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5

G06F 1/26

(45) 공고일자   1993년08월27일

(11) 공고번호   93-008260

(21) 출원번호 특1990-0014107 (65) 공개번호 특1991-0006824
(22) 출원일자 1990년09월07일 (43) 공개일자 1991년04월30일

(30) 우선권주장 01-254963  1989년09월29일  일본(JP)  

01-254967  1989년09월29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기가이샤 도시바    아오이 죠이치

일본국 가나가와켄 가와사키시 사이와이쿠 호리가와쵸오 72

(72) 발명자 니시카와 히로후미

일본국 도오쿄오도 오매시 스에히로쵸오 2-9 가부시기가이샤 도시바 오
매 공장내

(74) 대리인 나영환, 도두형

심사관 :    홍순우 (책자공보 제3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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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휴대용 컴퓨터를 위한 지능 전원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용 전원 제어 CPU갖는 지능 전원 시스템을 도시
한 개략도.

제 2 도는 제 1 도의 전원 제어 CPU를 도시한 도면.

제  3(a)   및  도는  3(b)  도는  전원  제어  CPU에  의해  수행되며,  파워-온시에  배터리  검사를 순서적으
로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CPU                              12, 13 : 내부 버스

14 : 수치 연산 프로세서         18 : 메모리 콘트롤러

24 : 주파수 발신기                 27 : 키보트 콘트롤러

32 : 입출력 포트                    34 : 지능 전원 시스템

308 : 통지기                         311 : 배터리 제어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인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가  용이하고  내부  배터리에  의하여  동작이 가
능한  휴대용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휴대용  컴퓨터의  전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  휴대가  용이하고  또  내부  배터리에  의하여  동작이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가  여러가지로 개발되
고 있다.  이런 종류의 컴퓨터에서는 AC  어댑터에 의한 사용 및  내부 배터리에 의한 사용의 어느것이
든 구동용 전원의 공급 상태와 컴퓨터의 각 장치의 상태를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내부 배터
리에  의한  전원  공급시에  있어서의  배터리의  사용  한계  상태(이하,  로  배터리  상태라  칭함)를 포함
하는 각동 전원 이상에 의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휴대용  컴퓨터의  일례로서  일본국  특허  출원  평성  1년  제  162228호가  있다.  그 
개요는  배터리  전원을  휴대용  컴퓨터  장치  본체에  착탈  자재인  하나의  메인  배터리로  구성하고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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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을  전용  파워  콘트롤로  CPU(PC-CPU)를  사용하며  메인  배터리에  충전 제
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출원은  PC-CPU가  제어하는  배터리  전원은  하나이다.  그  때문에 백라이
트  부착의  액정  디스플레이(EL-LCD),  프라즈마  디스플레이(PDP)등을  배터리의  전원  공급으로  구동한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의  소비  전력의  관계상,  항상  AC  어댑터에서  전원을  배터리에  공급할  필요가 
생겼다.  또  별도로  컴퓨터  장치  전체의  중량이  대폭  증가하여  휴대에  지장이  생기는  동시에 장시간
에 걸친 배터리 연속 구동이 불가능하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목적을 배터리 전원을 컴퓨터 장치 본체에 착탈 자재인 적어도 2개의 메인 배터리로 
구성하고 배터리 구동시에 그 하나를 구동용 전원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사용 용도에 따른 배터리의 컴퓨터 장치 본체에의 실장을 선택할 수 있는 동
시에 스페어 배터리를 준비하는 일로 장시간에 걸친 배터리 연속 구동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AC어댑터  미사용시에  있어서의  로배터리  상태를  검출하고  배터리  구동에 
의한 계속 구동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경보음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알리는데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목적들은  휴대용  컴퓨터에  지능  전원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CPU)를  가지며 적어도 두개의 충전 가능 배터리 또는 AC  어댑터로 부터 제
공된  전력에  응답하여  동작  가능하며,  상기  배터리를  상기  컴퓨터에  착탈  가능하게  하는  수단과  ; 
상기  CPU와는  독립하여  상기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하며,  상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상기  CPU로부터의  상기  전원  공급을  제어하기  위한  배터리  선택 
정보에  의거하여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AC어댑터  및  상기  배터리에  접속되고 상
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부터의  상기  제어  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AC어댑터  또는  상기 배터
리중 어느 하나를 선택 제어하는 배터리제어 회로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물 및 특성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의 설명되는 바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이며 본  발명은 본  기술  분야에 속한 자에 의해 본 발명
의 기술사상 및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설명한다.

