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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보처리시스템의 파워매니지먼트시스템

요약

통신포트(직렬 포트 또는 병렬 포트)를 통해 다른 독립한 기기(예를 들어, 다른 PC)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고 있는 동안(또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중)에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CPU의 동작 주파수
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a) 통상 모드, 통상 모드보다도 소비 전력이 낮은 절전 모드, 동작을 완전히 정지시킨 정지 모드의 각 
동작 모드를 갖는 CPU와, (b) 1이상의 주변기기와, (c) 상기 CPU와 상기 주변 기기와의 사이에서 동신하
기 위한 버스와, (d) 다른 독립한 기기와 물리적으로 접속하고 동시에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한 통신포
트와, (e) 상기 버스 상의 버스 사이클을 모니터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과, (f) 상기 통신 포트
에 억세스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을 검출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CPU의 동작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상태 판
정 수단과, (g)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이 절전 모드라는 취지를 결정한 것에 따라 상기 CPU를 절전 모드로 
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상기 CPU에 보내는 신호 발생 수단과, (h)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이 정지 모드라는 
취지를 결정한 것에 따라 상기 CPU의 동작을 완전히 정지시키기 위한 CPU 동작 정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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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에 제공되는 퍼스널 컴퓨터(PC, 100)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에 제공되는 PC(100)상에서 실시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계층적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에 제공되는 파워 매니지먼트 LSI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PCI 버스 상에서 발생하는 판독 사이클의 타이밍 챠트를 도시한 도면.

제5도는 PCI 버스 상에서 발생하는 기록 사이클의 타이밍 챠트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상태 판정부(50b)의 동작 특성을 표현한 상태 천이도.

제7도는 통신 포트를 통해 다른 기기와 데이터 전송을 행할 때의 시스템(100)의 상태를 도시한 도면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7a도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 기동중의 각 단계를 도시한 도면이고, 제7b도는 각 단계
에서의 상태 판정부(50b)의 판정 결과(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며, 제7c도는 CPU의 동작(대기 행렬 중의 유
효 태스크의 존재)를 예시한 도면이고, 제7d도는 제7c도에 도시한 CPU의 동작에서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CPU의 성능(동작 모드)을 도시한 도면.

제8도는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내장한 CPU 칩(11)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CPU                                         12 : 프로세서 버스

13 : L2 캐시                                    14 : 브리지 회로

15 : 메인 메모리                               16 : 로컬 버스

17 : 비디오 콘트롤러                         18 : VRAM

19 : 액정 표시 디스플레이(LCD)        20 : 브리지 회로

21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22 : 시스템 버스

23 : I/O 콘트롤러                              24 : 직렬 포트

25 : 병렬 포트                                   26 : 플로피 디스크 콘트롤러(FDC)

27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FDD)    28 : 키보드/마우스 콘트롤러(KMC)

29 : 키보드                                       30 : 마우스

31 : 오디오 콘트롤러                         32 : 앰프

33 : 스피커                                       34 : ROM

40 : 발전기(OSC)                             50 : 파워 매니지먼트 LSI(PM_LSI)

100 : 퍼스널 컴퓨터(PC)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퍼스널 컴퓨터(PC)를 위시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시스템 내에서의 데이
터 처리의 중핵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소위, CPU : Central Processing Unit)의 동작 주파수를 적절히 저
하 또는 정지시키는 것에 의해 저전력화하는 절전 기능을 갖는 유형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절전 효과와 시스템의 보전이라고 하는 쌍방의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다
른 독립한 기기와 통신하고 있는 기간(또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중)에도, CPU의 동작 주파수를 저
하 또는 정지시켜 저전력화를 도모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작금의 기술 혁신에 수반하여, 데스크 톱 형, 노트북 형 등 각종 퍼스널 컴퓨터(이하, 「PC」또는 「시스
템」이라고도 함)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이 중, 노트북 형의 컴퓨터는 옥외에서의 휴대·운반 가능
한 사용을 고려하여 소형이면서 경량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다.

퍼스널 컴퓨터의 파워 매니지먼트 :

노트북 형 PC의 한 특징은 내장한 배터리로도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배터리 구동형」. 이것은 상용 
전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노트북 PC가 내장하는 배터리는 일반
적으로는 Ni-Cd, NiMH, Li-Ion 등의 충전식의 건전지(「2차 전지」라고도 함)를 복수개 접속하여 패키지
화하여 이루어진 「배터리 팩」을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터리 팩은 충전에 의해 재이용 
가능하지만, 1회당의 충전 용량은 시스템의 동작 시간으로 환산하여 겨우 2∼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배터리의 지속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하려고 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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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도 노트북 PC의 특징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상용 전원에 의해 무진장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한 데스크 톱 형 PC에 대해서 생태학적 관
점으로부터  저전력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FPA)은  1993년  6월에  "Energy  Star 
Computer Program"이라고 하는 자주 규제를 발표하고, 동작 유지 상태에서의 저전력이 일정 기준 이하(구
동 전력이 30W 이하, 또는 CPU 풀 가동시의 30% 이하)로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컴퓨터 
제조업체는 다투어 이 규제안에 따른 제품의 연구·개발을 진행시켜 왔다. 예를 들어, 일본 아이 비 엠
(주)는 절전 기능을 구비한 데스크 톱 형 PC를 이미 시판하고 있다(예를 들면, PS/55E(통칭 "그린 PC")나 
PC 750, Aptiva("Aptiva"는 IBM사의 상표)시리즈 등).

PC의 절전화는 예를 들어 시스템내의 각 전기 회로의 구동 전력 자체를 저감시키는 것에 의해 실현된다. 
또한, 동작 상태(activity)의 저하에 따라 시스템내의 각 전기 회로(또는 주변 기기)로의 전력 공급을 적
절히 저하 또는 차단하는 것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후자와 같은 절전 기능의 것을 특히 「파워 매니지먼
트(Power Management)」라고 부르는 것이다.

PC의 파워 매니지먼트의 형태로서는, LCD(액정 표시 디스플레이) 및 그 백라이트,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HDD)의 회전 모터 등과 같이 시스템의 총 소비 전력에 큰 비중을 점하는 디바이스류로의 전력 공급
을 차단하는 「LCD 오프」나 「HDD 오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예로서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의  동작  주파수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키는  『CPU  저속  클럭/정지  클록(slow 
clock/stop clock)』나 태스크 재개(resume)에 필요한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세이브(save)한 후에 메인 
메모리 이외의 거의 모든 전기 회로로의 전력공급을 정지하는 『서스펜드(Suspend)』 등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CPU의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 :

CPU 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연산 처리의 중핵을 이루는 유닛이다. 최근에는, 배선
폭의 축소화 등의 반도체 제조 기술의 향상에 수반하여, CPU의 동작 주파수는 더욱 고속화되고 있다. 예
를 들어, 미국 인텔사가 시판하는 "펜티엄"이나 미국 IBM사, 미국 모토롤라사, 및 미국 애플사가 공동 개
발한 "파워 PC"("PowerPC"는 미국 IBM사의 상표)와 같이 100MHz를 넘는 동작 주파수에서 구동 가능한 CPU 
칩도 세상에 등장하고 있다. CPU의 동작 주파수와 그 성능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CPU의 동작
이 고속화하면, 그 만큼 계산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고속의 CPU는 특히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이나 
그래픽 처리 등에서 우수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 반면, CPU의 고속화는 얼마간의 폐해를 수반한다. 폐해의 하나는 CPU의 소비 전력의 증대나 발열의 문
제이다. 왜냐하면, 단위 시간당에 트랜지스터 게이트(즉 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량의 증대에 따라 소비 
전력이나 발열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CPU의 소비 전력은 이론상은 동작 주파수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이
야기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의 총 소비 전력에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에 달하고 있다.

전술한 「CPU 저속 클럭/정지 클럭」 등의 CPU의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은 이와 같은 상황에 착안하여 안
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속 클럭」이나 「정지 클럭」은 CPU가 동작 대기 상태(즉 휴지 상태, 예
를 들어 유저로부터의 키/마우스 입력이 소정 시간 이상 없었던 상태)라고 판단된 때, 그 동작 주파수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킴(환언하면,  CPU의  성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소비 전력을 저감시킨다는 것이다. 
단,  턴  어라운드  타임(turnaround  time,  즉  요구로부터  긍정  응답까지의  소요  시간)이나  처리 능력
(throughput, 단위 시간당의 처리량)을 열화시키지 않을 정도까지밖에 CPU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이하, CPU의 「저속 클럭」 및 「정지 클럭」의 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다.

저속 클럭 :

CPU의 저속 클럭 기능은 발전기로부터의 입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외부적으로 절환해 줌으로써 실현 가
능하다. 또는, CPU 칩으로의 입력 클럭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CPU 칩 내부에서 동작 주파수를 
절환해  줌으로써  실현가능하다.  고속  CPU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저속인  클럭  신호(예를  들면 
66MHz)를 입력해 두고 내장한 PLL(Phase Lock Loop) 회로에 의해 내부적으로 동작 클럭을 가속하도록 되
어 있다(예를 들어, 2배속의 133MHz). 이와 같은 유형의 CPU의 경우, PLL 회로의 특성(예를 들어, 발진 
회로의 고유 진동수의 문제나, 위상 로크가 기능할 때까지 요하는 지연 시간(수 msec 정도)의 문제) 등의 
이유에 의해, CPU 칩으로의 입력 클럭의 주파수 그 자체를 대폭으로 절환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PLL 회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동작 클럭을 절환할 수 있는 저속 클럭 기능(파워 매니지먼트 기능)도 
내장하는 설계 수법도 채용되고 있다. 이 경우, 내장 PLL 회로에 의해 입력 클럭을 일단 가속해 두면서 
내장 저속 클럭 기능에 의해 CPU의 성능을 칩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떨어뜨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도8에는,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내장한 CPU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동 도면에서, 
CPU 칩(11)은 연산 제어 등의 처리를 실제로 행하는 부분인 기능 유닛(11a)과, 기능 유닛(11a)에 동기 구
동을 위한 동작 클럭 신호를 제공하는 PLL 회로(11b)와, 기능 유닛(11a)의 성능을 제어하기 위한 성능 제
어 회로(11c)를 포함하며, 칩(11) 외부의 각 주변 기기(도8에 도시 안됨)는 프로세서 버스(12)를 통해 쌍
방향으로 연락하고 있다.

