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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D 메모리 카드는 휴 용 디지털 장비에서 리 사용하고 있으며, 장 장치로 부분 낸드 래시 메모

리를 사용하여,  비용으로 사용자의 요한 데이터를 안 하게 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낸드 

래시 메모리를 장 장치로 이용하는 경우에 용량의 데이터를 송시 메모리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

자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SD 메모리 카드 시스템을 제안

한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를 장하기 해 메모리 코어로 래시 메모리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외

부 장 장치를 이용하여 호스트에서 요청된 데이터를 SD 메모리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처리 

하도록 하 다. 실험을 해서 S3C2450 ARM CPU의 SMC 컨트롤러에 FPGA 기반의 SD 카드 슬 이  컨

트롤러 IP를 이용하여 테스트 하 다. 

ABSTRACT

SD memory cards are widely used in portable digital devices, and most of them exploit NAND flash memory as their storage, 

so that they have a feature of storing users’ important data safely with low costs. In case of using NAND flash memory as 

storage, however, there is no method to store users’ data if memory capacity is insufficient when transferring a large volume of 

data. This paper proposes a virtual SD memory card system. It used a SD memory card device driver to process data requested 

from a host by exploiting external storage rather than by exploiting flash memory as a memory core for storing data to the SD 

memory card. For experiment, it used the FPGA-based SD card slave controller IP on the SMC controller with a S3C2450 ARM 

CPU t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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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기술의 격한 발달로 휴  단말 기술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 되고 있다[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디지털 자기기와 같은 내장형 시스템의 사용이 증

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장형 시스템은 미리 정해진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조합된 자 제어 시스템을 말하며, 필요

에 따라서는 일부 기계가 포함될 수도 있다[2]. 이러

한 디지털 장비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장하기 해

서 SD 메모리 카드가 보편 으로 사용된다. 

SD 메모리 카드는 장 장치로 낸드 래시 메모

리를 부분 이용하고 있다. 휴 용 기기에서는 부

분 용량 장장치로 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

다[3]. 최근의 낸드 래시 메모리는 력소모가 고, 

이동성과 랜덤 엑세스 성능이 우수하여 개인용 컴퓨

터를 비롯한 다양한 가 제품의 보조 기억장치로 사

용되고 있다[4]. 낸드 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로서 하드 디스크에 비해 탐색시간이 빠르기 때

문에 데이터 처리속도가 우수하며, 외부의 충격에 강

하고, 크기가 하드 디스크에 비해 매우고 작고, 무게

도 가벼워 최근 모바일 기기나 이동식 장매체, 

MP3 이어 등의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5]. 

SD 메모리 카드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디지

털 캠코더 등에서 으로 이용되고 있다. SD 메

모리 카드의 경우 장 장치로 낸드 래시를 사용하 

jycabcd@lycos.co.kr 며, 정해진 기억 용량을 이용하

므로 용량의 디지털 사진  상을 장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SD 메모리 카드 장 매체로 래

시 디바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임베디드 시스템 보드

에 연결된 외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SD 호스트가 

요청하는 데이터에 한 처리를 수행한다. 호스트에서 

메모리 카드에 메모리 코어 읽기, 쓰기 데이터 처리를 

요청할 경우 이에 필요한 메모리 블록  데이터 처

리를 한 SD 슬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응용 

로그램을 개발 하 다. 이 로그램을 통하여 외부 

장장치 특정 메모리 역에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

도록 하 다. 

2장에서는 기본 인 SD 메모리 카드 구조에 해

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가상 SD 메모리 카

드 시스템 설계에 해 설명한다. 실험에서는 S3C 

2450 CPU가 탑재된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 환경과 

SD 슬 이  IP가 탑재된 FPGA 보드 환경을 구성하

여 가상 SD 메모리 카드 시스템을 실험한다. 결론  

앞으로서의 과제에서는 본 논문 실험 결과와 향후 과

제에 해 기술한다.

Ⅱ. SD 메모리 카드 구조

SD 메모리 카드는 크게 통신을 한 인터페이스, 

SD 카드를 제어하기 한 컨트롤러, 데이터 장을 

해 사용되는 메모리 부분으로 나 어진다[6]. 그림 

1은 SD 카드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SD 카드의 구조
Fig. 1 SD card architecture

그림 1은 SD 카드 구조를 나타내며, 외부 인터페

이스는 9개의 핀으로 구성된다[7]. SD는 호스트와 카

드간의 동기 신호를 한 클럭 라인(CLK), 양방향으

로 명령 송수신  응답을 받기 한 커맨드 라인

(CMD), 4개의 양방향 데이터 라인(DAT0 - DAT3), 

원  그라운드(VDD,VSS1,VSS2)라인이 있다[8].

