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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여러 전원 관리 상태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전원 공급 제어 회로 및 그의 제어 방법

요약

여러 전원 관리 상태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원 관리 제어 회로는 ACPI에 따른 전원 관리를 수행하는 전원 관리 제어

부와 상기 전원 관리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로 메인 전원 또는 대기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칭 회로를 구비한

다. 전원 관리 제어부는 시스템이 S5 상태(소프트 오프 상태)로 전환되면 시스템 메모리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불필

요한 전원 소비를 방지함과 아울러 메인보드에 탑재된 시스템 메모리를 착탈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스템 메모리 및 그 주변

회로들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원 공급 제어 회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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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스위칭 회로의 상세 회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전원 공급부 20: 시스템 메모리

30: 전원 관리 제어부 40: 전원 버튼 스위치

50: 스위칭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전원 공급 제어 회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전원 관리 상태

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전원 공급 제어 회로 및 그의 파워 오프 상태에서 시스템 메모리로 공

급되는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시키는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전원 소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산업계

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원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IBM 호환 기종의 컴퓨터에 대부분

APM(Advanced Power Management) 기능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의 불필요한 컴퓨터 시스템

의 전원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컴퓨터 시스템은 파워 온 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BIOS에 의한 부팅에서 운영 시스템에 의한 부팅까

지의 과정을 거처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및 이에 탑재되는 운영 시스템 및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서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

보다 향상된 전원 관리 및 보다 빠른 컴퓨터 사용을 위해 인텔사(Intel Corporation),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

Corporation), 도시바사(Toshiba Corporation)는 1996년 12월 22일 "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Specification Revision 1.0"을 발표하였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에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ACPI는 보다 향상된 전원 관리 및 보다 빠르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ACPI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 상태는 크게 6단계의 슬리핑 상태(sleeping state) S0 ~ S5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S0 상태는 정규 상태를, S1 ~ S4 상태는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소비가 단계적 감소된 상태를, S5 상태는 시스템의

모든 전원이 차단된 상태를 말한다. 특별히, S5 상태는 소프트 오프(soft off) 상태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전원 관리 기능

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공급 장치는 메인 전원(main power)과 대기 전원(standby power)으로 분리된 전원 공급

구조를 갖는 ATX 규격(ATX specification)을 지원한다. ATX 규격을 지원하는 전원 공급 장치는 외부 전원이 인가되는

상태에서는 항상 대기 전원을 출력한다. 이 대기 전원은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 컨트롤러(power management

controller)로 공급된다.

특별히, ACPI의 S3 상태는 컴퓨터 시스템의 빠른 재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 상태에서는 휘발성 메모리(volatile memory)

로 구성되는 시스템 메모리와 전원 관리 컨트롤러를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들로의 전원 공급은 중지된

다. 시스템이 S3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을 '서스팬드_투_램(suspend_to_ram)'이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 메모리에

시스템 콘텍스트(system context)가 저장된다. 시스템이 S3 상태에서 정규 상태로 전환되는 리쥼(resume) 동작에서는

일반적인 부팅 과정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빠르게 시스템의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ACPI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일명 소프트 스위치(soft switch)라고 하는 전원 스위치를 구비한다. 이 소프트 스위치

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S3 상태와 S5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 스위치를 일정 시간 이내로 입력하는 경

우에는 시스템 상태가 S3 상태로 전환되며, 일정 시간 이상 입력하게 되는 경우 시스템 상태가 S5 상태로 전환된다. 이러

한 ACPI 기능을 활성/비활성 설정하는 것은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의 CMOS 셋업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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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과 같은 ACPI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스템 메모리는 S3 상태와 S5 상태의 구분 없이 전원 공급 장

치로부터 대기 전원을 공급받는다. 그러나 S5 상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파워 오프된 상태와 동일하므로 사용자가 이

상태에서 메인보드(main board)에 탑재된 시스템 메모리를 교체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스템 메모리에 전원이 공