PLL 회로는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입력한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체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예
의 PLL 회로(11b)는 발전기(OSC, 40)로부터 입력한 비교적 저속인 클럭 신호(예를 들어 66MHz)를 배속화
(예를 들어, 133MHz)하여 동작 주파수로서 기능 유닛(11a)에 공급하고 있다.

기능 유닛(11a)은 연산 유닛 부분(도8중, 이중사선부분)과, 내부 캐시/제어 유닛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연산 유닛은 시스템의 동작에 따라 그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저하시켜도 좋은 부분이다(단, 성능 
저하 가능한 정도는 예를 덜어 턴 어라운드 타임이나 처리 능력을 열화시키지 않을 정도이다). 한편, 내
부 캐시/제어 유닛은 캐시 스누프, 인터럽트 요구(INTR/NMI/SMI), 버스(12)의 홀드 요구(HOLD) 등의 부정
기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외부 사정에 응답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후자는 시스템의 동작의 여하에 불구
하고 용이하게 성능을 떨어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성능 제어 회로(11c)는 외부로부터 입력하는 콘트롤 신호 STPCLK#에 따라 기능 유닛(11a)의 성능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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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회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로(11c)는 는 STPCLK#가 활성(active, 즉 로우(low)상태)으로 되어 
있는 동안, 기능 유닛(11a)중의 연산 유닛 부분(전술함 : 도 8 중의 이중사선부분)으로의 동작 주파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CPU 칩(11)은 국소적으로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한, 이 응용예로서, 성능 제어 회로(11c)에 입력하는 STPCLK#를 간혈적으로 활성(즉, 로우 상태)으로 절
환함으로써 PLL 회로(11b)로부터의 입력동작 클럭을 솎아 내는 수법도 있다. 예를 들어, STPCLK#을 소정 
주기로 활성(즉, 로우 상태)으로 하여, n회에 1회의 비율로 동작 클럭을 솎아 내면, 연산 유닛 부분의 성
능 및 소비 전력을 약 (n-1)/n 배로 저감시킨 것으로 된다. STPCLK#을 간헐 동작시키는 기능은 일반적으
로 「클럭 쓰로틀링(clock  throttling)」또는「주파수 에뮬레이션(Frequency  Emulation)」이라고도 불린
다.

저속 클럭 모드 하에서는, 발전기(40)로부터의 입력 클럭이나 PLL 회로(11b)의 동작 자체는 통상의 고속 
가동시와는 전혀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속 클럭 모드로부터 통상 모드로는 비교적 순간적으로 복귀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점은 본 발명의 요지(후술)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히 유의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인텔사의 CPU 칩 "80486"의 후속 칩은 SL enhanced 486, DX2, DX4, 펜티엄 등은 도8
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절전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이들 칩은 프로세서 버스(12) 중의 콘트롤 신호의 
하나로서 STPCLK#를 포함하고 있다.

정지 클럭 :

한편, 정지 클럭의 기능은 발전기(40)로부터의 입력 클럭을 완전히 차단하여 기능 유닛(11a)의 모든 동작
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동작 클럭의 완전 정지는 CPU 칩(11)을 기억 유지 동작이 불필요한 풀 스태틱 구
성으로 설계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정지 클럭 모드 하에서는 CPU의 소비 전력은 겨우 수백 mW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정지 클럭 모드 하에서는 PLL 회로(11b)도 완전히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속인 통상 모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PLL 회로(11b)의 동작의 안정(위상의 로크) 등을 위해서 약 1msec 정도의 지연 시간
을 요한다. 이 점은 본 발명의 요지(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히 유의하기 바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CPU의 저속 클럭/정지 클럭을 위시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은 일반적으로는 시스템의 사용 상황을 감시
하는 CPU 칩 외의 하드웨어와 CPU 자신이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와의 협동적 작용에 의해 실현된다.

파워 매니지먼트를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대표예는 미국 인텔사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으
로 제안한 "APM(Advanced Power Management)"이다. APM은 APM에 대응한 OS(Operating System) 환경 하에
서 실효적으로 된다. APM에 대응한 OS 환경이라는 것은 즉, 1 : 절전의 제어 대상은 하드웨어와, 2 : 파
워 매니지먼트 동작에 필요한 하드웨어 동작을 현실적으로 행하는 BIOS("APM BIOS"이라고도 함)와, 3 : 
시스템의 동작 상태(activity)의 저하에 따라 APM BIOS를 호출(call)할 수 있는 OS와, 4 : APM에 대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1 : 하드웨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저속 클럭/정지 클
럭 기능을 구비한 CPU 칩이다. 또한, 3 : APM 대응 OS라는 것은 예를 들어 PC DOS J6.1/V 이후의 버전, 
OS/2 J2.1 이후의 버전("OS.2는 미국 IBM사의 상표"), Windows J3.1 이후의 버전 등이 있다. APM 대응 OS
는 일반적으로 APM BIOS를 호출하기 위한 "APM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4 : APM 대응 응용 프
로그램이라는 것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APM 드라이버에 자기 자신을 등록함으로
써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하는 취지의 문의를 받아 동시에 그의 가부를 긍정 응답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
램이다.

APM 등과 같이 OS 내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CPU의 파워 매니지먼트(예를 들어, 저속 클럭이
나 정지 클럭)는 이하와 같은 순서로 실현되게 한다. 즉,

(1) 스케쥴러(스케쥴러는 OS 내의 모듈의 하나)의 대기 행렬(queue) 중에 실행해야 할 유효한 태스크가 
존재하지 않는(즉, 태스크 발생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사태의 발생에 의해 CPU가 휴지 상태인 것을 검출
한다.

(2) CPU의 휴지 상태의 검출에 응답하여 APM 드라이버는 APM BIOS를 호출한다. 이 때, APM 드라이버는 
APM 대응 응용 프로그램과의 사이에서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하는 취지의 문의/긍정 응답이라는 교신을 행
하여도 된다.

(3) 호출된 APM BIOS는 현실의 하드웨어 조작을 행하고, 시스템을 파워 매니지먼트 상태로 천이시킨다. 
(예를 들어, STPCLK#를 간헐 동작(쓰로틀링)시켜 저속 클럭으로 하거나 CPU 칩(11)으로의 입력 클럭을 차
단하여 정지 클럭 상태로 한다.)

OS는 자신이 보유하는 스케쥴러에 의해「이로부터 동작 대기 상태로 된다」는 정보를 미리 검출할 수 있
기 때문에, APM을 사용한 수법에 의하면 효율적으로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렇지만, OS는 자기 시스템 내밖에 제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통신 포트(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접속되어 동시에 교신 중의 다른 독립한 기기(다른 PC)의 동작 상태를 OS는 엿볼 수는 
없다. 즉 OS는 자기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의 전송을 행하는 태스크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독립한 다른 
기기가 데이터 송신을 개시하는 사정을 검출할 수는 없다. 데이터 전송은 비교적 고속으로 행해지기 때문
에, CPU는 풀 가동하고 있지 않으면 전송 데이터를 놓쳐 버린다. 예를 들어, 다른 기기로부터 데이터 송
신을 개시한 때에 CPU가 저속 클럭 상태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의 수신 처리에 지체가 생기고 데이터를 
상실해 버린다. 또한, 다른 기기로부터 데이터 송신을 개시한 때에 CPU가 정지 클럭 상태이면, 데이터 수
신에 응답하여 CPU를 통상 모드로 복귀시키려고 하여도 동작이 안정화할 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여(전술
함) 그 사이의 수신 데이터를 상실해 버린다. 요약하면, 자기 시스템만을 고려하여 OS내의 대기 행렬이 
비어 있어도 제멋대로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을 감행하기 때문에 교신 중의 데이터를 잃어버린다.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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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시스템의 보전성을 현저히 손상하는 결과로 되어 버린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PC는 절전 효과보다 시스템의 보전성 쪽을 중시하여 다른 독립한 기기(예를 
들어 다른 PC)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기간 동안은 CPU의 성능 저하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또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중은 CPU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통
신 응용 프로그램은 APM 드라이버로부터 파워 매니지먼트 요구를 받아도 긍정 응답하지 않으며, 이 결과 
APM BIOS는 호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CPU 칩 자체는 고기능의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예를 들면, 도8 
참조)을 모처럼 구비하고 있어도 시스템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CPU가 완전히(즉 비교적 긴 시
간) 동작 대기 상태에 빠져 있는 때뿐이라는 것이 실정으로 되어 있다. CPU가 완전히 동작 대기 상태에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1) 키 입력이 소정 시간 이상 없는 때(예를 들면, 특공평 06-95303호의 
공보의 제4단락)나, (2) DMA 전송시(왜냐하면, DMA 전송시는 CPU는 자기의 로컬 버스의 제어권을 포기한
다)(예를 들면 특개평 06-266462호 공보)등, 아주 한정된 기간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정된 기간 중에만 
CPU를 저속 클럭 또는 정지 클럭으로 해도 기대할 수 있는 파워 매니지먼트 효과로서는 어쩐지 만족스럽
지 않다. 바라건대, CPU의 성능을 저감할 수 있는 기간을 더욱 증가시키고 싶은 바이다. 예를 들어, 다른 
독립한 기기와의 사이에서 통신 포트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히 CPU 성능을 저
하시켜 파워 매니지먼트 효과를 향상시키고 싶다.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 처리의 중핵을 담당하는 프로세서(CPU)의 동작 주파수를 적절히 저하 또는 정지
시킴으로써 소비 전력을 저감시키는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가지는 유형의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CPU의 동작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타이밍에 서 CPU의 동
작 주파수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통신 포트(직렬 포트 또는 병력 포트)를 통해 다른 독립한 기기(예를 들어 다
른 PC)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고 있는 동안(또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중)에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CPU의 동작 주파수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제1의 측면 :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제1의 측면은 (a) 통상 모드, 통상 모드보다는 소
비 전력이 낮은 절전 모드, 동작을 완전히 정지시킨 정지 모드의 각 동작 모드를 갖는 CPU와, (b) 1 이상
의 주변 기기와, (c) 상기 CPU와 상기 주변 기기와의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한 버스와, (d) 다른 독립한 
기기와 물리적으로 접속하고 동시에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한 통신 포트와, (e) 상기 버스 상의 버스 
사이클을 모니터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과, (f) 상기 통신 포트에 억세스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
을 검출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CPU의 동작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상태 판정 수단과, (g)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이 절전 모드라는 취지를 결정한 것에 따라 상기 CPU를 절전 모드로 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상기 CPU
에 보내는 신호 발생 수단, 및 (h)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이 정지 모드라는 취지를 결정한 것에 따라 상기 
CPU의 동작을 완전히 정지시키기 위한 CPU 동작 정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
스템이다.

