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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도킹된 퍼스널 컴퓨터(10, 38, 62, 66, 74, 82)에 의해 그의 펑셔널리티가 재구성될 수 있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12, 32, 58, 68, 76, 84, 90, 92, 94, 96)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 컴퓨터 도킹 스

테이션은 휴대용 컴퓨터와 도킹하기 전에 독립형 컴퓨터로서 구성되고, 휴대용 컴퓨터에 도킹할 때 그의 펑셔널리티가 재

구성될 수 있으며, 휴대용 컴퓨터에서 언도킹할 때 그 자신을 독립형 컴퓨터로 재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

에서,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는 도킹된 휴대용 컴퓨터의 제어하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킹된 휴대용 컴퓨터

리소스는 도킹 스테이션의 제어하에 있다. 본 발명은 직접 접속, 무선 주파수 "RF" 통신, 적외선 "IR" 통신, 1394 고성능 시

리얼 버스 통신 또는 카드 버스 통신 및/또는 이들 통신 기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술 조합을 거쳐 도킹을 고려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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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도킹 스테이션을 노트북 컴퓨터 사용자가 획득하여 사용하는 몇가지 이유를 설

명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의 하드 도크 도킹 실시예와 결합 또는 "도킹"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

(10)의 일례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노트북 컴퓨터(10)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도킹 스테이션(12)에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10)의 블록도.

  도 5 내지 도 133은 본 발명의 도킹 스테이션의 실시예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카드의 블록도.

  도 134는 MUX가 시스템 카드(1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는 않는 도킹 스테이션(12)의 다른 실

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35는 도 134의 도킹 스테이션(12)에 하드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 13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12)에 사용할 수 있고,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MUX가 각각 부가된 시스템 카드인 시스템 카드(28)(카드마다 MUX를 가짐)를 도시한 도면.

  도 264는 적어도 하나의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어 있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MUX(24)에 결합되고,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서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

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265는 도 264의 도킹 스테이션에 하드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264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의 카드 슬롯 커넥터가 도킹 스테이

션의 카드 슬롯의 각각의 상대 커넥터에 결합되는 카드(30)의 여러 실시예의 블록도로서,

  도 266은 모니터 커넥터를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하는 모니터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67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를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하는 VGA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6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XD 브리지에 키보드 커넥터를 결합하는 키보드 스캐너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

  도 26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XD 브리지에 키/마우스 커넥터를 결합하는 키보드 스캐너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

  도 27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XD 브리지에 키보드 커넥터 및 키/마우스 커넥터를 결합하는 키보드

스캐너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71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ISA에 프린터 커넥터를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

도.

  도 27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프린터 포트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7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ISA 브리지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74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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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75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ISA 브리지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IDE 인터

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7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77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ISA 브리지에 컴팩트디스크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

하는 하드 디스크 IDE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7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컴팩트디스크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

  도 27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브리지에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

  도 28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81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브리지에 DVD 드라이브(디지탈 비디오 디스크/디바이스)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IDE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8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DVD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

도.

  도 28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브리지에 DVD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84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DVD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85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IR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는 PCI/ISA 브리지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8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IR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87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PCMCIA 카드 슬롯을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8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메모리 어레이를 결합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

  도 28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컨트롤러에 MO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IDO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9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SCSI 인터페이스에 MO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30)

의 블록도.

  도 291은 디코더에 위성 TV 안테나 커넥터를 결합하는 R.F. 프론트 말단(front end) 및 카드 슬롯에 비디오 컨트롤러를

결합하는 PCI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9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컨트롤러에 DMD(디지탈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 프로젝션 시스템 커넥

터를 결합하는 비디오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9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1394 컴패티블 커넥터를 결합하는 1394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등록특허 10-0488821

- 3 -



  도 294는 비디오 컨트롤러에 카메라 커넥터를 결합하는 디코더 및 카드 슬롯 커넥터에 비디오 컨트롤러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95는 비디오 컨트롤러에 VCR 커넥터를 결합하는 디코더 및 카드 슬롯 커넥터에 비디오 컨트롤러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29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VCR 커넥터를 결합하는 1394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

의 블록도.

  도 297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SCSI 컨트롤러에 스캐너 커넥터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30)

의 블록도.

  도 29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컨트롤러에 스캐너 커넥터를 결합하는 스캐너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

의 블록도.

  도 29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카드 리더 커넥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0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컨트롤러에 셀룰러 전화 커넥터를 결합하는 통신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01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컨트롤러에 팩스기 커넥터를 결합하는 통신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

도.

  도 30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ISDN 커넥터를 결합하는 ISDN 모뎀을 갖는 카드(30)의 블

록도.

  도 30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컨트롤러에 ISDN 커넥터를 결합하는 통신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

도.

  도 304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컨트롤러에 GSM을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05는 카드 슬롯 커넥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가정 보안 시스템(HSS)를 결합하는 가정 보안 시스템(HSS)

의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0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테이프 드라이브 커넥터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07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테이프 드라이브 커넥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테이프 드라이브 컨트롤

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0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주변 장치 제어 시스템을 결합하는 PCI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0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셋 탑 박스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1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R.F. 송신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11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IRDA 수신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1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R.F. 송신기 및 IRDA 수신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1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USB(범용 시리얼 버스)를 결합하는 USB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14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디지탈 오디오 시스템을 결합하는 PCI/ISA 브리지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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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15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디지탈 오디오 시스템을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도 31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LAN(근거리 통신망)을 결합하는 LAN 컨트롤러를 갖는 카

드(30)의 블록도.

  도 317은 도 134의 도킹 스테이션에 의하면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12)에는 따로 위치

하지 않는 도 26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12)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18은 도 317의 도킹 스테이션에 하드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1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적외선 통신을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

  도 32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킹 스테이션에 적외선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21은 도 320의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적외선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실시예의 블록도.

  도 322는 도 320의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적외선 인터페이스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

  도 323은 도 321 및 도 322의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수납하고 도킹 스테이션(32)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노트북 컴퓨

터의 블록도.

  도 324는 도 321 및 도 322의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그의 PCI 버스에 결합하여 수납하고 도킹 스테이션(32)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25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32)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2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킹 스테이션에 적외선 도킹된 도 325에 도시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27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19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28은 도 327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외선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29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25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30은 도 329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외선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3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무선 주파수 "RF" 통신을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

러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

  도 33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에 무선 주파수 "RF"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33은 도 331 및 도 332의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실시예의 블록도.

  도 334는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를 수납하는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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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35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58)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36은 도 335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외선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37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31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38은 도 337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외선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39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35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40은 도 339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외선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4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무선 주파수 통신을 통해 1394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

  도 34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에 1394 인터페이스/무선 주파수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

도.

  도 343은 RF 통신을 사용하는 1394 인터페이스를 수납하는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44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68)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45는 도 344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외선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46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41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47은 도 346의 도킹 스테이션에 1394/무선 주파수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48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44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49는 도 348의 도킹 스테이션에 1394/무선 주파수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5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고성능 시리얼 버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

  도 35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에 1394 케이블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52는 케이블 접속된 1394 인터페이스를 수납하는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53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76)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54는 도 353의 도킹 스테이션에 1394/케이블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등록특허 10-0488821

- 6 -



  도 355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50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56은 도 355의 도킹 스테이션에 1394/케이블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57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53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58은 도 357의 도킹 스테이션에 1394/케이블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5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

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

  도 36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에 카드 버스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61은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수납하는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62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84)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63은 도 362의 도킹 스테이션에 카드 버스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

  도 364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59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65는 도 364의 도킹 스테이션에 카드 버스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66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62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67은 도 366의 도킹 스테이션에 카드 버스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한 도면.

  도 36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또는 적외선 "IR"을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0)의 블록도.

  도 369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0)의 또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70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68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71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69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7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에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또는 무선 주파수 "RF"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

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0)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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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73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0)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74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72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75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73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7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또는 1394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

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0)의 블록도.

  도 377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0)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78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76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79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77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8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또는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0)의 블록도.

  도 381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0)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82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80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83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81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8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또는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를 거

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0)의 블록도.

  도 385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2)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86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84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87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77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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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8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또는 1394 인터페이스를 거

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2)의 블록도.

  도 389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2)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0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88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1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89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또는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

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2)의 블록도.

  도 393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2)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4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92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5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93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또는 1394 인터페이스를 거

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2)의 블록도.

  도 397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2)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8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96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99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397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0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 또는 카드 버스 인터페

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2)의 블록도.

  도 401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2)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02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00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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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03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01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0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1394 인터페이스 또는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2)의 블록도.

  도 405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2)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06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04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07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05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0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또는 무선 주파수 "RF" 인터

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4)의 블록도.

  도 409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4)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10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08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11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09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또는 무선 주파수 "RF" 인터

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4)의 블록도.

  도 413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4)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14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12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15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13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1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1394 인터페이스 또는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4)의 블록도.

  도 417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4)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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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18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16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19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17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2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 1394 인터페이스 또는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4)의 블록도.

  도 421은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4)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22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20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23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21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2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

스, 1394 인터페이스 또는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거쳐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

(96)의 블록도.

  도 425는 MUX가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96)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26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24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MUX(24)에 결합되고, 각각의 추가 카드 슬롯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

(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427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만 도시함)이 도 425의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되고, 각각의 추가 카

드 슬롯(26)이 카드(30)에 결합가능하며, 각각의 카드(30)가 시스템 카드(28)에 사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

나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38, 62, 66, 74, 82 :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12, 32, 58, 68, 76, 84, 90, 92, 94, 96 :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24 : MUX

  26 : 카드 슬롯

  28 : 시스템 카드

  30 : 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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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computer docking station)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컴퓨터(portable

computer)와의 도킹시에 그의 펑셔널리티(functionality)을 재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은 휴대용 컴퓨터와 도킹하기 전에 독립형 컴퓨터로서 구성되

고, 휴대용 컴퓨터에 도킹시 그의 기능이 재구성될 수 있으며, 휴대용 컴퓨터에서의 언도킹시 그 자신을 독립형 컴퓨터로

재구성한다.

  퍼스널 컴퓨터 사용에서의 성장은 현재의 나이를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퍼스널 컴퓨터는 두개의 범주, 즉 데스크탑

(desktop)(가장 널리 사용됨)과 휴대용(휴대용 노트북 또는 랩탑이라 함)중 하나에 든다. 이동성과 최대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개인은 양 종류의 컴퓨터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두개의 컴퓨터, 즉 데스크탑용 컴퓨터와 휴대용 컴퓨터를 모두 사용

하면, 사용자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데스크탑과 휴대용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이제는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휴대용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나와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추가 파일을 포함할 수 있

는 반면, 데스크탑 컴퓨터는 사용자가 사무실에 없을 때 데스크탑 컴퓨터 앞으로 온 새로운 전자 우편 또는 다른 정보를 포

함할 수 있다. 그러한 두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는 양 시스템을 서로 갱신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속적인 노력

에 실망하게 된다.

  두개의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다른 문제는 휴대용 컴퓨터에서 데스크탑 또는 베이스 컴퓨터로의

정보 교환을 가속하기 위한 랩-링크형 케이블과 소프트웨어의 복합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스크탑과 휴대

용 컴퓨터를 모두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려는 하나의 시도는 단순히 휴대용 컴퓨터만을 소지하고 그것을 "도

킹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수단과 조합하여서 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데스크탑으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휴대용 컴퓨터는

도킹 스테이션에 탑재되어 그 자신을 실제 크기의 키보드 및 모니터와 모뎀 및 LAN 또는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한다. 일반

적으로, 대표적인 도킹 스테이션은 CD ROM, 스테레오 오디오 시스템, 추가 I/O 커넥터 및 아마도 추가 RAM 메모리 등의

선택 장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도킹 스테이션의 개발이 지난 수년에 걸쳐 감동을 주어 휴대용 컴퓨터와의 조합시 향상된

기능에 도달하였지만, 도킹 스테이션 개념은 그의 완전한 잠재력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도킹된 퍼스널 컴퓨터에 의해 그의 기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은 휴대용 컴퓨터와 도킹하기에 앞서 독립형 컴퓨터로서

구성되고, 휴대용 컴퓨터에 도킹시 그의 기능이 재구성될 수 있으며, 휴대용 컴퓨터에서의 언도킹시 그 자신을 독립형 컴

퓨터로 재구성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도킹된 휴대용 컴퓨터 리소스는 도킹 스테이션의 제어하에 있게

된다. 본 발명은 직접 접속, 무선 주파수 "RF" 통신, 적외선 "IR" 통신, 1394 고성능 시리얼 버스 통신 또는 카드 버스 통신

및/또는 이들 통신 기술의 하나 이상의 조합을 통해 도킹을 고려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밖의 목적과 새로운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술 및 첨부 도면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와 도킹시 그의 기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에 관한 것이다. 이하의 "

용어와 정의"는 본 발명의 설명에 사용되는 새로운 및/또는 덜 친숙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용 어  정 의

제공되는 도킹 스테이션

(docking station to

provide)

 노트북 컴퓨터에 추가 기능을 부착 또는 접속하는 컴퓨터 디바이스

 하드 도크(hard dock)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에 직접 플러그하는 도킹 스테이션과 노트

북 컴퓨터 사이의 접속

노트북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 사이의 다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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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확립하여 도킹을 시작할 수 있음.

 로컬 도크(local dock)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 스테이션에 점간 접속으로 접속되고 물리적으

로 근접하는 소프트 도킹의 일형태.

이것은 도킹 스테이션 및 노트북 컴퓨터가 IR 또는 RF 통신을 거쳐

서로의 범위내로 될 때의 근접 도킹을 포함함.

 원격 도크(remote dock)
 노트북 컴퓨터가 전화선 또는 디지탈 네트워크를 거쳐 도킹 스테이

션에 접속되는 소프트 도크의 일 형태

 서버(server)  클라이어트와 통신하는 다른 컴퓨터에 대한 프로세스

 클라이언트/서버(client/ server)
 서버 프로세스에 어떤 통신 경로를 거쳐 접속된 하나 이상의 클라

이언트 프로세스로 구성된 시스템

 대칭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세스(symmetric

client server process)

 클라이어트 및 서버 모두를 각각 실행하는 두개 이상의 컴퓨터 시

스템

  도 1은 노트북 사용자가 도킹 스테이션을 획득하여 사용하는 몇가지 이유를 도시한 것이다.

  전원 : 도킹 스테이션은 노트북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편리한 수단을 제공한다.

  외부에서의 AC 전원을 노트북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DC 전원으

  로 연장된 기간에 걸쳐 변환.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DC 전원.

  노트북 컴퓨터의 내부 배터리와 동시에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DC 전원.

  입력 전원의 전원 상태 조절, 모든 컴퓨터 접속의 스파이크 필터링, 노트북

  컴퓨터용 연속가능한 전원.

  휴대용 컴퓨터용 추가 배터리 전원

  통신 : 도킹 스테이션은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것보다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는 통신 설비로의 액세스를 제

공한다.

  식 이서네트(thic Ethernet)를 포함하여, 인터넷 및/또는 이서네트 접속.

  ISDN 또는 음성 등의 디지탈 전화로의 직접 액세스 및 모뎀.

  비휴대용 주변 장치 : 도킹 스테이션은 휴대용이 아니거나 또는 이용불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커넥터 크기 및 무게 제한내에서 노트북 컴퓨

  터에 모든 이산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에 편리하게 될 수 없는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그러한 주변 장치의 예로는 :

  추가 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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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풀 사이즈 키보드,

  고해상도 표시 장치,

  CD ROM,

  베르누이 박스 또는 다른 리무버블(removable) 디스크,

  풀 사이즈 마우스 또는 데이타 타블렛(data tablet),

  비디오 및 영상 회담 장비 등이다.

