SIM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선택된 내부 클럭 신호, SIM_CLK, Ext CLK 1, Ext CLK 2, ..., Ext CLK n 중의 하나를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선택하여 부분 Clock 1 신호를 생성하여 SIM 카드와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스마트 카드 인

터페이스 블록(231)으로 제공한다.

또는, SIM 클럭 선택기(23)는 SIM_CLK만을 입력받아 상기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블

록(231)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의해 SIM 카드 호스트의 SIM_CLK 신호가 활성화된 것이

감지된 경우 SIM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SIM_CLK 신호를 선택하여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310)으로 제공한다.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는 상기 선택된 내부 클럭 신호, SIM_CLK, Ext CLK 1, Ext CLK 2, ..., Ext CLK n 중의 하

나를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선택하여 부분 Clock k 신호를 생성하여 메모리 카드와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320)으로 제공한다. 또는, 메모리 클럭 선택기(29)는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의해 활성화된 것

이 감지된 Ext CLK 신호만을 입력받아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241)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

기(29) 및 이에 대응하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241)은 상기 메모리 카드 클럭 신호 Ext CLK 1, Ext CLK 2, ...,

Ext CLK n 개수에 상응하여 복수개가 구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의해 제1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Ext CLK1 신호가 활성화된 것이 감지된 경우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Ext CLK1 신호를 대응되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241)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클럭 모

니터 신호에 의해 제1 및 제2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클럭 신호 Ext CLK1, Ext CLK2가 활성화된 것이 감지된 경우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Ext CLK1 및 Ext CLK2 신호를 선택하여 각각 대응되는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들

(241)로 제공한다.

클럭 검출기(16)는 SIM_CLK, Ext CLK 1, Ext CLK 2, ..., Ext CLK n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클럭 모니터 신호를 생성한

다. 클럭 모니터 신호는 SIM_CLK, Ext CLK 1, Ext CLK 2, ..., Ext CLK n 각각의 클럭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

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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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3의 클럭 매니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클럭 매니저(10)는 SIM 카드 호스트(130)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로부터 동시에 각각의 클럭이 인가

되거나, SIM 카드 호스트(130)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 중 적어도 하나의 클럭이 꺼지거나 인가

되는 상황에 따라 카드 컨트롤러(230)의 클럭 신호를 제어 한다.

이하, 하나의 SIM 카드 클럭과 하나의 메모리 카드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우의 처리 과정을 예로 들어 클럭 매니저

(10)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상태(state) 1은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의하여 외부의 SIM 카드 호스트 및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제공

되는 SIM_CLK 및 메모리 클럭(MC_CLK)이 모두 비활성화된 것으로 감지된 상태를 나타내고, 상태 2는 클럭 모니터 신호

에 의하여 상기 SIM_CLK이 비활성화되고 MC_CLK이 활성화된 것으로 감지된 상태이다. 상태 3은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의하여 상기 SIM_CLK은 활성화되어 있고 메모리 클럭(MC_CLK)은 비활성화된 것으로 감지된 상태를 나타내고, 상태 4

는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의하여 SIM_CLK 및 MC_CLK이 활성화된 것으로 감지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SIM 카드 호스트 및 메모리 카드 호스트는 데이터 전송시 서로 다른 클럭 주파수를 사용한다. SIM 카드 호스

트 또는 메모리 카드 호스트에서는 파워 전압이 끊어지기 전에 클럭이 먼저 비활성화되고 소정 기간 경과 후 파워 전압 공

급이 끊어진다. 클럭 모니터(CLOCK MONITOR) 신호는 상기와 같은 SIM 카드 호스트 또는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출

력되는 클럭이 현재 활성화 상태인지 비활성화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4가지 상태(state)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상태로 이동 될 수 있으며, 이동할 때에는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따라서 시

스템 클럭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상태 4에서 상태 3으로 천이되는 경우, 클럭 매니저(10)는 메모리 카드의 클럭이 비활성화 되면서, 컨트롤러 동

작 상태 정보(슬리핑 모드, 정상 동작 모드, 정지 모드등)에 따라 시스템 클럭을 고속에서 저속으로 변환하여 준다.