제1의 측면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 상태 판정 수단, 및 신호 발생 수단은 
예를 들면 후술하는 파워 매니지먼트LSI(PM_LSI, 50)이라는 1칩 LSI에 의해 실현된다. 신호 발생 수단이 
내는 제어 신호는 예를 들어 CPU 칩이 갖는 제어 핀 "STPCLK#"에 입력되어도 좋다. 또한, CPU 동작 정지 
수단은 예를 들면 CPU로의 입력 클럭을 차단할 수 있는 하드웨어(예를 들어 후술하는 클럭 제어 회로(6
0)이라도 좋다. 또한, CPU의 절전 모드는 STPCLK#를 간헐 구동시켜 되는 「저속 클럭」, 정지 모드는 동
작 클럭을 완전 정지시킨 「정지 클럭」이어도 좋다.

상기 통신 포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 등이다.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은 통상 모드 하에서 상기 직렬 전송 또는 병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에 할당된 포트 
어드레스(예를  들어,  직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에는  3F8h번지(COM1),  2F8h번지(COM2),  3E8h번지(COM3), 
2E8h번지  (COM4)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할당된다.  또한,  병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에는 3BCh번지
(LPT1), 378h번지(LPT2), 278h번지(LPT3)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할당된다.)에 억세스하는 버스 사이
클이 제1의 소정 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절전 모드라는 취지를 결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은 절전 모드 하에서 상기 직렬 전송 또는 병렬 전송의 제어값의 설정 또는 해
체를 행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이 제2의 소정 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정지 모드라는 취지
를 결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직렬 전송을 위한 제어·상태 레지스터는 I/O 포트 3F9h번지 내지 3FFh번지
(COM1),  2F9h  번지  내지  2FFh번지(COM2),  3E9h번지  내지  3EFh  번지(COM3),  2F9h번지  내지  2EFh 번지
(COM4) 중 어느 하나에 할당되고, 또한 병렬 전송을 위한 제어·상태 레지스터는 3BDh 번지 내지 3BFh 번
지(LPT1),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LPT2), 279h 번지 27Fh번지(LPT3)중 어느 하나에 할당되어 있기 때
문에, 상기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은 이들 각 번지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면 된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은 절전 모드 하에서 상기 직렬 전송 또는 병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에 할당된 
포트 어드레스(예를 들어, 3F8h번지(COM1),  2F8h번지(COM2),  3E8h번지(COM3),  2E8h번지 (COM4)  중 어느 
하나, 또는 3BCh번지(LPT1), 378h번지(LPT2), 278h번지(LPT3) 중 어느 하나)에 억세스하는 버스 사이클이 
발생한 것에 응답하여 통상 모드라는 취지를 결정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은 정지 모드 하에서 상기 직렬 전송 또는 병렬 전송의 제어값의 설정 또는 해
제를 행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이 발생한 것에 응답하여 절전 모드라는 취지를 결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직렬 전송을 위한 제어·상태 레지스터는 I/O 포트 3F9h 번지 내지 FFh번지(COM1), 2F9h 번지 내지 2FFh
번지(COM2), 3E9h번지 내지 3EFh 번지(COM3), 2F9h번지 내지 2EFh 번지(COM4)중 어느 하나에 할당되고, 
또한, 병렬 전송을 위한 제어·상태 레지스터는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LPT1),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LPT2), 279h 번지 27Fh번지(LPT3)중 어느 하나에 할당되기 때문에, 상기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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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 번지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면 된다.

제2의 측면 :

또한, 본 발명의 제2의 측면은 (a) 통상 모드, 통상 모드보다도 소비 전력이 낮은 절전 모드, 동작을 완
전히 정지시킨 정지 모드의 각 동작 모드를 갖는 CPU와, (b) 1 이상의 주변 기기와, (c) 상기 CPU의 상기 
주변 기기와의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한 버스와, (d) 다른 독립한 기기와 물리적으로 접속하고 동시에 데
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한 통신 포토와, (e) 상기 CPU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한 CPU 모니터 수단과, 
(f)  상기 버스 상의 버스 사이클을 모니터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과, (g) 상기 통신 포트에 억
세스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을 검출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CPU를 절전 모드 또는 정지 모드 중 어느 하나
로 모드 천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상태 판정 수단과, (h) 상기 CPU를 정지 모드로 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CPU에 보내기 위한 신호 발생 수단과, (i) 상기 CPU를 정지 모드로 하기 위한 CPU 동작 
정지 수단, 및 (j) 상기 CPU 모니터 수단에 의한 모니터 결과 및 상기 상태 판정 수단에 의한 판정 결과
의 쌍방에 따라 상기 신호 발생 수단 또는 상기 CPU 동장 정지 수단 중 어느 하나를 활동화시키는 절전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제2의 측면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 상태 판정 수단, 및 신호 발생 수단은 
예를 들면 후술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LSI(PM_LSI, 50)이라는 1 칩 LSI에 의해 실현된다. 신호 발생 수단
이 내는 제어 신호는 예를 들어 CPU 칩이 갖는 제어 핀 "STPCLK#"에 입력되어도 좋다. 또한, CPU 동작 정
지 수단은 예를 들면 CPU로의 입력 클럭을 차단할 수 있는 하드웨어(예를 들어 후술하는 클럭 제어 회로
(60))이라도 좋다. 또한, CPU의 절전 모드는 STPCLK#를 간헐 구동시켜 되는 「저속 클럭」, 정지 모드는 
동작 클럭을 완전 정지시킨 「정지 클럭」이어도 좋다.

상기 CPU 모니터 수단의 동작은 예를 들면 APM 드라이버가 스케쥴러의 대기 행렬을 참조하는 소프트웨어
적은 수법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상기 절전 제어 수단의 동작은 APM 드라이버가 스케쥴러의 대기 행렬 중에 유효한 태스크가 없는(즉 비어 
있는) 상태인 것을 검출한 때에, 상태 판정 수단에 의한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적절히 신호 발생 수단 또
는 CPU 동작 정지 수단 중 어느 하나를 활동화시킨다(보다 구체적으로는 APM BIOS를 호출한다)는 소프트
웨어적인 수법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상기 통신포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 등이다.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은 통상 모드 하에서 상기 직렬 전송 또는 병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에 할당된 포트 
어드레스(예를 들어, 3F8h번지(COM1), 2F8h번지(COM2), 3E8h번지(COM3), 2E8h번지(COM4) 중 어느 하나 또
는 3BCh번지(LPT1), 378h번지(LPT2), 278h번지(LPT3) 중 어느 하나)에 억세스하는 버스 사이클이 제1의 
소정 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절전 모드로의 천이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결정하도록 하여
도 좋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은 절전 모드 하에서 상기 직렬 전송 또는 병렬 전송의 제어값의 설정 또는 해
제를 행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이 제2의 소정 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정지 모드로의 천이
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결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직렬 전송을 위한 제어·상태 레지스터는 I/O 포트 3F9h 
번지 내지 3FFh번지(COM1), 2F9h 번지 내지 2FFh번지(COM2), 3E9h번지 내지 3EFh 번지(COM3), 2F9h번지 
내지 2EFh 번지(COM4)중 어느 하나에 할당되고, 또한 병렬 전송을 위한 제어·상태 레지스터는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LPT1),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LPT2), 279h 번지 27Fh번지(LPT3) 중 어느 하나에 할당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은 이들 각 번지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면 된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은 절전 모드 하에서 상기 직렬 전송 또는 병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에 할당된 
포트 어드레스(예를 들어, 33F8h번지(COM1), 2F8h번지(COM2), 3E8h번지(COM3), 2E8h번지 (COM4) 중 어느 
하나, 또는 3BCh번지(LPT1), 378h번지(LPT2), 278h번지(LPT3) 중 어느 하나)에 억세스하는 버스 사이클이 
발생한 것에 응답하여 절전 모드를 금지하여 통상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결정하도록 하여도 좋
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은 정지 모드 하에서 상기 직렬 전송 또는 병렬 전송의 제어값의 설정 또는 해
제를 행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이 발생한 것에 응답하여 정지 모드를 금지하여 절전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
는 취지를 결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직렬 전송을 위한 제어·상태 레지스터는 I/O 포트 3F9h번지 내지 
3FFh번지(COM1), 2F9h 번지 내지 2FFh번지(COM2), 3E9h번지 내지 3EFh 번지(COM3), 2F9h번지 내지 2EFh 
번지(COM4)중 어느 하나에 할당되고, 또한 병렬 전송을 위한 제어·상태 레지스터는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LPT1),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LPT2), 279h 번지 27Fh번지(LPT3) 중 어느 하나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은 이들 각 번지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면 된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이 절전 모드로의 천이를 허가하고 있는 기간은 상기 CPU 모니터 수단이 상기 
CPU의 휴지 상태를 검출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절전 제어 수단은 상기 신호 발생 수단을 활동화시키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이 정지 모드로의 천이를 허가하고 있는 기간은 상기 CPU 모니터 수단이 상기 
CPU가 휴지 상태인 것을 검출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절전 제어 수단은 상기 CPU 동작 정지 수단을 활동화
시키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이 절전 모드로의 천이를 금지하고 있는 기간은, 상기 CPU 모니터 수단이 상기 
CPU가 휴지 상태인 것을 검출하여도 상기 절전 제어 수단은 상기 신호 발생 수단을 활동화시키지 않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상태 판정 수단이 정지 모드로의 천이를 금지하고 있는 기간은, 상기 CPU 모니터 수단이 상기 
CPU가 휴지 상태인 것을 검출하여도 상기 절전 제어 수단은 상기 CPU 동작 정지 수단을 활동화시키지 않
도록 하여도 좋다.