급되고 있어 시스템 메모리나 그 주변 회로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S5 상태에서 시스템 메모리로 공급되는 전원

은 불필요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ACPI를 지원하는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

가 S5 상태(소프트 오프 상태)에서 시스템 메모리 제공되는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하는 전원 공급 제어 회로 및 그 제어 방

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정규 상태와 슬립 상태 및 파워 오프 상태를

포함하는 다수의 전원 관리 상태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전원 공급 회로는: 메인 전원과 대기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 상기 대기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하고, 상기 정규 상태에서 상기 전원 공급부가 메인 전원을 출력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다수의 전원 관리 상태에 따라 다수개의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를 출력하는 전원 관리 제어부 및; 상기 메인 전원과

상기 대기 전원을 입력받고,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정규 상태를 표시할 때 상기 메인 전원을 휘발성의 시스템

메모리로 제공하고,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슬립 상태를 표시할 때 상기 대기 전원을 상기 시스템 메모리로 제

공하며 그리고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파워 오프 상태를 표시할 때 상기 시스템 메모리로 대기 전원이 공급되

는 것을 차단하는 스위칭 회로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슬립 상태는 시스템 콘텍스트가 상기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되어 유지된다.

이 실시예예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대기 전원과 상기 시스템 메모리간에 구성된 제1 스위치; 상기 메인 전원과

상기 시스템 메모리간에 구성된 제2 스위치;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

기 정규 상태를 표시할 때 상기 제2 스위치를 온 시키고,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슬립 상태를 표시할 때 상기

제1 스위치를 온 시키며 그리고,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파워 오프 상태를 표시할 때 상기 제1 및 제2 스위치

를 오프 시키는 스위치 구동부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대기 전원과 상기 제1 스위치 사이에 구성되는 레귤레이터를 포함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전원 관리 제어 회로는 ACPI에 따른 전원 관리를 수행하는 전원 관리 제어부와 상기 전원 관리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로 메인 전원 또는 대기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칭 회로를 구비한다. 전원 관리 제어부는 시스템

이 S5 상태(소프트 오프 상태)로 전환되면 시스템 메모리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전원 소비를 방지함과 아

울러 메인보드에 탑재된 시스템 메모리를 착탈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스템 메모리 및 그 주변 회로들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

한다.

도 1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공급 제어 회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가 도

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공급부(10)는 ATX 규격(ATX specification)을 지원하며 외부 상용 교류 전원을

입력받고 ± 5V, ±12V, 3.3V의 메인 전원과 5V 대기 전원을 출력한다. 전원 공급부(10)는 외부 상용 교류 전원이 공급되

는 동안에는 대기 전원을 항상 출력하며, 하이 레벨의 파워 온 신호(PW_ON) 신호가 입력되면 메인 전원을 출력한다. 그리

고 3.3V와 5V 출력이 하한전압 한계치(undervoltage threshold) 이상일 때 하이 레벨의 파워 굳 신호(PW_OK)를 출력한

다. 여기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원 공급부(10)가 휴대용 컴퓨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AC 어댑터 또는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제공받아 상기와 같이 메인 전원 및 대기 전원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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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관리 제어부(30)는 전원 공급부(10)에서 제공되는 대기 전원(P5V_SB)을 제공받아 동작한다. 그러므로 전원 공급부

(10)가 외부 상용 전원을 공급받는 동안에는 전원 관리 제어부(30)는 대기 전원(P5V_SB)을 공급받아 항상 동작하게 된다.

전원 관리 제어부(30)는 인텔사에서 제조된 ACPI를 지원하는 PIIX4 칩셋에 내장된 시스템 전원 관리 로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ACPI를 지원하는 전원 관리 제어부(30)는 전원 버튼 스위치(40)의 입력, 다양한 리쥼 이벤트

및 시스템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시스템의 전원 공급을 제어한다.