  추가 휴대 기능 : 사용자는 노트북과 함께 소지할 수 있는 추가 주변 장치 및 기능을 갖길 원한다. 이들은 때에 따라 필요

하거나 필요없으므로, 필요없을 때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하도록 분리가 가능한 것일 필요가 있다.

  확장 기능 : 도킹 스테이션이 CPU를 포함하면, 서버(및 아마도 클라이언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기능의 예는 :

  노트북에 의해 액세스되기 전의 적절한 필터링, 팩스, 음성 우편, 전자 우편의 부재 수신,

  노트북 컴퓨터 비접속시 다른 사람들에 의한 다른 그룹웨어(groupware) 또는 사용자 캘린더의 부재 액세스 및 갱신,

  노트북과의 교환시 데이타의 자동 압축, 압축 해제 및 "스마트(smart)" 전송이다.

  상태 : 도킹 스테이션은 노트북 컴퓨터 하나만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것 이상 그리고 그 이하의 상태 정도를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사용자가 노트북을 가져간 동안 책상위에 남아서, 사용자가 가버렸을 때에도 상태를 제공한

다.

  데스크탑 클러터(clutter)의 제거 : 도킹 스테이션은 많은 선 및 다른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패키지하고 및/또는 데스크 탑

에서 제거하여 더욱 경제적인 작업 영역을 창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과 결합 또는 "도킹"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10)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

다. 구체적으로, 도 2는 인텔 펜티엄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본으로 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트레벌 메이트(Texas

Instuments Travel Mate) 5000 컬러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의 블록도이다. 펜티엄의 동작 속도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75

MHz이지만 외부 버스 속도는 50 MHz이다. 50 MHz 발진기는 ACC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2056 코어 로직 칩에 공급되

고, 이 로직 칩은 이것을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공급된다. 이 50 MHz CPU 클럭이 프로세서 내부의 위상 동기 루

프에 의해 승산되어 75 MHz CPU 속도가 얻어진다. 본 발명의 관리 특징은 CPU 클럭을 주기적으로 정지시켜 전력 소비

를 보호하며 CPU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프로세서는 로직 보드상에 16 KB의 내부 캐쉬 및 256 KB의 외부 캐쉬를 포함한

다.

  CPU의 50 MHz 버스는 ACC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로부터 PCI로의 VL 브리지 칩(VL to PCI bridge chip)에 접속되어

PCI 버스를 형성한다. 브리지 칩은 33. 333 MHz 발진기를 취하여 PCI 버스 클럭을 형성한다. 사이러스 로직 GD7542 비

디오 컨트롤러(Cirrus Logic GD7542 video controller)는 이 버스에서 구동되고, 이 버스는 장래의 도킹 옵션을 위해 외

부 커넥터를 갖는다.

  GD542 비디오 컨트롤러는 14. 318 MHz 발진기 입력을 갖고 이것을 내부에서 사용하여 내부 10. 411 TFT 패널 또는

외부 CRT 모니터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더 높은 비디오 주파수를 합성한다. VGA 해상도 모드로 실행할 때, TFT 패널

은 외부 아날로그 모니터와 동시에 동작될 수 있다. 수퍼 VGA 해상도에 대해서는 외부 CRT 만을 사용할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로의 동작 입력은 키보드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부 포인팅 장치는 키보드에 매입되어 있다. 외부 접속은

파라렐 장치, 시리얼 장치, PS/2 마우스 또는 키보드, VGA 모니터 및 확장 버스에 대하여 마련된다. 내부 접속은 하드 디

스크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및 추가 메모리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컴퓨터는 옵션인 확장 메모리 보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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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32 메가바이트까지 사용자에 의해 증가될 수 있는 8 메가바이트의 표준 메모리를 포함한다. 제1 메모리 확장 보

드에서는 8 또는 16 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얻을 수 있다. 설치된 제1 확장 보드에 의해 8 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이 보드

에 부착하여 최대량을 얻을 수 있다.

  제2 시리얼 포트는 시리얼 적외선 장치에 접속된다. 이 SIR 장치는 3. 6864 MHz 발진기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칩을 갖

는다. SIR 포트는 장착시 다른 컴퓨터에 시리얼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의 2개의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이고, 배터리의 용량을 감시하는 내부 컨트롤러를 갖는다. 이들 컨트

롤러는 배터리 내부에 4. 19 MHz 크리스탈을 사용한다.

  노트북 컴퓨터는 PCMCIA 카드용으로 두개의 슬롯을 갖는다. 이들 슬롯은 다양한 확장 옵션을 제공하는 제3 부분 보드

와 사용할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는 내부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을 내장하고 음악 및/또는 사운드 효과를 발생 또는 기록하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사운드 칩 셋을 구비한다. 또한, 3개의 오디오 잭이 외부 마이크로폰, 오디오 입력 및 오디오

출력에 대해서 마련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10)가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이

다.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12)은 고속 PCI 버스(14), 브리지(1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

페이스 버스(16) 및 브리지(18)에 인터페이스(22)를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26) 상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 상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의 성능 특성을 제공하

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와 같이, 인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 폭)인 것이 바람직하

면,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의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 신호선 또는 버스(20)(바람직하게는

고속 PCI 버스)는 인터페이스 모듈(22)을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 스테이션(12)에 하드 도킹되는 도킹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인터페이스(22)는 도 4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12)과 노트북 컴퓨터(10) 사이의 물리적,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전기 커넥

터이다. 도 3 및 도 4에 도시한 실시예에 있어서, 인터페이스(22)는 노트북 컴퓨터(10)의 확장 커넥터(현재, 텍사스 인스트

루먼츠 TM-5000 컴퓨터의 160 핀 커넥터이지만, 사용 컴퓨터, 요구된 기능 및 멀티플렉싱이 사용되어 핀 수를 줄이는 가

의 여부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은 핀을 가질 수 있음). MUX(24)는 데이타 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에 상세히 설명한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

의 카드 슬롯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용이하게 회로 보드, 회로 보드 부분, 뒷면인 것처럼 할 수 있거나 또는 회로 카드(시스

템 카드(28) 등),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과 결합할 수 있는 장치이다.

  도 5는 시스템 카드(28)의 블록도이다. 시스템 카드(28)는 확고한 범위의 PC(퍼스널 컴퓨터) 성능을 제공한다. 도 5에 도

시한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75 MHz 펜티엄 프로세서가 도시되어 있지만, 도킹을 더 비용 효과적으로 하고

용이하게 실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셋업 및 구성을 제어하기 위해 예측된 필요 조건 및 CPU의 소망 파워 및 성능에 따라 다

른 프로세서를 사용해도 좋음 - 최소한, CPU는 복잡한 동작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

는 VL 버스, PCI 버스를 LV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

/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

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

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

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

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킹 스테이션(12)에 전원이 투입되고 도킹되지 않을 때, 전자 우편 접수, LAN상에, 서버, 그의 하드 드라이브 갱신, 통

신 유지,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 제어, 다른 시스템 카드(28)가 제공하여 용이하게 하는 무엇이든지 등의 기능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는다. 노트북 컴퓨터(10)가 도킹 스테이션(12)에 도킹(이 실시예에서는 하드 도킹 - 이것은 물리적/전기적 접속)

할 때, 도킹시는 "도크" 요구가 있고, 노트북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 사이의 물리적 접속이 깨질 때 "언도크" 요구가 있다.

노트북측에서는 PCI 버스를 놓아주는(hanging off) 비디오 컨트롤러, 아마도 카드 버스 컨트롤러, PCI 버스 및 CPU를 놓

아주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다. CPU가 "도크" 요구를 취할 때, 인터럽트가 입력되어(기본적으로,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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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 도크 요구가 있으니 그것에 관하여 무언가를 해야 함(we have a dock request, do something about it)이라고 말

한다. 플러그-앤-플레이 바이오스(plug-n-play bios)가 브리지(18)로 출력되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what do you

have)"를 라고 묻는다. 브리지는 MUX(24)로 나아가서, "당신 누구입니까?(what are you?)"라고 묻는다. MUX(24)는 이

것이 구성 사이클인 것을 인식하여 시스템 카드에게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what do you have?)"라고 묻는다. 시스템 카

드(28)는 MUX(24)에게 "디스플레이, 키보드, LAN, PCMCIA 카드 슬롯,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D 롬 드라이브 등"이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MUX(24)는 도킹 스테이션(12)의 디스플레이, 키보드, LAN, PCMCIA 카드

슬롯,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가 방금 도킹된 마스터(노트북 컴퓨터(10))에 이

제 속하게 된 것을 신호한 것이다. 이것은 "나는 인계 받고 있음(I`m takeing over)"라고 말한 PCI 구성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제, 리포팅열이 플러그-앤-플레이 바이오스로 복귀하여, 노트북(10)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디스플레이, 키보드, LAN, PCMCIA 카드 슬롯,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D 롬 드라이브를 갖는

다고 보고한다. 노트북 컴퓨터(10)는 그것에 대하여 이용가능하게 된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를 선택적으로 제어 할 수 있

다. 노트북(10)은 제공된 리소스의 하나 이상의 내부 복사판을 디스에이블할 수도 있다. 그후, 노트북(10)이 도킹 스테이션

(12), 즉 시스템 카드(28) 디스플레이, 키보드, LAN, PCMCIA 카드 슬롯,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D 롬 드라이브의 리소스와 도킹할 때, 이들 특징은 노트북(10)에 의해 이제 제어된다. 도킹 스테이션에서 시스템 카드

(28)의 CPU도 노트북(10)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자신의 회로 부분에 대한 제어를 포기할 수 있다. 직접이란 것은 노트

북이 회로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이란 것은 시스템 카드의 CPU가 노트북의 CPU하의 회로를 제어하는 것을 의

미한다. 도킹 노트북의 CPU에 그의 회로의 일부 또는 모두에 대한 제어를 넘기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노트북(10)이 언도킹될 때, MUX(24)로 전송되어 "언도킹된 상태(undocked situation)"을 나타내는 인터럽트 신호(하나

의 실시예에서 고에서 저로 향하는 신호)가 있다. 이 인터럽트 신호는 시스템 카드(28)로 전송되어, 시스템 카드(28)의

CPU에게 다른 도크 또는 마스터가 없다고 말한다.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를 갖거나 또는 사용자의 전자 우편을 수집할 수

있고, LAN 상에 있을 수 있고, 서버로 될 수 있고, 하드 드라이브 또는 시스템 카드(280상의 모든 것 또는 도킹 시스템의

나머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도킹 스테이션(12)이 사용자에 의해 독립형 컴퓨터로서 사용될 수 있는 독립형 컴

퓨터로 다시 되도록,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디스플레이, 키보드, LAN, PCMCIA 카드 슬롯,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D 롬 드라이브의 제어를 넘긴다.

  도킹 스테이션의 운영 시스템은 이 기능을 용이하게 한다. 단순한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도킹 스테이션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된 롬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롬은 필요한 만큼 클 수 있고, 코드 제공시 롬이 제

공하는 성능을 시스템이 취급할 수 있는 한, 롬상의 완전한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운영 시스템은 수용가능하다.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는 롬에 관한 DOS를 제작한다. 또한, 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12)에 처음 도킹할 때, 노트북은 도킹 스테이션에 코드를 다운

로드하고, 도킹 스테이션이 전원을 갖는 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 또한, 노트북 또는 LAN은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부트

를 다운 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에 있어서도, 도킹 스테이션은 적어도 일부의 롬 코드, 아마도 10개 내지 20개

명령을 가져야 하고, 이들 명령은 그밖의 곳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필요한 만큼 많은 코드를 거쳐 가져올 수 있

다. 그들은 이들 5개 또는 6개 카드 로더를 호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것은 전원 관찰시, 해야할 필요가 있는 첫번째의 것

이 IPL 기능을 찾는 것인 마이크로코드이다. 따라서, LAN 또는 그것에 접속된 다른 디바이스중 어느 디바이스에서 코드를

가져올 수 있고 필요한 것을 하기에 충분한 코드를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짧은 프로그램 부분이 있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시스템 카드(28)에 의하면, 도킹 스테이션(12)은 그의 소프트웨어를 부팅하는 기능을 갖고, 이것은 어느 곳에서 예를

들면 도킹 스테이션의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또는 도킹 스테이션의 롬 또는 노트북의 메모리 또는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또

는 LAN(sti, stm sonnet, cable/modem, 10xT, 100xT, 10baseC) 또는 LAN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2지점간 통신에

서 코드를 획득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대부분은 전화를 기본으로 한다.

  단순한 경우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MS" 운영 시스템을 도킹 스테이션에 사용하면서, 윈도우95(Windows 95)를 노

트북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노트북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운영 시스템으로서는 Windows NT,

IBM`s OS2가 있다. 도킹 스테이션의 다른 운영 시스템은 통합 시스템에서 32비트 운영 시스템일 수 있고, 이것은 셋 탑

박스(자바 인터프리터를 가짐)를 실행하고 또한 노트북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도킹 스테이션

(12)은 전기 케이블을 거쳐 ac 전원(110 v 벽체 콘센트 등)에 결합된 전원(도시하지 않음) 및/또는 내부 배터리를 포함한

다. 도 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거쳐 도킹 스테이션(12)에 접속될 수 있는 주변 장치는 외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로폰 및/또는 스피커, PCMCIA 카드, 전화 콘센트가 있는 벽에 RS-232 커넥터를 결합하는 전화선, 프린터 등을 구

비한다.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브리지(18)는 DEC 브리지, 또는 IBM 브리지 또는 INTEL 브리지일 수 있다. 데이타를 루트하는

방법을 아는 한 다른 브리지를 사용해도 좋다. 브리지의 중요한 점은 1) 어떤 디바이스가 할당되고 있는 가를 제어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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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디바이스를 지원하기에 충분히 강한 버스상의 신호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터페이스 자신은 매우 단순하여,

브리지가 지나가는 것의 디폴트 위치만 취할 뿐이거나 또는 인터페이스는 매우 영리하여(intelligent) 브리지가 취하는 것

및 노트북이 다른 쪽에서 취하는 것을 필터링 할 수 있다. 그의 반대도 가능하다.