제  1  도에  있어서,  메인  CPU(11)는  예컨대  32비트  CPU칩에  의하여  실현되며  시스템  전체의  제어를 
관장한다.  그리고  메인  CPU(11)는  전원  투입시의  초기화  처리(IRT)에  있어서  후술하는  파워  콘트롤 
CPU(PC-CPU)와의  액세스에  의하여  전원  상태  정보를  판독하고  동작  전원이  정상인가의  여부를 인식
한다.  내부  버스(12,  13)는  CPU(11)에  접속하는  버스이다.  버스(12)는  16비트  폭의  내부  데이타 버
스, 버스(13)는 24비트 폭의 내부 어드레스이다. 수치 연산 프로세서(Numerical Data 
Processor)(14)는  옵션  구성으로서  코넥터를  통하여  내부  데이타  버스(12)에  선택적으로  접속한다. 
시스템  버스(15)는  16비트  폭의  데이타  버스(15D)와  20비트  폭의  하위  어드레스  버스(15L)  및  7비트 
폭의  상위  어드레스  버스(15U)로  구성된다.  버스  드라이버(BUS-DRV)(21)는  상기  내부  버스(12, 13)
와  시스템  버스(15)  사이의  접속  인터페이스를  관장한다.  버스  콘트롤러(BUS-CNT)(17)는  상기 시스
템  버스(15)를  제어한다.  메모리  콘트롤러(MEM-CNT)(18)는  어드레스  버스(13)와  어드레스  버스(15U, 
15L)상호간에서  어드레스를  전송  제어하고  메인  메모리(19)를  판독/기록  제어한다.  메인 메모리(I-
RAM)(19)는  메모리  콘트롤러(18)의  어드레스  제어에  의하여  액스세된다.  BIOS-ROM(20)는  기본 입출
력  프로그램(BIOS)를  격납한다.  여기서는  시스템  전원  투입시에  IRT가  실행되고  제  3(a)  도에 도시
한 바와 같은 처리 루틴을 실행한다.

I/O  디코더(I/O-DEC)(21)는  시스템  버스(15)상의  I/O어드레스를  디코드하고,  대응하는  I/O칩에  받아 
넘긴다.  I/O콘트롤러(I/O-CNT)(22)는  I/O  데이타를  입출력  제어한다.  슈퍼  인티그레이션(super 
integration)  IC(SI)(23)은  플로피  디스크  인터페이스,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DMA  콘트롤로, 인
터럽트  콘트롤러등의  각종  I/O의  콘트롤러를  수납한다.  주파수  발신기(VFO)(24)는  플로피  디스크 드
라이브(FDD)용의  동기  클록을  생성한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FDD-I/F)(25)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의  인터페이스이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페이스(HDD-I/F)(26)에는  제 3도(a)
에  도시한  초기화  루틴에  있어서  HDD모터  오프  코캔드(MSC)를  선택적으로  세터하는  인터페이스 레지
스터가  설치되어  있다.  키보드  콘트롤러(KBC)(27)는  키보드  (43),  덴  키(44)로부터  키  인  데이타를 
처리한다.   키보드  스캔  콘트롤러(SCC)(28)는  키보드  (43),  덴키(44)로부터  키  인  데이타를 스캐닝
한다.

