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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활성 신호 레벨로 구동하므로써 혹은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접지 레벨부근의 로우 신호 레벨로 구동시키므로써 플러그형 기능 카드(FC)(34-37)를 라이브 삽입 및 제거하는 동안 
시스템 버스(32)의 상태를 제어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해 시스템 버스는 신호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플러그형 장치는 시스템에 데이터 완전성의 절충이나 혹은 시스템 리셋과 같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라이브 삽입 또는 제거될 수 있다. 라이브 삽입 또는 제거되는 동안, 라이브 삽입 또는 제거되는 중인 FC와 
관련된 라이브 삽입 메카니즘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후에,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LIBC)(30)는 시스템 버스 제어기
(SBC)(33)와의 인터페이스(38)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한다. LIBC(30)가 시스템 버스 액세스를 
획득하여 시스템 버스의 제어를 맡은 후에, 제어 신호의 시스템 버스 집합의 부집합을 삽입/제거 신호 교란의 영향을 받
지 않는 상태로 구동시킨다. 동시에, LIBC(30)는 SBC(33)에 의해 현재 수행되는 실행 타임아웃 및 워치독 동작을 중
지시킨다. LIBC(30)가 삽입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SBC(33)는 다시 시스템 버스의 제어를 획득한다. 
FC의 제거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단계가 수행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배경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이 파워온일 때 플러그형 장치(pluggable units)를 삽입하거나 혹은 빼내야 하는 컴퓨터 시스
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시스템을 파워다운하지 않고 이러한 플러그형 장치를 추가하거나 혹은 교체하게 함과 동시에, 
이러한 라이브 삽입(live insertion)에 의해 발생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시스템 버스상의 신호 교란(signal disturban
ces)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관련 분야의 설명

    
컴퓨터 버스에 대한 제어 회로 또는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와 같은 전기 회로의 신속한 상호접속을 위한 각종 장치 및 방
법은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디지탈 버스로의 플러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새로
운 장치가 디지탈 버스상의 데이터 흐름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버스를 폐쇄하거나 혹은 사용불능 상태로 만든다. 이를 
위해, 주로 전압 조절기를 포함한 특정한 제어 회로가 사용된다. 전력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해 버스로 회로를 상호접속시
키는 일은 에지 접속부(edge connectors)를 통하여 가능하다. 에지 접속부는 인쇄 회로 기판상에 장착되어 버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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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위한 대응하는 콘센트로 플러그인된다. 보드상의 플러그인은 하나의 동작으로 에지 접속부와 대응하는 버스 콘
센트간의 전기 접촉을 설정하므로써, 보드상의 전자 소자에 전력을 공급하고, 버스와 이 전자 소자를 상호접속시킨다. 
핫 플러깅(hot-plugging)을 위하여, 일반적인 상호접속 방법은 적어도 에지 접속부상의 접지 접촉의 길이를 증가시키
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접지 접촉은 데이터 신호의 전송 및 전력 공급을 위한 다른 접촉부의 전기 접속에 앞서 완료될 
수 있다.
    

    
버스에 의해 상호접속되는 회로 모듈의 제어된 삽입 또는 제거하는 또다른 개념은 미국 특허 제 4,835,737 호에 개시
되어 있다. 이 특허 출원을 참조하면, 버스의 동작은 모듈이 버스에 연결된 접속부내로 삽입되는 동안에는 금지되고, 모
듈이 삽입된 후에 재가동된다. 모듈을 관련된 접속부에 삽입하려고 하면, 모듈상의 스위치가 작동하여 관련된 접속부를 
통하여 제어 회로로 금지 신호를 제공하므로써, 버스의 동작을 금지시킨다. 관련된 접속부에 모듈을 완전히 삽입했을 
때, 스위치는 제어 회로로 금지 신호를 재전송시키는 제 2 상태로 동작한다. 그 결과, 제어 회로는 버스가 정상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이네이블시킨다. 그러나, 삽입 주기 동안 버스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일은 정지 인터럽트(quies
ce interruption) 동안 입력/출력(I/O) 장치 또는 주변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양호한 방법이 없으므로 심각한 단점을 
가지게 된다.
    

    
또다른 접근방안은 도시바사(Toshiba Corporation)에 양도된 미국 특허 출원 제 5,310,998 호의 '컴퓨터로/로부터 
IC 카드를 삽입/제거하는 동안 버스를 보류시키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Placing a Bus on 
Hold During the Insertion/Extraction of an IC Card Into/From a Computer)'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컴퓨터 시
스템에서, IC 카드 홀더로부터 IC 카드를 빼낼 때, 일반적으로 출입구(door)가 열려야 한다. 검출 회로는 출입구의 개
방을 검출한 검출 신호를 버스 제어기로 전송한다. 버스 제어기는 이 검출 신호를 수신한 경우, 보류 요청 신호를 중앙 
처리 장치(CPU)로 전송한다. CPU는 보류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수행해야 할 컴퓨터 처리를 완료한 후에 보류 확인응
답 신호를 버스 제어기로 출력한다. 버스 제어기는 보류 확인응답 신호를 수신한 뒤 버퍼를 사용불능(disable) 상태로 
만들기 위한 버퍼 제어 신호를 출력시키고, 이에 의해 CPU로부터 액세스 신호를 인터럽트하여 버스를 보류시킨다. 이 
접근방안의 단점은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들 신호의 버스 교란을 피하면서 라이브 삽입 절차 동안 주변 장치
를 계속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접근방안은 일반적으로 다른 라이브 삽입 시스템에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시스템으로 라이브 삽입되는 진행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방 또는 폐쇄되는 출입구의 사용을 정의한다. 이것
은 라이브 삽입이 일어나는 버스로부터 CPU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버퍼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시스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버스를 정지시키는 능력을 제공하는 또다른 메카니즘은 '카드 핫 플러그 검출 
및 제어를 위한 방법(Method for Card Hot Plug Detection and Control)'이라는 명칭의 IBM사의 Technical Disc
losure Bulletin, 1992년 10월 제5호 제 35권 391-394 페이지에 개시되어 있다. 제안된 방법은 카드 핫 플러깅의 결
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 버스 신호 파괴를 제어한다. 각 카드상의 수신 회로는 카드가 삽입되었을 때를 검출하고 시
스템 버스를 정지시킨다. 카드가 완전히 삽입되어 파워온되고 시스템 버스 동작을 위해 준비될 때, 시스템 버스의 실행
이 허용된다. 서비스 버스를 통하여 카드의 제거가 검출될 때, 시스템 버스는 다시 정지될 수 있다.
    