  MUX(24)는 상당히 직선적이다.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 가의 여부를 신호하는 데이타선을 갖는 스위치가 도킹 스

테이션 리소스의 일부에 관한 제어를 취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의 방법은 이 기능을 제공하도록 핀을 하이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노트북(10)이 도킹 스테이션(12)에 하드 도킹할 때, MUX에 있어 핀을 하이로 하여, 도킹된 상태를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의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인 것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를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12)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식은 시스

템 카드(28)의 CPU에 단순한 코드를 라이트하는 것으로, "MUX에서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

부 인터러브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 리드 - 도킹 또는 언도킹"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장치를 키고, CPU는 PCI 버스에 관한 실행을 중단하고(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 MUX를 버려서 PCI 버스가

카드의 CPU가 아닌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중으로 된다. MUX가 복귀할 때, CPU는 내부 PCI 버스 구동을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이 있는 도킹 스테이션에 있어서, 노트북은 시스템 카드(28)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를 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상술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의 운영 시스템은 바람직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X86 아

키텍쳐에 있어서, T에서의 실행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BIOS 기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HAL(하드웨어 추상화 또는 방식

계층)뿐이다. 이것은 실제 CPU 또는 시스템 독립적이다. 개념은 도킹되어 도킹 스테이션에 있게 되는 모든 노트북 또는 휴

대용 장치에 플러그-앤-플레이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도킹 스테이션에는 몇가지 지능이 있다. 당신은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s)를 이해하고 노트북과 도킹 스테이션의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팅할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산업 규격에 준하고, 도킹, 언도킹, 재구성, 재열거(reenumeration) 기능을 이해하고, 나와서 하드웨어를 관찰

하여 어느 하드웨어가 있는가 또는 없는 가를 보고하는 능력을 갖는 플러그-앤-플레이 BIOS도 필요하다. 또한, 소위 필터

링이라고 하는 그의 앞 및 뒤에 플러그-앤-플레이 BIOS의 정상에 약간의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필터링은 무슨 장치를

플러그-앤-플레이 BIOS가 보고 무슨 장치를 플러그-앤-플레이가 통과해도 되는 가를 제어한다. 필터링은 인터페이스,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모드에서 일어날 수 있다. 즉, 인터페이스는 무슨 장치를 다시 통과하여 플러그-앤-플레

이를 향하는 가에 관한 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가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 기능을 용이하게 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실행을 위한 제3자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하다. 시스템 설계자 및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종

류의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킬 것인 가 - 예를 들면 사용자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한 도킹의 용도는

무엇인가? 사용자는 하드 드라이브, 네트, 전자 우편, 데스크탑 환경 또는 이동 환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일반적인 제3자 특

징을 이용하고 싶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이용가능하고 그곳에 필요하다 - 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 관리 소프

트웨어가 좋지만 필요하지 않다. 사용자 구성에 관한 정보 처리 기능이 있고 사용자가 그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 가

의 선택을 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좋다. 뷰의 시동점 또는 뷰의 다이나믹 실시간 점에서, 사용자는 그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방식, 즉 호스트 또는 마스터 및 슬레이브로 되기 원하는 유닛을 선택하여, CPU를 실행시키고 싶은 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보안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형태는 일련 번호에 대한 보안을 인식한다. 나는 누구인가? 모든 이를 각각의 도킹 스테이

션에 도킹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용자는 아마도 "이것은 나는 누구, 이것은 도킹 스테이션에 액세스가 허

가된 사람(this is who I am and this is who is allowed to have access to the docking station)"이라고 하는 몇 종류의

보안 시스템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보안은 일련 번호 및 I.D.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안은 하드웨어 와이즈(wise),

RF 또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기동되는 어떤 음성일 수 있다. 보안을 구현하는 많은 방식이 있다. 현재의 사업 환경에서

는 불행하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도킹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요

  도킹 시스템은 적어도 다음의 소프트웨어 조합을 수용하도록 설계된다.

  윈도우 95, 윈도우 NT, 윈도우 포 워크그룹스 애드온(Windows of Workgroups Add-On), 버젼 3.11(윈도우 3.1 사용

자용) 또는 OS2. 선택된 운영 시스템은 데스크탑 및 휴대용 동작을 위한 네트워킹 등의 도킹 환경에 특히 유용한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바람직한 특징은 RAS/PPP 서버 및 프린터 및 파일 제거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한다.

  배터리프로 및 프로덕티비티 소프트웨어(BatteryPro and Productivity Software) -

  배터리프로 파워 세이빙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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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도크(SETDOCK) - 데스크탑 환경을 구성하게 하는 메뉴 구동 프로그램. 기본 시스템을 셋업하거나 또는 EZ_SCSI 또

는 PCM 플러스와 같은 다른 구성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 유틸리티를 실행.

  수퍼 셧다운(Super Shutdown) - 모든 오픈 파일을 자동적으로 세이브하고, 모든 오픈 어플리케이션을 클로즈하며, 노트

북을 언도크하는 유틸리티.

  를 포함하는 TI 유틸리티의 집합

  다른 유틸리티(ALARM, CURSON, GETSTAT, 등)의 집합.

  TI VGA 유틸리티 - 개선된 VGA 디스플레이 모드에 의해 지원되는 다양한 비디오 장치 드라이버에 의한 비디오 설치 프

로그램.

  인텔 플러그-앤-플레이 구성 관리자(Intel Plug-N-Play Configuration Manager) - ISA 옵션 카드의 용이한 구성을 제

공하는 소프트웨어.

  PCMCIA 포에닉스카드 메니저 플러스(PCMCIA PhoenixCARD Manager Plus) - 도킹 시스템에 PCMCIA 옵션 카드 설

치에 필요한 지원 소프트웨어.

  도스/윈도우용 어댑텍 EZ_SCSI(Adaptec EZ_SCSI for DOS/Windows) - 도킹 시스템상에 SCSI 장치 설치에 필요한 지

원 소프트웨어.

  파일 합성 - 예로는 MS 브리프케이스(MS Briefcase) 또는 PC 에니웨어(PC anywhere)가 있음 - 합성시 휴대 파일을

유지하고, 메일, 어드레스 북 및 캘린더를 전화를 통해 갱신하기 위함.

  암호화 및 압축 소프트웨어 - 일례로 PC 에니웨어가 있음 - 전화를 통해 사설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함.

  네트워크 모뎀 - 예로는 스톰퍼(Stomper), PC 에니웨어, 모뎀 어시스트 플러스(Modem Assist Plus), WINport, SAPS

가 있음 - 도킹시 노트북에서 전화를 액세스하고, RF, 인터넷 또는 어스넷 링크를 거쳐 노트북에서 전화를 액세스하며, 여

러 사용자와 전화선을 공유하기 위함.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 - 예로는 PC 에니웨어 및 리치아웃(Reachout)이 있음 - 전화 또는 네트워크를 거쳐 도크 어플

리케이션을 액세스하기 위함.

  음성 사서함 - 예로는 오피스 F/X(Office F/X)가 있음 - 응답기 및/또는 단순한 음성 응답을 제공하기 위함.

  전자 우편 - 예로는 MS 교환기, 유도라(MS Exchange, Eudora)가 있음 - 전자 우편을 송수신하기 위함.

  팩스 - 예로는 MS FAX가 있음 - 팩스를 송수신하기 위함.

  스크립트 에이전트(Script Agent) - 예로는 MS 에이전트가 있음 -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전화 걸기와 같은 타스크

(task)를 자동화하고, AOL 호출과 같은 부재 동작, 음성 사서함을 용이한 액세스를 위해 전자 우편 시스템에 넣고, 국부적

으로 부착시 노트북과 파일을 자동적 합성을 제공하기 위함.

  전자 우편 포스트오피스 - 예로는 POP3 서버 및 MS 포스트오피스가 있음 - 근거리 및 원거리 모두, 사무실 작업군에 메

일을 제공하기 위함.

  PIM/Calendar - 예로는 MS 스캐쥴 플러스(MS Schedule+)가 있음 - 연락처, 전화 번호, 리스트된 회의의 흔적을 유지

하기 위함.

  전화 어플리케이션 - 예로는 MS 사운더?(MS Sounder?)가 있음 - 노트북과 PIM 표시와 통합되는 자동 전화걸기, 전화

에 의한 회의, 착신, 대기중 음악, 통화 기록, 호출자 ID 표시 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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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IP 루터(TCP/IP Router) - 도킹된 노트북에서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위함.

  상술한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한 로딩 및 운영 정보는 다음의 참조 문헌에서 제공된다.

  윈도우 95, 윈도우 NT, OS2 - 사용자 메뉴얼의 다음 명령.

  Windows for Workgroups 사용자 메뉴얼, P/N 9791790-0001

  PCMCIA PhoenixCARD Manager Plus 사용자 메뉴얼, P/N 9791792-0001

  Adaptec EZ_SCSI for DOS/Windows 사용자 메뉴얼 P/N 978866-0001

  TravelMate_Series Notebook Computer 사용자 참조 메뉴얼, Part No. ___ VGA 유틸리티에 과한 정보를 포함함.

  Intel Plug-N-Play 사용자 메뉴얼, Ti Part No. 9791791-0001

  MS Briefcase, PC anywhere, Stomper, Modem Assist Plus, WINport, SAPS, Reachout, Office F/X, MS Exhange,

Eudora, MS FAX, MS Agent, POP3 server, MS Postoffice, MS Schedule+, MS Sounder 등 및 다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참고 사용자 메뉴얼.

  TI 유틸리티(현재 버젼) -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받은 다음의 명령.

  DOCK, SUPER SHUTDOWN, SETDOCK, TI SYSTEM AND BATTERYPRO의 현재 버젼 및 그들의 로딩과 동작 명령

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입수가능하다. 코드, 로딩 명령 및 일부 사용 명령(11/08/94에 대한 것임)은 본 명세서에 참

조로 포함되는 미국 특허 출원 08/336, 032호에 기재되어 있고, 도킹 스테이션 제어 기능의 DOS 버젼인 DOCK는 페이지

115-138에, SUPER SHUTDOWN은 페이지 139-194에 기재되어 있다. SUPER SHUTDOWN은 자동 차단 구성(TI의 배

터리프로 및 프로덕티비티 소프트웨어 디스켓에서 입수가능함)이다. 이 유틸리티는 도킹 시스템이 표준 윈도우 이그짓 과

정보다 신속히 윈도우를 빠져나오게 한다. 이 유틸리티는 차단 및 재부트 방식을 맞추는 사용자 지정 차단 기능의 선택을

제공한다. 페이지 195-268에 기재된 SETDOCK은 최대 성능을 위한 도킹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을 맞추는 도킹 스테이션

의 I/O 포트를 셋 업한다. 페이지 269-316에 기재된 TISYSTEM은 기능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페이지 317-396에 기

재된 BATTERY PRO는 휴대용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 사이의 배터리 핸드셰이킹 및 휴대용 컴퓨터내 에너지 사용의 제

어를 제공하는 전원 절약 유틸리티이다.

  최소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킹 스테이션 및 휴대용 컴퓨터(외부 마우스, 키보드, 외부 모니터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최소 펑셔널리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를 포함하는 최소 시스템에 대하여, 도킹 스테이션에는 약간의 지능이 있어야 한다.

  최소 시스템은 도킹 스테이션이 BIOS 기능을 HAL(hardware abstraction 또는 architectural layer)을 수용하지 않으면

적어도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운영 시스템 및 실행을 위한 제3자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는 시스

템을 부팅하고 BIOS(basic input/output systems)를 이해하며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의 시스템을 초기화할 수 있는 것

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 표준에 준하고, 도킹, 언도킹, 재구성, 재열거 기능을 이해하며, 나와서 하드웨어를 관찰하여 어느

하드웨어가 있고 없는 가를 보고하는 기능을 갖는 플러그-앤-플레이 BIOS도 필요하다. 또한, 필터링을 위해 그의 앞과 뒤

모두에 있어서 플러그-앤-플레이 BIOS의 정상에 약간의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필터링은 어느 장치가 플러그-앤-플레

이 BIOS를 조사하고 어느 장치가 플러그-앤-플레이를 통과시키는 가를 제어한다. 필터링은 인터페이스, 노트북 또는 도

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세곳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즉, 인터페이스는 어느 장치가 플러그-앤-플레이를 다시 통과하여

향하는 가에 관한 기능을 갖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가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 기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도킹 시스템 개념의 파워는 노트북 컴퓨터(일반적으로 마스터)와 도킹 스테이션(일반적으로 슬레이브) 사이의 도킹

상황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신호는 도킹 스테이션의 시스템 카드 상으로 송출되고, MUX가 움직여서, 노트북 컴퓨터의

PCI 장치로의 시스템 카드의 리소스로 된다. 그 결과,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갖는 독립형 컴퓨터에서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내 CPU의 제어에 대한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를 시동하는 슬레이브 또는 도킹된 장치로 이동한다. 노트북이 떠날

때, 도킹 스테이션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실행하는 독립형 컴퓨터로 돌아간다. 시스템은 도킹시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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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PCI 장치가 되도록 보존될 수 있다. 이것은 지능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도크 요구가 있어 노트북에 플러그-앤-플

레이 요구가 이루어질 때, 노트북이 "나는 무선 통신, 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다음 처리를 갖는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제, 이것은 노트북에서 정보를 얻는 도킹 스테이션이다. 이 상황에서, 노트북은 도킹 스테이션에게 "나는 키보드를

갖지 않고, 나는 모니터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사용자가 노트북 키보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하

드 드라이브 및 일부의 다른 것을 도킹 스테이션의 제어하에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트북은 대형 디스크

처럼 보는 것을 끝내고 PCI 장치를 거쳐 디스크 요구를 한다. 디스크 요구는 새로운 PCI 스테이션 또는 식별자의 형태여서

노트북이 아닌 도킹 스테이션으로의 어떠한 전자 우편 또는 파일을 획득하고, 정보를 조작하며, 그것을 되돌려 보낼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누가 마스터인가는 엄격히 시스템 독립적이다.

  도 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하여 도킹 스테이션(12)을 설명하였지만, 도 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 대신 다른 시

스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6 내지 도 133은 도킹 스테이션(12)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28)의 블록도이다.

  도 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

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

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

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

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

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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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

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

합이라도 좋다.

  도 1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

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

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

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

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

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

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

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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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PCI 버

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

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

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

(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

(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

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마

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

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

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

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

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마

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

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

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마

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

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

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

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

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

다.

  도 17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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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

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

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

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

합이라도 좋다.

  도 2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마

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

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

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

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

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2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마

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

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

터페이스, CD 롬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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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2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마

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

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

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

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

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

다.

  도 2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카드 버스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카드 버

스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

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2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카드 버스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카드 버

스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

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

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

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

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2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

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

는 X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카드 버스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카

드 버스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

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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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

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2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카드 버스 슬롯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카드 버

스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

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

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

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2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

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

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2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

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

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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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

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

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

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

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등록특허 10-0488821

- 26 -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

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파

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

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PCI 버스에 결합하

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

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

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파

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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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3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

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

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

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

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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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

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ISA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슬롯을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하

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제1 ISA 버

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

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제1 ISA 버

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VL 버스

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

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

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

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제1 ISA 버

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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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

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제1 ISA 버

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VL 버스

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제1 ISA 버

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

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4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

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스, 제1 ISA 버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

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

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

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

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5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제1 ISA 버

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1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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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

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5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PCI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

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제1 ISA 버

스(S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VL 버스

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5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제1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

하는 X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

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

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

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

라도 좋다.

  도 5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제1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

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

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

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5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제1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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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X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

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

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

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

라도 좋다.

  도 5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제1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

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

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2 ISA 버스에 결

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5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제1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

하는 X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

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

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

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

라도 좋다.

  도 5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제1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

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

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

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5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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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제1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

하는 XD 버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

라이브 및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

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

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

라도 좋다.

  도 5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로버스트 범위의 PC(personal computer)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제1 ISA 버스(SD 버스)에 결합

된 근거리 통신망(LAN),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스,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잭을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사운드 블라스터, PCMCIA 카드 버스 슬롯을 제1 ISA 버스에 결

합하는 PCMCIA 컨트롤러, RS-232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 프린터 커넥터를 제1 ISA 버스에 결

합하는 파라렐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CD 롬 드라이브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SCSI 장치, VL 버스를 제2

ISA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ISA 브리지, 적외선(IR) 포트를 제1 ISA 버스에 결합하는 제2 통신 포트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

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

(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

(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

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

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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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

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

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

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

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

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

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

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

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

(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

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

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6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

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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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

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

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

(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

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도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

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

(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

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

(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

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

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

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

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

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

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

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

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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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

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

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

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8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

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

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

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

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79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

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

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

합이라도 좋다.

  도 8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

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

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

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

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

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

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

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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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키보드 스캐너,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

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

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

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카드 슬롯 커넥터

에 결합된 키보드 스캐너,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

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키보드 스캐너,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

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

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

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카드 슬롯 커넥터

에 결합된 키보드 스캐너, 키보드 스캐너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8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시스템 & VGA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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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

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PC 비디오 기능 및 VGA LCD를 PCI 버스에 결합하는 LCD 모니터/컨

트롤러,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

(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

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실시간 클럭을 코

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

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

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

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

(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

(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

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

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

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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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

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

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

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

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

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

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

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

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9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

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0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

(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

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0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

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

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

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0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

스에 결합하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

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

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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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

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

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

다.

  도 10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

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

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0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키보드 스캐너

에 결합된 키보드,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

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

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

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0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

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

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

다.