백업  RAM(B-RAM)(29)은  리쥼(resume)기능등을  실행할때의  메모리로서  사용된다.  확장  메모리 카드
(EXTM)(30)는 확장 메모리 코넥터(C1,C2,C3)에 임의로 접속한다. 시게모듈(RTC : Real-Time 
Clock)(31)은  독자의  동작용  전지와  전지에  의하여  백업된  메모리  (CMOS-RAM)를  내장한다.  여기서 
상기  메모리(CMOS-RAM)에는  세트  업  화면등으로  설정된  세트  업  데이터가  기억된다.  입출력 포트
(PRT/FDD-IF)(32)는  외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FDD),  프린터(PRT)등의  입출력  장치를  접속하는 
포트이다.  직렬  입출력  인터페이스(SIO)(33)에는,  RS-232C인터페이스  기기등의  접속된다.  지능  전원 
시스템(IPS)(34)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하여  구성되는  파워  콘트롤  CPU(PC-CPU)(306)를  내장하고 
컴퓨터  장치의  구동용  전원을  공급  제어한다.  여기서는  2개의  메인  배터리(BT-L341,BT-R342)를  착탈 
가능하게  하고  PC-CPU(340)의  제어하에  각종  구동용  전원을  제어한다.  IPS(34)내의  각  정원  상태가 
I/O-CNT(22)를  통화여  CPU(11)로  송출된다.  이  IPS(34)의  내부  구성을  제  2  도에  도시한다.  이 
IPS(34)내부에 설치된 PC-CPU(306)가 행하는 배터리 체크 처리 순서를 제 3(a), (b) 도에 도시한다.

디스플레이  콘트롤로(DISP-CNT)(35)는  컴퓨터  장치내의  표시  서브  시스템인  프라즈마 디스플레이
(PDP),  액정  디스플레이(LCD),  컬러  패널(컬러-LCD)등의  이른바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와 CRT디스플
레이의  표시  제어를  관장한다.  확장용  코넥터(36)는  확장용의  디스플레이  콘트롤러(표시  서브 시스
템)등 각종 확장 모듈을 접속하는 코넥터이다. FDD(41)는 컴퓨터 장치에 내장되어 있고 FDD-
I/F(25)에  접속된다.  HDD(42)는  컴퓨터  장치에  내장되어  있고  HDD-I/F(26)에  접속된다.  키보드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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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KB)(43)  및  텐키  팻드(Tenky)(44)는  SCC(28)에  접속된다.디스플레이  콘트롤러(35)에는 백라이트
부의 LCD(45),PDP(46)이나 CRT(47)접속된다.

다음에  IPS(34)의  내부  구성에  대하여  제  2  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전원  스위치(301),  리세트 스
위치(302),디스플레이  스위치(303),  및  확장  유니트  스위치(304)는  일단이  접지되고  다른단은  병렬   
I/O에  접속된다.  이들  스위치는  준비  완료  설정  스위치이다.  병렬   I/O(305)는  상기  각 스위치
(301,302,303,304)의  상태  및  후술하는  PC-CPU(306)의  설정  정보를  유지한다.  PS-CPU(306)는 제어용
의  마이크로프로세이고  내부  버스(307)를  통하여  전원  회로  각부의  정보  및  메인  CPU(11)의  지시 정
보가  입력된다.  그리고  PS-CPU(306)는  메인CPU(11)의  지시,  내부의  상태,  외부의  조작  상태등에 의
하여  컴퓨터  장치내  각부의  전원공급을  제어한다.  여기서는  제  3  도에  도시된  바와같은  배터리 체크
처리  기능을  갖는다.  통지기(BZ)(308)는  PS-CPU(306)의  제어하에  병렬  I/O(305)  및  I/O 드라이버
(309)를  통하여  구동  제어된다.  여기서는  배터리  구동으로  동작하고  있을  경우  메인  배터리(BT-L 
341,  BT-R342)중,  구동용  전원으로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에  있으며  또한   미사용 상
태에  있는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  또는  미접수  상태에  있을때  간헐적으로  경고음을  발생한다.  I/O 
드라이버(309)는  PC-CPU(306)의  제어하에  전원  투입상태  및  동작속도  표시용  LED,  로  배터리  상태 
표시용  LED,  AC어댑터  접속  상태  표시  LED,  통지기(308)를  제어한다.  I/O  레지스터(310)는 PC-
CPU(306)와  후술하는  배터리  제어  회로(311)사이의  데이타  송수신을  제공한다.  배터리  제어 회로
(311)는  I/O  레지스터(310)  및  내부  버스(307)를  통하여  PC-CPU(306)에  접속되어  사용  배터리  및 충
전  배터리를  선택적으로  제어한다.  전류  검출기(312)는  BT-L  341,  BT-R342의  충전  전류를  포함하는 
IPS(34)  장치내의  총합  전류FMF  검출한다.  전류  검출기(314)는  IPS(34)  장치내의  회로로  흐르는 전
류(백업  전류는  제외함)을  검출한다.  DC-DC  변환기(315)는  전류  검출기(314)를  거친  AC  어댑터  전원 
또는 메인 배터리 전원에서 컴퓨터 장치내의 각부 동작 전원을 생성한다.