통신 포트(예를 들어,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를 통해 행하는 다른 기기와의 데이터 전송은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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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어값(예를 들어, 보 레이트, IRQ 레벨, FIFO 등)을 미리 설정하거나 통신 포트
의 상태를 확인하는 「초기 설정 단계」, 2 : 실제로 데이터의 교신을 행하는 「데이타 전송 단계」, 3 : 
데이터 전송 후에 제어값(예를 들어, IRQ 레벨)의 해제를 행하거나 통신 포트의 상태를 확인하는 「종료 
처리 단계」의 3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는, 비교적 고속으로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지체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CPU를 풀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데이터 전송의 전후의 초기 설정 
및 종료 처리의 각 단계에서는, CPU의 활동은 낮고(특히, 초기 설정 단계에서는 데이터 전송 개시까지의 
대기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 성능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1측면에 의하면 통상 모드 하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가 제1의 소정 
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CPU를 절전 모드로 천이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의 측면에 
의하면, 통상 모드하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가 제1의 소정 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CPU가 절전 모드로 천이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허가되어 있는 기간 중에 CPU가 휴지 
상태(예를 들어, 대기 행렬이 비어 있는 상태)인 것이 검출되면, 절전 제어 수단은 신호 발생 수단을 활
동화하고, CPU는 신속히 절전 모드로 천이하는 단계로 된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
가 제1의 소정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다른 독립한 기기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
하지 않고 CPU를 풀 가동시킬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각 측면에 의하면, CPU의 성능을 적
절히 저하시켜 파워 매니지먼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IBM PC/AT호환기("PC/AT"는 IBM사의 
상표)에서는 직렬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는 I/O 포트 3F8h번지(또는 2F8h 번지, 3E8h번지, 2E8h 번지)
가 할당되고, 또한 병렬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는 I/O 포트 3BCh 번지, 378h 번지, 278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은 해당 번지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면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1의 측면에 의하면, 절전 모드 하에서 데이터 전송의 제어값을 설정 또는 해제하기 위
한 버스 사이클이 제2의 소정 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CPU를 정지 모드로 천이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의 측면에 의하면, 절전 모드 하에서 데이터 전송의 제어값을 설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이 제2의 소정 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응답하여 CPU가 정지 모드로 천이하는 것
을 허가한다. 이 허가되어 있는 기간 중에 CPU가 휴지 상태(예를 들어, 대기 행렬이 비어 있는 상태)인 
것이 검출되면, 절전 제어 수단은 CPU 동작 정지 수단을 활동화하고, CPU는 신속히 정지 모드로 천이하는 
단계로 된다. 데이터 전송의 제어값을 설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이 제2의 소정 시간 이상 발
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다른 독립한 기기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한 전처리조차 전혀 
행해지지 않던가 또는 그의 후처리가 완전히 종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간은 뜻밖에 데
이터 전송이 개시하여 순간적으로 CPU를 상승시켜야 하는 걱정이 없다. 본 발명의 각 측면에 의하면, CPU
의 동작 클럭을 적절히 완전 정지시켜 파워 매니지먼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BM 
PC/AT 호환기에서는 직렬 전송을 위한 제어값 또는 상태의 격납 장소로서 I/O 포트 3F9h 번지 내지 3FFh 
번지, 2F9h 번지 내지 2FFh 번지, 3E9h 번지 내지 3EFh 번지, 2E9h 번지 내지 2EF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할당되고,  또한 병렬 전송을 위한 제어값 또는 상태의 격납 장소로서 I/O  포트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 279h 번지 내지 27F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할당되기 때문에, 버스 사이
클 검출 수단은 해당 번지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면 된다.

본 발명의 제1측면에 의하면 절전 모드 하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가 발생한 것
에 응답하여 CPU를 통상 모드로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의 측면에 의하면, 절전 모드 하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가 발생한 것에 응답하여 CPU가 절전 모드에 있는 것을 금지
한다. 이에 수반하여 절전 제어 수단은 신호 발생 수단을 비활동화하고, CPU는 신속히 통상 모드로 복귀
하는 단계로 된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가 발생하 다는 것은 현재 다른 독립한 
기기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여 CPU를 풀 가동시킬 필요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각 
측면에 의하면, 데이터 전송이 개시되는 것과 함께, CPU를 통상 모드로 돌아가 풀 가동시키도록 되어 있
다. 아울러, IBM PC/AT 호환기에서는, 직렬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는 I/O 포트 3F8h 번지(또는 2F8h 번
지, 3E8h 번지, 2E8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할당되고, 또한 병렬 전송을 위한 데이터 포트는 I/O 포트 
3BCh 번지(또는 378h 번지, 278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사이클 검출 수단은 
해당 번지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면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1의 측면에 의하면, 정지 모드 하에서 데이터 전송의 제어값을 설정 또는 해제하기 위
한 버스 사이클이 발생한 것에 응답하여 CPU를 절전 모드로 천이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의 측면에 
의하면, 정지 모드하에서 데이터 전송의 제어값을 설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이 발생한 것에 
응답하여 CPU가 정지 모드에 있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수반하여, 절전 제어 수단은 CPU 동작 정지 수단
을 비활동화하고, CPU는 신속히 절전 모드로 복귀하는 단계로 된다. 데이터 전송의 제어값을 설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이 발생하 다는 것은 초기 설정 단계에 돌입하여 데이터 전송의 개시가 예상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전송시에는 CPU는 통상 모드 하에서 풀 가동해야만 하지만, 정지 모드로부터 
통상 모드로 돌아갈 때까지는 지연 시간을 요하고 안정화할 때까지의 사이에 데이터를 상실하여 버리는 
것이 염려된다. 본 발명의 각 측면에 의하면, CPU의 정지 모드 하에서 데이터 전송의 개시가 예상되면, 
미리 절전 모드까지 되돌려 놓고 순간적으로 통상 모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IBM 
PC/AT 호환기에서는 직렬 전송을 위한 제어값 또는 상태의 격납 장소로서 I/O 포트 3F9h 번지 내지 3FFh 
번지, 2F9h 번지 내지 2FFh 번지, 3E9h 번지 내지 3EFh 번지, 2E9h 번지 내지 2EF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할당되고,  또한 병렬 전송을 위한 제어값 또는 상태의 격납 장소로서 I/O  포트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 279h 번지 내지 27F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할당되기 때문에, 버스 사이
클 검출 수단은 해당 번지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면 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은 (1) 풀 가동이 필요한 데이터 전송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초기 설정 단계를 
거친다는 점과, (2) 초기 설정 단계 및 종료 처리 단계에서는 CPU의 성능 저하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
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초기 설정 단계 및 종료 처리 단계인 것이 검출되면 CPU의 성능을 어느 정도 떨
어뜨리는 것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송을 위한 제어 레지스터로의 억세스가 행해지고 있는 등, 
데이터 전송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 예상되는 기간에는 정지 중의 CPU를 절전 모드까지 되돌려 순간적으로 
통상 모드로 복귀 가능한 상태에서 대기시키도록 되어 있다. 본 발명은 버스 사이클 단위로 CPU의 저소비
전력화를 도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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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다른 독립한 기기(예를 들어, 다른 PC)와의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동
안(또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중)에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CPU의 성능을 떨어뜨려 파워 매니지먼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나 첨부하는 도면에 근거한 보다 상
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A. 퍼스널 컴퓨터(PC, 100)의 하드웨어 구성

도1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공되는 퍼스널 컴퓨터(PC, 100)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
하, 각부에 대해서 설명한다.

메인  콘트롤러인  CPU(11)은  운  시스템(OS)의  제어  하에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CPU(11)로부터 뻗어 가는 프로세서 버스(12)는 로컬 버스(16) 및 시스템 버스(22)라는 2계층의 버스를 거
쳐 각 주변 기기(후술)과 연락하고 있다. 여기에서, CPU(11)은 도 8에 도시한 것과 거의 동일 한 구성이
고, 예를 들어 미국 인텔사가 시판하는 "펜티엄/1xxMHz"로 좋다. 또한 각 버스(12,16, 및 22)는 각각 데
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콘트롤 버스 등을 포함하는 공통 신호 선로이다. 로컬 버스(16)는 그래픽 등
의 특정의 주변 기기를 접속하기 위한 비교적 고속으로 동작하는 버스이다. 로컬 버스(16)의 일례는 미국 
인텔사가 제창하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버스이다. 또한, 시스템 버스(22)는 FDD 등의 
비교적 저속인 주변 기기를 접속하기 위한 버스이고, 그의 일례는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이다.