먼저, 상태 1에서 상태 2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는 상기 활성화된 메

모리 클럭 MC_CLK를 선택하여 해당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공하고(MC_CLK ON), 시스템 클럭 선택기(21)

에서는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의 파워-온-리셋(POR; Power-On-Reset)이 감지된 경우 고속으로 동작하는 상기 활성

화된 고속 MC_CLK를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시스템 클럭을 활성화시킨다(401).

반대로, 상태 2에서 상태 1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는 상기 메모리 클

럭 MC_CLK가 메모리 클럭 선택기(29)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MC_CLK OFF)하고, 시스템 클럭 선택기(21)에서는 파

워 모니터 신호를 체크하여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파워 전압 및 상기 SIM 카드 호스트의 파워 전압이 둘 다 꺼진 것으

로 감지된 경우 시스템 클럭이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하여 시스템 클럭을 오프시킨다(Sys_

Clk OFF, 403).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SIM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활성화된 SIM_CLK를

선택하여 해당 SIM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공하고(SIM_CLK ON), 시스템 클럭 선택기(21)에서는 상기 활성화된 저

속 SIM_CLK를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시스템 클럭을 활성화시킨다(411).

반대로, 상태 3에서 상태 1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SIM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SIM_CLK가 SIM

클럭 선택기(23)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SIM_CLK OFF)하고, 시스템 클럭 선택기(21)에서는 파워 모니터 신호를 체크

하여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파워 전압 및 상기 SIM 카드 호스트의 파워 전압이 모두 꺼진 것으로 감지된 경우 시스템

클럭이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하여 시스템 클럭을 오프시킨다(409).

상태 2에서 상태 4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SIM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활성화된 SIM_CLK를 선

택하여 해당 SIM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공하고(SIM_CLK ON)(407). 이 경우, 시스템 클럭은 변화없이 고속으로 동

작하는 메모리 클럭이 사용될 수 있다.

반대로, 상태 4에서 상태 2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SIM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SIM_CLK가 SIM

클럭 선택기(23)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SIM_CLK OFF)한다(405). 시스템 클럭은 변화없이 메모리 클럭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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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4에서 상태 3으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는 상기 MC_CLK가 메

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SIM_CLK OFF)한다(415). 시스템 클럭은 변화없이 메모리 클럭으

로 유지된다.

반대로, 상태 3에서 상태 4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는 상기 활성화된

MC_CLK를 선택하여 해당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공하고(MC_CLK ON), 시스템 클럭 선택기(21)에서는 상

기 활성화된 고속 MC_CLK를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시스템 클럭을 활성화시킨다(413).

상태 1에서 상태 4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SIM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활성화된 SIM_CLK를 선

택하여 해당 SIM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공하고(SIM_CLK ON),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는 상기 활성화된 고

속 MC_CLK를 선택하여 해당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공하고(MC_CLK ON), 시스템 클럭 선택기(21)에서는

고속으로 동작하는 MC_CLK를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선택된 시스템 클럭을 활성화시킨다(419).

반대로, 상태 4에서 상태 1로 천이된 것이 감지된 경우, 클럭 매니저(10)의 SIM 클럭 선택기(23)는 상기 SIM_CLK가 SIM

클럭 선택기(23)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SIM_CLK OFF)하고,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는 상기 MC_CLK가 메모

리 카드 클럭 선택기(29)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MC_CLK OFF)하고, 시스템 클럭 선택기(21)에서는 파워 모니터 신

호를 체크하여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파워 전압 및 상기 SIM 카드 호스트의 파워 전압이 모두 꺼진 것으로 감지된 경

우 시스템 클럭이 시스템 클럭 선택기(21)로부터 출력되는 것을 차단하여 시스템 클럭을 오프시킨다(417).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카드 컨트롤러의 파워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파워 매니저(30)는 전압 조절기(또는 IVC; 32), 다이오드(34), 내부 전원 전압 컨트롤러(36) 및 파워 모

니터(38)를 포함한다.