A/D  변환기(316)는  전류  검출기(312,  314)의  각  검출  전류치,  메인  배터리의  출력  전압,  DC-DC 변환
기(315)의  출력  전압등을  디지탈  데이타로서  PC-CPU(306)에  공급하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탈  변환을 
행한다.  I/O레지스터(317)는  I/O-CNT(22)에  접속되고  PC-CPU(306)와  메인  CPU(11)와의  사이에서 정
보의 송수신이 제공된다.

여기서  상기  각  도면을  참조하여  PC-CPU(306)에  의하여  실행  되는  배터리  체크  처리  동작을 설명한
다. 배터리 체크 처리 루틴은 제 3(a), (b)도에 도시한다.

IPS(34)의  PC-CPU(306)는  전원  스위치(301)의  조작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  즉,  PC-CPU(306)는 
컴퓨터  장치가  전원  오프(파워  오프)  상태에  있을때  파워  오프  처리  루틴을  실행한다.  컴퓨터 장치
가  전원  온(파워  온)  상태에  있을때,  제  3(a)  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배터리  체크  처리  루틴을 실행
한다.

이 배터리 체크 처리 동작은 우선 컴퓨터 장치가 AC  어댑터의 전원에 의한 구동 상태에 있는가의 여
부를  판단한다(스텝  S1).  AC어댑터의  전원에  의한  구동일때는,  스텝  S1에서  제  3(b)  도에  도시한 바
와  같은  충전  처리(스텝  S21∼S29)을  실행한다.  한편  배터리  구동일때는  배터리  백업된  내부 메모리
(도시  생략)내의  유지  내용에서  공급원의  배터리(BT-L  341  또는  BT-R  342)를  판단한다.  만약 공급원
의  배터리가  배터리  BT-L  341이면,  그  배터리(BT-L  341)의  접속  상태와  로  배터리  상태를 인식한다
(스텝  S2∼S5).  또  공급원의  배터리가  배터리  BT-R  342라면  그  배터리(BT-R  342)의  접속  상태와  로 
배터리  상태를  인식한다(스텝  S13-S15).  즉  컴퓨터  장치의  배터리  수납부의  배터리  유니트의  래치 
상태에서 공급원의 배터리가 컴퓨터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공급원의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인가의  여부  판단에서  로  배터리  상태가  아닌것을  인식하면 
I/O레지스터(310)  및  배터리  제어  회로(311)를  통하여  공급원의  배터리  전원을  구동용  전원으로 하
여  출력한다(스텝  S9와  S19).  그리고  PC-CPU(306)가  로  배터리  상태를  인식하면  공급원  배터리를 다
른쪽의  공급원  배터리로  대체하고  그  대체한  배터리의  로  배터리  상태를  판단한다.  그  결과  공급원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배터리  전원을  구동용  전원으로  하여 출력한다
(스텝 S6,  S7,  S10과  S16,  S17,  S20).  또  상기  래치의 상태 판별 처리(스텝 S4와  S14)에  의하여 공
급원  배터리측의  래치가  오픈  상태를  판단하면  대기용  배터리가  컴퓨터  장치에  수납되어  있든가 또
는 로  배터리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한다.  그  결과 대기용 배터리가 사용 가능일 경우는 그  배터리를 
공급원 배터리로서 배터리 전원을 구동용 전원으로서 출력한다(스텝 S8, S9와 S18, S19).