    
IBM사의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 1986년 12월 제7호 제 29권 2877 페이지에 보면, 말단 동작(terminal o
peration)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데이터 카트리지를 작동 단자로 핫 플러깅시킬 수 있는 회로가 개시되어 있다. 이 회
로는 카트리지 접속부와 이와 논리적으로 접속된 어드레스, 데이터 및 제어 버스를 분리시키기 위한 또다른 회로를 포
함한다. 버퍼 회로는 카트리지 접속부와 버스 사이에 삽입되어, 버스 노이즈를 방지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직접 제
공되는 인터럽트 신호가 카트리지의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퍼는 고 임피던스 상태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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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핫 플러그형 회로는 IBM사에 양도된 '비파괴적 버스 라이브 삽입을 위한 사전충전(Precharge for Non-Disr
uptive Bus Live Insertion)'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5,432,916 호에 또한 개시되어 있다. 이 참조 문헌은 디지탈 
또는 아날로그 버스와 같은 능동 시스템에서 정지되지 않은 개별 신호망으로 전기 회로를 핫 플러깅하는 것을 도시한다. 
제안된 발명 개념은 핫 플러깅 전에 전기 회로의 입력 기생 정전용량을 부분적으로 사전충전시키므로써 핫 플러깅될 전
기 회로를 미리 조절하는 사전조절망을 추가하는 것이다. 입력 기생 정전 용량을 사전충전시키면 능동 시스템상의 전기
적 과도 효과는 최소화된다. 이 접근방안에 따라서 각 플러그형 장치는 사전충전되고, 버스 그 자체는 사전조절되지 않
는다.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전기 회로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시스템의 신호망으로 라이브 삽입될 때, 능동 시스템의 신호 
전압은 하이(high), 로우(low) 또는 이들 두 상태간을 천이할 수 있다. 능동 시스템에서 마주치게 될 전압 레벨을 정확
히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버스로의 보드 삽입은 시스템 신호가 전술한 상태중 어느 한 상태에서
도 발생될 수 있다.

    
기판에 접속된 버스, 즉 플러그형 장치가 컴퓨터 시스템의 활선(hot-line) 상태에서 삽입 또는 제거될 때 버스 라인상
에 발생되는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안은 후지스사(Fujitsu Ltd.)에 양도된 '활선 상태에서의 기판 
삽입 및 제거(Substrate Insertion and Extraction in Hot-Line State)'라는 명칭의 일본 특허 공보 제 JP 512 77
77 호에 개시되어 있다. 기판은 제 1 접속부 및 제 2 접속부를 구비한다. 제 1 접속부는 기판을 전원 및 CPU의 버스에 
연결시키고, 제 2 접속부는 기판을 전원과 연결시킨다. 또한, 활선 상태에서 기판을 삽입하거나 혹은 제거할 시에 작동
하는 스위치가 제공되고, 스위치가 작동될 때 CPU에 대한 인터럽트를 시작하는 인터럽트 개시 회로와, 제 1 및 제 2 부
착/탈착 검출 회로가 제공된다. 제 1 접속부가 연결될 때 제 1 회로는 제 1 접속부 부착/탈착 신호를 발생하고, 제 2 접
속부가 연결될 때 제 2 회로는 제 2 접속부 부착/탈착 신호를 발생한다. 특히, 버스 구동 제어 회로가 제공되어, 전술한 
접속부 신호와 함께 버스 구동기를 고 임피던스로 유지시킨다. 또한, 활선 상태에서 CPU의 삽입 또는 제거에 대한 허
가를 유지하는 기록 레지스터는 삽입/제거 허가 신호를 발생한다. CPU가 활선 상태에서 CPU의 삽입 또는 제거에 대한 
허가를 발생할 때 버스 액세스는 중지된다. 따라서, 이 특허 공보에서는 라이브 삽입 동안 버스를 보류 및 중지하고, 버
스를 고 임피던스 상태로 둔다. 그러나, 스퓨리어스 교란(spusious disturbances)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없다. 전술한 미국 특허 출원 제 5,310,998 호에서와 같이 스위치는 출입구와 유사한 CPU의 동작을 인터럽트하
는데 사용된다.
    