프로세서 버스(12)와 로컬 버스(16)는 브리지 회로(호스트 PCI 브리지, 14)에 이해 연락되어 있다. 본 실
시예의 브리지 회로(14)는 메인 메모리(15)로의 억세스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메모리 콘트롤러와, 양 버
스(12, 16)간의 속도차를 흡수하기 위한 데이터 버퍼를 포함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메인 메모리(15)는 
CPU(11)가 실행하는 각 프로그램(OS나 응용 프로그램 등)을 로드하거나, CPU(11)가 작업 역으로서 사용
하거나 하기 위한 기록 가능한 메모리(RAM)이다. 메인 메모리(15)에는 대용량을 비교적 저렴하게 입수 가
능한 다이내믹 RAM(DRAM)이 사용되고, 예를 들어 8MB 정도의 용량이 시스템(100)에 표준 장착된다. 또한, 
참조 번호 13으로 도시한 블럭은 외부 캐시(「레벨 2(L2) 캐시」라고도 함)이고, CPU(11)의 처리 속도와 
메인 메모리(15)로의 억세스 속도의 차를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L2-캐시(13)는 DRAM 보다도 고
속 억세스 가능한 스태틱 RAM(SRAM)으로 구성되고, 그의 용량은 예를 들면 256K 정도이다.

로컬 버스(16)에는 비디오 콘트롤러(17)와 같은 비교적 고속인 동작이 요구되는 주변 기기와 접속된다. 
비디오 콘트롤러(17)는 CPU(11)로부터의 묘화 명령을 실제로 처리하기 위한 주변 콘트롤러이고, 처리한 
묘화 정보를 화면 버퍼(VRAM, 18)에 일단 기록함과 동시에 VRAM(18)으로부터 묘화 정보를 판독하여 표시 
수단으로서의 액정 표시 디스플레이(LCD, 19)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로컬 버스(16)와 시스템 버스(22)는 브리지 회로(PCI-ISA 브리지, 20)에 의해 연락되어 있다. 본 실시예
의 브리지 회로(20)는 DMA 콘트롤러, 인터럽트 콘트롤러, 프로그래머블 인터벌 타이머(PIT)를 포함한 구
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DMA(Direct Memory Access) 콘트롤러는 CPU(11)의 개재없이 메인 메모리(15)
와 주변 기기(예를 들어 FDD(27) : 후술)과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주변 콘트롤러
이다. 또한, 인터럽트 콘트롤러는 각 주변 기기로부터의 하드웨어 인터럽트(IRQ)를 조정하여 CPU(11)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PIT는 여러 종류의 타이머 신호를 시스템(100)내의 각부에 공급하기 위한 
기기이다. PIT가 내는 타이머 신호는 예를 들어 55msec 간격으로 OS/BIOS(후술)에 제공하는 주기적 인터
럽트, 15.2μsec 간격으로 로우/하이 레벨이 절환되는 DRAM 리플레시용 타이머 신호, 오디오 목적을 위한 
톤 생성용 신호 등이다.

브리지 회로(20)는 또한 보조 기억 장치로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21)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
스(예를 들어, IDE 인터페이스, IDE(Integrated Drive Electronics, IDE)는 본래 ISA 버스에 HDD를 직렬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상술한 2개의 브리지 회로(14 및 20)는 PCI에 책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단일의 칩 세트의 형
태로 제공되고 있다. 칩 세트의 일례는 미국 인텔사가 시판하는 "Triton"이 있다.

시스템 버스(22)에는 I/O 콘트롤러(23), 플로피 디스크 콘트롤러(FDC, 26), 키보드/마우스 콘크롤러(KMC, 
28), 오디오 콘트롤러(31), ROM(34), 파워 매니지먼트 LSI(50) 등의 비교적 저속으로 동작하는 주변 기기
가 접속되어 있다. 

I/O 콘트롤러(23)는 직렬 포트(24)나 병렬 포트(25) 등의 통신 포트를 통해 행하는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
하기 위한 주변 콘트롤러이다. 24나 25 등의 통신 포트는 다른 독립한 기기(예를 들어 다른 PC)와 물리적
으로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를 구비하고 있다. I/O 콘트롤러(23)는 직렬 전송 및 병렬 전송 각각을 위한 
데이터 레지스터나 제어/상태 레지스터를 물리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이들 레지스터에는,  각각 고유의 
I/O 포트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다. 게다가, 직렬 포트의 규격의 일례는 RS-232C가 있고, 병렬 포트의 
규격의 일례는 센트로닉스(Centronicx)가 있다.

FDC(26)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FDD, 27)를 구동 제어하기 위한 전용 콘트롤러이다.

KMC(28)은 키보드(29)로부터의 입력 매트릭스나 마우스(30)에 의한 지시 좌표값을 처리하기 위한 콘트롤
러이고, 29나 30으로부터의 입력 신호를 OS의 정의에 합치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버스(22)상으로 송출하도
록 되어 있다.

오디오 콘트롤러(31)는 음성 신호의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주변 콘트롤러이다. 오디오 콘트롤러(31)의 
한 기능은 PIT가 생성한 특정 주파수 신호에 근거하여 톤 신호를 발생하는 것이다. 오디오 콘트롤러(31)

17-8

1019960039228



의 출력 신호는 예를 들어 앰프(32)에서 증폭되어 스피커(33)로부터 음성 출력된다.

ROM(34)는 제조시에 기록 데이터가 결정되어 버리는 불휘발성 메모리이며, 소정의 코드를 항구적으로 격
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ROM이  격납하는  코드에는  시스템(100)의  시동시에  행하는  테스트 프로그램
(POST)이나 시스템(100)내의 각 하드웨어와 입출력을 조작하기 위한 프로그램(BIOS)이 포함된다.

발전기(OSC, 40)는 CPU(11)등과 같은 동기 구동형의 칩에 대해 동작 클럭을 공급하기 위한 기기이다. 게
다가, CPU(11)에는 클럭 제어 회로(60)(후술)를 통해 클럭 신호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파워 매니지먼트 LSI(PM_LSI, 50)은 CPU(11)의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을 양호게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전
용 LSI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로컬 버스(16)상의 동작 내용을 모니터(「버스 스누프」라고도 함)하여, 
소정의 타이밍에서 제어 신호 STPCLK#(전술함)을 CPU(11)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PM_LSI(50)는 예를 들
어 게이트 어레이와 같은 세미 커스텀(semi-custom) 설계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해당 LSI 칩(50)은 본 
발명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지만, 그의 상세한 구성 및 동작 특성은 C 항 및 D 항에서 
후술한다.

클럭 제어 회로(60)는 OSC(40)으로부터 CPU(11)로 공급되는 입력 클럭을 적절히 차단하기 위한 회로이다. 
「종래의 기술」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CPU(11)는 제어 신호 STPCLK#를 입력함으로써 칩(11)내의 기능 
유닛의 동작을 부분적으로 저하 또는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클릭 제어 회로(60)는 PLL 
회로(11a)로의 입력 클럭 자체를 차단하여 CPU(11)를 완전히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실시예의 클럭 
제어 회로(60)는 APM BIOS에 의해 활동화된다.

게다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PC는 참조번호 11 내지 40에 도시한 블럭과 등가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PC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1에 도시한 이외에도 많은 전기 회로 등이 필요
하지만, 이들은 당업자에게는 주지되어 있고 또한 본 발명의 요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 명세서 중
에서는 생략하고 있다.

B. PC(100)의 소프트웨어 구성

도2에는 본 발명의 실시에 제공되는 PC(100)상의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BIOS 층

최하층의 소프트웨어는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다.

BIOS는 시스템(100)중의 각 하드웨어(비디오 콘트롤러(17)나 키보드(29), HDD(21), FDC(26) 등)를 제어하
기 위한 기본 동작 명령을 모은 프로그램 군이고, 상위의 프로그램(운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 : 후
술)으로부터의 호출을 받아 실제의 하드웨어 조작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 BIOS는 시스템(100)이 기
동한 때에 실행하는 부트 스트랩 루틴이나 버스(16/22)상에 발생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루틴도 포
함하고 있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른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에서 실제로 CPU(11)  칩을 하드웨어 조작하기 위한 APM 
BIOS(전술)도 이 층에 존재한다.

OS(운  시스템) 층 :

OS는 시스템(100)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총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이다. 예를 들
어, OS/2("OS/2"는 미국 IBM사의 상표)나 Windows("Windows"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표)가 이에 해
당한다.

OS는 HDD(21) 등의 기억 장치에 격납하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파일 관리자」, CPU(11)의 태스크 실행
의 순서나 우선 순위를 관리하기 위한 「스케쥴러」, 메모리 역의 할당을 관리하기 위한 「메모리 관리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윈도우 표시나 마우스 조작 등의 처리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시
스템 호출과 시스템 명령)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하드웨어 조작용 소프트웨어 중 나중에 추가되는 유형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OS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싶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일례는 LCD(19)등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드
라이버이다. 또한, APM BIOS를 호출하는 AMP 드라이버(전술)도 이 층에 존재한다.

AP(Application Program) 층 :

최상위층은 AP이다. 워드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표계산, 통신 등의 각 프로그램이 AP에 해당한다. 각 
AP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HDD(21)이나 FDD(27)등의 보조 기억 장치로부터 메인 메모리(15)에 적절히 로
드된다.