파워 매니저(30)는 동작 중인 SIM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가 각각 파워를 끊거나 동시에 각각의

파워를 인가할 경우에도 카드 컨트롤러(230)의 파워 전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전압 조절기(32)는 외부 전원 전압 SIM VDD, Ext VDD 1, Ext VDD 2, ..., Ext VDD n을 입력받아 카드 컨트롤러(230)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압 레벨로 변환하여 다이오드(34)를 거쳐 카드 전원 전압 컨트롤러(36)로 제공한다. SIM VDD는 스

마트 카드 호스트(130), 즉 SIM 카드 호스트에서 사용되는 전원 전압이고, Ext VDD 1, Ext VDD 2, ..., Ext VDD n은 각

각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에서 사용되는 전원 전압이다.

다이오드(34)는 서로 다른 전압 레벨을 가지는 외부 전원 전압 SIM VDD, Ext VDD 1, Ext VDD 2, ..., Ext VDD n으로 인

한 역방향 전류를 차단한다.

카드 전원 전압 컨트롤러(36)는 컨트롤러 동작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전압 조절기(32) 및 다이오드(34)를 거쳐 입력된 하

나 또는 복수의 외부 전원 전압을 제공받아 복수의 내부 전원 전압 Internal Power 1 및 Internal Power 2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내부 전원 전압 Internal Power 1은 카드 컨트롤러(230)의 메인 파워로 사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내부 전원

전압 Internal Power 2는 메모리 모듈(250)의 전원 전압으로 사용되도록 메모리 모듈(250)로 제공될 수 있다.

파워 모니터(38)는 전압 조절기(32) 및 다이오드(34)를 거쳐 입력된 복수의 외부 전원 전압 SIM VDD, Ext VDD 1, Ext

VDD 2, ..., Ext VDD n을 모니터링하여 파워 모니터 정보(PWR_Monitor)를 생성한다. 파워 모니터 정보는 하나 또는 복

수의 호스트들-예를 들어 SIM 카드, MMC 카드, Secure DigitalTM 카드, Memory StickTM 카드, Compact FlashTM 카드,

Smart MediaTM 카드-의 파워 전압 인가 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파워 모니터 정보(PWR_Monitor)는 특정 카드 호스

트로부터 파워 전압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상태를 이진값 '1' 및 '0'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파워 모니터 정보

(PWR_Monitor)는 특정 카드 호스트로부터 파워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 중인지의 상태, 또는 파워 전압의 인가가 완료되었

는지의 상태, 전체 시스템의 전원 전압이 끊어져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카드 컨트롤러의 리셋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리셋 매니저(50)는 리셋 처리부(52)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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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신호(Reset) SIM RST, Ext RST 1, Ext RST 2, ..., Ext RST n는 복수의 카드 호스트-예를 들어 SIM 카드, MMC 카

드, Secure DigitalTM 카드, Memory Stick TM 카드, Compact FlashTM 카드, Smart MediaTM 카드등- 각각에서 서로 독

립적으로 생성된다. SIM RST은 스마트 카드 호스트(130), 즉 SIM 카드 호스트에서 생성된 리셋 신호이고, Ext RST 1,

Ext RST 2, ..., Ext RST n은 복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150)에서 생성되는 리셋 신호들이다.

리셋 매니저(50)는 특정 카드 호스트에 의해 생성된 리셋 신호가 상기 특정 카드 호스트 외의 다른 카드 호스트의 동작에

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복수의 카드 호스트간의 리셋 동작을 조정해준다.

리셋 처리부(52)는 카드 전원 전압 컨트롤러(36)에서 제공된 내부 전원 전압 Internal Power 1, Internal Power 2, 카드

컨트롤러(230) 내부에서 발생된 리셋 신호(Time Out/Watch Dog Reset Request), 복수의 카드 호스트로부터 명령어 형

태로 제공되는 리셋 요청(Command Reset Request), 복수의 리셋 신호 SIM RST, Ext RST 1, Ext RST 2, ..., Ext RST

n을 입력받아 파워 모니터 정보(PWR_Monitor) 및 클럭 모니터 정보(CLOCK MONITOR)에 기초하여 멀티 인터페이스 카

드(200)에서 리셋 동작을 위한 복수의 리셋 신호 Global POR, 부분 Reset 1, 부분 Reset 2, ..., 부분 Reset k, 그리고 리셋

모니터 신호(RESET_MONITOR)를 생성한다.