  도 10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 및 PC 비디오 기능을 PCI 버스에 결합하는 컨트롤러,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

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

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0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

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

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

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0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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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

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1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시스템 & VGA 바

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

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1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실시간 클럭을 코

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

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

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0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

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1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

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1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1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

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

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

합이라도 좋다.

  도 11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

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

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

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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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1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모리,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

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

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

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1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

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

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1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

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

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

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0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PCI 버스를 VL 버스에 결합하

는 VL to PCI 브리지,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시스템 카드(28)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

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

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

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

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

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

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4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16 MB 확장 메모리 및 추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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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메모리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보드 및 키/마우스 커넥터, 실시간 클럭을 코

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

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

이라도 좋다.

  도 125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

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

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

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6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16 MB 확장 메모리

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

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

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

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7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16 MB 확장 메모리를 코어 로

직에 결합하는 8 MB 메모리,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

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28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

모리,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

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

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

라도 좋다.

  도 129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

모리,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

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

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3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코어 로직에 결합된 8 MB 메

모리,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

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31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키보드 스캐너에 결합된 키/마

우스 커넥터, 키보드 스캐너, 시스템 & VGA 바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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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

(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

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32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

는 그 자신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시스템 & VGA 바

이오스 플래쉬 및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

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

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PC(personal computer)의 펑셔널리티의 일부를 제공한다. 시스템 카드는 그 자신

의 처리 유닛(이 실시예에서는 75 MHz 펜티엄 cpu), cpu를 코어 로직에 결합하는 VL 버스, 실시간 클럭을 코어 로직에 결

합하는 XD 버스를 포함한다. PCI to ISA 브리지는 카드 슬롯 커넥터와 코어 로직을 결합시킨다. 카드 슬롯 커넥터는 시스

템 카드(28)를 카드 슬롯(26) 내/상의 대응하는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시스템 카드(28)는 교환가능한 회로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 마더보드, 완전한 마더보드가 아닌 정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는 비용, 복잡도 및 펑셔널리티에 있어서 상당히 가변적이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대한 수정 및 시스템 카드의 다른 실시예는 가능하고 확대되며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

를 들면, 75 MHz 펜티엄 프로세서는 펜티엄이 아닌 프로세서로 대체할 수 있고, 이 대체 프로세서는 속도가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다. 펜티엄 코어 로직도 매입 컨트롤러일 수 있고, 이것은 cpu 및 통상의 노스(north) 브리지 펜티엄형 컨트

롤러 플러스 캐쉬를 모듈로 통합할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은 모듈에서 나오는, 아마도 코어 로직에서 직

접 나오는 PCI 버스만을 관찰하면 된다. 이 모듈의 장점은 도킹 스테이션에서 VL 버스 및 관련 하드웨어를 제거하는 것이

다.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는 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종류의 프로세서를 도킹 스테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 카드를 변경함으로써 도킹 스테이션의 펑셔널리티를 변경하기 위해 도킹 스테이션(12)의 사용 능

력은 본 발명의 주요한 효과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장 최근의 시스템 카드를 갖는 도킹 스테이션을 처음에 구입하고 후

일에 더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 카드로 그 시스템 카드를 바꿀 수 있다.

  도 134는 도킹 스테이션(12)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있어서, MUX는 도킹 스테이션(12)

에 분리하여 위치하지 않고 시스템 카드(28)에 위치한다. 도 135는 도 134의 도킹 스테이션(12)에 하드 도킹된 노트북 컴

퓨터의 블록도이다. 도 136 내지 도 236은 도 134에 도시한 바와 같은 도킹 스테이션(12)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

(28)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각 카

드마다 MUX가 추가된 것이다. 도 134 및 도 135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은 도 3 및 도 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과 대략 동일한 형태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노트북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또는 양자에 있어 프로그램된 PCI 버스 마스터 사이클 또

는 로직, 하드웨어(3상태)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CPU에 의해 마스터 사이클로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

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

서, 도 134(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가짐)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12)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

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도킹 스테이션에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

하더라도,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264에 도시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에에서는 도 3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도면에는 3개

만 도시함)이 추가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가능하다. 각

카드(30)는 시스템 카드(28)에서 이용가능한 리소스에 추가되는 적어도 하나의 리소스를 포함한다. 카드(30)가 MUX(24)

에 결합되면, 도킹 스테이션(이 실시예에서는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도킹 스테이션이 "언도크될때" 카드(30)의 리소

스를 제어한다. 노트북(10)이 도 26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12)에 도크할 때, MUX의 핀을 하이로 움직여서

도크된 상태를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크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를 움직여서 노트북(10) 내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12)의 해제된 리소스를, 그들이 시스템 카드(28) 및/또는 카

드(들)(30)의 리소스이면 제어하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식은 시스템 카드(28)의 CPU에 단

순한 코드를 라이트하는데, 이 코드는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

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크됨 또는 언도크됨-를 리드해야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크되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에 대한 실행을 중단하며(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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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28) 내의 CPU가 아닌 외부 마스터에 의해 PCI 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

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914)의 구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크된 상태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전체 제어가 주어질 수 있다.

  추가 카드(30)는 도킹 스테이션에 추가 리소스 및 리소스의 조합을 제공한다. 각 카드(30)는 또 다른 가능한 구성을 제공

한다. 우리는 각 구성에 대한 PCI 장치의 새로운 형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카드(30)가 파라렐 포트가 있는 시

리얼 포트를 포함하면, 도크 스테이션의 카드는 통신 또는 SIO(PCI 협회에 의해 사전에 규정된 정의)에 대하여 다기능 PCI

장치로서 그 자체를 단순히 식별해야 한다. 도킹 스테이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도크 요구를 인식하여, 도크중인 누구든

지에게 이들 리소스(이경우 파라렐 포트가 있는 시리얼 포트)를 해제하고 나서, 언도크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리소스를

다시 획득한다. 이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SIO 장치의 리소스만을 해제한다. 이것은 마이크프로세서의 메모리가 여전

히 그의 제어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LAN과 통화하여 LAN 상의 데이타를 수집하여 SIO 장치를 해제할 뿐이다.

CPU가 인터페이스상의 브리지에 도크된 디바이스에 대하여 선더란(thunderlan) 및 SIO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 "TI 선더

란" 및 "SIO" 등의 다기능 PCI 장치로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다. 해제될 때, CPU는 플러그-앤-플레이 바이오스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슨 형태에 인가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이것은 브리지 및 인터페이스의

일부 인 해제 처리이고, 인터페이스는 그가 필요로 하는 장치의 형태를 식별한다.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가 RF이면, 도크

요구는 브리지로 송출되지만, 예를 들면, "나는 멀리 있으므로 모니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플러그-앤-플레이 장치에

그 모니터를 보고하지 않는다. 메인 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니터는 남겨라. 그래서, 디바이스 레벨에서 지능 부분이고 앞뒤

로 핸드셰이크하는 부분은 당신이 원하는 장치고 이용가능한 장치이다. 도크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킹하고 있는 가는 어떤 장치가 해제되는 가에 좌우된다.

  다른 구성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구성(구성 #1)은 표시 장치, 키보드, CPU, 메모리이고 다른 구성(구성 #2)은 하드 드

라이브만을 가질 것이다. 또 다른 구성(구성 #3)은 하드 드라이브 및 CD 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구성 종류를 인식하는

것에 의해, 접속하였기 때문에 도킹 스테이션에서 수반된 무슨 드라이브를 취하는 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 여전히 작업

하는 드라이버 및 하드웨어는 도킹 스테이션에 도킹되어 있으면서 노트북 컴퓨터(원격 마스터 또는 고정 마스터)에서 여전

서 작업한다. 그 결과 완전한 플러그-앤-플레이 사이클이 발생된다. 아이디어는 당신이 브리지, 즉 PCI 정보를 취하는 방

법을 아는 노트북 컴퓨터내 브리지, PCI내 특정 브리지, RF 브리지를 갖고, 인터페이스 모듈로 커맨드를 송출하는 신호로

그것을 변환하고, 인터페이스 모듈은 회전하여 PCI 구성으로 되돌리고, PCI 구성은 이제 브리지 구성을 시작할 때마다 브

리지로 정보를 송출한다. 이 아키택쳐는 버스 독립적이다. 버스는 장치를 인식하기 위해 버스에 관한 프로토콜을 가져야

한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264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여러 실시예의 블록도이

다. 각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의 카드 슬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도 266은 모니터 커넥터를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하는 모니터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67은 아날로그 VGA 모니터 커넥터를 카드 슬록 커넥터에 결합하는 VGA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6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XD 브리지에 키보드 커넥터를 결합하는 키보드 스캐너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이다.

  도 26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XD 브리지에 키/마우스 커넥터를 결합하는 키보드 스캐너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이다.

  도 27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XD 브리지에 키보드 커넥터 및 키/마우스 커넥터를 결합하는 키보드

스캐너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71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ISA에 프린터 커넥터를 결합하는 파라렐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

도이다.

  도 27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프린터 포트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7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ISA 브리지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플로피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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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74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75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ISA 브리지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IDE 인터

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7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77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되어 있는 PCI/ISA 브리지에 컴팩트디스크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

하는 하드 디스크 IDE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7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컴팩트디스크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이다.

  도 27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브리지에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이다.

  도 28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81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브리지에 DVD 드라이브(디지탈 비디오 디스크/디바이스)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하드 디스크 IDE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8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DVD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

도이다.

  도 28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브리지에 DVD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84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DVD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85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IR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는 PCI/ISA 브리지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8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IR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87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PCMCIA 카드 슬롯을 결합하는 PCMCIA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8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메모리 어레이를 결합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

(30)의 블록도이다.

  도 28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컨트롤러에 MO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IDO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9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SCSI 인터페이스에 MO 드라이브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30)

의 블록도이다.

  도 291은 디코더에 위성 TV 안테나 커넥터를 결합하는 R.F. 프론트 말단 및 카드 슬롯에 비디오 컨트롤러를 결합하는

PCI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9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컨트롤러에 DMD(디지탈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 프로젝션 시스템 커넥

터를 결합하는 비디오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9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1394 컴패티블 커넥터를 결합하는 1394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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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94는 비디오 컨트롤러에 카메라 커넥터를 결합하는 디코더 및 카드 슬롯 커넥터에 비디오 컨트롤러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95는 비디오 컨트롤러에 VCR 커넥터를 결합하는 디코더 및 카드 슬롯 커넥터에 비디오 컨트롤러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29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VCR 커넥터를 결합하는 1394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

의 블록도이다.

  도 297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SCSI 컨트롤러에 스캐너 커넥터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30)

의 블록도이다.

  도 29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컨트롤러에 스캐너 커넥터를 결합하는 스캐널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

의 블록도이다.

  도 29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카드 리더 커넥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0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컨트롤러에 셀룰러 전화 커넥터를 결합하는 통신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01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컨트롤러에 팩스기 커넥터를 결합하는 통신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

도이다.

  도 30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ISDN 커넥터를 결합하는 ISDN 모뎀을 갖는 카드(30)의 블

록도이다.

  도 30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컨트롤러에 ISDN 커넥터를 결합하는 통신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

도이다.

  도 304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ISA 컨트롤러에 GSM을 결합하는 시리얼 포트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05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가정 보안 시스템(HSS)를 결합하는 가정 보안 시스템

(HSS)의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0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테이프 드라이브 커넥터를 결합하는 SCSI 디바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07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테이프 드라이브 커넥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테이프 드라이브 컨트롤

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08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주변 장치 제어 시스템을 결합하는 PCI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09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셋 탑 박스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10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R.F. 송신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11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IRDA 수신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12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R.F. 송신기 및 IRDA 수신기를 결합하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

이다.

  도 313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USB(범용 시리얼 버스)를 결합하는 USB 컨트롤러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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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14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디지탈 오디오 시스템을 결합하는 PCI/ISA 브리지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15는 카드 슬롯 커넥터에 디지탈 오디오 시스템을 결합하는 PCI 수퍼 I/O를 갖는 카드(30)의 블록도이다.

  도 316은 카드 슬롯 커넥터에 결합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LAN(근거리 통신망)을 결합하는 LAN 컨트롤러를 갖는 카

드(30)의 블록도이다. LAN을 사용할 때, LAN이 엄격히 LAN이고 PCI 버스에 묶여 있으면 LAN을 PCI 버스에 결합하기

위해 MUX가 필요없다. 필요한 것은 "PCI 버스에서 도크 요구가 이루어진 노트북(10)이 PCI 장치(LAN)의 제어를 포기하

는 시스템 카드(28) 내 CPU이고 도킹 장치(노트북(10))가 그것을 제어하게 하거나 또는 PCI 버스에 이미 존재하므로 유지

하려는 시스템 카드(28)내 CPU이다" 등의 정보이다. 후자의 경우, 도킹 장치는 LAN이 당신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플러그

-앤-플레이 식별자(plug-N-play identifier)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LAN이 PCI 버스에 있더라고, 도킹 장치가 PCI 버스

로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목록(enumeration)을 요구할 때, 도킹 장치는 도킹 스테이션 지능이 도킹된 장치에 대한 그 리소

스를 해제하지 않으므로 돌아오는 목록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브리지 및 인터페이스는 그 장치에

대한 부의 응답을 얻는다. 따라서, 도킹 장치(노트북 컴퓨터(10))가 도킹 스테이션(12)의 PCI 버스(14)를 구동하더라고,

장치의 식별자 및/또는 리스트에 추가되어 결코 발생하지 않으므로 요구된 장치와 대화할 수 없다. 하나의 동작 구조는 도

킹된 노트북에 직접 부착된 LAN 장치를 갖고, 이 경우 각각은 표준 플러그-앤-플레이 장치이다. 다른 동작 구조는 LAN의

항시 제어하는 도킹 스테이션 지능을 갖는 것이다. 발생하는 것은 도킹 스테이션의 지능이 도킹된 노트북에 대하여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의 전자 우편 취급자입니다"와 같이 자신을 새로운 PCI 장치로서 식별하는 것이다. 노트북은 전자 우편 취

급자로서 그 장치와 대화하고, 전자 우편 취급자는 자신에 대하여 내부에서 실행되는 LAN을 가지며, 그는 정보를 모으고

있다. 전자 우편 취급자가 충분한 우편을 얻을 때, 노트북에게 "나는 당신의 전자 우편을 갖고 있으니 가져 가시요"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은 LAN으로부터 직접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대신 도킹 스테이션 프로세서의 지능에 의해 제어되

는 메모리 시스템 또는 저장 시스템에서 들어온다.

  LAN은 PCI 버스에 즉시 접속되어 예를 들면 TI 선더란을 보여줄 수 있다. LAN은 XD 버스 상에 있을 수 있지만, 효과적

이지는 않다. LAN의 위치 및 위치결정은 가변적이다. 비밀은 그것을 거쳐 제어하는 것은 누구인가 및 제어가 노트북을 실

행하는 소프트웨어, 지능 도킹 시스템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수반되는 MUX 및 브리지의 하드웨어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다. MUX 및 브리지는 그것이 할당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터페이스의 종류 또는 인터페이스에 주재하는 소프트웨어

로부터 듣는다. 기본 아키택쳐는 플러그-앤-플레이 룰에 따라 시스템의 지능에 할당된 장치 및 당신이 원하는 어플리캐이

션에 대하여 장치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시스템 설계자 및/또는 사용자는 무엇이 플러그-앤-플레이 룰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가를 결정하고 룰은 "당신은 PCI 상의 공유하지 못한다" 뿐이다. 즉, LAN이 시스템 카드(28)의 제어하에 있으

면, 도킹된 노트북 컴퓨터에 할당되지 않으면, 시스템 카드(28)의 제어하에 머문다. 이것은 양 장치가 동시에 LAN을 공유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LAN이 노트북으로의 하나의 어드레스 및 도킹 스테이션의 인텔리젼스로의 상이한 어

드레스를 인식할 때, 누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안다. LAN은 요구에 응답하여 적절한 호스트에 필요한 데이타를 루트한다.