    
버스가 하이 레벨로 설정되는 또다른 접근방안은 NEC사에 양도된 '인터페이스 패키지(Interface Package)'라는 명칭
의 일본 특허 공보 제 JP 2094 271 호에 개시되어 있다. 버스상의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하여, 특히 두 종류의 길이를 가
지는 접속핀을 사용하여 버스 출력을 오픈 하이 레벨로 설정하도록 제안된다. 인터페이스 패키지(IP)의 상부핀 및 하부
핀은 장 핀(long pins)으로 설정되고, 중간 핀은 단 핀(short pins)으로 설정된다. 장 핀들중의 특정 핀은 전원 단자로
서 배정되고, IP가 삽입될 때 제일 먼저 접촉되며, IP가 제거될 때 제일 나중에 분리된다. 장 핀은 전력 차단 검출 집적
회로(IC) 및 버퍼 IC에 적합하다. IP가 삽입될 때, 단자가 IP와 접촉하자마자 검출 IC가 작동하고, 버퍼 IC의 출력은 
오픈 하이 레벨로 설정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라이브 삽입이 진행되는 동안 버스가 오픈 하이 레벨이 되게 한다. 라이
브 삽입 동안의 순서화(sequencing)는 미국 특허 제 5,310,998 호에서의 상이한 스태거된 핀 길이 대 출입구 또는 일
본 특허 공보 제 JP 512 7777 호에서의 스위치로써 제어된다. 그러나, 스태거된 핀 길이 시퀀싱은 본 발명에 관한 것
이 아니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목적은 기저 컴퓨터 시스템을 파워다운할 필요없이 플러그형 장치를 추가하거나 혹은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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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저 버스 시스템의 특성에 크게 관계없으면서 라이브 삽입 능력을 추가할 수 있고, 라이브 삽입 
능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 버스로 플러그형 장치를 라이브 삽입할 수 있는 라이브 삽입 방법 및 시스템
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플러깅된 장치상의 비충전 정전 용량에 의해 발생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시스템 버스 파괴를 
방지하는 라이브 삽입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라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활성 신호 레벨로 구동하므로써 혹은,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접지 레벨근처의 로우 신호 레벨로 구동하므로써,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삽입/제거 동안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 버스는 신호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플러그형 장치는 
시스템 리셋과 같이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혹은 데이터 완전성의 손상없이 라이브 삽입 및 제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라서, 버스 의사 동작(bus pseudo operations), 즉, 무동작(NOOPs, no-operations)이 생
성되어, 정상 시스템 기능은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버스 의사 동작'은 필요한 제어 신호 부집합이 활성 다운 레벨로 
구동된 후에 버스의 결과 상태를 정의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과,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삽입/제거를 가능하게 하
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라이브 삽입 툴(live insertion tool)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라이브 삽입 능력은 시스템을 파워다운할 필요없이 플러그형 장치를 추가하거나 혹은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이번에는 서비스, 변경 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동작 동안 연속된 동작을 허용하므로써 시스템의 연속
적 가용도 특성을 증진시킨다. 시스템 버스가 카드의 라이브 삽입 또는 제거 동안 정지될 수 있다 해도, 버스 신호 완전
성의 손상 및 시스템에 대해 가능한 나쁜 영향은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다. 이것은 삽입된 카드상의 신호의 비충전 정전 
용량이 대응하는 시스템 버스 신호에 대한 접지로 일시 단락되므로 인한 경우이다.
    

    
이외에, 본 발명은 종래기술에 비해 후술되는 또다른 장점을 가진다. 먼저, 본 발명이 적용가능한 IBM 마이크로채널, 
IBM GHBA 어댑터 버스(GAB), IBM이 신속한 패킷 스위칭을 위해 개발한 일반적 고 대역폭 구조(GHBA,Generic H
igh Bandwidth Architecture)를 위해 정의되고 GHBA 어댑터를 상호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버스 구조, 주변 소자 상
호접속(PCI) 버스 표준, 특정 VME/VME64 (Versa Module Eurocard) 시스템 버스 표준, 및 ISA 및 EISA 버스 명
세와 같이, 기능 카드 라이브 삽입 및 제거(feature card live insertion and removal)를 지원하도록 일부러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 버스 또는 표준 버스 시스템(구조)을 위하여 신호 완전성을 보존하면서 최악의 파괴없이 라이브 삽입이 가
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기저 시스템의 특성에 크게 관계없이 라이브 삽입 능력이 전술한 바와 같은 개별 툴로 실현될 
수 있는 추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 플러그형 장치들을 라이브 삽입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들의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에 논리적 변경을 행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러한 해결방안은 표준 및 널리 사용가능한 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방대한 재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필요한 하드웨어가 다른 버스 마스터와 동일하게 동작하므로, 제안
된 해결방안은 기저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실행과 관계없다. 즉, 구성 변경 이외의 소프트웨어 변경은 필요없다. 종
래기술에 비해 본 발명의 부가적인 장점은 후술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하이 상태로 정지된 버스 신호에 대한 영향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여기서, 동적으로 삽입된 기능 카드가 
제공하는 비충전 정전 용량 부하를 연결시키므로써 이 신호의 라이브 삽입 파괴가 발생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정보 처리 시스템 소자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버스 시스템으로/으로부터 기능 카드를 라이브 삽입(제거)하는 바람직한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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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기능 카드의 삽입/제거 절차를 나타내는 기계적 검출 소자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도면,

도 5는 도 2에 도시된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LIBC) 및 시스템 버스 제어기(SBC)를 보다 상세히 기술한 블록도,

