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G06F 13/40

(45) 공고일자   1999년10월15일

(11) 등록번호   10-0224965

(24) 등록일자   1999년07월15일
(21) 출원번호 10-1997-0032148 (65) 공개번호 특1999-0009678
(22) 출원일자 1997년07월10일 (43) 공개일자 1999년02월0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윤종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손호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 196-103
(74) 대리인 김성수

심사관 :    오흥수

(54) 다층 구조의 아이2씨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주 I2C 버스에 각각 
연결되는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 상기 주 I2C 버스를 다수의 부 I2C 버스로 분리하고 이 부 
I2C 버스상에 필요한 만큼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I2C 버스 멀티플렉서
모듈과, 상기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의 각각에 의해 어느 한 순간에 하나의 부 I2C 버스상에 
있는 하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액세스되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며,

상기 I2C 버스 멀티플렉서 모듈은, 상기 주 I2C 버스에 연결되어 주 I2C 버스의 직렬 데이터를 병렬 데이
터로 변환해 주는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와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
바이스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레지스터(R1)과; 상기 주 I2C 버스에 하이 전류를 전달하는 레지스터(R2,R
3)와,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3 비트(P2,P1,P0)를 선택 입력신호로 사용하고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1 비트(P3)를 출력 인에이블로 사용하여 상기 주 I2C 버스의 신호(SCL)와 신
호(SDA)를 각각 8개의 부 I2C 버스로 멀티플렉싱해 주는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 내지 U5)와; 부 
I2C 버스의 상위군(I2C15_XXX 내지 I2C8_XXX)과 하위군(I2C7_XXX 내지 I2C0_XXX)을 구분하기 위해 상기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1 비트(P3)를 인버팅하여 하나의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
(U2,U3)와 이 U2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를 구동하는 인버터(U6)와; 각각 16개의 부 I2C 버스에 하이 전류
를 전달하는 풀업용 저항성 네트워크(RN1 내지 RN4)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만으로 연결된 종래의 I2C 버스 구성 블록도.

도 2는 1개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와 다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연결된 종래의 I2C 버스 
구성 블록도.

도 3은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와 다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연결된 종래의 I2C 버
스 구성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I2C 버스 구성 블록도.

도 5는 도 4 의 멀티플렉서의 상세 회로도.

도 6은  I2C 버스 기록 동작시 기본 프로토콜을 나타낸 파형도. 

도 7은 부 I2C 버스 변경에 따른 주 I2C 버스, 부 I2C 버스 및 기타 신호들의 동작 파형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U1 :  I2C 버스용 8비트 원격 I/O 익스팬더

U2 내지 U5 : 8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

U6 : 인버터

R1 내지 R3 : 풀업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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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1 내지 RN4 : 풀업용  저항성 네트워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I2C 버스를 먹스를 사
용하여 다중 I2C 버스 구조로 구현하고 이를 위한 제어회로를 추가하므로써 시스템 진단에 필요한 I2C 디
바이스를 그 수에 제약을 받지 않고 I2C 버스에 연결하여 다양하고 완벽한 시스템 진단 및 제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만으로 연결된 종래의 I2C 버스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I2C 버스에 다수의 I2C 마스터 디바이스(MD0 내지 MDN)만이 연결된  I2C 버스 구조이
다. 

이러한 I2C 버스 구성은 여러 모듈을 갖는 중대형 컴퓨터에서 각  모듈안에 해당 모듈을 진단 및 제어하
는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가 존재하고 이들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가  I2C 버스 케이블로 연결되며 
하나의 에이전트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도 2는 1개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MD0)와 다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SD0 내지 SDN)가 연
결된 종래의 I2C 버스 구성 블록도이다.

이러한 I2C 버스 구성은 마더 보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서버급 이하의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로 다양한 진단 및 제어기능을 제공하고 이들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하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에 의해 제어하는 체계이다.

이 구성에서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필요시 시스템 호스트와 적절히 통
신하여 필요한 명령어와 정보들을 주고 받도록 되어 있다.