이들 어드레스중 어느 것이 대화중인 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MUX 및 특별한 브리지가 그중에서 필요하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당신의 프로토콜에서 더욱 복잡하게 되므로 그것에 대하여 장치를 공유하지 못한다. 당신을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구현의 용이화는 "특정 도크 또는 언도크시 도킹 스테이션 또는 노트북에 속하는 LAN을 선택"이

라고 단순히 말한다.

  카드(30)의 여러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다른 수정 또는 다른 카드도 가능하고 기술 진보로서 예측된다. 예를 들면, 어느

카드의 2개 이상의 카드의 펑셔널러티는 하나의 카드로 결합될 수 있다. 도킹 스테이션에서 교체가능한 카드(30)의 개념

은 사용자가 카드(30)를 추가 및/또는 교체함으로써 그의 도킹 스테이션의 펑셔널리티를 변경 및/또는 확장하게 하는 것이

다. 시스템 카드(28)의 펑셔널리티를 변경하기 의해 이 기능에 추가되면, 시스템 카드(28)를 변경 및/또는 추가 또는 카드

(30)와 교환함으로써 그의 펑셔널리티가 화장, 변경 또는 줄어들 수 있는 파워풀한 도킹 스테이션 및 시스템으로 된다. 또

한, 대부분 교체가능한 시스템 카드 및 카드에 대해서 개념이 집중되지만, 시스템 카드(28) 및 카드(30)는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회로 카드(시스템 카드(28) 및 카드(30))와 결합할 수 있는 뒷면 또는 장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으로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도 317은 도 26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12)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도 134의 도킹

스테이션(12)과 같이, MUX는 도킹 스테이션(12)에서 분리하여 위치하지 않고 시스템 카드에 위치한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 264에 도시한 바와 같은 도킹 스테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거시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MUX가 각각 추가된 것이다. 도 317 및 도

318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은 도 264 및 도 265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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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

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

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317(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

션(12)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

는 MUX가 없지만, 등가의 펑셔널리티는 있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

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적외선(IR) 도킹

  도 31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가 적외선 통신을 통해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

이션의 블록도이다. 적외선 도킹은 소프트 도킹 분류 아래에 드는 근접 도킹의 일형태이다. 적외선 도킹에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은 그들이 서로의 범위 내에 들고 도킹이 시작될 때 노트북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 사이에 통신

링크가 확립될 때 도킹한다. 도 319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32)은 고속 PCI

버스(14), 브리지(1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버스(16) 및 적외선 인터페이스(34)를 브리

지(18)에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

드 슬롯(26)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

폭)가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에 의한 것과

같이, 인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가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는 인터페이스 모듈(22)을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도킹 스테

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타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

으로 입수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드 슬롯

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회로 카드(시스템 카드(28) 등)과 결합할 수 있는 뒤면 또는 장치, 회

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일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가 적외선 통신(34)을 거쳐 도킹 스테이션(32)에 소프트 도킹하는 도킹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적외선 인

터페이스(36) 및 노트북 컴퓨터의 대응하는 적외선 인터페이스는 도 3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로 IR 범위내로 될 때 통

신 링크가 확립되어 도킹이 시작할 수 있도록 노트북(38)과 도킹 스테이션(32) 사이의 광학적 접속을 용이하게 한다.

  도 321은 적외선 인터페이스(36)의 하나의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적외선 인터페이스는 ROM 및 RAM이 포함된 또는

ROM 및 RAM이 외부에 있는 지아로그(Zialog) Z8 또는 히다치 H8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마이크로프로세서(40), 데이

타를 전송하여 DSP로 향하게 하는 보조 프로세서로서 디스크 버스상의 DSP 또는 ROM 및 RAM이 있는 DSP를 포함한다.

Z8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파워 그리드 로직(42)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접속되어 Z8을 기동하도록

사용된다. Z8은 권고되고 범용 비동기 수신기(uART)(44)에 접속되는 통신 포트를 갖는다. uART(44)가 본 실시예에서는

시리얼 uART이지만, 파라렐 uART를 사용할 수 있다. uART(44)는 크리스탈 SIR(46)에 접속된다. 수용가능한 크리스탈

SR의 일례로는 1830 크리스탈 SIR 칩이 있다. 크리스탈 SIR(46)은 발광 다이오드(LED)(48)를 거쳐 빛을 받아서 전달하

도록 접속된다. LED(48)도 파워 매니저(op amp)(50) 및 송수신기 TX/R(op amp) 데이타 아날로그 회로(52) 및 LED에 결

합된 플러그를 요구한다. 또한, uART 및 크리스탈 SIR(46)은 도 3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SMC 37C665IR 칩(54)으로 대

체할 수 있다.

  도 321에 도시한 적외선 인터페이스,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38)의 적외

선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38)는 노트북 컴퓨터(10)과 동일하

다. 노트북 컴퓨터(10)의 조성 및 펑셔널리티의 설명은 도 2의 설명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38)의 ISA 버

스 상의 제2 통신 포트에 걸리고 115 Kbaud로 제한되는 IR 모듈(포트)과 달리, 노트북 컴퓨터(56)의 IR 모듈은 IR/PCI 인

터페이스를 거쳐 PCI 버스에 결합된다. 그러한 수정은 현재 모듈이 고속(본 예에서는 4 Mbps이지만, 다른 속도도 가능함)

으로 실행하게 한다. IR 모듈에 대한 수정을 제외하고, 노트북 컴퓨터(56)는 노트북 컴퓨터(10) 및 (38)와 동일하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및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32)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

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

과 거의 동일하다.

  도 325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32)는 도 319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32)의 다른 실시예에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32)에는 분리하여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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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스테이션(32)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각

각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MUX가 카드마다 추가된 것이다. 도 325 및 도 326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은 도 319 및 도 320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과 대략 동일한 형태로 동작한다. 노트북 컴퓨

터(56)는 노트북 컴퓨터(38)로 치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325(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32)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

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

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19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시함)이 더해진

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38)이 도 3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32)에 도킹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

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

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32)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

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

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

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

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어진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27에 도시한 바와 같은 도킹 스테이션(32)

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

(3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327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32)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32)의 카

드 슬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325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

롯(3개만 도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가능하다.

각 카드는 시스템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38)이 도 33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32)에 도킹할 때, MUX

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32)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

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

가 주어진다.

  본 발명의 이미 기술한 실시예에와 같이,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

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

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

시예에서, 도 329(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32)은 도 5 내지 도 133(MUX

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321에 도시한 적외선 인터페이스,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38)의 적외

선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38)는 노트북 컴퓨터(10)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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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트북 컴퓨터(10)의 조성 및 펑셔널리티의 설명은 도 2의 설명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56)의 다른

실시예는 도 324에 도시되어 있다. 노트북 컴퓨터(38)의 ISA 버스 상의 제2 통신 포트에 걸리고 115 Kbaud로 제한되는

IR 모듈(포트)과 달리, 노트북 컴퓨터(56)의 IR 모듈은 IR/PCI 인터페이스를 거쳐 PCI 버스에 결합된다. 그러한 수정은 현

재 모듈이 4 Mbps로 실행하게 한다. IR 모듈에 대한 수정을 제외하고, 노트북 컴퓨터(56)는 노트북 컴퓨터(10) 및 (38)와

동일하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및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32)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

(3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329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32)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32)의 카드 슬

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적외선 도킹이 선택되면, 하드 도킹 상황이 고속 데이타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파라렐 접속을 사용하므로, 데이타 전송은

하드 도크 상황에서 보다 늦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이 개념의 파워풀한 점은 노트북이 하드 도크로 접속되지는 않았지만, 원격 마스터로 노트북을 대신하였다는 것이다. 노

트북을 사용자가 운반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가 사무실로 향하면 그리고 그의 사무실내 도킹 스테이션이 대응하는 IR 인터

페이스를 가지면, 사용자가 그의 사무실로 걸어감에 따라, 노트북의 IR 인터페이스는 IR 통신을 거쳐 도킹 스테이션의 IR

인터페이스와 통신하려고 시도한다. 시간(또는 이 경우 거리)의 델타 D, 실제로 Dt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델타 Dt는 제로

에 접근하고 델타 Dt가 제로에 접근할 때, 도킹 스테이션의 IR 모듈 및 노트북 RM은 서로 인식한다. 무엇이 발생하는가?

그들이 서로 인식할 때, IR 모듈은 브리지에 도크 요구를 송출한다. 브리지는 무엇을 하는가? 브리지는 MUX를 향하고, "

우리는 구성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노트북(원격 마스터)내에 있는 IR 모뎀은 노트북에서 IR 도킹 부

분을 거쳐 "우리는 도크 요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노트북은 "구성 사이클로 가서 통신을 송출해라"라고 말한다. 노트

북 RM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즉 PCI 버스, 비디오 카드 및 모든 것이다. 노트북 RM은 PCI 버스로 송출되고, RF는 커맨

드를 가로채며, 신호를 IR 모듈로 송출하여, "당신의 구성은 무엇인가?"라고 한다. 브리지는 구성을 보고하고 노트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체 도크는 원격 장치에서 구성된 플러그-앤-플레이이었다. IR 모듈은 충분히 단순하고 "이용가능하

게 도킹 스테이션에 관한 비디오를 리포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왜? 우리는 IR 링크때문에 직접 접속을 갖지 않으므

로, 비디오를 도크 내에 라이블로 남기고 싶다. 따라서, 비디오는 도크 시스템에 국부적으로 남으므로, 늦은 장치로 인하여

당신의 비디오를 잃지 않는다. 윈도우 95와 같은 운영 시스템이 2개의 표시 장치를 지원하면, 양 표시 장치(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는 서로 상이한 데이타로 동시에 기동될 수 있다.

  노트북 원격 마스터 절단이면, 순서는 반대로 된다. 도크는 원격 마스터(가버림)에 있는 노트북에 대한 PCI 구성 사이클

을 절단하고, 재구성하며, 그의 장치 모두를 획득하며, 도크 보드는 정상적인 데스크 탑 시스템으로 복귀한다.

  무선 주파수(RF) 도킹

  도 33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62)가 무선 주파수(RF) 통신을 거쳐 도크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

러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이다. 무선 주파수 도킹은 소프트 도킹 분류 아래에 드는 근접 도킹의 다른 형태이다. RF 도

킹에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은 그들 사이에 통신 링크가 확립될 때 도킹하고, 그들이 서로의 범위내로 될

때 도킹이 시작된다. 도 331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58)은 고속 PCI 버스(14), 브

리지(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버스(16) 및 무선 주파수 인터페이스(60)를 브리지(18)에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

(26)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

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와 같이, 인터페이

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

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는 RF 인터페이스 모듈을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도킹 스테이션(12)

및 (32)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타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

로 이용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드 슬롯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로 카드(시스템 카드(28) 등)와 결합할 수 있는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뒤면 또는 장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 스테이션(58)에 무선 주파수 통신(64)을 거쳐 소프트 도킹되는 도킹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RF

인터페이스(60) 및 노트북 컴퓨터의 대응하는 적외선 인터페이스는 도 33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신 링크가 확립되고 도

킹이 개시될 수 있도록 서로 RF 범위내로 될 때 그들 사이의 무선 주파수 접속을 용이하게 한다. RF 인터페이스의 다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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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로는 지르콤(Xircom)이 제작한 시스템이 있다. 노트북 컴퓨터(62)의 RF 인터페이스는 노트북의 PCMCI 카드 슬롯에

접속된 지르콤 LAN(2. 4 GHz) 송수신 PCMCIA 카드 및 도킹 스테이션(58)의 버스(20)에 결합된 대응하는 지르콤 베이스

LAN(2. 4 GHz)를 포함한다. 이것은 사용될 LAN에 대한 인터페이스 어탭터를 갖는 RF 모듈의 일례일 뿐이다. 다른 예는

직접 와이어 접속에 대한 어스넷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의 휴대 전화에서 발견되는 무선 송신기가 RF 인터페이스 60으로

서 사용될 수 있지만, 교차하는 로버스트 통신 프로토콜을 갖는다.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미 정의되어 있다. SDLC 규격

의 IRDA 규격, 동기 또는 비동기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RF 인터페이스가 도킹 스테이션(58)의 RF 인터페이

스(60)일 수 있다.

  RF 인터페이스의 다른 실시예는 도 333에 도시되어 있다. 도 333의 RF 인터페이스는 안테나(68)을 거쳐 무선 주파수 신

호를 송수신하는 송수신기(66)를 구비한다. 안테나(68)에 의해 송신된 무선 주파수 신호(통상 데이타 신호)는 대응하는

RF 인터페이스의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다. 지금 설명하는 RF 인터페이스가 노트북 컴퓨터(62)에 있으면, 대응하는 RF 인

터페이스는 도킹 스테이션(58)에 있다. 송수신기(66)는 버스(72)에 의해 송수신기에 접속되는 RF 송수신기 시스템 제어

유닛(70)에 의해 제어된다. 송수신기(66)와 제어 유닛(70) 사이의 제어 신호는 8비트 파라렐 파티 회선 버스상에 있어야

하고 또한 아날로그 신호는 24 와이어 접속 케이블을 사용하는 공칭(nominal) -20 dbV 레벨을 갖는 상이한 신호여야 한

다.

  RF 인터페이스(74)는 RF 인터페이스의 나머지를 버스(76)와 호환시킨다. 예를 들면, RF 인터페이스(74)는 8비트 파라

렐 I/O, 포트 파티 회선 드라이버 및 수신기, 연산 증폭기 및 컨디션 시스템(78)을 포함하고, 이 연산 증폭기는 차동 구동을

제공하고 셀룰러 버스상의 -20 dbV 신호와 아날로그 스위치에 의해 요구된 특정 레벨 사이의 아날로그 변환을 수용한다.

이 종류의 셀룰러 인터페이스는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상품으로서, 예를 들면 미국 일리노이주 슘버그 소재 모

토롤라사 또는 일보의 오키사가 판매하는 셀룰러 인터페이스가 있다.

  아날로그 스위치 및 컨디션 시스템(78)은 현재 알려진 스위칭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시스템은 신호 처리 연산 증폭

기의 상태를 전환하도록 마이크로프로세서 발생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CMOS 아날로그 스위치를 수용할 수 있

다. 기본적으로는, 이 아날로그 스위치 및 컨디션 시스템은 노트북 컴퓨터 또는 도킹 스테이션의 다양한 부분을 RF 인터페

이스(60)에 선택적으로 접속하도록 동작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80)는 RF 인터페이스(74) 및 아날로그 스위치와 컨디션

시스템(78)에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80)는 인텔사에서 제조한 것과 같은 종래 16/32 비트 마이크로프

로세서라도 좋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RF 송신용 컴퓨터 데이타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및 데이타 에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RAM 및 ROM 메모리 저장 시스템을 구비한다.

  시리얼 데이타 스트림은 컴퓨터(62)의 PCI 버스에서 또는 도킹 스테이션(58)의 버스(20)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80)에

게 제공된다. 노트북 컴퓨터 (62) 또는 도킹 스테이션(58)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에게는 고유의 에

러 정정 신호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

  모뎀(82)은 일부 모뎀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테스트 모드 기능을 갖는 전화 회선 송신에 사용되는 다수의 종래 모뎀중 하

나라도 좋다. 모뎀(82)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특별히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 모뎀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햄스테드 로드 3800에 소재한 굴드 어드벤스드 반도체(Gould Advance Semiconductor)가 제작한 AMI 3530 모뎀이 있

다. 이 종류의 모뎀은 종래 전화선을 통한 데이타 송신에 사용될 때, 캐리어 손실에 응답하여 즉시 절단한다. 그러한 모뎀

은 캐리어 손실에 의해 발생되는 채널 공백 상태를 감지할 때, "브레이크 비트(break bit)" 출력을 제공하여, 불연속 스크램

블되지 않고 변조된 신호가 유효 스위치 커맨드로서 전화 조작 장비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의 에러 정정 데이타를 포함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80)로부터의 데이타 스트림은 모뎀(82)에

의해 아날로그 스위치(78) 및 RF 인터페이스(74)를 거쳐 송수신기(66)로 송신된다. 이 데이타는 무선 주파수 신호로서 안

테나(60)에 의해 대응하는 RF 인터페이스의 안테나로 송신된다. 수신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반대로 된다. 수신하는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80)는 데이타 스트림에서 에러 정정 및 제어 신호를 제거하고, 컴퓨터(62)의 PCI 버스 또는 도킹 스테

이션(58)의 버스(20)에 VL to PCI 브리지를 거쳐 그 데이타를 제공한다.