도 6 내지 도 9는 기능 카드의 라이브 삽입이 마이크로채널 인터페이스, GAB 인터페이스, PCI 인터페이스 및 VME-
버스 인터페이스 구조의 각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이한 환경에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버스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타이밍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이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도 1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상부 부분은 버스 신호(10)가 신호 접지 레벨(12)위의 하이 상태(11)로 정지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도시한다. 정지된 시스템 버스상으로 플러그형 장치를 삽입하므로써 접지 레벨로 향하는 도시된 신호 교란(13)
이 발생된다. 카드가 라이브 삽입 및/또는 제거되는 동안 시스템 버스가 '정지'될 수 있지만, 버스 신호 완전성의 파괴 
및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가능한 나쁜 영향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 1의 하부면에 시스템 버스(20)가 제공되는 데, 여기서, 두 장치(21, 22)가 이미 라인(23, 24)을 통하여 버스에 연
결되어 있고, 또다른 장치(25)를 버스에 연결하려고 한다. 이들 모든 장치는 구동(DRV) 및 수신 신호선(RCV) 및, 거
기서 접지로 향하는 비충전 정전 용량 부하(CLx, CLy, CLz)를 구비한다. 도입되는 비충전 정전 용량 또는 전류 싱크는 
대응하는 시스템 버스 신호에 대한 접지로의 일시적인 단락을 의미한다. 장치(25)가 시스템의 접속부로 삽입되어 시스
템 버스에 연결되는 경우, 이 삽입은 하이 레벨에서 정지된 시스템 버스 신호상에 잘못된 스위칭을 일으킨다. 이 신호 
파괴는 이 도면의 상부에 도시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라이브 삽입이 로우 또는 접지 레벨에서 신호상에 잘못된 스위칭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잘 알려
진 시스템 버스를 위한 임계 제어 신호(critical control signals)는 '다운 레벨' 활성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이것은 임
계 제어 신호가 버스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보다 네거티브 레벨, 즉, 신호 접지 부근의 레벨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본 소자를 도시한 것으로, 전술한 기능성은 정보 처리 시스템의 시스템 버스(3
2)와 인터페이스(31)하는 별도의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LIBC)(30) 및 기존의 시스템 버스 제어기(SBC)(33)로서 
구현된다. LIBC 기능은 본 실시예에서 개별 장치로서 도시되었지만, 또한 SBC 내에 통합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도 2
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전자 회로를 각각 포함하는 기능 카드(FC)를 가리키는 4개의 플러그형 장치(34-37)는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거나 혹은 연결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 SBC(33)와 LIBC(30) 사이의 인터페이스(38)로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이들의 동작간에 소정 수준의 
조정을 가져야 한다. 보다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조정은 예를 들면, 기능 카드 삽입/제거 동안 시스템 버스 타임아
웃 및 워치독(watchdog) 동작의 중지에 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는 특히, 라이브 삽입/제거 동
안 시스템 버스 타임아웃/워치독 동작을 중지하거나 혹은 타임아웃의 결과일 수 있는 에러 보고 및 복구 동작을 억제하
기 위하여, 그리고, 예를 들어, 정규 시스템 중재 메카니즘을 통하여 시스템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LIBC)(30)는 신호 파괴와 관련있는 임계 시스템 버스 제어 신호, 즉, 
어느 의사 시스템 버스 동작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호의 소정의 부집합 및, 특히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
호의 소정의 부집합에만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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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흐름도는 버스 시스템으로/으로부터 기능 카드를 라이브 삽입( 및 제거)하는 바람직한 절차 단계를 도시한다. 
LIBC(30)는 라이브 삽입 또는 제거중인 기능 카드(FC)와 관련있는 라이브 삽입 메카니즘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후에, 
시스템 버스 제어기(SBC)(33)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획득한다(블럭 41). LIBC가 
시스템 버스 액세스를 획득하고 시스템 버스의 제어를 맡은 후에, 이 LIBC는 제어 신호의 시스템 버스 집합의 부집합을 
삽입/제거 신호 교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및 본 실시예에서는 접지 레벨로 구동시킨다(블럭 42). 동시에, LIBC는 
SBC에 의해 현재 수행되는 실행 타임아웃 및 워치독 동작을 중지시킨다(블럭 43). LIBC는 삽입 과정의 완료를 통지받
으면(블럭 44), SBC는 다시 시스템 버스의 제어를 획득한다(블럭 45). FC의 제거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단계가 수
행된다. 절차 단계의 다른 양상은 SBC-LIBC 인터페이스를 도시하는 도 5를 참조하여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따라서, LIBC가 시스템 버스의 마스터가 될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제어하고 정의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LIBC는 FC 또는 FC와 관련된 메카니즘으로부터 FC를 라이브 삽입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해야 
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전체가 본 명세서에 참조 병합된 종래의 두 특허 공보, 즉, JP 2094 271 및 USP 4,835,737을 
참조한다. 기지의 접근방안은 FC와 시스템 버스간의 전기 접속을 위하여 목적 FC 접속부에 긴 길이 및 짧은 길이의 스
태거 접촉핀을 제공한다. FC를 삽입하려고 하거나 혹은 완전히 제거되는 시점은 긴 접촉핀 또는 동등한 수단에 의해 나
타낼 수 있다. 유사하게, FC를 완전히 삽입했거나 혹은 제거하려고 하는 시점은 짧은 접촉핀 또는 동등한 수단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스템 버스로의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핀(52)외에, FC의 내부 버스와 시스템 버스가 
상호접속하기 전에 FC(53)의 삽입을 표시하기 위한 부가적인 접촉핀(50, 51)이 제공된다. 이것은 도 4를 참조하여 기
술된다. 삽입의 시작은 긴 핀(50)에 의해 검출되고, 삽입 과정의 종료는 단 핀(51)에 의해 알 수 있다. FC의 제거의 경
우에 두핀의 기능은 반대가 된다. 또다른 기법은 삽입 동작전에 활성화되는 기계 스위치, 카드 감지 메카니즘 또는 이들 
기법의 결합을 포함한다. 최소한 필요한 것은 카드 핀과의 접촉을 하거나 혹은 접속을 깨기전에 LIBC가 시스템 버스 획
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카드가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거나 혹은 적절히 삽입된 후에 이들 동작이 종료
될 수 있을 때를 표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타이밍 요건은 통상 기능 카드 라이브 삽입과 관련된 기계적 속도의 
함수이다.
    