도 3은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MD0 내지 MDN)와 다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SD0 내지 
SDN)가 연결된 종래의 I2C 버스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이러한 I2C 버스 구성은 상기 도 1과 도 2에 도시된 I2C 버스 구성을 결합한 것으로, 상기 도 1의 구성에
서 컴퓨터의 핵심 부분인 주 프로세서 모듈 부분을 도 2와 같이 구성하여 시스템을 진단 및 제어하는 관
리 체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도 3의 구성에 의한 I2C 버스에는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와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는 최대 128개 까지, 그리고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는 같은 
유형의 디바이스가 최대 8개 까지 존재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I2C 버스 구조를 사용할 경우  I2C 버스에 연결할 수 있는 I2C 버스 디바이스의 수가 
한정된다. 특히,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수의 제한은 시스템 진단 및 제어기능의 제약을 초래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SDRAM DIMM 모듈의 경우, I2C 인터페이스를 갖는 EEPROM을 채용하여 I2C 
버스를 통하여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ID ROM) 종래의 버스 구조에
서는 8 개의 DIMM밖에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의 경우도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
기엔 시스템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8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필요할 경우 종래의 I2C 버스 구조로는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다.

결국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수의 제한은 관리 기능의 제한으로 나타나므로 시스템 사용자나 관리자
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2C 버스를 시스템 진단 및 제어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시스템에서 하나의 버스에 연결될 수 있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수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회로와 이 회로를 제어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 및 제어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나의 주 I2C 버스에 각각 연결되는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MD0 내지 MDn), 상기 하나의 주 I2C 버스를 다수의 부 I2C 버스로 분리하고 이 부 I2C 
버스상에 필요한 만큼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SD00 내지 SD0N,SD10 내지 SD1N, ... ,SDN1 내지 
SDNN)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I2C 버스 멀티플렉서와, 상기 슬레이브 디바이스 액세스를 담당하는 하나
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에 의해 어느 한 순간에 하나의 부 I2C 버스상에 있는 하나의 I2C 버스 슬레
이브 디바이스가 액세스되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SD00 내지 SD0N,SD10 내지 SD1N, ... ,SDN1 내
지 SDNN)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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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2C 버스 멀티플렉서는, 상기 주 I2C 버스에 연결되어 주 I2C 버스의 직렬 데이터를 병렬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와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
스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레지스터(R1)과; 상기 주 I2C 버스에 하이 전류를 전달하는(sourcing) 레지스터
(R2,R3)와,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3 비트(P2,P1,P0)를 선택 입력신호로 사용하고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1  비트(P3)를 출력 인에이블로 사용하여 상기 주 I2C  버스의 신호
(SCL)와 신호(SDA)를 각각 8개의 부 I2C 버스로 멀티플렉싱해 주는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 내지 
U5)와; 부 I2C 버스의 상위군(I2C15_XXX 내지 I2C8_XXX)과 하위군(I2C7_XXX 내지 I2C0_XXX)을 구분하기 
위해 상기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1 비트(P3)를 인버팅하여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
치(U2,U3)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를 구동하는 인버터(U6)와; 각각 16개의 부 I2C 버스에 하이 전류를 전달
하는 풀업용 저항성 네트워크(RN1 내지 RN4)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주요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

이 다바이스는 I2C 버스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며 다른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마스터 디바이스의 액세스에 대해 슬레이브 디바이스로서도 응하는 디바이스이다.

2)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이 다바이스는 I2C 버스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으며 항상 마스터 디바이스의 액세스에 응하는 수동적인 디
바이스이다.

3)I2C 버스 주소

이 주소는  I2C 버스에 연결된 각 디바이스는 각자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 프로토콜상 이 I2C 버스 
주소를 이용하여 필요한 디바이스들 사이에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I2C 버스 주소는 7 비
트로 구성되어 한  I2C 버스상에 최대 128개 디바이스가 연결될 수 있다.

4)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 주소 

이 주소는 디바이스 내부의 8 비트 레지스터중  7 비트를 이용하여 주소를 구분하며 레지스터를 프로그램
에 의해 셋팅할 수 있다.