시스템을 정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전원 버튼 스위치(40)의 입력 또는 리쥼 이벤트가 발생되면, 전원 관리 제어부(30)는

전원 공급부(10)로 하이 레벨의 파워 온 신호(PW_ON)를 입력한다. 전원 공급부(10)는 하이 레벨의 파워 온 신호(PW_

ON)의 입력에 응답해서 메인 전원을 출력하고, 3.3V와 5V 출력이 하한전압 한계치 이상일 때 하이 레벨의 파워 굳 신호

(PW_OK)를 출력한다. 시스템을 S3 상태 또는 S5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전원 버튼 스위치(40)의 입력이나 또는 S3 상태

또는 S5 상태로 전환케 되는 시스템 상태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 전원 관리 제어부(30)는 로우 레벨의 파워 온 신호(PW_

ON)를 전원 공급부(10)로 출력함과 아울러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들 S3#와 S5#을 출력한다.

전원 공급부(10)와 시스템 메모리(20) 사이에 본 발명의 스위칭 회로(50)가 구성된다. 스위칭 회로(50)는 전원 공급부(10)

로부터 3.3V 메인 전원(P3.3V)과 5V 대기 전원(P5V_SB)을 공급받아 시스템 메모리(20)에 적합한 3.3V 이중 전원

(P3.3V_DUAL)을 공급한다. 이후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시스템이 S3 상태일 때 스위칭 회로(50)는 5V 대기 전원(P5V_

SB)을 레귤레이터(미도시)를 통해 3.3V로 변환하여 시스템 메모리(20)로 제공하며, 시스템이 정규 상태로 동작할 때는

3.3V 메인 전원(P3.3V)을 시스템 메모리(20)로 제공한다. 그리고 시스템이 소프트 오프 상태인 S5 상태에서는 시스템 메

모리(20)로 공급되는 3.3V 이중 전원(P3.3V_DUAL)을 차한다. 이와 같은 스위칭 회로(50)의 전원 관리 제어부(30)로부

터 제공되는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들 S3#와 S5#에 의해 제어된다.

도 2는 도 1의 스위칭 회로의 상세 회로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스위칭 회로(50)는 레귤레이터(51), 제1 스위

치(53), 제1 스위치 구동부(55), 제2 스위치(57) 및 제2 스위치 구동부(59)로 구성된다.

레귤레이터(51)의 입력단과 접지 전압(GND)의 사이에 커패시터 C51, C52가 접속되고, 출력단과 접지 전압(GND) 사이에

커패시터 C53, C54가 접속된다. 레귤레이터(51)는 전원 공급부(10)로부터 제공되는 5V 대기 전원(P5V_SB)을 받아들여

3.3V 대기 전원(P3.3V_SB)을 출력한다. 제1 스위치(53)는 레귤레이터(51)와 시스템 메모리(20) 사이에 연결되며 제1 스

위치 구동부(55)에 의해 온/오프 제어된다. 이 실시예에서 제1 스위치(53)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effect

transistor)(FET51)로 구성된다. 제1 스위치(53)가 온 되면 레귤레이터(51)로부터 제공되는 3.3V 대기 전원(P3.3V_SB)

이 시스템 메모리(20)로 공급된다. 제2 스위치(57)는 전원 공급부(10)와 시스템 메모리(20) 사이에 연결되며 제2 스위치

구동부(59)에 의해 온/오프 제어된다. 이 실시예에서 제2 스위치(57)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54)로 구성된다. 제2 스

위치(57)가 온 되면 전원 공급부(10)에서 제공되는 3.3V 메인 전원(P3.3V)이 시스템 메모리(20)로 제공된다.