    
도 5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는 시스템 버스 제어기(SBC)(60) 및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LIBC)(61)를 보다 상
세히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SBC(60), LIBC(61) 및 기능 카드(62)를 상세히 도시한다. 이들 논리 소자는 SBC와 LI
BC 사이의 시스템 버스(63) 및 양방향 인터페이스(65)에 의해 상호접속된다. LIBC에서, 풀업 저항기(R1 및 R2)는 
시스템으로/으로부터 라이브 삽입되거나 혹은 제거되는 기능 카드(62)상의 대응하는 장 핀(LP)(69) 또는 단 핀(SP)
(70)을 통하여 신호 '시작'(66) 및 '종료'(67)를 '시스템 논리적 접지'(68)에 연결시키므로써 로우(L)가 될 때 까지, 
이들 신호의 각 상태를 하이(H) 상태로 유지시킨다. 시작/종료 기능의 또다른 구현이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한다. 논리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 핀상에 제공되는 전압을 기능 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신호는 시작 
상황시에는 하강하고(혹은 상승하고), 그리고, 종료 상황시에는 상승(혹은 하강)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디코드 논리부(81)는 시작 및 종료 상태를 표 1과 같이 디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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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작 종료 디코드 상태
H H 기능 카드 제공안 됨
L H 카드 삽입/제거 진행중
L L 기능 카드 제공
H L 무효 상태

    
시작/종료 디코드의 상태가 기능 카드가 삽입 또는 제거되는 중임을 나타내는 경우, LIBC 버스 임계 신호 제어 논리부
(74)는 SBC 버스 중재 제어 논리부(72)로 '버스 요청'(71)을 활성화시킨다. 버스 중재 제어 논리부(72)가 '버스 요청'

(71)에 대하여 LIBC(61)가 버스(63)의 제어를 맡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버스 승인(bus grant)'(73)으로써 응답할 
때, 버스 임계 신호 제어 논리부(74)는 (만약 필요한 경우, 특정한 버스의 명시에 따라서) '버스 임계' 신호의 상태를 
검사하고 'LIBC 인터럽트' 또는 'LIBC 요청' 신호를 활성화시킨다. 'LIBC 인터럽트/요청' 신호(75)는 LIBC(61)가 버
스(63)의 제어를 맡는 동안 타임아웃 또는 워치독 기능을 중지해야 함을 SBC 시스템 인터럽트 & 요청 제어 논리부(7
6)에 알린다. 또한, LIBC 인터럽트/요청 신호(75)는 버스 임계 신호 제어 논리부(74)에 연결된 다수의 버스 구동기(
BUS Drv) 회로(77, 78)를 접지 또는 신호 로우 레벨로 구동시킨다. 이들 버스 구동 회로(77, 78)는 특정한 시스템 
버스(예를 들면, TTL 삼상태, TTL 오픈 컬렉터, PCI 버스 구동기등)를 구현하기 위해 명시된 회로와 동일하다. 따라
서, 기능 카드(62)가 버스 신호에 접속되거나 혹은 분리되기 전에 '버스 임계' 신호는 신호 로우 레벨 상태 또는 접지 
상태이다. 기능 카드 버스 논리부(79)는 중간 길이 핀(MP)(80)을 통하여 시스템 버스(63)의 접속을 신호하는데, 이 
핀(MP)은 카드 삽입 동안에는 장 핀(LP)(69)다음에 접속되고, 카드 제거 동안에는 단 핀(SP)(70) 다음에 접속을 끊
는다.
    

시작/종료 디코드 논리부(81)가 카드(62)의 핫-스웹(hot-swap) 삽입 또는 제거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즉, 
카드 삽입/제거가 진행중임 대신에 '기능 카드 제공 또는 제공안됨'이 표시), 버스 임계 신호 제어 논리부(74)는 그의 '
인터럽트 요청'을 비활성화시키므로써, '버스 임계' 신호를 비활성 상태로 복귀시키고, 그의 '버스 요청'을 비활성화시킨
다.

SBC(60)는 전형적으로, 특정 장치가 시스템 버스를 좌우하거나 또는 지배하는 상황을 검출하기 위한 워치독 기능을 
이행한다. 타임아웃의 경우, 일반적 워치독 구현은 '시스템 리셋' 신호 또는 '기계 체크 리셋' 신호를 발생한다. FC를 핫
-플러깅하기 위한 시간은 삽입 및 제거되는 기계적 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비교적 긴 시간이므로 SBC는 핫-플러깅 진
행 동안 워치독 타이머를 디스에이블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정한 특징은 단지 임계 제어 신호, 즉, 다운 레벨 활성이므로, 플러그형 장치의 삽입에 의해 버스 시
스템에 유입되는 비충전 신호선 정전 용량으로 가기 쉬운(접지로의 단락) 신호가 시스템 버스를 이러한 장치의 라이브 
삽입에 의한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활성 또는 다운 레벨로 구동된다. 상이한 버스 구조를 위한 임계 제어 신
호들은 또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도 6 내지 도 9를 참조한 후속되는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다.

마이크로채널 버스 환경

기능 카드가 삽입되거나 혹은 제거되는 동안 LIBC가 시스템 버스를 제어한다. FC가 충분히 시스템내로 삽입 또는 제거
된 후에, 제어는 SBC로 반환된다. 본질적으로, LIBC는 라이브 삽입 동안 버스를 제어할 수 있고 시스템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특별한 버스 마스터와 유사하다. 특히, 이 특별한 버스 마스터의 기능성은 이러한 능력을 추
가하도록 라이브 삽입에 대해 설계되지 않은 버스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도 6은 LIBC 의사 동작 동안 마이크로채널용 임계 제어 신호를 위해 라이브 삽입 동안의 타이밍을 도시한다. 이러한 구
조 환경에서 임계 제어 신호는,

-ADL , (-어드레스 디코드 래치) 이 신호는 제어 버스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며, 버스 슬레이브가 마이크로채널 버스
상의 어드레스 디코드 및 상태 비트를 래치하기 위한 편리한 방편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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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 이 신호는 시스템 논리부에 의해 구동되며, 메모리 리프레시 동작이 진행중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리프레시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없는 메모리 슬레이브는 이 신호를 수신할 필요가 없다.