  RF 인터페이스를 수용하는 노트북 컴퓨터(62)의 실시에는 도 334에 도시되어 있다. 노트북(62)은 PCI/RF 인터페이스

및 RF 모듈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술한 노트북 컴퓨터(10)와 대략 동일하고, 대략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고 기능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58)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

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것과 대략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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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35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58)은 도 331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58)의 다른 실시예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58)에는 분리하여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킹

스테이션(58)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각각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MUX가 카드마다 추가된 것이다. 도 335 및 도 336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은 도 331 및 도 332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과 대략 동일한 형태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335 및 도 336(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58)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

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337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31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

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

로서 취급된다. 노트북(62)이 도 33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58)에 도킹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

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58)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

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

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어진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37에 도시한 바와 같은 도킹 스테이션(58)

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

(58)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337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58)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58)의 카

드 슬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3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335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

롯(3개만 도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가능하다.

각 카드는 시스템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38)이 도 33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58)에 도킹할 때, MUX

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58)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

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

가 주어진다.

  본 발명의 이미 기술한 실시예에와 같이,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

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

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

시예에서, 도 339(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32)은 도 5 내지 도 133(MUX

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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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에 관해 파워풀한 것은 노트북이 하드 도크로 접속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노트북 11RM11 원격 M을 대신

하였다는 것이다. 노트북 11RM11은 사용자에게 휴대되어 사무실로 향한다. 사용자가 컴패티블 RF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

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을 갖는 다고 가정할 때, 그가 그의 사무실로 걸어감에 따라, 노트북의 RF 모듈은 도킹 스테

이션의 RF 모듈과 RF 통신하려고 시도한다. 시간(또는 이 경우 거리)의 델타 D, 실제로 Dt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델타 Dt

는 제로에 접근하고 델타 Dt가 제로에 접근할 때, 도킹 스테이션의 IR 모듈 및 노트북 RM은 서로 인식한다. 무엇이 발생하

는 가? 그들이 서로 인식할 때, IR 모듈은 브리지에 도크 요구를 송출한다. 브리지는 무엇을 하는 가? 브리지는 MUX를 향

하고, "우리는 구성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도트북(원격 마스터)내에 있는 IR 모뎀은 노트북에서 IR 도

킹 부분을 거쳐 "우리는 도크 요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노트북은 "구성 사이클로 가서 통신을 송출해라"라고 말한다.

노트북 RM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즉 PCI 버스, 비디오 카드 및 모든 것이다. 노트북 RM은 PCI 버스로 송출되고, RF는

커맨드를 가로채며, 신호를 IR 모듈로 송출하여, "당신의 구성은 무엇인가?"라고 한다. 브리지는 구성을 보고하고 노트북

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체 도크는 원격 장치에서 구성된 플러그-앤-플레이였었다. IR 모듈은 충분히 단순하고 "이용가

능하게 도킹 스테이션에 관한 비디오를 리포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왜? 우리는 IR 링크때문에 직접 접속을 갖지 않

으므로, 비디오를 도크 내에 살려두고 싶다. 따라서, 비디오는 도크 시스템에 국부적으로 남으므로, 늦은 장치에 관하여 당

신의 비디오를 잃지 않는다. 윈도우 95와 같은 운영 시스템이 2개의 표시 장치를 지원하면, 양 표시 장치(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는 서로 상이한 데이타로 동시에 기동될 수 있다.

  노트북이 원격 마스터이면서 절단되면, 순서는 반대로 된다. 도킹 스테이션은 원격 마스터(가버림)에 있는 노트북에 대한

PCI 구성 사이클을 절단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재구성하고, 그의 장치 모두를 획득하며, 도킹 스테이션은 정상적인 데스크

탑 시스템으로 복귀한다.

  1394 고성능 시리얼 버스 도킹

  도 34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66)가 고성능 시리얼 버스를 거쳐 도크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

블 도킹 스테이션의 블록도이다. 고성능 시리얼 버스 도킹의 하나의 실시예는 RF 통신을 사용하고, 소프트 도킹 분류 아래

에 드는 근접 도킹의 다른 형태이다. 1394 도킹의 이 실시예에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은 그들 사이에 통

신 링크가 확립될 때 도킹하고, 그들이 서로의 범위 내로 될 때 도킹이 시작된다. 도 341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68)은 고속 PCI 버스(14), 브리지(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

스 버스(16) 및 1394 인터페이스(70)를 브리지(18)에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26)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

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와 같이, 인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

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는 RF 인터페

이스 모듈을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도킹 스테이션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타선의 스위치이

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

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드 슬롯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로 카드(시스템 카드(28) 등)와 결합할 수 있는 회로 보

드, 회로 보드의 일부, 뒤면 또는 장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1394 인터페이스의 예로는 도킹 스테이션의 1394 인터페이스에 안착한 TI PCI/1394 링크 칩 및 도킹된 노트북에 안착

한 다른 TI PCI/1394 링크 칩이 있다. 그 결과, PCI는 PCI 브리지에게 말을 건다. 모든 것은 장치 및 브지에 대하여 그의

장치에 관하여 작업한다. 브리지 및 MUX는 어떤 특정 시간에 있어 장치가 도킹 스테이션에 속하는 지 또는 도킹된 노트북

에 속하는 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도킹 스테이션에 마스터가 없고 다수의 카드(30)가 있다고 가정하자. 카드(30)의 일

부는 MUX에 결합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AT 버스 또는 PCI 버스일 수 있는 이 카드 슬롯이 항상 슬레이브(그러나, 그

가 AT 또는 PCI 버스 마스터 사이클일 수 없는 것을 의미지하지 않는다)이지만 그가 항상 PCI 버스에 속하는 것을 알기 때

문이다. 그리고, 노트북이 절단되면, 무엇이 일어날까? MUX가 플립하고, 시스템 카드(28)의 CPU가 노트북내 CPU에 의

해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마스터로 다시 된다. 이 처리에 있어서,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나는 다시 마스터이다, 나는

키보드, 표시 장치를 넘기지만 기다려라, 나는 재구성된 나의 버스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PCI 구성 사이클을 실행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그리고, CPU는 버스에서 다시 복귀하고, PCI 구성을 하며, 회선으로 간다. 그는 카드(30)를 보

고, 그가 통과할 때, 결과는 실제로 데스크탑 컴퓨터인 도킹 스테이션이다. CPU는 도크의 제어를 완전히 취했고 시스템을

재구성하였다. 이제 도킹 스테이션은 완전한 플러그-앤-플레이 기능을 갖는다. 노트북이 다시 도크될 때, 노트북의 CPU

는 MUX에게 메시지를 송출하고, 이 메시지는 "당신은 더이상 제어를 갖지 않는다, 당신은 도킹 스테이션내 모든 리소스의

마스터가 아니다, 당신은 이제 슬레이브 또는 PCI 장치이다"라는 것이다. 시스템 카드(28) 및/또는 카드(30)의 리소스는

원격 또는 고정 QED인 노트북의 제어하에 있게 되도록 재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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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컴퓨터가 1394 고성능 시리얼 버스/RF 통신(72)을 거쳐 도킹 스테이션(68)에 소프트 도킹되는 도킹 어플리케이

션에 있어서, 1394 인터페이스(70) 및 노트북 컴퓨터(66)의 대응하는 1394 인터페이스는 도 34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

신 링크가 확립되어 도킹이 개시될 수 있도록 서로 RF 범위내로 될 때 노트북(66)과 도킹 스테이션(68) 사이의 1394/RF

접속을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서, 1394 인터페이스는 PCI to 1394 인터페이스(일례로 텍사스 인스트

루먼츠 1394 모듈/PCI 링크 칩이 있음) 및 RF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RF 모듈은 교차하는 로버스트 통신 프로토콜인 동

안은 현재의 휴대 전화에서 찾을 수 있는 무선 송수신기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는 도 333에 도시한 RF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여 RF 모듈로 될 수 있다.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미 규정되어 있다. SDLC 규격의 IRDA 규격, 비동기 또는 동기를 사용

할 수 있다. 동일한 RF 인터페이스를 도킹 스테이션(58)의 RF 인터페이스(60)로 할 수 있다.

  1394 인터페이스를 유용하는 노트북 컴퓨터(66)의 실시예는 도 343에 도시되어 있다. 노트북 컴퓨터(66)는 PCI/1394

인터페이스 및 RF 모듈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술한 노트북 컴퓨터(10)과 대략 동일하므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작

하고 기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68)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

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 34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68)은 도 341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68)의 다른 실시예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68)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킹

스테이션(58)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각 카드마다 MUX가 추가된 것이다. 도 344 및 도 345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은 도 341 및 도 342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과 대략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344 및 도 345(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68)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

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346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41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

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

로서 취급된다. 노트북(66)이 도 34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68)에 도킹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

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66)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68)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

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

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어진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46에 도시한 바와 같은 도킹 스테이션(68)

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

(68)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346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68)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68)의 카

드 슬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4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344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

롯(3개만 도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가능하다.

각 카드는 시스템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66)이 도 34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68)에 도킹할 때, MUX

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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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66)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68)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

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

가 주어진다.

  본 발명의 이미 기술한 실시예에와 같이,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

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

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

시예에서, 도 348(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68)은 도 5 내지 도 133(MUX

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컴패티블 RF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을 갖는 다고 가정할 때, 그가 그의 사무실로

걸어감에 따라, 노트북의 1394/RF 모듈은 도킹 스테이션의 1394/RF 모듈과 RF 통신하려고 시도한다. 시간(또는 이 경우

거리)의 델타 D, 실제로 Dt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델타 Dt는 제로에 접근하고 델타 Dt가 제로에 접근할 때, 도킹 스테이션

의 1394/RF 모듈 및 노트북은 서로 인식한다. 그들이 서로 인식할 때, 1394/RF 모듈은 브리지에 도크 요구를 송출한다.

브리지는 MUX를 향하고, "우리는 구성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한다. 그와 동시에, 노트북의 1394/RF 인터페이스는 "우리

는 도크 요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노트북은 "구성 사이클로 가서 통신을 송출해라"라고 말한다. 노트북(원격 마스터)

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즉 PCI 버스, 비디오 카드 및 모든 것이다. 노트북은 PCI 버스로 송출되고, 1394/RF는 커맨드를

가로채며, 신호를 도킹 스테이션의 1394/RF 인터페이스로 송출하여 "당신의 구성은 무엇인가?"라고 한다. 브리지는 구성

을 보고하고 노트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체 도크는 원격 장치에서 구성된 플러그-앤-플레이였었다. 노트북이 원격

마스터이면서 절단되면, 과정은 반대이다. 도킹 스테이션이 워격 마스터(가버림)에 있는 노트북에 대한 PCI 구성 사이클을

절단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재구성하고 그의 장치 모두를 얻으며, 도킹 스테이션은 정규의 데스크 탑 시스템으로 복귀한

다.

  도 35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가 고성능 시리얼 버스를 통해 도킹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

킹 스테이션의 블록도이다. 케이블 접속을 사용하는 1394 고성능 시리얼 버스 도킹의 실시예는 국부 도킹의 일형태이다.

1394 도킹의 이 실시예에서,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은 케이블을 거쳐 그들 사이에 통신 링크가 확립될 때 도킹하

여 도킹이 개시된다. 도 350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76)은 고속 PCI 버스

(14), 브리지(1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버스(16) 및 1394 인터페이스(78)를 브리지(18)

에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

(26)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가 바

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에 의한 것과 같이, 인

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가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

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는 1394 인터페이스(78)를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다른 도킹 스테

이션의 실시예 들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타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

드 슬롯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회로 카드(시스템 카드(28) 등)와 결합할 수 있는 뒤면 또는

장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일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가 1394 고성능 시리얼 버스 케이블(80)을 거쳐 도킹 스테이션(68)에 소프트 도킹하는 도킹 어플리케이션

에 있어서, 1394 인터페이스(78), 노트북 컴퓨터(74)의 대응하는 1394 인터페이스 및 두개의 인터페이스를 함께 연결하

는 케이블은 도 35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트북(74)과 도킹 스테이션(76) 사이의 1394 접속을 용이하게 한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76)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

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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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53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76)은 도 350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76)의 다른 실시예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68)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킹

스테이션(76)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각 카드마다 MUX가 추가된 것이다. 도 353 및 도 35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은 도 350 및 도 351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과 대략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353 및 도 354(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76)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

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355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50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

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

로서 취급된다. 노트북(74)이 도 35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76)에 도킹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

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74)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76)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

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

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어진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55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76)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76)과 관

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346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76)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76)의 카드 슬롯(26)

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5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353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

롯(3개만 도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가능하다.

각 카드는 시스템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74)이 도 35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76)에 도킹할 때, MUX

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74)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76)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

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

가 주어진다.

  본 발명의 이미 기술한 실시예에와 같이,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

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

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

시예에서, 도 357(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76)은 도 5 내지 도 133(MUX

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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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컴패티블 1394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을 갖는 다고 가정할 때, 도킹을 위해서 그

는 노트북 컴퓨터의 1394 커넥터와 도킹 스테이션을 서로 케이블 접속해야 한다. 1394 케이블 접속될 때, 브리지는 MUX

를 향하고, "우리는 구성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한다. 그와 동시에, 노트북의 1394/RF 인터페이스는 "우리는 도크 요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노트북은 "구성 사이클로 가서 통신을 송출해라"라고 말한다. 노트북(원격 마스터)에 있는 것은 동

일한 것, 즉 PCI 버스, 비디오 카드 및 모든 것이다. 노트북은 PCI 버스로 송출되고, 1394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도킹 스

테이션의 1394 인터페이스에게 "당신의 구성은 무엇인가?"라고 신호한다. 브리지는 구성을 보고하고 노트북으로 돌아온

다. 따라서, 전체 도크는 원격 장치에서 구성된 플러그-앤-플레이였었다. 노트북이 원격 마스터이면서 절단되면, 과정은

반대이다. 도킹 스테이션이 원격 마스터(가버림)에 있는 노트북에 대한 PCI 구성 사이클을 절단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재

구성하고 그의 장치 모두를 얻으며, 도킹 스테이션은 정규의 데스크 탑 시스템으로 복귀한다.