5)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주소 

이 주소는 7 비트 주소중 4 비트는 디바이스 유형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며, 3비트는 같은 유형의 디바이
스간에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결국 한 버스상에 같은 유형의 디바이스는 8개 까지만 연결될 수 있다.

6)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유형 

이 디바이스 유형은 주소 4비트를 가지고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디바이스들이 주로 사용된다. 

0100 : 원격 8 비트 I/O 익스팬더

1001 : 온도 검출기

1010 : EEPROM(ID ROM 또는 메모리용)

0101 : H/W 모니터

도 4는 본 발명의 I2C 버스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부 I2C 버스에 연결될 수 있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수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
해 주 I2C 버스를 I2C 버스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부 I2C 버스로 분리하고 다수의 부 I2C 버스상
에 다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SD00 SD0N, SD10 SD1N, ... ,SDN0 SDNN)를 연결하였다.

여기서,  상기 I2C  버스 멀티플렉서는 다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SD00  내지 SD0N,  SD10  내지 
SD1N, ... ,SDN0 내지 SDNN)중 액세스하려는 일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마스터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 0로 정의함, 이하 마스터 0로 정의함.)가 제어하며 어느 한 순간에 하나의 부 
I2C 버스만이 주 I2C 버스에 연결된다.

따라서, 상기 마스터 0는 상기 하나의 부 I2C 버스상에 놓여 있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액세스
하기 전에 상기 I2C 버스 멀티플렉서를 원하는 부 I2C 버스로 셋팅해 놓은 후 해당 I2C 버스 슬레이브 디
바이스를 액세스하면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I2C 버스 멀티플렉서에 대한 상세 회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주 I2C 버스에 연결되어 주 I2C 버스의 직렬 데이터를 병렬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원
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와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레지스터(R1)과; 상기 주 I2C 버스에 하이 전류를 전달하는(sourcing) 레지스터(R2,R3)와,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3 비트(P2,P1,P0)를 선택 입력신호로 사용하고 원격 8비트 I/O 익스팬
더(U1)의 출력 중 1 비트(P3)를 출력 인에이블로 사용하여 상기 주 I2C 버스의 신호(SCL)와 신호(SDA)를 
각각 8개의 부 I2C 버스로 멀티플렉싱해 주는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 내지 U5)와; 부 I2C 버스
의 상위군(I2C15_XXX 내지 I2C8_XXX)과 하위군(I2C7_XXX 내지 I2C0_XXX)을 구분 하기 위해 상기 원격 8비
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1 비트(P3)를 인버팅하여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U3)의 출력 인
에이블 신호를 구동하는 인버터(U6)와; 각각 16개의 부 I2C 버스에 하이 전류를 전달하는 풀업용 저항성 
네트워크(RN1 내지 RN4)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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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I2C 버스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주 I2C 버스는 SCL 신호와 SDA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도 5는 상기 도 4에 도시된 I2C 버스 멀티플렉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상세 회로도이다.

상기 도 5에 도시된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은 주 I2C 버스에 연결된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로서 마스터 0의 제어(판독/기록)를 받는다. 부 I2C 버스(I2C15_XXX 내지 I2C0_XXX)는 각각 독립
적인 I2C 버스로 동작한다.

상기 마스터 0가 임의의 부 I2C 버스상의 임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기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와 통신하여 U1의 출력단자(P3 내지 P0)를 원하는 부  I2C 버스의 번호
에 맞는 값으로 셋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기 부  I2C 버스의 12번과 통신하기 위해서 상기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단자
(P3,P2,P1,P0)를, (P3,P2,P1,P0)=  (1,1,0,0)로 셋팅하면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U3,U4,U
5)의 선택 입력단자 (S2, S1,S0) 가 (S2, S1,S0)=(1,0,0)가 되어 각 디바이스(U2,U3,U4,U5)의 출력 단자 
B4가 각각의 입력단자 A와 연결된다.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U3,U4,U5)는 로우 액티브 출력 인에이블 단자를 가지므로 값 '1'을 
갖는 상기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P3 출력이 상기 인버터(U6)를 통해 OE 입력단자가 값 '0'을 갖
는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U3)의 출력이 인에이블되게 되며,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4,U5)는 OE 입력단자가 값 '1'을 가지므로 출력이 디스에이블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주 I2C 버스의 SCL은 I2C12_SCL과 연결되며 SDA는  I2C12_SDA와 연결되어 결국 주 I2C 
버스와 부 I2C 버스 12번이 연결되게 된다.