    
-CMD , (-커맨드) 이 신호는 제어 버스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며, 데이터 버스상의 데이터가 유효할 때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이 신호의 하강 구간은 버스 사이클의 종료를 나타낸다. 이 신호는 얼마나 오래동안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버
스 슬레이브에게 알려준다. 기록 사이클 동안, 이 데이터는 - CMD가 활성인 한 유효하다. 판독 사이클 동안, 데이터는 
CMD의 상승 구간후부터 하강 구간전까지 유효하고, -CMD가 비활성으로 갈 때 까지 버스상에서 유지된다. 슬레이브
는 -CMD의 상승 구간과 함께 어드레스 및 상태 정보를 래치할 수 있다.
    

-S0, -S1 , (-상태 0, -상태 1) 이들 상태 신호는 제어 버스 마스터에 의해 구동되며, 데이터 전송 사이클의 시작을 
표시하고, 또한, 데이터 전송의 유형을 정의한다. M/-IO (메모리/-입력 출력)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메모리 판독 또
는 기록 사이클은 I/O 판독 또는 기록 사이클과 구별된다. 버스 슬레이브는 필요한 대로 -CMD의 상승구간을 사용하거
나 혹은 -ADL의 상승구간을 사용하여 이들 신호를 래치한다.

    
ARB/-GNT , (중재/-승인) 중앙의 중재 제어점만이 이 신호를 구동시킨다. ARB/-GNT의 네거티브-포지티브 천이
는 중재 사이클을 시작시킨다. ARB 상태인 경우, 이 신호는 중재 사이클이 진행중임을 나타낸다. -GNT 상태인 경우, 
이 신호는 중앙 중재 제어점으로부터 채널의 소유권을 승인받았음을 나타내는 확인응답을 중재기 및 DMA (직접 메모
리 액세스) 제어기로 표시한다. 이 신호는 전송 종료(EOT)후에 중앙 중재 제어점에 의해 ARB 상태로 구동된다. 중앙 
중재 제어점은 주로 SBC내에 구현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LIBC가 목적 FC로부터 이 FC가 삽입될 예정임을 나타내는 표시 신호를 수신한 경우, LIBC는 버스 중재 신호 'ARB/-
GNT'를 통하여 시스템 버스의 제어를 획득한다. 이 때, LIBC는 'ARB/-GNT' 신호를 논리적 제로 레벨을 향하여 구동
시키기 시작한다. '//'로 표시되는 시간 간격은 시스템 버스로/로부터 FC의 라이브 삽입/제거 절차를 위해 가변의 기계
적으로 결정된 시간을 나타낸다. 'IBM Personal System/2 Hardware Interface Technical Reference-Architect
ure'(IBM P/N 84f8933)의 '마이크로채널 구조(Micro Channel Architeture)' 섹션을 참조한 IBM 마이크로채널 버
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REFRESH', '-S0' 및 '-S1' 커맨드 신호 레벨은 한 사이클 지연되어 논리적 제로 레벨로 구동
된다. 이것은 또한 '-ADL' 및 '-CMD' 신호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모든 임계 버스 커맨드 신호가 접지로 구동되었을 
때, 마이크로채널은 라이브 삽입 교란 저항(방지)적이 된다. 특정한 기저 버스 시스템에 따라서, 신호의 부집합은 특정
한 순서로 활성으로 구동되고 비활성으로 해제(release)될 필요가 있다.
    

    
교란 저항의 시간은 제 1 임계 커맨드 신호가 시작점 레벨로 복귀할 때 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 1 신호는 
저항 시간 간격을 종료시키는 '-ADL' 커맨드이고, 전술한 이유로 인하여, 삽입/제거 진행은 이 때 이미 종료되었을 것
이다. 마이크로채널 버스의 구조적 정의에 의해, LIBC가 버스를 해제하기 전에 '-ADL' 신호가 하이 레벨로 구동된다. 
이후로부터, 마이크로채널에 대한 '저항' 기간은 임계 신호'-ADL'가 시작점 레벨로 복귀되는 시간을 통해 지속된다. 
다른 임계 신호는 이 기간 동안 활성 또는 로우 신호 레벨이다(도 6). 마이크로채널 임계 버스 커맨드 신호에 대해 보
다 상세한 것은 전술한 참조 문헌 '마이크로채널 구조' 섹션을 참조한다. 따라서, LIBC는 삽입/제거 과정의 종료를 가리
키는 FC로부터의 표시 신호를 그 시간 이후에 수신해야 한다.
    

도 6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또다른 다수의 마이크로채널 버스 프로토콜 커맨드가 있다,

CHRESET (채널 리셋)은 포지티브 설정 신호(positive asserted signal)로서, 기능 카드 라이브 삽입 동안 설정해제
된 다운 레벨로 능동적으로 구동되어야 하거나 혹은 각 FC 슬롯으로 점대점(point-to-point) 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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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MHz OCS 프리 실행 클럭 신호는 분리되어야 하며, 각 슬롯에 점대점 배선되어야 한다,

-IRQn (인터럽트 요청) 신호는 SBC의 제어를 통해 혹은 절연 게이팅 논리부에 의해 시스템 프로세서로부터 분리되어
야 한다.