리셋 모니터 신호는 각각의 카드 호스트들로부터 리셋 신호 및 리셋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또한, 리

셋 모니터 신호는 부분 리셋 신호 생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리셋 모니터 신호는 각각의 카드 호스트들로부

터 제공되는 리셋 신호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카드 호스트들의 리셋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리셋 상태란 리셋 전인지, 리

셋 중인지, 리셋 동작 완료 후인지를 나타낸다.

글로벌 파워-온-리셋(Global POR(Power-On-Reset)) 신호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 칩 전체를 파워-온-리셋시키

는 리셋 신호이다. 부분 Reset 1, 부분 Reset 2, ..., 부분 Reset k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 내의 각 처리 블록-예를

들어 SIM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231),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블록(241)들-을 리셋 시키기 위한 리셋 신호이다.

리셋 신호의 종류에는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이 끊어졌다가 다시 인가되는 경우에 생성되는 파워-온-리셋(POR;

Power-On-Reset) 신호(Cold reset), 각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각 카드 호스트가 명령어 형태로

주는 리셋 요구 신호(warm reset), 그리고 카드 컨트롤러(230) 내부에서 타임 아웃(Time Out) 등으로 생성되는 리셋 신

호등이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6의 리셋 매니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리셋 매니저(50)는 각각의 카드 호스트로부터 파워 신호 변화를 감지하여(단계 701), 파워가 활성

화 된 것을 감지하였을 경우에는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카드 호스트가 제공한 파워가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200)에 인가되는 최초의 파워인지를 체크한다(단계 703).

상기 판단결과, 최초로 인가된 파워인 경우, 리셋 매니저(50)는 카드 콘트롤러(230) 전체에 글로벌 POR(파워-온-리셋)

신호를 생성한다(단계 705). 리셋 매니저(50)는 부분 리셋 신호 생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리셋 모니터 정보를 생성

한다. 전체 시스템의 POR 리셋인지여부는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에 접속된 다른 모든

카드 호스트들의 전원 전압이 끊어졌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판단할 수 있다.

리셋 매니저(50)는 판단결과, 전체 시스템 POR 리셋이 아닌 경우에는 클럭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리셋 신호를 제

공한 카드 호스트가 동작 중인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707).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가 동

작 중인 경우에는 부분 POR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에 대응하는 카드 호스트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공한다(단계 709).

리셋 매니저(50)는 커맨드에 의한 리셋 요청(reset request) 혹은 리셋 핀에 의한 리셋신호가 들어오는 웜리셋(warm

reset) 상황이 감지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711). 리셋 매니저(50)는 웜리셋(warm reset)이 감지되면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리셋 요청 또는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가 어느 것인지를 체크한다. 리셋 매니저(50)는 상

기 리셋 요청 또는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에 상응하는 부분 리셋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리셋 요청 또는 리셋 신

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에 대응하는 카드 호스트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공한다(단계 713).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카드 컨트롤러의 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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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90)는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로부터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복수의 요청들(requests) 및

메모리 사용 요청들(requests)을 해석하여 해당 카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동작 범위에 맞도록 상기 요청들 및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한다. 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90)는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요청들을 공통 프로세싱 리소

스(70)로 제공하고 상기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공통 메모리 리소스(Common Memory Resource; 98)로 제공한다.