또한, APM(전술)에 대응한 AP는 APM드라이버에 자신을 등록하는 코드에 의해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을 행
할 때에 APM 드라이버와의 사이에서 요구/긍정 응답의 루틴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계층적 구조 자체는 당업자에게는 이미 주지되어 있다.

C. 파워 매니지먼트 LSI의 구성

도3에는 파워 매니지먼트 LSI(PM_LSI, 50)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해당 LSI 칩(50)DMS 본 실시예
에 따른 CPU의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을 적절히 실현하기 위하여 시스템(100)내에 실장되어 있다.

도3에 도시한 바와 같이, PM_LSI(50)은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와 상태 판정부(50b)와 신호 발생부(50
c)를 포함하며, 또한 로컬 버스(16) 중의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및 콘트롤 버스를 모니터하는 것과 
함께 CPU(11)에 대해 제어 신호 STPCLK#(STPCLK#는 프로세서 버스(12) 중의 제어 신호의 하나 : 전술)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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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 :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는 로컬 버스상의 버스 사이클을 모니터(버스 스누프)하여 특정의 I/O 포트 어드
레스로의 억세스가 있었다(즉 특정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검출하면, 후속의 상태 판정부(50b)에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로컬 버스(16)가 PCI 버스인 경우, 개시 프로그램(initiator, 즉 명령 송신측)과 타겟(즉 명령 수신측)의 
사이에서 리드(read) 또는 라이트(write)의 각 트랜잭션이 행해지고 있을 때, 버스(16)상에는 도4 및 도5
의 각각에 도시한 바와 같은 타이밍 챠트에 도시되는 리드 사이클 또는 라이트 사이클이 발생한다. 이하 
각 버스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리드 사이클 :

(1) 도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드 사이클의 최초의 PCI 클럭 사이클의 기간은 어드레스/데이타 버스는 
어드레스 단계에 있고, 개시 프로그램은 억세스 목적지가 되는 I/O 포트 어드레스를 계속 송출하고 있다. 
또한, C/BE#(3 : 0)은 명령 단계에 있고, 개시 프로그램은 리드 사이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값 "10" b
를 계속 송출하고 있다. 또한, 개시 프로그램은 버스 사이클의 개시를 명시해야 하고 FRAME#을 활성(즉 
로우 상태)으로 하고 있다.

(2) 다음의 PCI 클럭 사이클에서 개시 프로그램은 FRAME#을 비활성(즉 하이 상태)으로 되돌린다. 또한, 
개시 프로그램은 자기가 준비(Ready)상태로 되면, IRDY#를 활성(즉 로우 상태)으로 한다.

(3) 이어서, 어드레스/데이타 버스는 데이터 불확정 단계로 들어간다. 또한 C/BE#(3 : 0)은 바이트 인에
이블 단계로 들어가고, 개시 프로그램은 I/O 레지스터 중의 판독 바이트 위치를 나타내는 바이트 인에이
블 값을 계속하여 송출한다. 게다가, 바이트 인에이블 값은 억세스 목적지로 되는 I/O 포트 어드레스에 
의해 정해진다. I/O 포트 어드레스와 바이트 인에이블 값과의 관계를 나타낸 테이블(일례)을 표1에 나타
내고 있다.

[표 1]

(4) 타겟은 송출된 I/O 포트 어드레스를 보아서 자신이 억세스 목적지인 것을 인식하면 DEVSEL#을 활성
(즉 로우 상태)으로 하여 응답한다.

(5) 이어서, 타겟은 자기가 준비(Ready) 상태로 되면, TRDY#를 활성(즉 로우 상태)으로 한다. 이 때, 어
드레스/데이타 버스는 이미 데이터 단계로 들어가 있고, 타겟은 소정의 I/O 포트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어
드레스/데이타 버스 상에 송출하기 시작한다.

(6) 그 후, IRDY# 및 TRDY#가 비활성(즉 하이 상태)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버스 사이클이 종료한다.

게다가, 이 리드 사이클의 동안, CPU(11)(보다 구체적으로는 BIOS)을 대신하여 명령을 발행하는 브리지 
회로(14)가 「개시 프로그램」으로 되고, 또한 직력 전송 및 병렬 전송 각각을 위한 데이터 레지스터나 
제어상태 레지스터를 물리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I/O 콘트롤러(23)가 「타겟」으로 된다.

라이트 사이클 : 

(1)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라이트 사이클의 최초의 PCI 클록 사이클의 기간은 어드레스/데이타 버스는 
어드레스 단계에 있고, 개시 프로그램은 억세스 목적지로 되는 I/O 포트 어드레스를 계속하여 송출하고 
있다. 또한, C/BE(3 : 0)은 명령 단계에 있고, 개시 프로그램은 라이트 사이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값 
"11"b를 계속 송출하고 있다. 또한, 개시 프로그램은 버스 사이클의 개시를 명시해야만 하고, FRAME#를 
활성(즉 로우 상태)으로 하고 있다.

(2) 다음의 PCI 클럭 사이클에서, 개시 프로그램은 FRAME#을 비활성(즉 하이 상태)으로 되돌린다. 또한, 
개시 프로그램은 자기가 준비(Ready) 상태로 되면, IRDY#를 활성(즉 로우 상태)으로 한다.

17-10

1019960039228



(3) 이어서, 어드레스/데이터 버스는 데이터 단계로 들어가고, 개시 프로그램은 지정한 I/O 포트 어드레
스의 데이터를 계속 송출한다. 또한, C/BE#(3 : 0)은 바이트 인에이블 단계로 들어가고, 개시 프로그램은 
I/O 레지스터 중의 기록 바이트 위치를 나타내는 바이트 인에이블 값을 계속 송출한다. 게다가, 바이트 
인에이블 값은 억세스 목적지로 되는 I/O 포트 어드레스에 의해 정해지며, 상기 표1과 같은 내용이다.

(4) 타겟은 송출된 I/O 포트 어드레스를 보아서 자신이 억세스 목적지인 것을 인식하면, DEVSEL#을 활성
(즉 로우 상태)으로 하여 응답한다.

(5) 이어서, 타겟은 자기가 준비(Ready) 상태로 되면, TRDY#를 활성(즉 로우 상태)으로 한다. 또한, 타겟
은 어드레스/데이터 버스 상에 송출되고 있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소정의 I/O 포트 어드레스에 기록한다.

(6) 그 후, IRDY# 및 TRDY#가 비활성(즉 하이 상태)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버스 사이클이 종료한다.

게다가, 이 라이트 사이클 동안 CPU(11)(보다 구체적으로는 BIOS)를 대신하여 명령을 발행하는 브리지 회
로(14)가 「개시 프로그램」이 되고, 또한 직렬 전송 및 병렬 전송 각각을 위한 데이터 레지스터나 제어/
상태 레지스터를 물리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I/O 콘트롤러(23)가 「타겟」이 된다.

도4 및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로컬 버스(16)가 PCI 버스인 경우, 32비트폭의 어드레스/데이터 버스 전
부와  콘트롤  버스  중  0∼3  비트의  C/BE(명령/버스  인에이블)#,  FRAME#,  IRDY(개시  프로그램  준비)#, 
TRDY(타겟 준비)#, 및 DEVSEL(디바이스 셀렉트)#의 동작에 의해 버스 사이클이 특정된다. 따라서,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는 이들 각 신호선 만을 스누프하면 소망의 I/O 포트 어드레스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할 수 있다. (단, PCI 버스의 규격에서는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는 다중화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말하는 특징의 I/O 포트 어드레스의 일례는 1 : 직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 및 2 : 병렬 전
송의 제어 레지스터 및 상태 레지스터의 각각에 할당된 I/O 포트이다. IBM PC/AT 호환기에서는 직렬 전송
의 데이터 포트에는 3F8h 번지(또는 2F8h 번지, 3E8h 번지, 2E8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그의 제어/상태 
레지스터에는 3F9h 번지∼3FFh 번지 (또는 2F9h 번지 내지 2FFh 번지. 3E9h 번지 내지 3EFh 번지, 2F9h번
지 내지 2FF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각각 할당되어 있다. 또한, 다른 예는 1 : 병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 
및 2 : 병렬 전송의 제어 레지스터 및 상태 레지스터의 각각에 할당된 I/O 포트이다. IBM PC/AT 호환기에
서는 병렬 전송의 데이터 포트에는 3BCh 번지(또는 378h 번지, 278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제어/상태 레
지스터에는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또는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 279h 번지 내지 27Fh 번지 중 어
느 하나)가 각각 할당되어 있다. 직렬 포트(24)나 병렬 포트(25) 등의 통신 포트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행할 때(또는 통신용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하고 있는 동안)는 그의 데이터 포트나 제어/상태 레지스터로
의 억세스(리드 및 라이트의 쌍방을 포함)가 발생한다(전술함).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가 이들 특정의 
I/O 포트에 억세스하는 버스 사이클을 검출해야 하는 의의 및 그의 효과에 대해서는 후술의 설명에서 분
명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특정의 I/O 포트로의 억세스 사이클을 검출하기 위한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가 하드
웨어 회로로서 실장 가능하다는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2. 상태 판정부(50b) :

전술한 바와 같이, 상태 판정부(50b)는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로부터의 통지 내용에 따라 현재 CPU(1
1)의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즉 CPU(11)가 허용할 수 있는 최저한의 성능)를 판
정하도록 되어 있다.

천이 조건 :

CPU(11)의 상태를 천이시켜야 하는 사정은 이하와 같다.