-CHK (채널 체크) 신호는 LIBC 제어의 의사 동작 동안 '무관(don't care)' 이거나 혹은 -IRQn 신호와 동일한 방식
으로 시스템 프로세서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에서 삽입 과정 동안 리프레시 사이클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FC는 리프레시 사이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라이브 삽입되는 FC가 삽입 동안 파워오프되므로, 리프레시 사이클이 필요없다.

GHBA GAB 환경

    
GHBA GAB 구조를 위하여 도 7에 도시된 임계 신호는 -BR, -BG, -BUSY, -CMD, -SM 및 -RESP이다. '< '는 
이 신호가 하이 또는 로우일 수 있지만, 이들 상태중의 어느 하나이여야 하며 하이 및 로우간을 교번해서는 안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 XX'는 어드레스 신호가 소정의 특정 값을 가져야 하며, 이 값은 시스템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어드
레스 세트(예를 들면, 예약 시스템 어드레스)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R' 및 '-BG' 신호의 설정해제의 
분할 부분은 버스 구조가 이 시간 동안 이들 신호가 하이 또는 로우가 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PCI 버스 환경

PCI 버스의 경우 도 8에 도시된 것중 유일한 임계 신호는 FRAME#로서, 여기서 '#' 표시는 네거티브 설정 신호를 가
리킨다. '< XXX' 어드레스 신호의 시간 행태는 도 7의 '< XX' 신호에 따라서 시프트된다.

VME/VME64 버스 환경

VME/VME64 버스의 경우 도 9에 도시된 임계 신호는 BBSY * 및 AS* 이며, 여기서 '*' 표시는 네거티브 설정 신호를 가
리킨다.

또한, '-RESET' 제어 신호와 같이 하이 레벨 활성이거나 혹은 시스템 '-ERROR' 신호와 같이 활성 로우 레벨로 설정
되지 말아야 하는 비 시간 임계 신호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제공된다.

-RESET, 시스템은 각 FC 슬롯 위치로 개별 -RESET 신호를 배선시키므로써 라이브 삽입 상태 동안 이 신호의 상태
를 제어한다. 일단 이것이 행해지면, 빈 슬롯을 위한 개개의 -RESET은 점유된 슬롯에서의 기능 카드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FC 슬롯이 점유될 때까 -RESET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면, 라이브 삽입 
동작 동안 발생되는 -RESET에 대한 방해는 점유되어 동작하는 FC에게로 전달되지 않는다.

-ERROR, 시스템은 SBC로의 LIBC 인터럽트/요청 신호를 사용하므로써 이 신호의 영향을 제어하여, 라이브 삽입 버스 
의사 동작이 발생되는 동안 에러 보고가 금지 또는 블록킹되거나, 또는 만약 예를 들어, 에러 비트가 에러 상태 보고 레
지스터로 셋팅되어야 하는 경우, 라이브 삽입 버스 의사 동작의 종료시에 시스템에 의해 클리어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비 시간 임계 신호에 비하여, 클럭과 같은 임계 타이밍 신호는 라이브 삽입될 수 있는 각 장치로 점대점 분산되므로, 이
러한 장치에 대한 클럭의 교란은 버스에 인터페이스되는 다른 장치로 전달되지 않는다. 보다 높은 성능의 버스를 위해 
클럭 스큐(clock skew)을 제어함에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클럭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은, 고성능의 
클럭된 동기 버스(즉, 'PCI 로컬버스 명세(PCI Local Bus Specification)', 리개정 2.1판을 참조)가 클럭 스큐를 제어
할 목적으로 각 FC 슬롯에 개별 클럭을 제공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다수의 클럭 출력을 가지는 클럭 구동기는 통상 S
BC 논리부에 의해 제공된다. 이는 버스 클럭에 대한 라이브 삽입 교란을 FC가 라이브 삽입되고 있는 슬롯으로 분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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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역할도 한다(즉, 점유되어 동작하는 FC 슬롯의 각각은 라이브 삽입 동작이 발생하고 있는 슬롯에 연결되지 않은 
버스 클럭을 가진다).
    

    
본 발명의 특정한 구현은 LIBC와는 별개의 장치로서 라이브 삽입 절차 이전에 시스템 버스에 연결될 수 있고 삽입 절
차가 종료된 후에는 분리될 수 있는 툴(tool)이다. 예를 들면, LIBC 툴은 어댑터 카드, 플래너 카드 또는, 고객 엔지니
어가 사용전 소정 시간에 목적 시스템에 옮기거나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블랙 박스'와 같은 다른 특수 툴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 툴은 목적 시스템에 어댑터 카드 또는 플래너 카드를 연결시키므로써 혹은 목적 시스템에 툴 또는 '블랙 박스'