SD 메모리 카드에는 카드 동작에 련한 각종 정

보를 가지고 있는 OCR(Operation Condition Regi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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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ID(Card Identification), CSD(Card Specific Dat

a), RCA(Relative Card Address), DSR(Driver Stage 

Register), SCR(SD Configuration Register)의 6개 

지스터가 있다[9][10]. 이 지스터들은 카드가 시스템

(호스트)에 연결되었을 때 시스템이 카드와 통신을 

하면서 기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지스터이다. OCR 지스터는 카드 동작에 련

된 동작 압에 한 로필이 장 되어 있다. CID 

지스터는 카드의 제조 정보를 가지고 있다. CSD 

지스터는 카드의 내용을 액세스하기 한 각종 정

보를 가지고 있다. RCA 지스터는 쓰기 가능한 16

비트 상  주소 지스터로 기화 과정동안 카드에 

의해 생성되며, 이 주소는 카드 기화 과정이 끝난 

다음 카드와 호스트간에 통신을 해 사용된다. DSR 

지스터는 카드의 출력 드라이버에 한 설정에 

련된 지스터이다. 마지막으로 SCR 지스터는 SD 

카드의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를 들어 시큐리

티, 데이터버스의 크기, 카드의 버  정보 등을 가지

고 있다[8]. 메모리 코어는 일반 으로 래시 디바이

스가 사용되며,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할 

때 사용된다. 를 들어 데이터 읽기를 호스트에서 요

청한다면 CMD 라인을 통하여 데이터 읽기 명령이 

달되며,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읽을 메모리 코어 내

부의 치 주소가 달될 것이다. 메모리 카드 인터페

이스 컨트롤러는 이를 분석하여 메모리 코어 인터페

이스를 통하여 코어에 해당 메모리 주소로부터 데이

터를 읽어들여 카드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에 데이터를 

달하게 된다. 데이터를 달 받은 후 카드 인터페이

스의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호스트가 요청한 데이터

를 달하게 된다.

Ⅲ. 가상 SD 메모리 카드 시스템 설계

기존 SD 메모리 카드의 부분 경우는 래시 디

바이스로 낸드 래시를 이용한다. 고정된 래시 디

바이스를 이용할 경우 용량의 메모리 용량인 경우

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지 않는 경우는 용량의 부

족함을 느낀다. 만일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통해

서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큰 용량을 가진 

래시 디바이스라도 용량이 충분하지 않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SD 메모리 카드에 

내장된 낸드 래시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

니라 외부 장 는 스토리지 장 장치를 이용하는 

가상 SD 메모리 카드 방식을 제안한다. 즉, SD 메모

리 카드에 낸드 래시 메모리가 존재하지 않고, 외부 

장 장치를 이용하여 SD 호스트가 요청하는 데이터

나 커맨드를 달해 주는 방법이다. SD 호스트 입장

에서는 통신시 호스트가 요구하는 커맨드  리스폰

스를 SD 호스트가 요구하는 응답 시간내에 처리 된

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2는 가상 SD 

메모리 카드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SD 호스트와

의 인터페이스 역할은 SD 슬 이  IP와 연결되어 

있다. SD 슬 이  IP는 호스트에서 데이터 읽기, 쓰

기를 요청 커맨드인 경우는 인터럽트를 타겟 보드 시

스템에 요청한다. 타겟 보드의 SMC 컨트롤러에 연결

된 가상 SD 메모리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인터

럽트 발생을 확인한 후, 이를 데몬 로세스에게 알린

다. 응용 로그램은 가상 SD 메모리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하여 데이터 읽기,쓰기 명령인지를 확

인한다. 만일 데이터 쓰기 요청인 경우라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FPGA의 SRAM 메모리 블록으로 

데이터를 읽어 들인 후 이를 연결된 장 장치의 메

모리 블록에 장한다. 데이터 읽기 요청인 경우는 

SD 호스트로 데이터를 달해야 하므로, 장 장치의 

메모리 블록에서 원하는 치와 크기에 해당하는 데

이터를 읽은 후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달한다. 

그림 2. 가상 SD 메모리 카드 시스템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virtual SD memory c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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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상 SD 메모리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가상 SD 메모리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SMC

와 연결 되어 있는 SD 슬 이  IP 모듈의 지스터

에 OCR, CSD 지스터를 설정 하도록 하여, 메모리 

카드 용량  SD 메모리 카드 사용 원 등을 호스

트에 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 호스트에서 데이터 

읽기, 쓰기를 요청할 경우 발생되는 인터럽트를 응용 

로그램에 달하여, 외부 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은 가상 SD 메모리 카드 시스템

에서 사용되는 SROM 인터페이스 메모리 구조를 나

타낸다. 재 SD 슬 이  IP의 내부 SRAM 메모리 

블록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한 메모리 역과 지

스터 일을 읽고, 쓰기를 한 역으로 나 어져 있

다. 데이터 송수신용 메모리 역에 데이터를 기록하

거나 읽어 들이는 호스트의 요청에 한 응답을 수행

한다. 지스터 메모리 역을 이용하여 지스터 설

정  호스트에서 요청하는 메모리 치, 크기, 읽기 

인지 쓰기 요청인지를 알 수 있다. S3C2450 CPU의 

SMC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역인 0x10000000와 

0x18000000 메모리 주소를 이용한다[11]. 즉, 호스트

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할 경우라면 

0x18000000 메모리 치에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를 

하며, 지스터 역을 읽을 경우라면 0x10000000 메

모리 역을 이용한다.