앞의  스텝 S4와  S14에  있어서 공급원 배터리의 래치가 오픈 상태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대기
용  배터리가  컴퓨터  장치에  수납되어  있든가  또는  로  배터리  상태에  있을  경우는  배터리  구동에 의
한 계속 동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을 PC-CPU(306)가 행하여 PC-CPU(306)는 병렬 
I/O(306)  및  I/O드라이버(309)를  통하여  통지기(308)를  구동  제어하고  오퍼레이터  비프음을  내어, 
배터리 구동에 의한 계속 동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지한다(스텝 S8, S10, S11).

앞의  스텝  S1의  판단에  의하여  AC어댑터로부터의  공급  전원임을  판단한  경우  제  3(h)  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PC-CPU(306)는  상기  내부  메모리내  상태  유지의  상황에서  충전대상  배터리를  판단하고  그 
배터리가  완전  충전상태가  될따까지  충전한다.  그리고  그  배터리가  만충전  상태가  되면  다음에 다른
쪽의  배터리가  완전  충전상태로  될때까지  충전한다.  그리고  그  다른쪽의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가 
되면  충전  처리를  종료한다(스텝  S21∼29).  양  배터리  모두  완전  충전  상태이면  이  충전  동작을 행
해지지 않는다.

본  발명과  같은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PC-CPU(306)는  2개의  메인  배터리(BT-L,  BT-R)를  대상으로 배
터리의  제어를  행한다.  즉  PC-CPU(306)는  각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인식하고  AC어댑터로  부터의 전
원  공급을  받고  있지  않으며  또  배터리  대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검지하면  그  취지를  오퍼레이터에 
통지음으로  알린다.  이것에  의하여  배터리  구동에  의한  계속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를  빠짐없이 오퍼
레이터에게 알릴 수 있다.

또,  2개의  메인  배터리(BT-L,  BT-R)로  구성함으로써  충전  전압이  충분한  배터리를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장치를  AC  어댑터로부터의  전원으로  동작시키고  있을  경우,  배터리를  한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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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스페어  배터리를  준비하는  일로  장시간에  걸친  배터리  연속 
구동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충전 전류를 2분할 수  있기 때문에 AC어댑터의 소형,  소용량화로 할  수도  
있다.

또,  PC-CPU(306)는  현재  전원  공급원의  배터리를  구동  제어하는  동시에  다른쪽의  대기용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가  아닌  경우  이  대기용  배터리를  충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PC-CPU(306)는 
배터리의 접속 상태 및  충전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 상태를 검출하면,  즉시 그  상태를 경고음에 의하
여 알린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일실시예가  기술되었는데,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를  벗아나지  안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변형과 수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앙  처리  장치(CPU)를  가지며  적어도  두개의  충전  가능한  배터리  또는  교류(AC)  어댑터로부터 공급
된 전원에 따라 동작하는 휴대용 컴퓨터를 위한 지능 전원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를 상기 휴
대용  컴퓨터에  착탈  가능하게  하는  수단과  ;  상기  CPU와는  독립적으로  상기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하며,  상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CPU로부터의 
상기 전원 공급을 제어하기 위한 배터리 선택 정보에 의거하여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AC어댑터  및  상기  배터리에  접속되고,  상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의 상
기  제어  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AC어댑터  또는  상기  배터리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제어 회로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제어용 휴대용 컴퓨터는 상기 CPU와  상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
서  사이를  접속하고  상기  배터리  선택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내부  버스와,  또한  상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상기  배터리  제어  회로  수단  사이에  설치되어  데이타  송수신에  제공되는 I/O레
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CPU로부터  출력된  상기  배터리  선택 
정보를 상기 내부 버스를 통하여 수신하고 상기 제어 신호를 상기 I/O  레지스터를 통하여 상기 배터
리 제어 회로 수단으로 출력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4 