를 상호접속시키므로써 라이브 삽입 능력을 추가하도록 목적 시스템에 인터페이스된다. 종래의 방법은 시스템이 작동중
인 동안 이 툴을 목적 시스템에 동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즉, 사전충전, 스태거된 핀등). 이 툴이 일단 
목적 시스템에 연결되면, 이 툴을 통하여 임시 LIBC 능력이 추가된다. 이제 이러한 능력이 설치되었으므로, 라이브 삽
입 능력은 툴에 의해 이 시스템에 도입된 LIBC를 통해 제공된다. LIBC 툴이 설치되면, 이제 목적 시스템에서 기능 카
드를 라이브 삽입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하드웨어 고장의 원천이나 다른 시스템 문제들을 알아내기 위하
여 카드를 제거하거나 혹은 재삽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장치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혹은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하드웨어 자원을 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차후에 고객 엔지니어가 이 툴을 제거하여 
다른 목적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갈 수도 있다. LIBC 툴은 전술한 동작 동안 고객 시스템에 라이브 삽입 
능력을 주기 위해 고객 엔지니어를 위한 휴대용 수단일 수 있지만, 상술한 용도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를 첨부도면 및 전술한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특정 실시예로 제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양한 재구성, 변형 및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속된 특허청구의 범위는 이러한 모든 변형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버스에 연결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상기 버스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상기 시스템 버스에 라이브 접속가능한(live connectable)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 상기 시스템 버스로의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을 검출하기 위한 회로, 및 상기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적
어도 하나의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갖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접속 동안 상
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시스템 버스에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접속되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기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는 단계는 노 버스(no bus) 동작이 수행되는 상기 시스템 버스
상의 상태를 생성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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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상기 시스템 버스에 적절히 접속되는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시점이 발생된 이후에, 상기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는 단계를 종료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에 다운 레벨 활성 타이밍 신호를 점대점(point-to-point) 분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버스에 연결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상기 버스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상기 시스템 버스에 라이브 접속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 상기 시스템 버
스로의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을 검출하는 회로 및, 상기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신호를 
갖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접속 동안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
법은,
    

상기 시스템 버스에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접속되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기 제어 신호를 활성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청구항6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7.

청구항7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8.

    
버스에 연결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상기 버스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상기 시스템 버스에 라이브 접속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 상기 시스템 버
스로의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을 검출하기 위한 회로, 및 상기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다운 레
벨 활성 제어 신호를 갖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버스에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라이브 접속하는 동안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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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 버스에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접속되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과,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기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청구항9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0.

청구항10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1.

    
버스에 연결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상기 버스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상기 시스템 버스에 라이브 접속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 상기 시스템 버
스로의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신
호를 갖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버스에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라이브 접속하는 동안 상기 시스템 버
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 버스에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접속되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과,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기 제어 신호를 활성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2.

청구항12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3.

제 8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형 장치는,

상기 시스템 버스로의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의 시작을 표시하는 시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 1 수단과,

상기 시스템 버스로의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의 종료를 표시하는 종료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 2 수단과,

상기 시작 신호와 상기 종료 신호 사이의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로 상기 플러그형 장치를 접속시키기 위한 제 3 수
단

 - 13 -



등록특허 10-0332191

 
을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4.

제 8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는,

상기 시스템 버스에 대한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이 완료인지 또는 완료 처리중에 있는지를 상기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는 상기 수단으로부터 검출하는 디코드 논리부와,

상기 시스템 버스 제어기에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중재 논리부에 대한 버스 요청신호를 활성화시키고, 상기 디코드 논
리부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상기 시스템 버스에 대한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이 완료할 때에 상기 버스 요청 신
호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버스 임계 신호 제어 논리부와,

상기 버스 임계 신호 제어 논리부에 연결되어 상기 시스템 버스를 접지 레벨 또는 신호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는 하나 이
상의 버스 구동 회로

를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5.

청구항15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16.

목적 정보 처리 시스템의 시스템 버스에 플러그형 장치를 라이브 삽입하는 동안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버스로의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접속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시스템 버스로의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삽입 동안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시스템 버스로의 상기 접속의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과,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제어 신호를 활성 로우 신호 레벨로 
구동시키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일시적인 라이브 삽입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포함하는 라이브 삽
입 버스 제어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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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연결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상기 버스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라이브 분리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 상기 시스
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분리를 검출하기 위한 회로, 및 상기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갖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분리 동안 상기 시스템 버
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분리되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기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청구항19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0.

청구항20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1.

청구항21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2.

    
버스에 연결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상기 버스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라이브 분리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 상기 시스
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분리를 검출하는 회로, 상기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신
호를 갖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분리 동안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
한 방법은,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분리되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기 제어 신호를 활성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3.

청구항23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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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24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5.

    
버스에 연결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상기 버스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라이브 분리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 상기 시스
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분리를 검출하기 위한 회로 및, 상기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갖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분
리 동안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분리되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과,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기 다운 레벨 활성 제어 신호를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6.

청구항26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7.

    
버스에 연결된 장치들간에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한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상기 버스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라이브 분리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형 장치, 상기 시스
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분리를 검출하기 위한 회로, 및 상기 시스템 버스상으로 전송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 신호를 갖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분리 동안 상기 시
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가 분리되는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과,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기 제어 신호를 활성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8.

청구항28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9.

청구항29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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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30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31.

제 25 항 또는 제 27 항에 있어서,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기는,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분리를 완료인지 또는 완료 처리중에 있는지를 상기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검출하는 수단으로부터 검출하는 디코드 논리부와,

상기 시스템 버스 제어기에서 시스템 버스 제어기 중재 논리부에 대한 버스 요청신호를 활성화시키고, 상기 디코드 논
리부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분리를 완료할 때에 상기 버스 요청 신
호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버스 임계 신호 제어 논리부와,

상기 버스 임계 신호 제어 논리부에 연결되어 상기 시스템 버스를 접지 레벨 또는 신호 로우 레벨로 구동시키는 하나 이
상의 버스 구동 회로

를 포함하는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2.

청구항32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33.

목적 정보 처리 시스템의 시스템 버스로부터 플러그형 장치를 라이브 분리시키는 동안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
하기 위한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분리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플러그형 장치의 라이브 분리 동안 상기 시스템 버스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시스템 버스로부터 상기 분리의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과,

적어도 상기 시작 시간과 상기 종료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에서 상기 시스템 버스의 제어 신호를 활성 로우 신호 레벨로 
구동시키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라이브 삽입 버스 제어 장치.

청구항 34.

청구항34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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