1 : 통신 포트의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

CPU(11)의 활동에 향을 미치는 사정의 하나는 통신 포트의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 사이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억세스 사이클이 소정 시간(T1)이상 발생하지 않은 사정(천이 사정 Tr1)과, 해당 억
세스 사이클이 발생한 사정(천이 사정 Tr3)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신 포트라는 것은 직렬 포트(24)나 
병렬 포트(25)이다. IBM PC/AT 호환기에서는, I/O 포트의 3F8h 번지(또는 2F8h 번지, 3E8h 번지, 2E8h 번
지 중 어느 하나) 및 3BCh 번지(또는 378h 번지, 278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각 포트(24, 25)의 데이터 
포트에 할당되어 있다.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는 통신 포트를 통해 데이터 전송 중에 빈번히 발생한다
(전술함).

2 : 통신 포트의 제어/상태 포트로의 억세스

또한, CPU(11)의 활동에 향을 미치는 사정은 통신 포트의 제어/상태 레지스터로의 억세스 사이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억세스 사이클이 소정 시간(T2)이상 발생하지 않은 사정(천이 사정 Tr2)과, 해
당 억세스 사이클이 발생한 사정(천이 사정 Tr4)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신 포트라는 것은 직렬 포트
(24)나 병렬 포트(25)이다. IBM PC/AT 호환기에서는, I/O 포트 3F9h 번지 내지 3FFh 번지(또는 2F9h 번지 
내지 2FFh 번지, 3E9h 번지 내지 3EFh 번지, 2F9h 번지 내지 2EF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직렬 포트(24)의 
제어/상태 레지스터에 할당되고, 또한 I/O 포트의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또는 379h 번지 내지 37Fh, 
279h 번지 내지 27Fh 번지 중 어느 하나)가 병렬 포트(25)의 제어/상태 레지스터에 할당되어 있다. 제어/
상태 레지스터로의 억세스는 통신 포트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전(즉 통신 응용 프로그램의 기동 
시)이나 데이터 전송 후의 종료 처리의 사이에 발생한다(전술함).

상태 판정부(50b)의 동작 특성 :

상태 판정부(50b)는 상기한 각 천이 조건 Tr1∼Tr4를 검출함으로써,  CPU(11)이 허용할 수 있는 최저한의 
성능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천이 조건 Tr3 및 Tr4는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로부터의 통지
에 의해 검출할 수 있다(전술). 또한, 천이 조건 및 Tr1 및 Tr2에 대해서는,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에
서 Tr3 또는 Tr4 각각의 통지를 받고 나서의 경과 시간을 자신이 가지는 워치 오프 타이머 기능(도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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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사용하여 시간을 계수함으로써 검출 가능하다. 게다가, 계수 시간은 예를 들면 본 발명자들의 경험
칙에 의하면 T1 = 1 sec, T2 = 5 sec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도 6에는, 상태 판정부(50b)에 의한 판정 내용을 상태 천이도의 형태로 도시하고 있다. 이하, 각 상태 및 
상태를 천이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상태 0 :

상태 0이라는 것은 CPU(11)를 고속 클럭 속도하에서 풀 가동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특허 청구의 범위」
의 항의 어구에 따르면 「통상 모드」에 해당한다.

상태 0에서 천이 조건 Tr1이 검출되면, 상태 1로 천이한다.

또한, 상태 0에서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로부터 다른 버스 사이클이 검출되어도 상태 0으로 복귀할 뿐
이다.

상태 1 : 

상태 1이라고 하는 것은 CPU(11)의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성능을 어느 
정도 저하시킨 상태라는 것은 「특허 청구의 범위」의 항의 어구에 따르면 「절전 모드」에 해당한다. 절
전 모드는 CPU(11)의 저속 클럭 모드이어도 좋다. 게다가, 성능 저하 가능한 정도라는 것은 턴 어라운드 
타임이나 처리 능력을 열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것이다.

상태 0에서 천이 조건 Tr1이 검출되면, 상태 1로 천이한다(상술). 통신 포트의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 
사이클이 소정 시간 T1(= 1 sec)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100)은 데이터 전송 기간 중에는 없
고, 통신 포트(24, 25)에 관한 활동은 초기 설정 단계 또는 종료 처리 단계의 경우 이하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초기 설정 또는 종료 처리에 필요한 정도까지 CPU(11)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태 1로 천이시킨다.

또한, 상태 1에서 천이 조건 Tr3이 검출되면, 상태 0으로 복귀한다. 통신 포트의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 
사이클이 발생하 다는 것은 시스템(100)이 데이터 전송 단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전송 기간 
중은 전송 데이터를 지체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11)를 풀 가동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금지해야 하는 상태 0으로 복귀시킨다.

또한, 상태 1에서 천이 조건 Tr2가 검출되면, 또다시 상태 2로 천이한다.

또한, 상태 1에서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로부터 다른 버스 사이클이 통지되어도 상태 1로 복귀할 뿐이
다.

상태 2 : 

상태 2라고 하는 것은 CPU(11)의 동작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CPU(11)의 완전 정지 
상태라는 것은 「특허 청구의 범위」의 항의 어구에 따르면 「정지 모드」에 해당한다. 정지 모드는 클럭 
제어 회로(60)를 활동화시키고 CPU(11)로의 입력 클럭을 차단한 정지 클럭 모드이어도 좋다.

상태 1에서 천이 조건 Tr2가 검출되면, 또다시 상태 2로 천이한다(상술). 통신 포트의 제어/상태 레지스
터로의 억세스 사이클이 소정 시간 T2(= 5 sec)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신 포트(24, 25)에 관한 
활동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왜냐하면  제어값의  설정·해제나  상태  리드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CPU(11)을 완전 정지시킨 후에 통상 모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1 msec 정도)를 필요로 
하지만, 초기 설정 단계(상태 1)를 경과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 단계(상태 0)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래서, 천이 조건 Tr2를 만족시키면 CPU(11)의 동작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태 2에서 천이 조건 Tr4가 검출되면, 상태 1로 복귀한다. 통신 포트의 제어/상태 레지스터로의 
억세스 사이클이 다시 발생하 다는 것은 시스템(100)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초기 설정 단계에 들어갔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초기 설정에 필요한 정도의 성능까지 CPU(11)를 재가동시켜야 하고 상태 1로 
복귀시킨다.

또한, 상태 2에서 버스 사이클 검출부(50a)로부터 다른 버스 사이클이 통지되어도 상태 2를 복귀할 뿐이
다.

상태 판정부(50b)가 이들 특정의 I/O 포트에 억세스에 응답하여 도6과 같은 상태 판정을 행해야 하는 의
의 및 그의 효과에 대해서는 후술의 설명으로 명확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 천이도에 근거하여 구동하는 상태 판정부(50b)가 하드웨어 회로로
서 실장 가능하다는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3. 신호 발생부(50c) :

신호 발생부(50c)는 소정 간격으로 STPCLK#의 로우/하이 레벨을 쓰로틀링함으로써 CPU(11)의 동작 클럭을 
솎아 내어 저속 클럭 모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CPU(11)의 동작 클럭을 솎아 내는 정도는 통신 포트(24,25)의 초기 설정이나 종료 처리를 지장없이 행하
고, 동시에 턴 어라운드 타임이나 처리 능력을 열화시키지 않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133MHz에서 구동하
는 CPU이라면 4 분의 1 또는 8 분의 1의 동작 클럭을 솎아낼 수 있다. 이것은 저속 클럭 모드에서의 CPU
의 소비 전력을 통상 모드의 약 4 분의 1 또는 8 분의 1까지 저감시킬 수 있는 것과 같다.

APM 드라이버는 CPU(11)의 휴지 상태가 검출하면, APM BIOS를 호출한다(전술), 본 실시예의 APM BIOS는 
신호 발생부(50c)를 하드웨어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APM BIOS는 자신이 호출된 때에 상태 판
정부(50b)가 상태 1에 있으면, 신호 발생부(50c)를 활동화하여 CPU(11)를 저속 클럭 모드로 한다. 이 기
간은 통신 포트(24, 25)의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CPU(11)의 성능 저하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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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PU 칩(11)의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

전항까지에서 본 발명을 구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설명하 다. 본 항에
서는 도7을 참조하면서 상기 시스템(100)의 동작과 함께 본 발명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통신 응용 프로그램 기동 기간의 각 단계 : 

도 7(a)에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 기동 중의 시스템(100)의 상태를 더욱 세분화하여 도시하고 있다. 동도
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신 응용 프로그램 기동 기간은 초기 설정 단계, 데이터 전송 단계, 종료 처리 
단계의 각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설정 단계에서는 보 레이트, IRQ 레벨, FIFO 등의 제어값을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제어 레지스터
에 기입하거나 상태 레지스터에 억세스하여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상태 인식 등의 트랜잭션이 행해진
다. 이 때문에, 이 단계 기간 중은 제어/상태 레지스터에 할당되어 있는 I/O 포트(직렬 전송이면 3F9h 번
지∼3FFh 번지, 2F9h 번지 내지 2FFh 번지, 3E9h 번지 내지 3EFh 번지, 2F9h번지 내지 2EFh 번지 중 어느 
하나이고, 병렬 전송이면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 279h 번지 내지 27Fh 번
지 중 어느 하나임)로의 억세스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초기 설정 단계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실제로 개시되기까지의 대기 시간도 포함된다.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는 전송 데이터의 입출력이 실제로 행해지고, 이 때문에 이 단계 기간 중은 통신 포
트(24 또는 25)의 데이터 포트(직렬 전송이면 3F8h 번지, 2F8h 번지, 3E8h 번지, 2E8h 번지 중 어느 하나
이고, 병렬 전송이면 3BCh 번지, 378h 번지, 278h 번지 중 어느 하나임)로의 억세스가 빈번히 발생한다.