제1 스위치 구동부(55)는 제1 및 제2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52, FET53)와 제1 및 제2 저항(R51, R52)으로 구성된

다. 제1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52)의 드레인은 제1 스위치(53)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51)의 게이트에 접속되

고 그리고 제1 저항(R51)을 통해 5V 대기 전원(P5V_SB)에 접속된다. 제1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52)의 소오스는 접

지 전압(GND)에 접속되고 게이트는 제2 저항(R52)을 통해 전원 관리 제어부(30)의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 S3#에 접속된

다. 제2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53)의 드레인은 제1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52)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소오스는 접

지 전압(GND)에 접속되며 그리고 게이트는 전원 관리 제어부(30)의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 S5#에 접속된다.

제2 스위치 구동부(59)는 논리 회로(58)와 제1 내지 제3 저항들(R53, R54, R55) 그리고 트랜지스터(Q51)로 구성된다. 트

랜지스터(Q51)의 콜렉터는 제2 스위치(57)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54)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그리고 제1 저항(R51)

을 통해 12V 메인 전원(P12V)에 접속된다. 트랜지스터(Q51)의 에미터는 접지 전압(GND)에 접속되고 베이스는 제2 저항

(R52)을 통해 논리 회로(58)의 출력 단자에 접속된다. 논리 회로(58)는 NAND 회로로 구성되며, 전원 관리 제어부(30)의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 S3#와 전원 공급부(10)의 파워 굳 신호(PW_OK)를 받아들여 NAND 연산 결과를 출력한다. 논리

회로(58)의 출력은 제2 저항(R52)을 통해 트랜지스터(Q51)의 베이스에 접속되고, 제3 저항(R53)을 통해 5V 대기 전원

(P5V_SB)에 접속된다.

컴퓨터 시스템이 정규 상태, S3 상태 및, S5 상태일 때 전원 관리 제어부(30)가 출력하는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 S3#와

S5#의 상관 관계는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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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상태  정규 상태  S3 상태  S5 상태

 S3#  1  0  0

 S5#  1  1  0

상기 표 1을 참조하여, 시스템이 정규 상태일 때,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 S3#와 S5#가 각각 로우 레벨을 갖게되어 제1 스

위치 구동부(55)는 제1 스위치(53)를 오프 시킨다. 여기서, 파워 굳 신호(PW_OK)가 하이 레벨을 갖게 되면 제2 스위치 구

동부(59)는 제2 스위치(57)를 온 시킨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정규 상태 일 때 시스템 메모리(20)는 3.3V 메인 전원

(P3.3V)을 공급받는다. 시스템이 S3 상태 일 때,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 S3#는 로우 레벨을 갖고, S5#는 하이 레벨을 갖게

되므로 제1 스위치 구동부(55)는 제1 스위치(53)를 온 시키고, 제2 스위치 구동부(59)는 제2 스위치(57)를 오프 시킨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S3 상태 일 때 시스템 메모리(20)는 3.3V 대기 전원(P3.3V_SB)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시스템이 S5

상태 일 때,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 S3#와 S5# 신호는 각각 로우 레벨을 갖게 되어 제1 스위치 구동부(55)는 제1 스위치

(53)를 오프 시키고, 제2 스위치 구동부(59)는 제2 스위치(57)를 오프 시킨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S5 상태 일 때 시스템 메

모리(20)로 공급되는 이중 전원(P3.3V_DUAL)은 모두 차단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한 설명 및 도면에 따라 도시하였지만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ACPI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스템 상태가 S5 상태일 때 시스템 메모리로 공급되

는 대기 전원을 차단하여 메인보드로부터 시스템 메모리를 착탈하는 경우 시스템 메모리나 그 주변 회로들이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S5 상태에서 시스템 메모리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므로 불필요한 전원 소비를 막을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규 상태, 슬립 상태 및 파워 오프 상태를 포함하는 다수의 전원 관리 상태들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전원 공급 제

어 회로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메인 전원과 대기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와;

상기 전원 공급부로부터 상기 대기 전원을 받아서 동작하고, 상기 정규 상태에서 상기 메인 전원을 공급하도록 상기 전원

공급부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며, 상기 다수의 전원 관리 상태들 각각에 따라 다수의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전원 관리 제어부 및;