중앙  처리  장치(CPU)를  가지며  적어도  두개의  충전  가능한  배터리  또는  교류(AC)  어댑터로부터 공급
된  전원에  따라  동작하는  휴대용  컴퓨터를  위한  지능  전원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CPU에  접속되고 
상기  AC어댑터  또는  상기  배터리의  어느  하나를  전원  공급원  배터리로  판단하는  수단과  ;   상기 AC
어댑터 및  상기 배터리에 접속되고,  상기 판단 수단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전원 공급원이 되는 배터리
를 구동 제어하는 수단과 ;  상기 배터리를 전원 공급원 배터리로 판단했을때 상기 배터리의 충전 상
태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하여  충전  상태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배터리를  전원 공
급원 배터리로서 선택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검출 수단에 의하여 한쪽의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가 아니라
고  판정했을때  그  한쪽의  배터리를  선택하는  제  1  선택  수단과  ;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하여  한쪽의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라고  판정하고  다른쪽의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했을때 
그 다른쪽의 배터리를 선택하는 제 2 선택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상기  배터리에서  출력된  전류치를  계측하는  적어도  하나의 전
류  검출기와  ;  상기  전류  검출기로  검출된  전류치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로  변환하고  상기  판단 수
단으로 출력하는 A/D 변환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컴퓨터는  상기  AC  어댑터를  전원  공급원  배터리로서  선택한  경우, 
상기  AC어댑터에  의하여  상기  컴퓨터의  동작시에  충전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상기  배터리를 충전하
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컴퓨터는 상기 한쪽의 배터리가 전원 공급 배터리로서  상기 컴퓨터
에  동작용  전원을  공급하는  사이에  충전상태가  충분하지  않는  다른쪽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컴퓨터는  상기  배터리  외에  상기  배터리를  상기  컴퓨터에 떼어내어
도  어느  일정시간  상기  컴퓨터에  구동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한  스페어  배터리를  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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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10 

중앙  처리  장치(CPU)를  가지며  적어도  두개의  충전가능한  배터리  또는  교류(AC)  어댑터로부터 공급
된  전원에  따라  동작하는  휴대용  컴퓨터를  위한  지능  전원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CPU와는 독립적으
로  상기  전원  공급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와  ;  상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출력된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AC  어댑터  또는  상기 배터리
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전원을  상기  컴퓨터내로  공급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전원 제어
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AC  어댑터의  접속  상태와  상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판단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전원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출력되는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경고음을  발생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수단은 상기 AC  어댑터의 미접속 상태를 판단하는 제  1  수단과 상기 
한쪽  배터리의  로  배터리  상태를  판단하는  제  2  수단과,  상기  다른쪽  배터리의  충전상태를  판단하는 
제 3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전원 시스템.

청구항 12 

CPU를  가지며  파워-온시에  적어도  두개의  충전가능한  배터리  또는  교류(AC)어댑터로부터  공급된 전
원에  따라  동작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의 
상기  파워  온시에,  상기  AC어댑터로부터  상기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 1단계
와  ;  상기  제  1  단계에  의하여  상기  AC어댑터에서  상기  전원이  공급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전원  공급원  배터리로서  한쪽의  배터리를  결정하는  제  2  단계와  ;  상기  한쪽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판정하는 제 3  단계와 ;  상기 제 3  단계에 의하여 상기 한쪽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  다른쪽  배터리로  전환하는  제  4  단계와  ;  상기  다른쪽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판단하는 
제 5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CPU로부터  출력된  배터리  선택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한쪽  배터리를  선택하는  제  6  단계와  ;  상기  한쪽  배터리가  상기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
를  판정하는  제  7  단계와  ;  상기  제  7  단계에  의하여  상기  한쪽  배터리가  상기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을때 경보음을 발생하는 제 8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및 제 5  단계는, 상기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
는 제 9 단계와 ; 상기 제 9 단계에 의하여 상기 배터리가  로 배터리 상태라고 판단한 경우 경보음
을 발생하는 제 10 단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  의하여  상기  AC어댑터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충전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상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제  11단계와  ;  상기  배터리가  어느 일정
한  전압까지  충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  12  단계를  갖는  단계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원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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