이와 같이 I2C 버스의 연결이 셋팅된 후 상기 마스터 0는 부 I2C 버스 12번상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
이스와 통신하면 된다.

상기 마스터 0는 부 I2C 버스의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상기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을 원하는 적절
한 번호로 셋팅해야 한다. 

상기 부 I2C 버스는 필요에 따라 최대 256개 까지 확장할 수 있는 데 이는 도 5에 도시된 상기 I2C 버스
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포트 5비트(P7 내지 P3)를 이용하여 상기 I2C 멀티플렉서 스위치
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 32개를 생성하고 하나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로 상기 SCL 신호와 SDA 신호를 먹싱
해주는 두 개의 짝으로 이루어지는 상기  I2C 멀티플렉서를 각각 컨트롤해 주면 된다.

이때, 도 5에 도시된 상기 인버터(U6)는 다음과 같은 부울논리식(boolean expression)으로 표현되는 출력 
인에이블 생성회로로 대체되면 된다. 

!OE0 = !P7  !P6  !P5  !P4  !P3 ;

!OE1 = !P7  !P6  !P5  !P4   P3 ;

!OE2 = !P7  !P6  !P5   P4  !P3 ;

!OE3 = !P7  !P6  !P5   P4   P3 ;

!OE4 = !P7  !P6   P5  !P4  !P3 ;

!OE5 = !P7  !P6   P5  !P4   P3 ;

!OE6 = !P7  !P6   P5   P4  !P3 ;

!OE7 = !P7  !P6   P5   P4  P3 ;

!OE8 = !P7   P6  !P5  !P4  !P3 ;

!OE9 = !P7   P6  !P5  !P4   P3 ;

!OE10 = !P7   P6  !P5   P4  !P3 ;

!OE11 = !P7  P6  !P5   P4   P3 ;

!OE12 = !P7  P6   P5  !P4  !P3 ;

!OE13 = !P7  P6   P5  !P4   P3 ;

!OE14 = !P7  P6  P5   P4  !P3 ;

!OE15 = !P7  P6   P5   P4   P3 ;

!OE16 =  P7 !P6  !P5  !P4  !P3 ;

!OE17 = P7  !P6  !P5  !P4  P3 ;

!OE18 = P7  !P6  !P5  P4  !P3 ;

!OE19 = P7  !P6  !P5   P4  P3 ;

!OE20 = P7  !P6  P5  !P4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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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21 = P7  !P6   P5  !P4  P3 ;

!OE22 = P7 !P6   P5   P4  !P3 ;

!OE23 = P7  !P6   P5   P4   P3 ;

!OE24 = P7   P6  !P5  !P4  !P3 ;

!OE25 = P7   P6  !P5  !P4   P3 ;

!OE26 = P7  P6  !P5  P4  !P3 ;

!OE27 = P7  P6  !P5   P4  P3 ;

!OE28 = P7   P6  P5  !P4  !P3 ;

!OE29 = P7   P6   P5  !P4  P3 ;

!OE30 = P7   P6   P5   P4  !P3 ;

!OE31 = P7   P6   P5   P4   P3 ;

예를 들면, 상기 !OE0 는 상기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포트(P7 내지 P3)가 모두 0일 때 0
이 되어 상기 도 5에 도시된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4,U5)의 출력을 제어하게 된다. 

도 6은  I2C 버스 기록 동작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을 나타낸 파형도이다. 

도 6에서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는 상기 I2C 버스를 통하여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에 기록하고
자 하면 상기 SCL을 하이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SDA 신호를 하이에서 로우로 구동하면 I2C 버스의 시작 
조건(start condition)이 이루어지며, 통신하고자 하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의 주소 8비트를 직렬
로 구동한다.