상기 전원 관리 제어부와 연결되어 상기 전원 공급부로부터 상기 메인 전원과 상기 대기 전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상기 다수의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들 중에 상기 전원 관리 제어부로부터 받아들인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정

규 상태 및 상기 전원 공급부로부터 받아들인 파워 굿 신호를 표시할 때, 상기 메인 전원을 상기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로

제공하고,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슬립 상태를 표시할 때, 상기 대기 전원을 상기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로 제

공하며 그리고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파워 오프 상태를 표시할 때, 상기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로 공급되는 상

기 대기 전원을 차단하는 스위칭 회로를 포함고,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전원 공급부로부터 상기 대기 전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상기 전원 공급부와 상기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 사이에 구비되

는 제1스위치와;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S3#, S5#)를 받아들여 상기 제1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제1스위치 구

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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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원 공급부로부터 상기 메인 전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상기 전원 공급부와 상기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 사이에 구비되

는 제2스위치와;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S3#)와 상기 파워 굿 신호(PW/-OK)를 받아들어 상기 제2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선택적으

로 제어하는 제2스위치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2스위치 구동부는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정규 상태 및 상기 파워 온 신호에 대응되는 레벨일 때, 상기

제2스위치를 온 시키고; 상기 제1스위치 구동부는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슬립 상태에 대응되는 레벨일 때, 상

기 제1스위치를 온 시키며; 그리고 상기 제1및 제2스위치 구동부는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파워 오프 상태에

대응되는 레벨일 때, 상기 제1및 상기 제2스위치를 각각 오프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공급제어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상태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상기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에 시스템 콘텍스트를 저장 및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제어 회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공급 제어 회로는 상기 전원 공급부와 상기 제1 스위치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대기 전원의 레벨을 조절하는 레

귤레이터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제어 회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대기 전원의 레벨을 조절하는 상기 레귤레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제어

회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대기 전원의 레벨을 조절하는 하나의 레귤레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제어

회로.

청구항 8.

등록특허 10-0603926

- 6 -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정규 상태, 슬립 상태 및 파워 오프 상태를 포함하는 다수의 전원 관리 상태들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전원 공급 제

어 회로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공급부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며, 상기 전원 공급부를 제어하기 위해 상기 전원 관리 상태들 각

각에 따라 다수의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전원 관리 제어부 및;

상기 전원 관리 제어부와 연결되어, 상기 다수의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들 중 상기 전원 관리 제어부로부터 받아들인 시스

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정상 상태에 그리고 상기 전원 공급부로부터 받아들인 파워 굿 신호에 대응되면, 상기 컴퓨터 시

스템의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로 메인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전원 관리 제어부로부터 받아들인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슬립 상태에 대응되면,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로 대기 전원을 공급하며, 그리고 상기 전원 관리

제어부로부터 받아들인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파워 오프 상태에 대응되면,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로 공급되는 상기 대기 전원을 차단하는 스위칭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대기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제1스위치와;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S3#, S5#)를 받아들여 상기 제1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제1스위치 구

동부와;

상기 메인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제2스위치 및;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S3#)와 상기 파워 굿 신호(PW_OK)를 받아들여 상기 제2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선택적으

로 제어하는 제2스위치 구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2스위치 구동부는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정규 상태 및 상기 파워 온 신호에 대응되는 레벨일 때, 상기

제2스위치를 온 시키고; 상기 제1스위치 구동부는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슬립 상태에 대응되는 레벨일 때, 상

기 제1스위치를 온 시키며;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 스위치 구동부는 상기 시스템 상태 표시 신호가 상기 파워 오프 상태에

대응되는 레벨일 때, 상기 제1 및 상기 제2 스위치를 각각 오프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공급제어회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상태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상기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에 시스템 콘텍스트를 저장 및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제어 회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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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대기 전원의 레벨을 조절하는 하나의 레귤레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제어

회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03926

- 8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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