그림 3. SROM 인터페이스 메모리 구조
Fig. 3 SROM interface memory structure

3.2 응용 로그램 구조

외부 장장치를 이용하여 SD 슬 이  IP가 요구

하는 데이터 달  장을 쉽게 하기 해서 응용 

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외부 장 장치를 타겟 보

드에 연결 후, 응용 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데이

터를 장하거나 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은 후 디

바이스 드라이버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 응용 

로그램은 사용할 외부 디바이스에 한 마운트 완료 

후, 가상 SD 메모리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인터

럽트 요청을 기한다. 인터럽트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로부터 발생한 경우, ioctl 시스템 콜을 이용하여 동작 

종류를 악한 후 데이터 읽기인지 쓰기 요청인지를 

악한다. 데이터 읽기 요청인 경우 디바이스 드라이

버에 호스트가 요청한 데이터 크기  메모리 치를 

읽어들인 후, 마운트된 디바이스의 해당 메모리 치

에서 데이터를 읽은 들여 이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달한다. 모든 데이터를 드라이버에 달 완료한 후, 

SD 슬 이  IP가 요청하는 처리를 모두 완료 되었

음을 알리기 해서 ARM_SET 지스터에 ‘1’을 설

정한다. 데이터 쓰기의 경우도 데이터 읽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인터럽트 발생 후 operation  

요청 크기  메모리 치 등의 정보를 얻은 후, 디바

이스 드라이버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인 후 이를 마운

트된 디바이스에 달한다. 호스트가 요청한 데이터를 

모두 달한 후 ARM_SET 지스터에 ‘1’을 설정하

여 데이터 쓰기 요청이 마무리 됨을 SD 슬 이  IP

에 알린다. 그림 4는 데이터 읽기  쓰기를 한 순

서도를 나타낸다.

그림 4. 데이터 읽기/쓰기 함수 구조
Fig. 4 Data read/write fun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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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본 논문에서는 기존 SD 메모리 카드 내부의 래

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장하는 

방식이 아닌, 외부 장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 

하 다. 그림 5는 가상 SD 메모리 카드 시스템 구조

를 나타낸다. 실험 보드와 SD 호스트 사이에 SD 인

터페이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라인을 이용하

여 커맨드, 리스폰스, 데이터 값들이 슬 이 와 통신

하게 된다.

그림 5. 가상 SD 메모리 카드 시스템
Fig. 5 Virtual SD memory card system

그림 6은 보드 연결 후 SD 인터페이스를 SD 호스

트에 연결한 후 디스크 포맷 화면을 나타낸다. 테스트

를 해서 SD 슬 이  컨트롤러의 CSD 지스터를 

이용하여 메모리 용량은 32MByte로 설정하 다.

그림 6. 가상 SD 메모리 카드 포맷
Fig. 6 Format the virtual SD memory card

그림 7은 가상 SD 메모리 카드 로그 데이터를 나

타낸다. [R],[W]은 SD 호스트 입장에서의 데이터 읽

기 쓰기를 나타낸다. 로그 데이터에서 Addr은 읽거나 

쓰고자 하는 메모리 역 치를 나타내며, Sec는 

Addr의 값을 512로 나  값을 나타낸다.

[R]:Addr[512],Sec[1]

[R]:Addr[1024],Sec[2]

[R]:Addr[1536],Sec[3]

[AR Spe]:Finish !!!

[R]:Addr[0],Sec[0]

[R]:Addr[512],Sec[1]

[W]:Addr[33553920],Sec[65535]

그림 7. 가상 SD 메모리 카드 로그 데이터
Fig. 7 Virtual SD memory card log data

Ⅳ.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SD 메모리 코어에 래시 메모리가 

아닌 외장형 장 장치를 타겟 보드에 연결하여 디바

이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SD 메모리 카드 용량을 설

정  데이터를 장하도록 하 다. 소 트웨어 방법

으로 CSD 지스터를 설정하여 용량의 외장형 

장 장치나 네트워크 서버를 마운트 하여 사용한다면 

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서 확

인하 다. 

향후 과제로 일반 으로 SD 메모리 카드는 SD 호

스트 연결 시 1  안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부분

의 호스트는 SD 메모리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논문에서는 개발의 편의성을 해서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장형 장 장치

를 마운트 하 으므로 리 스가 부 이 완료된 후 SD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 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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