  카드 버스 도킹

  도 35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82)가 카드 버스를 거쳐 도크할 수 있는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

테이션의 블록도이다. 카드 버스 도킹은 원격 도킹 분류 아래에 든다. 카드 버스 도킹에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

테이션은 그들 사이에 통신 링크가 확립될 때 도킹하여 도킹이 개시된다. 도 359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멀티컨

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84)은 고속 PCI 버스(14), 브리지(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버스

(16)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60)를 브리지(18)에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26)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와 같이, 인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

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는 카드 버스 인

터페이스 모듈을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도킹 스테이션(12) 및 (32)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

타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

(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드 슬롯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로 카드(시스템 카드(28) 등)와 결합

할 수 있는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뒤면 또는 장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 스테이션(84)에 카드 버스를 거쳐 원격 도킹되는 도킹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카드 버스 인터페

이스(86), 노트북 컴퓨터의 대응하는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 및 두개의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전화선 또는 디지

탈 네트워크(88)는 도 36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트북(82)과 도킹 스테이션(84) 사이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여 통신 링크

가 확립되어 도킹이 개시되게 할 수 있다.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수용하는 노트북 컴퓨터(82)의 실시예는 도 361에 도시

되어 있다. 노트북(82)은 PCI/카드 버스 인터페이스, 카드 버스 컨트롤러 및 카드 슬롯(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기술한 노트

북 컴퓨터(10)와 대략 동일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작하고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84)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

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 362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84)은 도 359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84)의 다른 실시예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68)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킹

스테이션(76)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각 카드마다 MUX가 추가된 것이다. 도 362 및 도 363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은 도 359 및 도 360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및 도킹 시스템과 대략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362 및 도 363(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84)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

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364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59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

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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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취급된다. 노트북(82)이 도 36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84)에 도킹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

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84)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

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

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어진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6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84)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84)과 관

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36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84)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84)의 카드 슬롯(26)

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6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362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

롯(3개만 도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가능하다.

각 카드는 시스템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82)이 도 36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84)에 도킹할 때, MUX

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58)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

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

가 주어진다.

  본 발명의 이미 기술한 실시예에와 같이,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

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

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

시예에서, 도 366(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84)은 도 5 내지 도 133(MUX

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 모두에 컴패티블 카드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

션을 갖는 다고 가정할 때, 도킹을 실행할 수 있다.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이 서로 인식할때,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는 브

리지에 도크 요구를 송출한다. 브리지는 하는 것은 무엇인가? 브리지는 MUX를 향하고, "우리는 구성 사이클을 갖는다"라

고 한다. 그와 동시에, 노트북의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는 "우리는 도크 요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노트북은 "구성 사이

클로 가서 통신을 송출해라"라고 말한다. 노트북(원격 마스터)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즉 PCI 버스, 비디오 카드 및 모든

것이다. 노트북은 PCI 버스로 송출되고, 카드 버스는 커맨드를 가로채고, "당신의 구성은 무엇인가?"라고 신호한다. 브리

지는 구성을 보고하고 노트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체 도크는 원격 장치에서 구성된 플러그-앤-플레이였었다. 노트북

이 원격 마스터이면서 절단되면, 과정은 반대이다. 도킹 스테이션은 원격 마스터(가버림)에 있는 노트북에 대한 PCI 구성

사이클을 절단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재구성하고 그의 장치 모두를 얻으며, 도킹 스테이션은 정규의 데스크 탑 시스템으로

복귀한다.

  다수 인터페이스 도킹 기능

  본 발명의 도킹 스테이션을 하나의 도킹 인터페이스, 즉 하드 도크, 적외선(IR), 무선 주파수(RF), 1394 고성능 시리얼 버

스 또는 카드 버스를 갖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도킹 스테이션은 하나의 도킹 스테이션에 두개 이상의 도

킹 인터페이스를 수용할 수 있다. 두개의 상이한 종류의 도킹 인터페이스를 갖는 도킹 스테이션은 도 368 내지 도 371(하

드 도크 인터페이스 및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도 372 내지 도 375(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및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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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도 376 내지 도 379(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및 1394 인터페이스), 도 380 내지 도 383(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에 도시되어 있다. 적외선, 무서 주파수, 1394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하드 도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

지 않음)의 다른 조합도 고려할 수 있지만 도시하지는 않는다.

  3개의 다른 종류의 도킹 인터페이스를 갖는 도킹 스테이션은 도 384 내지 도 387(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

터페이스,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 도 388 내지 도 391(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1394 인터

페이스), 도 392 내지 도 395(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 도 396 내지 도

399(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 1394 인터페이스), 도 400 내지 도 403(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 도 404 내지 도 407(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1394 인터페이스,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에 도시되어 있다. 적외선, 무선 주파수, 1394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의 다른 조합(하드 도크 인터페이

스는 포함하지 않음)도 고려할 수 있지만 도시하지 않는다.

  4개의 다른 종류의 도킹 인터페이스를 갖는 도킹 스테이션은 도 424 내지 도 427(하드 도크 인터페이스, 적외선 "IR" 인

터페이스,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 1394 인터페이스,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에 도시되어 있다. 적외선, 무선 주파수,

1394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의 다른 조합(하드 도크 인터페이스는 포함하지 않음)도 PCI 버스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다른 인터페이스로 특히 고려할 수 있지만 도시하지 않는다.

  두개의 상이한 종류의 도킹 인터페이스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0)은 고속 PCI 버

스(14), 브리지(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버스(16) 및 인터페이스(하드 도크 및 적외선

"IR"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및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및 1394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및 카드 버스 인터

페이스; IR, RF, 1394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중 두개의 어떠한 조합)를 브리지(18)에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

(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26)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와 같이, 인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

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신호

선 또는 버스(20)는 두개의 상이한 종류의 인터페이스(하드 도크 및 적외선 "IR" 인터페이스(도 368); 하드 도크 및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도 372); 하드 도크 및 1394 인터페이스(도 376); 하드 도크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도 380) 또

는 IR, RF, 1394 및 카드 버스 인터페이중 두개의 어떠한 조합)을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도킹 스테이션(12) 및 (32)와 관

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타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

하며, 필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드 슬롯인 것이 바람직

하지만, 회로 카드(시스템 카드(28) 등)와 결합할 수 있는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뒤면 또는 장치, 회로 보드, 디바이

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킹 노트북 컴퓨터는 통신 링크가 확립되어 도킹이 개시되도록 노트북과 도킹 스테이션(90) 사이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두개의 인터페이스 중 적어도 대응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도킹 노트북은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기술한 노트북 컴퓨터(10)와 대략 동일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

작하고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90)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

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 369, 도 373, 도 377, 도 381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0)은 각각 도 368, 도 372, 도 376, 도 380에 도시한 도킹 스

테이션(90)의 다른 실시예들이다. 본 발명의 이들 실시예에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

(90)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킹 스테이션(90)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

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각 카드마다 MUX가 추

가된 것이다. 도 369, 도 373, 도 377, 도 381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은 각각 도 368, 도 372, 도 376, 도 380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과 대략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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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도 373, 도 377, 도 381(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90)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

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370, 도 374, 도 378, 도 38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68, 도 372, 도 376, 도 380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시함)이 각각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90)에 도킹할 때, MUX

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90)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

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

가 주어진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68, 도 372, 도 376, 도 380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0)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90)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368, 도 372, 도 376, 도 380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0)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90)의 카드 슬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세개의 상이한 종류의 도킹 인터페이스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2)은 고속 PCI 버

스(14), 브리지(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버스(16), (하드 도크,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

"RF"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적외선 "IR", 1394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적외선 "IR",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무

선 주파수 "RF", 1394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무선 주파수 "RF, 카드 버스 인터페이; 하드 도크, 1394, 카드 버스 인터페

이스)를 브리지(18)에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26)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

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

(14)와 같이, 인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는 세개의 상이한 종류의 인터페이스(하드 도크,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RF" 인터페이스(도 384); 하드 도크, 적외선 "IR", 1394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적외선 "IR", 카

드 버스 인터페이스(도 388); 하드 도크, 무선 주파수 "RF", 1394 인터페이스(도 392); 하드 도크, 무선 주파수 "RF,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도 396); 하드 도크, 1394, 카드 버스 인터페이(도 400) 및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 "RF", 1394, 카드 버

스 인터페이스 중 3개의 인터페이스의 조합)을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도킹 스테이션(12) 및 (32)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

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타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드 슬롯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로 카드

(시스템 카드(28) 등)와 결합할 수 있는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뒤면 또는 장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킹 노트북 컴퓨터는 통신 링크가 확립되어 도킹이 개시되도록 노트북과 도킹 스테이션(92) 사이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세개의 인터페이스 중 적어도 대응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도킹 노트북은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기술한 노트북 컴퓨터(10)와 대략 동일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

작하고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92)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

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 385, 도 389, 도 393, 도 397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2)은 각각 도 384, 도 388, 도 392, 도 396에 도시한 도킹 스

테이션(92)의 다른 실시예들이다. 본 발명의 이들 실시예에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

(92)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킹 스테이션(92)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

등록특허 10-0488821

- 61 -



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각 카드마다 MUX가 추

가된 것이다. 도 385, 도 389, 도 393, 도 397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은 각각 도 384, 도 388, 도 392, 도 396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과 대략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385, 도 389, 도 393, 도 397(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92)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

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386, 도 390, 도 394, 도 398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84, 도 388, 도 392, 도 396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시함)이 각각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92)에 도킹할 때, MUX

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92)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

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

가 주어진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386, 도 390, 도 394, 도 398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2)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9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386, 도 390, 도 394, 도 398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2)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90)의 카드 슬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도 387, 도 391, 도 395, 도 399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385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시함)이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

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저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르 갖는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92)에 도킹

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92)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

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

(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

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어진다.

  본 발명의 이미 기술한 실시예에와 같이,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

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

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

시예에서, 도킹 스테이션(92)6(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 모두에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

을 갖는 다고 가정할 때, 도킹을 실행할 수 있다.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이 서로 인식할때,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는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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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도크 요구를 송출한다. 브리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브리지는 MUX를 향하고, "우리는 구성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한다. 그와 동시에, 노트북(원격 마스터)의 사용 인터페이스는 "우리는 도크 요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노트북은 "구

성 사이클로 가서 통신을 송출해라"라고 말한다. 노트북(원격 마스터)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즉 PCI 버스, 비디오 카드 및

모든 것이다. 노트북은 PCI 버스로 송출되고, 카드 버스는 커맨드를 가로채고, "당신의 구성은 무엇인가?"라고 신호한다.

브리지는 구성을 보고하고 노트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체 도킹 스테이션은 도킹된 장치에서 플러그-앤-플레이 구성

되었다. 노트북이 원격 마스터이면서 절단되면, 과정은 반대이다. 도킹 스테이션은 원격 마스터(가버림)에 있는 노트북에

대한 PCI 구성 사이클을 절단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재구성하고 그의 장치 모두를 얻으며, 도킹 스테이션은 정규의 데스크

탑 시스템으로 복귀한다.

  네개의 상이한 종류의 도킹 인터페이스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4)은 고속 PCI 버

스(14), 브리지(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버스(16), (하드 도크,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

"RF", 1394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 "RF",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적외선 "IR", 1394,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무선 주파수 "RF", 1394 인터페이스, 카드 버스 인터페이)를 브리지(18)에 결합하는 데

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26)의 커넥터

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

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와 같이, 인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

도 좋다.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는 네개의 상이한 종류의 인터페이스(하드 도크,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RF",

1394 인터페이스(도 408); 하드 도크,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 "RF",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 하드 도크, 적외선 "IR",

1394,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도 412); 하드 도크, 무선 주파수 "RF", 1394 인터페이스, 카드 버스 인터페이(도 416); 적외

선 "IR", 무선 주파수 "RF", 1394,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의 다른 조합)을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도킹 스테이션(12) 및

(32)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타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드 슬롯인 것

이 바람직하지만, 회로 카드(시스템 카드(28) 등)와 결합할 수 있는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뒤면 또는 장치, 회로 보

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킹 노트북 컴퓨터는 통신 링크가 확립되어 도킹이 개시되도록 노트북과 도킹 스테이션(94) 사이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네개의 인터페이스 중 적어도 대응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도킹 노트북은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기술한 노트북 컴퓨터(10)와 대략 동일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

작하고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94)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

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 409, 도 413, 도 417, 도 421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4)은 각각 도 408, 도 412, 도 416, 도 420에 도시한 도킹 스

테이션(94)의 다른 실시예들이다. 본 발명의 이들 실시예에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

(94)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킹 스테이션(94)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

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각 카드마다 MUX가 추

가된 것이다. 도 409, 도 413, 도 417, 도 421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은 각각 도 408, 도 412, 도 416, 도 420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과 대략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도

409, 도 413, 도 417, 도 421(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94)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

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410, 도 414, 도 418, 도 42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408, 도 412, 도 416, 도 420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시함)이 각각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94)에 도킹할 때, MUX

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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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92)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

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

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

가 주어진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410, 도 414, 도 418, 도 422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2)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94)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410, 도 414, 도 418, 도 422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4)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테이션(94)의 카드 슬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도 411, 도 415, 도 419, 도 423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409, 도 413, 도 417, 도 421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시함)이 각각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저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르 갖는 노트

북이 도킹 스테이션(94)에 도킹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

(94)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

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

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

(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

(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어진다.

  본 발명의 이미 기술한 실시예에와 같이,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

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

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

시예에서, 도킹 스테이션(94)(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 모두에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

을 갖는 다고 가정할 때, 도킹을 실행할 수 있다.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이 서로 인식할때,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는 브리

지에 도크 요구를 송출한다. 브리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브리지는 MUX를 향하고, "우리는 구성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한다. 그와 동시에, 노트북(원격 마스터)의 사용 인터페이스는 "우리는 도크 요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노트북은 "구

성 사이클로 가서 통신을 송출해라"라고 말한다. 노트북(원격 마스터)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즉 PCI 버스, 비디오 카드 및

모든 것이다. 노트북은 PCI 버스로 송출되고, 카드 버스는 커맨드를 가로채고, "당신의 구성은 무엇인가?"라고 신호한다.

브리지는 구성을 보고하고 노트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체 도킹 스테이션은 도킹된 장치에서 플러그-앤-플레이 구성

되었다. 노트북이 원격 마스터이면서 절단되면, 과정은 반대이다. 도킹 스테이션은 원격 마스터(가버림)에 있는 노트북에

대한 PCI 구성 사이클을 절단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재구성하고 그의 장치 모두를 얻으며, 도킹 스테이션은 정규의 데스크

탑 시스템으로 복귀한다.

  다섯개의 상이한 종류의 도킹 인터페이스 및 더 많이 추가하는 기능을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멀티컨피그러블 도킹

스테이션(96)은 고속 PCI 버스(14), 브리지(8)를 PCI 버스(14)에 결합하는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버스(16), (하드 도

크,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RF", 1394,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브리지(18)에 결합하는 데이타/신호선 또는 버스(20)를

포함한다. MUX(24)는 PCI 버스(14)를 카드 슬롯(26)에 결합한다. 카드 슬롯(26)의 커넥터는 시스템 카드(28)의 짝이 되

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PCI 버스(14)는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

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PCI 버스(14)와 같이, 인터페이스 버스(16)도 고속 PCI 버스(적어도 32

비트폭)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속 PCI 버스와 마찬가지인 성능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버스라도 좋다. 데이타/신호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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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스(20)는 다섯개의 상이한 종류의 인터페이스(하드 도크, 적외선 "IR", 무선 주파수"RF", 1394, 카드 버스 인터페이

스, N 인터페이스 - 도 424 내지 도 427)를 브리지(18)에 결합한다. 도킹 스테이션(12) 및 (32)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MUX(24)는 데이타선의 스위치이다. MUX 장치는 당분야 공지이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상

세히 설명하였다. 카드 슬롯(26)은 시스템 카드(28)와의 결합을 위한 전용의 카드 슬롯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로 카드

(시스템 카드(28) 등)와 결합할 수 있는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뒤면 또는 장치,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이라도 좋다.

  도킹 노트북 컴퓨터는 통신 링크가 확립되어 도킹이 개시되도록 노트북과 도킹 스테이션(96) 사이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다섯개의 인터페이스 중 적어도 대응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도킹 노트북은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기술한 노트북 컴퓨터(10)와 대략 동일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

작하고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킹 스테이션(96)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

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이션(12)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 425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6)은 도 424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96)의 다른 실시예이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서, MUX는 시스템 카드(28)에는 위치하지만 도킹 스테이션(96)에는 따로 위치하지 않는다. 도 136 내지 도 263은 도킹

스테이션(96)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카드(28)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6 내지 도 26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는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에 각 카드마다 MUX가 추가된 것이다. 도 425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은 도 424에 도

시한 도킹 스테이션과 대략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

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

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시예에서,도

425에 도시된 도킹 스테이션(96)(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

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

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도 426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424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

시함)이 각각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96)에 도킹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

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96)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

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

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

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

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어진다.