상기 복수의 호스트들은 SIM 카드 호스트 및 메모리 카드 호스트-예를 들어, MMC 카드 호스트, Secure DigitalTM 카드

호스트, Memory StickTM 카드 호스트, Compact FlashTM 카드 호스트, Smart MediaTM 카드 호스트-가 될 수 있다. 공

통 메모리 리소스(98)는 메모리 모듈(250)을 포함한다. 또는 공통 메모리 리소스(98)는 데이터 메모리(237) 및 메모리 모

듈(250)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90)는 요청 대기열(92), 우선 순위 처리기(Prioritizer; 93), 선택기(Request

Selector; 94) 및 메모리 특성 매니저(96)를 포함한다.

요청 대기열(92)에서는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로부터 전송되는 요청들 및 메모리 사용 요청(Request)들을 순차적으

로 저장하여 대기시킨다. 요청 대기열(92)은 예를 들어 큐(queue)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우선 순위 처리기(94)는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특성 데이터(Protocol Property Data; 91),

상기 요청 대기열(92)의 상태 및 메모리 특성 데이터(Memory Property Data; 95)를 고려하여 상기 요청 대기열(92)에 저

장된 복수의 호스트들의 요청들 및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한다.

여기서, 프로토콜의 특성 데이터(91)는 상기 복수의 호스트들의 프로토콜들의 특성에 따른 정상 동작 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의 특성 데이터(91)는 요청(request)에 대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 동작을 위한 응답

(response) 시간 정보, 멀티미디어 카드(MMC)와 같은 메모리 카드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되는 주기, 정상 동작을 위해 상

기 전송된 데이터가 처리되어야 할 시간 및 순서 등을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특성 데이터(95)는 액세스하려는 메모리의 영역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메모리 특성

데이터(95)는 액세스하려는 메모리 영역이 특정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액세

스하려는 메모리 영역이 타 카드 호스트에 의해 액세스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선택기(94)는 상기 요청 대기열(92)에 저장된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요청들 및 메모리 사용 요청들 중 상기 우선 순위 처

리기(94)에서 선택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요청들 및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각각 공통 프로세

싱 리소스(70) 및 공통 메모리 리소스(98)로 제공한다.

메모리 특성 매니저(96)는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모니터링하여 메모리 사용 요청들의 특성

과 액세스하려는 메모리의 주소에 기초하여 메모리 특성 데이터(Memory Property Data; 95)를 업데이트한다.

한편, 메모리/프로토콜 매니저(90)는 프로토콜 매니저(protocol arbiter; 80) 및 메모리 컨트롤 매니저(memory control

arbiter; 100)로 각각 구성될 수도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프로토콜 매니저(80)는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로부터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각종 요청(request)들을 해석하여 해

당 카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동작 범위에 맞도록 상기 요청들을 처리하기 위해 상기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한다. 그리

고,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요청들을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200) 내의 공통 프로세싱 리소스(70)로 전달함으로써 상

기 해당 요청들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도 9를 참조하면, 프로토콜 매니저(80)는 요청 대기열(82), 우선 순위 처리기(Prioritizer; 86) 및 선택기(Request

Selector; 88)를 포함한다.

요청 대기열(82)에서는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로부터 전송되는 복수의 요청들(requests)을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대

기시킨다. 예를 들어, 상기 요청 대기열(82)은 큐(queue)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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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처리기(86)는 상기 복수의 호스트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특성 데이터(Protocol Property Data; 84)와 상기

요청 대기열(82)의 상태를 고려하여 상기 요청 대기열(82)에 저장된 복수의 호스트들의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한다.

선택기(88)는 상기 요청 대기열(82)에 저장된 복수의 호스트들의 요청들 중 상기 우선 순위 처리기(86)에서 선택된 우선순

위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호스트들의 요청들을 공통 프로세싱 리소스(70)로 제공한다. 공통 프로세싱 리소스(70)는 상기

선택기(88)에 의해 제공된 카드 호스트들의 요청에 상응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제어 매니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메모리 제어 매니저(100)는 복수의 호스트들로부터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메모리 사용 요청들(requests)을 해

당 카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동작 범위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하여 멀티 인

터페이스 카드(200) 내의 공통 메모리 리소스(98)로 제공하도록 제어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메모리 제어 매니저(100)는 요청 대기열(102), 우선 순위 처리기(Prioritizer; 103), 선택기(104) 및 메

모리 특성 매니저(106)를 포함한다.