종료 처리 단계에서는, 초기 설정시에 설정하여 둔 IRQ 레벨의 해제나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상태 확
인 등의 트랜잭션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이 단계 기간 중은 제어/상태 레지스터에 할당되어 있는 I/O 
포트(직렬 전송이면 3F9h 번지∼3FFh 번지, 2F9h 번지 내지 2FFh 번지, 3E9h 번지 내지 3EFh 번지, 2F9h
번지 내지 2EFh 번지 중 어느 하나이고, 병렬 전송이면 3BDh 번지 내지 3BFh 번지, 379h 번지 내지 37Fh 
번지, 279h 번지 내지 27Fh 번지 중 어느 하나임)로의 억세스가 비교적 빈번히 발생한다.

게다가, 본 발명자들의 경험칙에 의하면, 

(1)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가 소정 시간 T1(= 1 sec)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100)이 데이터 전송 단계에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2)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제어/상태 레지스터로의 억세스가 소정 시간 T2(= 5 sec)이상 발생하지 않
은 것은 시스템(100)이 종료 처리를 마쳤거나 또는 아직 초기 설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3) 초기 설정 단계를 경과하지 않고 돌연 데이터 전송 단계로 돌입하는 일은 없다고 판단된다.

각 단계에서의 CPU(11)의 상태 : 

도 7b 도에는 각 단계에서의 상태 판정부(50b)의 판정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 포트(24 또는 25)에 관련하는 어느 I/O 포트에도 억세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통신 포트(24 또는 25)
의 활동이라는 관점에서는 CPU(11)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상태 판정부(50b)는 
CPU(11)의 정지 클럭을 허가하는 취지를 명시하기 위해 상태 2에 있다.

이어서, 초기 설정 단계에 돌입하면,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제어/상태 레지스터로의 억세스 사이클(즉 
천이 조건 Tr4)이 발생한다. 이 기간 중은 제어값의 설정이나 상태 확인을 지장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CPU(11)은  적어도 저속 클럭 모드 이상의 성능으로 가동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상태 판정부(50b)는 
CPU(11)의 저속 클럭을 허가하지만 정지 클럭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상태 1로 천이한다. 초기 
설정 단계는 데이터 전송 단계로의 돌입이 예상되는 기간에도 있다.

이어서, 데이터 전송 단계에 돌입하면,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 사이클(즉 천이 
조건 Tr3)이 발생한다. 이 기간 중은 비교적 고속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지체없이(즉 상실하는 일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11)은 통상 모드 하에서 풀 가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상태 판정부
(50b)는 CPU(11)의 성능 저하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상태 0으로 천이한다. 상태 1 즉 저속 클럭 
모드부터라면 CPU(11)은 거의 지연 시간 없이 통상 모드로 복귀할 수 있다.

이어서, 종료 처리 단계에 돌입하면,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데이터 포트로의 억세스 사이클이 소정 시
간 T1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천이 조건 Tr1이 발생한다. 이 기간 중은 IRQ 레벨의 해제나 상태 확인
을 실행할 뿐이고, CPU(11)은 풀 가동할 필요없이 저속 클럭 모드로 좋다. 이 때문에, 상태 판정부(50b)
는 CPU(11)의 저속 클럭을 허가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상태 1로 다시 천이한다.

다음에, 종료 처리 단계를 벗어나면, 통신 포트(24 또는 25)의 제어/상태 레지스터로의 억세스 사이클이 
소정 시간 T2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천이 조건 Tr2가 발생한다. 이 기간 중은 통신 포트(24 또는 2
5)의  활동의  관점에서는  CPU(11)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상태  판정부(50b)는 
CPU(11)의 정지 클럭을 허가하는 취지를 명시하기 위해 상태 2로 다시 천이한다.

CPU(11)의 활동 :

도 7(c)에는 설명의 편의상 CPU(11)의 활동을 예시하고 있다. 게다가, CPU(11)의 활동은 스케쥴러의 대기 
행렬 중에 유효한 태스크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APM 드라이버가 검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전술). 동도면에
서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 기동 전, 초기 설정 단계, 데이터 전송 단계, 종료 처리 단계, 통신 응용 프로
그램 종료 후의 각 기간 중에, 각각 CPU 휴지 I1, I2, I3, I4, I5가 검출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 7(b)에는 이 경우에 CPU의 활동이 검출된 경우에 실행되는 CPU의 파워 매니지먼트 동작을 도시하고 있
다.

CPU 휴지 I1이 검출된 때, 상태 판정부(50b)는 상태 2에 있고, CPU(11)의 완전 정지가 허가되어 있다. 따
라서, I1을 검출한 APM 드라이버는 APM BIOS를 호출할 수 있다. 그리고, APM BIOS는 클럭 제어 회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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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동화함으로써 CPU(11)를 정지 클럭 모드로 한다.

또한, CPU 휴지 I2가 검출된 때, 상태 판정부(50b)는 상태 1에 있고, CPU(11)의 완전 정지는 금지되지만 
성능 저하는 허가되어 있다. 따라서, I2를 검출한 APM 드라이버는 APM BIOS를 호출할 수 있다. 그리고, 
APM BIOS는 클럭 제어 회로(60)를 비활동화함과 동시에 신호 발생부(50c)를 활동화함으로써 CPU(11)를 저
속 클럭 모드로 한다. 이 때, 시스템은 이미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 중이지만, 본 발명에 의하면 
CPU(11)을 저속 클럭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CPU 휴지 I3이 검출된 때, 상태 판정부(50b)는 상태 2에 있고,  CPU(11)의 성능 저하조차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I3을 검출한 APM 드라이버는 APM BIOS를 호출할 수 없고 CPU(11)는 통상 모드를 유지한다.

또한, CPU 휴지 I4가 검출된 때, 상태 판정부(50b)는 상태 1에 있고, CPU(11)의 완전 정지는 금지되지만 
성능 저하는 허가되어 있다. 따라서, I4를 검출한 APM 드라이버는 APM BIOS를 호출할 수 있다. 그리고, 
APM BIOS는 신호 발생부(50c)를 활동화함으로써 CPU(11)를 저속 클럭 모드로 한다. 이 때 시스템은 아직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 중이지만, 본 발명에 의하면 CPU(11)를 저속 클럭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유
의하기 바란다.

CPU 휴지 I5를 검출된 때, 상태 판정부(50b)는 상태 2에 있고, CPU(11)의 완전 정지가 허가되어 있다. 따
라서, I5를 검출한 APM 드라이버는 APM BIOS를 호출할 수 있다. 그리고, APM BIOS는 클럭 제어 회로(60)
를 활동화함으로써 CPU(11)를 정지 클럭 모드로 한다.

E. 추가 보충

이상, 특정의 실시예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본 발명의 요지를 일
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업자가 당해 실시예의 수정이나 대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예를 들
어, 팩시밀리 기기, 이동 무선 단말기나 코드레스 전화기, 전자 수첩, 비디오 카메라 등의 각종 코드레스 
기기, 워드 프로세서 등과 같은 각종 전기·전자 기기에 대해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 중에서는 직렬 전송 및 병렬 전송시에서의 CPU의 파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다
른 기기와의 통신이 이들 이외의 형태에 의한 경우(예를 들어, 적외선(IR) 통신과 같은 무선 통신을 행하
는 경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예시라는 형태로 본 발명을 개시하고 있지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요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를 참작해야만 한다.

게다가, 본 명세서 중에 기술된 I/O 포트 어드레스나 IRQ 레벨의 예약 내용은 IBM PC/AT 시리즈의 호환기
의 표준에 근거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터 처리의 중핵을 담당하는 프로세서(CPU)의 동작 주파수
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킴으로써 소비 전력을 저감시키는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갖는 유형의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파워 매니지먼트 효과와 시스템의 보전성이라는 쌍방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CPU의 동작 주파수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CPU의 가동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타이밍에서 CPU의 동작 
주파수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통신 포트(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를 통해 다른 독립한 기기(다른 PC)와의 사이
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고 있는 동안(또는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 중), 적절한 타이밍에서 CPU의 동
작 주파수를 저하 또는 완전 정지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PU와 독립된 장치 간의 통신 레벨에 따라 CPU의 동작 모드를 선택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어서, (a) 적어도 통상 모드, 상기 통상 모드보다 소비 전력이 낮은 절전 모드, 및 CPU의 동
작이 본질적으로 정지되는 정지 모드에서 동작하는 CPU; (b) 1 이상의 주변기기; (c) 상기 CPU의 상기 주
변 기기 사이를 접속시키는 버스; (d) 상기 버스에 유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독립된 장치로의 접속을 지
원하는 1 이상의 통신 포트; (e) 상기 통신 포트들 각각으로부터 소정의 데이터 및 제어/상태 정보를 수
신하는 포트와 연관된 기억 장소들을 포함하는 기억 장치; (f) 상기 포트에 연관된 기억 장소들에 대한 
억세스를 검출하도록 유기적으로 접속된 버스 사이클 검출기; 및 (g) 상기 CPU에 접속되고, 상기 버스 사
이클 검출기에 응답하여 상기 포트에 연관된 기억 장소들에 발생하는 억세스에 기초하여 상기 CPU의 모드
를 설정함으로써 상기 CPU가 통신 포트 활동을 고려하여 상기 통상 모드, 상기 절전 모드 또는 상기 정지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판정기를 포함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판정기는 포트에 대한 제어/상태 기억장소에의 억세스에 응답하여 정지 모드
에서 절전 모드로의 천이를 유발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판정기는 포트에 대한 데이터 기억 장소에의 억세스에 응답하여 절전 모드에
서 통상 모드로의 천이를 유발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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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판정기는 포트에 대한 데이터 기억 장소에의 억세스로부터 선정된 제1시간 간
격 후에 통상 모드에서 절전 모드로의 천이를 유발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판정기는 포트에 대한 제어/상태 기억장소에의 억세스로부터 선정된 제2시간 
간격 후에 절전 모드에서 정지 모드로의 천이를 유발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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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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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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