이때 상기 주소에 의해 지정된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는 마지막 주소 비트의 다음 클록에서 상기 
SDA 신호를 로우로 구동하므로써(ACK 구동)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에게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

상기 ACK 신호를 받은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는 기록하고자 하는 데이터 8비트를 상기 SCL 신호에 맞
추어 직렬로 I2C 버스에 구동하며,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는 이를 받아 저장한다.

이때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이상없이 받았을 경우 상기 SDA 신호를 로우로 구동하므로
써 상기 ACK 신호를 보내주게 된다.

상기 ACK 신호를 받은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는 상기 SCL 신호가 하이인 동안에 상기 SDA 신호를 로우
에서 하이로 변환시키므로써 버스 동작을 종료한다.

도 7은 도 5에 도시된 상기 마스터 0가 상기 부 I2C 버스 5번에서 12번으로 변경할 때의 주 I2C 버스, 부 
I2C 버스 및 기타 신호들의 동작 파형도이다. 

상기 도 7에서, 상기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단자(P3 내지 P0)는 기록 데이터의 마지막 비트
후 ACK 구동시점에 상기 SCL 신호의 상승 에지 이후에 T1 시점에서 변하며 따라서 T1 시점에서 주 I2C 버
스에 연결된  부 I2C 버스가 5번에서 12번으로 변경된다.

부 I2C 버스 12번의 파형을 보면  T1 시점에서 시작 조건이 발생하고 T2 시점에서 정지 조건이 발생하여 
완전한 일 사이클의 더미 동작이 구동되게 되지만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므로 I2C 버스 슬레이브 디
바이스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상기 부 I2C 버스 12번상의 주소 '0100010X'를 갖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는 T3 시점의 시작 조건
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해 주 I2C 버스를 최대 256개의 부 I2C 버스로 분기시키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므로써 하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에 연결될 수 있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수를 필요
한 만큼 연결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완벽한 기능을 갖는 진단 및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주 I2C 버스에 연결되는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MD0 내지 MDn)와;

상기 주 I2C 버스를 다수의 부 I2C 버스로 분리하고 이 부 I2C 버스상에 필요한 만큼의 I2C 버스 슬레이
브 디바이스(SD00 내지 SD0N,SD10 내지 SD1N, ... ,SDN1 내지 SDNN)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I2C 버스 
멀티플렉서 모듈과;

상기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MD0 내지 MDn)의 각각에 의해 어느 한 순간에 하나의 부 I2C 버스
상에  있는  일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액세스되는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SD00  내지 
SD0N,SD10 내지 SD1N, ... ,SDN1 내지 SDNN)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I2C 버스 멀티플렉서 모듈은, 상기 주 I2C 버스에 연결되어 주 I2C 버스의 직렬 데이터를 병렬 데이

10-5

1019970032148



터로 변환해 주는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와,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레지스터
(R1)와,

상기 주 I2C 버스에 하이 전류를 전달하는 레지스터(R2,R3)와, 

상기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3 비트(P2,P1,P0)를 선택 입력신호로 사용하고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1 비트(P3)를 출력 인에이블 신호로 사용하여 상기 
주 I2C 버스의 신호(SCL)와 신호(SDA)를 각각 8개의 부 I2C 버스로 멀티플렉싱해 주는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 내지 U5)와,

상기 부 I2C 버스의 상위군(I2C15_XXX 내지 I2C8_XXX)과 하위군(I2C7_XXX 내지 I2C0_XXX)을 구분하기 위
해 상기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중 1 비트(P3)를 인버팅하여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U3)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를 구동하는 인버터(U6)와,