요청 대기열(102)에서는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로부터 전송되는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대기시

킨다.

우선 순위 처리기(104)는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특성 데이터 (91), 상기 요청 대기열(102)의

상태 및 메모리 특성 데이터(95)를 고려하여 상기 요청 대기열(102)에 저장된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

을 우선 순위화한다.

선택기(104)는 상기 요청 대기열(102)에 저장된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 중 상기 우선 순위 처리기

(104)에서 선택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공통 메모리 리소스(98)로 제공

한다.

메모리 특성 매니저(96)는 상기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모니터링하여 메모리 사용 요청들의 특성

과 액세스하려는 메모리의 주소에 기초하여 메모리 특성 데이터(95)를 업데이트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에 따르면, SIM 카드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따로 따로 장착하

지 않고도 하나의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만으로도 SIM 카드인터페이스와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가 동시에 지원 가능하

다. 따라서, 하나의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로 사용자 인증 기능과 데이터 저장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휴대용 단말기등에 SIM 카드 및 메모리 카드를 따로 따로 장착하는 경우에 비해 휴대용 단말기등의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고 SIM 카드 및 메모리 카드가 차지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클럭 속도를 가진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클럭과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클럭을 모니터링하여 카드 컨트롤

러의 동작 모드(슬리핑 모드, 정상 동작 모드, 정지 모드등)에 기초하여 시스템 클럭 속도를 저속 또는 고속으로 변환함으

로써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시스템의 파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카드 호스트들로부터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복수의 클럭 신호, 파워 신호 및 리셋 신호들을 모니터

링하여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의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및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클럭 및 파워 신호들을 관

리함으로써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상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579053

- 12 -



청구항 1.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에 의하여 통신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와 해당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에 의하여 통신하도록 인터페이스하는 메모리 카드 인터

페이스;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가 각각 상기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및 상기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동시에 인터페이스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카드 컨트롤러; 및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모듈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상기 카드 콘트롤러 외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상기 카드 콘트롤러의 내부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은 접촉식 스마트 카드 표준인 ISO 7816 프로토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은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표준인 ISO 14443 프로토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는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는 각각의 클럭과 파워로 동작하며,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카드 컨트롤러 내부의 시스템 클럭 및 내부 파워를 소정의 동작 조건에 상응하도록 선택하여

제공함으로써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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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동작 조건은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동

시에 클럭이 인가되거나,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 중 적어도 하나의 클럭이 꺼

지거나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의 각 파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상기 카드 호스트의 전원 공급 상황에 상응하여 내부 파워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의 클럭의 상

태를 모니터링하여 상기 카드 호스트의 클럭 인가 상황에 상응하여 내부 클락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제1 클럭 및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제2 클럭이 동

시에 활성화된 경우, 상기 제1 클럭 및 상기 제2 클럭 중 고속 클럭의 클럭 속도에 상응하는 내부 클럭을 생성하여 시스템

클럭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제1 및 제2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상기 제2 클럭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된 경우, 상기 제1 클럭을 상기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제1 및 제2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슬리핑 모드로 전환된 경우 상

기 제1 클럭을 상기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의 복수의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하는 프로토콜

매니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매니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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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수의 요청들

을 토큰 인터프리터를 이용하여 해석하여 해당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 또는 해당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 동작

을 위한 응답 시간을 기초로 하여 상기의 복수의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매니저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들로부터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요청을 상기 해당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 또는 해당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 동작을 위한 응답 시간을 기초로 하여 우선 순위화

하는 우선 순위 처리기; 및

상기 우선 순위 처리기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 내부의 프로세서와 버스를 포함하는 공통 프로

세싱 리소스의 사용을 우선 순위화 할 수 있도록 상기 복수의 요청들을 선택하는 선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대한 복수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하는 메모리 컨트롤 매니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컨트롤 매니저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수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토큰 인터프리터를 이용하여 해석하여 해당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 또는 해당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을 기초