  도 427에 도시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425의 도킹 스테이션에 적어도 하나의 추가 카드 슬롯(3개만 도

시함)이 각각 더해진다. 각 카드 슬롯(26)은 MUX(24)에 결합된다. 각 추가 카드 슬롯은 카드(30)에 결합된다. 각 카드는

리소스로서 취급된다.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를 갖는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96)에 도킹할 때, MUX를 핀

하이로 움직여서 도킹된 상황을 나타낸다. MUX(24)의 다른 쪽 시스템 카드(28)는 I/O 장치를 리드하여 도킹중임을 신호

한다. 시스템은 MUX(24)을 움직여서 노트북(10)의 CPU가 도킹 스테이션(96)의 해제된 리소스에 관한 제어를 갖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MUX로부터 입력(인터럽트)이 있으면(CPU의 SMI 인터럽트의 외부

인터럽트 1 또는 2를 걸 수 있음)", 코드가 이것을 보고 "상태-도킹 또는 언도킹-를 리드"라고 하는 단순한 코드를 시스템

카드(28)의 CPU에 라이트하는 것이다. 도킹이면, 도킹 스테이션은 리소스를 넘기고, CPU는 PCI 버스(14)(어떠한 PCI 사

이클도 발행하지 않음)에서의 실행을 중단하며, PCI 버스가 시스템 버스(28)의 CPU가 아니고 외부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

도록 MUX를 움직인다. MUX가 복귀할 때, 시스템 카드(28)의 CPU는 내부 PCI 버스(14)를 구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트북과 도킹된 상황에서, 노트북에게는 시스템 카드(28) 및 추가 카드(30)의 리소스에 관한 부분 또는 완전한 제어가 주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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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 내지 도 133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 또는 그의 수정 또는 변경은 도 424 내지 도 427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96)에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 카드의 펑셔널리티, 도킹 시스템에 로드될 소프트웨어 및 도킹 시스템의 동작은 도킹 스테

이션(96)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것과 대략 동일하다. 도 266 내지 도 316은 도 426 및 도 427에 도시한 도킹 스테이션

(96)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카드(30)의 다양한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각각의 카드(30)의 카드 슬롯 커넥터는 도킹 스

테이션(94)의 카드 슬롯(26)의 짝이 되는 커넥터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이미 기술한 실시예에와 같이,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내의 프로그램된 하드웨어(3상태), 로직

또는 PCI 마스터 사이클은 MUX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

동할 수 있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

테이션은 외부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두 무엇이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우된다. 이 실

시예에서, 도킹 스테이션(96)(시스템 카드(28)에서 분리된 MUX를 갖지 않음)은 도 5 내지 도 133(MUX를 가지 않음)에

도시한 시스템 카드(28)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도킹 스테이션에는 MUX가 없다. 따라서, MUX가 바람직하지만,

3상태 로직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가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 모두에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

을 갖는 다고 가정할 때, 도킹을 실행할 수 있다. 노트북 및 도킹 스테이션이 서로 인식할 때,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는 브리

지에 도크 요구를 송출한다. 브리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브리지는 MUX를 향하고, "우리는 구성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한다. 그와 동시에, 노트북(원격 마스터)의 사용 인터페이스는 "우리는 도크 요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노트북은 "구

성 사이클로 가서 통신을 송출해라"라고 말한다. 노트북(원격 마스터)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즉 PCI 버스, 비디오 카드 및

모든 것이다. 노트북은 PCI 버스로 송출되고, 카드 버스는 커맨드를 가로채고, "당신의 구성은 무엇인가?"라고 신호한다.

브리지는 구성을 보고하고 노트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체 도킹 스테이션은 도킹된 장치에서 플러그-앤-플레이 구성

되었다. 노트북이 원격 마스터이면서 절단되면, 과정은 반대이다. 도킹 스테이션은 원격 마스터(가버림)에 있는 노트북에

대한 PCI 구성 사이클을 절단한다. 도킹 스테이션은 그의 장치 모두를 재구성하고 얻으며, 도킹 스테이션은 정규의 데스크

탑 시스템으로 복귀한다.

  다수의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브리지는: 1) 무슨 장치가 할당되고 있는 가를 제어하고, 2) 다

른 장치를 충분히 지원할 정도로 강한 버스 상의 신호의 연속성을 확인한다. 인터페이스 자체는 매우 덤(dumb)하고, 브리

지가 통과하는 것의 디폴트 위치를 취할 수 있거나 또는 인터페이스는 매우 지능적이고 브리지가 얻는 것 및 노트북이 다

른 쪽에서 얻는 것을 필터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 RF를 거쳐 도킹되면, 노트북 키보드 및 표시 장치에 의해 이미

구동되고 있으므로(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감지되지 않음), 도킹 스테이션은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에서 떨어져 있는

모니터 및 키보드를 그들이 존재하는 경우 취하지 않는 것을 안다. 따라서, 브리지는 필터로서 기능한다. 그의 반대도 가능

하다. 우리는 O.K.라고 말할 수 있고 노트북을 그것이 도킹할 때 지능 도킹 스테이션에 PCI 장치에 둔다. 이것은 지능 도킹

스테이션으로의 도크 요구가 나와서 노트북에 대한 플러그-앤-플레이 요구가 실행될 때, 노트북이 "나는 유선 통신, 디스

크 드라이브 등의 다음의 처리를 갖는다"라고 보고한다. 이제, 이것은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하는 노트북이 아니고 노트북

리소스를 사용하는 도킹 스테이션이다. 이 상황에서, 노트북은 도킹 스테이션에게 "나는 키보드를 갖지 않고 나는 모니터

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사용자가 노트북 키보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하드 드라이브 및 일부의 다른

것을 도킹 스테이션이 제어하에 종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제로, 노트북은 큰 디스크와 같이 보면서 종료하

고 PCI 장치를 건너 디스크 요구를 한다. 디스크 요구는 새로운 PCI 노테이션 또는 식별자의 형태로 시작하여, 노트북에서

도킹 스테이션으로의 어떠한 파일 또는 전자 우편을 획득하고, 그 정보를 조작한 후, 그것을 뒤로 옮기는 가를 결정한다.

마스터가 누구인 가는 엄격히 시스템 독립적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수의 노트북에 도킹하면 아마도 노트북보다는 도킹 스

테이션이 마스터로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내가 하나의 노트북을 도킹 스테이션에 도킹하고 있으면(하드

도크), 그것은 멀리 갈 수 있다. 무선 도크이면, 아마도 노트북은 사용자가 노트북에 있으므로 마스터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엄격한 프로토콜이고 선택된 구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다수 종류의 인터페이스, 특히 5개 또는 6개 인터페이스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브리지는 측파대 신호가 있는 PCI

버스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버스를 구동하며, 측파대 신호는 "나는 모니터를 원한다 또는 나는 모니터를 원하지 않는다" 등

의 것 또는 브리지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식별하는 "나는 RF 또는 IR 또는 카드 버스 도크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포

함한다. 그래서, 브리지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인터페이스로 다시 송출할 때, 그것이 전하는 것이 누구인 가를 알거나 또는

당신은 I. D. 넘버로 인터페이슬 식별할 수 있으므로, 브리지는 정보를 I. D. 넘버에 의해 인터베이스로 정보를 다시 향하게

한다. 소프트웨어의 프로토콜의 실제 구현 및 당신이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방법은 가변적이다. 신호인 다른 것에 대한 I.D.

를 말해야 한다. 양자는 동일한 것, 즉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지원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하여 인터페이

스를 지능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원하는 것, 두개의 연산 장치 사이에서 정확한 조합을 필터링하는 것을 실행한다. 본 발

명의 신규성은 지능, 필터링 및 결정 트리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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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현을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다양한 수정 및 변경 실시예가 당 분야 숙련공에게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구현 모두는 브리지를 보인다. 브리지는 PCI 버스에 대한 보조 로드 및/또는 드라이브 기능

때문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브리지는 모든 로딩 발행을 해소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 생략될 수 있고, 모든 하드웨어는

예를 들면 어드레싱 발행을 경합한다. 브리지는 많은 상이한 슬롯, 장치 및 인터페이스에 의해 공유가능하여 매우 비요 효

과적이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물론, 브리지 이곳저곳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브리지는 무한 부하를 갖는 PCI 버스

로 치환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도킹 스테이션은 무한 부하가 있는 PCI 버스를 갖고 브리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상술한 바와 같이, 도킹 스테이션은 최소 시스템에 관하여 MUX를 가질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 대신 3상태

또는 지능적인 3상태 로직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은 PCI 버스의 AT 버스를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CPU에 의해 구동할 수 있

다. MUX 자체는 기능이다. 기능은 하드웨어(3상태) 또는 로직에 의하거나 또는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또는 이들 양자 내

의 프로그램된 PCI 버스 마스터 사이클로 치환된다. 예를 들면,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내부에서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고 도킹 스테이션은 외부로의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줄 수 있다. 이드 모두는 누가 PCI 버스를 구동하고 있는 가에 좌

우된다. 당신이 가장 확실하게 근접형 도크를 실행하면, 메인 PC가 PCI 버스를 여전히 제어하고 있어서, 도면에서 PC 카

드 RF, IF와 같은 카드 슬롯이 버스를 넘기도록 PCI 버스 마스터 사이클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PCI 버스 마스터는 메인

PC에 플러그된 RF 카드에서 올 수 있다. 따라서, 마스터인 노트북 컴퓨터 또는 그 반대로 하여 도킹 스테이션을 마스터로

하므로, 도킹 스테이션은 PCI 마스터를 노트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향에 있어서도, 공유, 브리징, 먹싱, 마스터

슬레이브를 실행할 수 있다. 그 결과, MUX는 선택적으로 되고, 3상태 또는 소프트웨어 표준 PCI 인터페이스도 옵션으로

된다.

  본 발명의 설명된 실시예들이 하나의 노트북 컴퓨터가 하나의 도킹 스테이션에 도킹하는 도킹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다수의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에 동시에 도킹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노트북 컴퓨터가 다른

노트북 컴퓨터가 RF 도킹하는 동안 도킹 스테이션에 하드 도킹할 수 있다(다수의 노트북이 멀티 드롭 상황을 거쳐 도킹하

면 하나는 IR 도킹되고, 기타 등등). 도킹 스테이션은 PCI 버스로 인해 한번에 하나 이상의 노트북을 취급할 수 있다. 도크

내 표시 장치는 접속된 상태의 모든 노트북에 대한 모니터로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각각의 노트북 사용자에게 비디오를 공

유하거나 윈도우를 오픈시킬 수 있다. 선택은 끝이 없다.

  상술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카드(28) 및 대응하는 카드 슬롯과 마찬가지로 버스(20)의 인터페이스 카드와의 결

합을 위한 전용의 인터페이스 카드의 일부일 수 있지만, 회로 카드, 회로 보드, 디바이스, 장치 또는 그의 조합과 결합할 수

있는 회로 보드, 회로 보드의 일부, 뒤면 또는 장치일 수 있다.

  PCI 규격에 의해 본질적으로 다수의 프로세서 카드를 갖게 되므로, 본 발명은 하나의 MUX를 통해 공급되는 다수의 카드

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들이 코어 운영 시스템을 처리한다고 생각되는 다수 프로세서는 아니다. 멀티프로세싱 CPU는 지

금 현재로선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그의 시스템 리소스 운영을 고려하여 CPU를 유지하도록 하나의 MUX만을 설명하였

다. 프로세서가 각각 있는 다수의 시스템 카드를 가질 수 있지만, PC가 현재 취급하는 운영 시스템이 멀티 프로세서 시스

템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복잡하게 된다. 언제든지 CPU가 버스를 제어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드라

이버가 필요하다.

  본 발명의 많은 실시예 들은 선택된 시스템의 종류 및 복잡도에 따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필요

로 하지만, 이것은 기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PNP 바이오스를 수정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도킹된 퍼스널 컴퓨터에 의해 펑셔널리티가 재구성될 수 있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을 제공하며, 도킹 스테이

션에서 교체가능한 카드(30)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카드(30)를 추가 및/또는 교체함으로써 도킹 스테이션의 펑셔널리티를

변경 및/또는 확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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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입력용 설비;

  출력용 설비;

  상기 사용자 입력 및 상기 출력에 결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도킹 스테이션과 독립형 휴대용 컴퓨터 사이의 도킹을 용이하게 하는 인터페이

스; 및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도킹 스테이션이 독립형 장치일 때에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하에 있

고, 상기 휴대용 컴퓨터가 상기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에 도킹될 때에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하에

놓여질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입력은 키보드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은 표시 장치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입력은 키보드에 결합되고, 상기 출력은 표시 장치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된 코어 로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대응하는 전기적 커넥터에 직접 접속가능한 전기적 커넥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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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무선 주파수 "RF" 통신을 거쳐 도킹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

킹 스테이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1394 고성능 시리얼 버스를 거쳐 도킹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카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거쳐 도킹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두개 이상의 상이한 타입의 도킹 인터페이스 그룹의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거쳐 도킹

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PCI 버스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상기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컴퓨터 도킹 스

테이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PCI 버스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브리지에 연결하고, 상기 브리지는 상기 인터페이스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MUX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PCI 버스에 연결하고, 브리지는 상기 상기 인터페이스를 상기 PCI 버

스에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PCI 버스에 접속된 시스템 카드 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MUX 및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PCI 버스에 접속된 시스템 카드 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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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MUX에 접속된 시스템 카드 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는 상기 PCI 버스에 결합가능한 카드 상에서 이용가능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19.

  컴퓨터 도킹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 입력용 설비;

  출력용 설비;

  상기 사용자 입력 및 상기 출력에 결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도킹 스테이션과 독립형 휴대용 컴퓨터 사이의 도킹을 용이하게 하는 인터페이

스; 및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도킹 스테이션이 독립형 장치일 때에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하에 있

는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

  를 포함하며,

  상기 도킹 스테이션은 상기 휴대용 컴퓨터가 상기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에 도킹될 때 상기 휴대용 컴퓨터에서 리소스의

제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컴퓨터 도킹 시스템.

청구항 20.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를 갖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에 있어서,

  독립형 휴대용 컴퓨터; 및

  독립형 컴퓨터를 포함하며,

  상기 독립형 휴대용 컴퓨터와 도킹하기 전에 도킹 스테이션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하는 상기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은, 도

킹 스테이션 리소스를 도킹된 휴대용 컴퓨터의 제어하에 둘 수 있으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가 상기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

언도킹할 때 상기 독립형 컴퓨터로 복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립형 휴대용 컴퓨터는

등록특허 10-0488821

- 70 -



  사용자 입력용 설비;

  출력용 설비;

  상기 사용자 입력 및 상기 출력에 결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휴대용 컴퓨터와 상기 도킹 스테이션 사이의 도킹을 용이하게 하는 인터페이

스; 및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상기 휴대용 컴퓨터가 독립형 장치일 때에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하에 있

고, 상기 휴대용 컴퓨터가 상기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에 도킹될 때에는 상기 도킹 스테이션의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하에

놓여질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리소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청구항 22.

  제21항의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입력은 키보드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23.

  제21항 또는 제22항의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출력은 표시 장치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24.

  제21항의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입력은 키보드에 결합되고, 상기 출력은 표시 장치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25.

  제21항 또는 제22항의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적어도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26.

  제21항 또는 제22항의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된 코어 로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27.

  제21항 또는 제22항의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도킹 스테이션의 대응하는 전기적 커넥터에 직

접 접속가능한 전기적 커넥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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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항 또는 제22항의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RF" 통신을 거쳐 도킹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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