각각 16개의 부 I2C 버스에 하이 전류를 전달하는 풀업용 저항성 네트워크(RN1 내지 RN4)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MD0 내지 MDn)중 부 I2C 버스상의 상기 I2C 버
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액세스를 담당하는 하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는 상기 I2C 버스용 원격 8비
트 I/O 익스팬더(U1)와 통신하여 이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단자(P3 내지 P0)를 
원하는 부  I2C 버스의 번호에 맞는 값으로 셋팅하여,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U3,U4,U5)의 
선택 입력단자(S2, S1,S0)를 제어하고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U3,U4,U5)의 각각의 일 출력 단자
가 자신의 일 입력단자와 각각 연결시키고, 상기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값에 따
라 상기 인버터(U6)를 통한 OE 입력단자 값으로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의 출력을 인에이블 또
는 디스에이블시킴으로써 임의의 부 I2C 버스상의 임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MD0 내지 MDn)중 부 I2C 버스상의 상기 I2C 버
스 슬레이브 디바이스 액세스를 담당하는 하나의 I2C 버스 마스터 디바이스는, 상기 임의의 부 I2C 버스
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상기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와 통신하여 이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단자(P3 내지 P0)를 원하는 부  I2C 버스의 번호에 맞는 값으로 셋팅하여 
상기 임의의 부 I2C 버스상의 임의의 I2C 버스 슬레이브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부 I2C 버스는, 상기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포
트의 5비트(P7 내지 P3)를 이용하여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 내지 U5)의 출력 인에이블 신
호 32개를 생성하고, 하나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로 상기 SCL 신호와 SDA 신호를 먹싱해주는 두 개의 짝
으로 이루어지는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 내지 U5)를 각각 제어하므로써 부 I2C 버스가 최
대 256개까지 확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생성된 상기 8 비트 멀티플렉서 퀵 스위치(U2 내지 U5)의 32개 출력 인에이블 신호는 
출력 인에이블 생성회로로서,

!OE0 = !P7  !P6  !P5  !P4  !P3 ;

!OE1 = !P7  !P6  !P5  !P4   P3 ;

!OE2 = !P7  !P6  !P5   P4  !P3 ;

!OE3 = !P7  !P6  !P5   P4   P3 ;

!OE4 = !P7  !P6   P5  !P4  !P3 ;

!OE5 = !P7  !P6   P5  !P4   P3 ;

!OE6 = !P7  !P6   P5   P4  !P3 ;

!OE7 = !P7  !P6   P5   P4  P3 ;

!OE8 = !P7   P6  !P5  !P4  !P3 ;

!OE9 = !P7   P6  !P5  !P4   P3 ;

!OE10 = !P7   P6  !P5   P4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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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11 = !P7  P6  !P5   P4   P3 ;

!OE12 = !P7  P6   P5  !P4  !P3 ;

!OE13 = !P7  P6   P5  !P4   P3 ;

!OE14 = !P7  P6  P5   P4  !P3 ;

!OE15 = !P7  P6   P5   P4   P3 ;

!OE16 =  P7 !P6  !P5  !P4  !P3 ;

!OE17 = P7  !P6  !P5  !P4  P3 ;

!OE18 = P7  !P6  !P5  P4  !P3 ;

!OE19 = P7  !P6  !P5   P4  P3 ;

!OE20 = P7  !P6  P5  !P4  !P3 ;

!OE21 = P7  !P6   P5  !P4  P3 ;

!OE22 = P7 !P6   P5   P4  !P3 ;

!OE23 = P7  !P6   P5   P4   P3 ;

!OE24 = P7   P6  !P5  !P4  !P3 ;

!OE25 = P7   P6  !P5  !P4   P3 ;

!OE26 = P7  P6  !P5  P4  !P3 ;

!OE27 = P7  P6  !P5   P4  P3 ;

!OE28 = P7   P6  P5  !P4  !P3 ;

!OE29 = P7   P6   P5  !P4  P3 ;

!OE30 = P7   P6   P5   P4  !P3 ;

!OE31 = P7   P6   P5   P4   P3 ;

와 같은 부울 논리식으로 표현되는 상기 인버터(U6)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생성회로에 의해 생성
되며, 

여기서, 상기 P는 상기 I2C 버스용 원격 8비트 I/O 익스팬더(U1)의 출력 포트이고, 상기 !OE0 내지 !OE31
는 생성된 출력 인에이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구조의 I2C 버스를 이용한 진단/제어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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