로 하여 상기의 복수의 메모리 사용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컨트롤 매니저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사용 요청을

해당 카드 호스트 프로토콜을 기초로하여 우선 순위화하는 우선 순위 처리기; 및

상기 우선 순위 처리기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사용 요청을 상기 메모리 모듈로 제공하

는 선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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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내부 클럭을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고, 상기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기초

하여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클럭 신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클럭 신호를 각각 상기 스마트 카

드 인터페이스 및 상기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클럭 매니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매니저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로부터 제공되는 스마트 카드 클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제공되는 적

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클럭을 모니터링하여 상기 스마트 카드 클럭 또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클럭이 활성

화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클럭 모니터 신호를 생성하는 클럭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매니저는

적어도 하나의 내부 클럭 중 하나의 내부 클럭을 상기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선택하는 내부 클럭 선택기; 및

상기 선택된 내부 클럭 신호,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로부터 제공되는 스마트 카드 클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

드 호스트로부터 제공되는 메모리 카드 클럭 중의 하나를 상기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는

시스템 클럭 선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매니저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로부터 제공되는 스마트 카드 클럭을 상기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선택하여 상기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스마트 카드 클럭 선택기; 및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제공되는 메모리 카드 클럭을 상기 클럭 선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선택하여 상기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메모리 카드 클럭 선택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선택 제어 신호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에 대한

클럭 모니터 신호, 파워 모니터 신호, 리셋 모니터 신호 또는 콘트롤러 동작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

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파워 소모

가 최소화되도록 내부 전원 전압을 제어하는 파워 매니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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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매니저는

상기 카드 컨트롤러의 동작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공통 전원 전압 및 상기 메모리 모듈용 전원 전압을 상기 내부 전원 전압

으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매니저는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이 턴오프된 것으로 감지된 경우 메모리 모듈의 전원 전압을 턴오프시켜 파워 소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매니저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의 전압 레벨을 변환하는 전

압 조절기;

상기 전압 레벨이 변환된 전원 전압을 이용하여 공통 전원 전압 및 상기 메모리 모듈용 전원 전압을 생성하는 카드 전원 전

압 컨트롤러; 및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상기 스마

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 상태를 반영한 파워 모니터 정보를 생성하는 파워

모니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은 서로 다

른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매니저는 전압 조절기에 결합되어 역방향 전류를 차단하는 다이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클럭 모니터 신호 및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리셋 동작을 제어하는 리셋 매니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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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매니저는 상기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제1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전원 전압이 상기 카드 컨트롤러로 최초로 제공된 전원 전압인 경우에는 상기 카드 컨트롤러 전

체를 리셋 시키는 전체 시스템 파워-온-리셋으로 판단하여 글로벌 파워-온-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매니저는

상기 전체 시스템 파워-온-리셋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클럭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의

클럭이 동작 중인 경우 상기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를 리셋시키기 위한 부분 파워-온-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SRAM, 플래쉬(Flash) 메모리, MRAM(Magneto-resistive RAM), FRAM(Ferro-

electric RAM), PRAM(Phase-change RAM), 또는 EEPROM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

페이스 카드.

청구항 3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카드는 MMC 카드, Secure DigitalTM 카드, Memory StickTM 카드, Compact FlashTM 카드

및 Smart MediaTM 카드 중의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6.

인증 기능을 가지는 제1 카드 호스트와 인터페이스하는 제1 카드 인터페이스;

데이터 저장 기능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와 인터페이스하는 제2 카드 인터페이스;

상기 제1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모듈; 및

상기 제1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 각각으로부터 제공되는 클럭 신호, 전원 전압 또는 리셋 신

호를 모니터링하여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카드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클럭 신호, 전원 전압, 또는 리셋 신호를 제어하는

카드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카드 호스트는 스마트 카드 호스트이고, 상기 제2 카드 호스트는 메모리 카드 호스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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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로부터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수의 요청들을 해

석하여 해당 제1 카드 프로토콜 또는 해당 제2 카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 동작을 위한 응답 시간을 기초로 하여 상기의

복수의 요청들을 우선 순위화하는 프로토콜 매니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제1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로부터의 수신되는 상기 메모리 모듈 사용 요청들을 우선 순

위화하는 메모리 컨트롤 매니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제1 클럭 및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제2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경우, 상기 제1 클럭 및

상기 제2 클럭 중 고속 클럭의 클럭 속도에 상응하는 내부 클럭을 생성하여 상기 카드 컨트롤러의 시스템 클럭으로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제1 및 제2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상기 제2 클럭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된 경우, 상기 제1 클럭을 상기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파워 소모

가 최소화되도록 내부 전원 전압을 제어하는 파워 매니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매니저는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이 턴오프된 것으로 감지된 경우 상기 메모리 모듈의 전원 전압을 턴오프시켜 파워

소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44.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컨트롤러는

클럭 모니터 신호 및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제1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의 리셋 동

작을 제어하는 리셋 매니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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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매니저는 상기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제1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카드 호스트로부터 제공된 전원 전압이 상기 카드 컨트롤러로 최초로 제공된 전원 전압인 경우에는 상기 카드 컨트롤러 전

체를 리셋 시키는 전체 시스템 파워-온-리셋으로 판단하여 글로벌 파워-온-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매니저는

상기 전체 시스템 파워-온-리셋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클럭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의

클럭이 동작 중인 경우 상기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를 리셋시키기 위한 부분 파워-온-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청구항 47.

스마트 카드 호스트로부터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1 요청 또는 제1 메모리 사용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부터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2 요청 또는 제2 메모리 사용 요청을 수신

하는 단계;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 및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의 정상 동작 조건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요청, 제2 요청, 제1 메모리 사용

요청 및 제2 메모리 사용 요청을 우선 순위화하는 단계;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기 제1 요청 및 제2 요청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기 제1 메모리 사용 요청 및 제2 메모리 사용 요청을 메모리 모듈로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카드와 메모리 카드를 인터페이싱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정상 동작 조건은 상기 스마트 카드 프로토콜 및 상기 메모리 카드 프로토콜상 정의된 정상 동작을 위한 응답 시간 조

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제1 클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의 제2 클럭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상

기 제1 클럭 및 상기 제2 클럭이 활성화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클럭 모니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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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의해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제1 클럭 및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제2 클럭이 동시에 활성

화된 것으로 감지된 경우, 상기 제1 클럭 및 상기 제2 클럭 중 고속 클럭의 클럭 속도에 상응하는 내부 클럭을 생성하여 멀

티 인터페이스 카드의 시스템 클럭으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클럭 모니터 신호에 의해 상기 제1 및 제2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상기 제2 클럭이 비활성화된 것으로 감

지된 경우, 상기 제1 클럭을 상기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

페이스 카드.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제1 및 제2 클럭이 동시에 활성화된 상태에서 슬리핑 모드로 전환된

경우 상기 제1 클럭을 상기 시스템 클럭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53.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상기 스마

트 카드 호스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 상태를 반영한 파워 모니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의 동작 모드에 기초하여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의 공통 전원 전압 및 상기 메모리 모듈용 전원

전압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이 턴오프된 것으로 감지된 경우 상기 메모리 모듈의 전원 전압을 턴오프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클럭 모니터 신호 및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의

리셋 동작을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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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파워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상기 스마트 카드 호스트의 전원 전압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카드 호스트로의

전원 전압이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로 최초로 제공된 전원 전압인 경우에는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카드 전체를 리셋

시키는 전체 시스템 파워-온-리셋으로 판단하여 글로벌 파워-온 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은

상기 전체 시스템 파워-온-리셋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클럭 모니터 신호를 참조하여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의

클럭이 동작 중인 경우 상기 리셋 신호를 제공한 카드 호스트를 리셋시키기 위한 부분 파워-온-리셋 신호를 생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인터페이스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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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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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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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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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579053

- 26 -



도면5

등록특허 10-0579053

- 27 -



도면6

등록특허 10-0579053

- 28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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