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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주변기기 서브시스템에 대한 개별화된 전력 제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독립적인 도메인들 내의 서브시스템 리소스들(예컨대, 클록들, 전력, 및 리셋)의 격리를 위한 방법들 및 장치가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의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다른 서브시스템 동작에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하나 이
상의 전용 전력 및 클록 도메인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셀룰러, WLAN 및 PAN 접속성을 갖는 예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각각의 그러한 서브시스템은 공통 메모리 맵핑된 버스 기능부에 접속되지만,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개시된 아키텍처는 유리하게도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전력 소비 제한들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모바일 디바이스들 상의 고대역폭 응용들에 대한 메모리 맵핑된 접속성의 이익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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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호스트 프로세서 장치 및 주변기기 프로세서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내의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개별화된 전력 제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주변기기 프로세서 장치는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과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 장치 사이에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확립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대응하는 전력 관리 상태 기계에 의해 특성화됨 -; 및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해, 상기 대응하는 전력 관리 상태 기계로 하여금 상기 복
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슬립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로 전이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슬립 상태로부터 상기 활성 상태로의 상기 전이는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의한 활성 모드 요청의 발행을 통해 개시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상기 슬립 상태로부터 상기 활성 상태
로의 전이는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을 슬립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로 전이시키지 않고
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을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
스템들에 독립적으로 다양한 전력-보존 모드들로 전이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 장치를 통해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독립적인 전력 제어를 발
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독립적인 전력 제어를 발휘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서
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독립적인 전력 제어를 발휘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제1 서브시스템을 상기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동안,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2 서
브시스템을 슬립 상태로 전이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전력 시퀀스를 개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컴퓨터화된 장치로서,
루트 컴플렉스(root complex)를 포함하는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
엔드포인트(endpoint) 장치를 포함하는 주변기기 장치 - 상기 엔드포인트 장치는 복수의 기능부들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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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기능부들 각각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의 각각의 서브시스템과 결합되어 있고, 상기 복수의 서브시
스템들 각각은 대응하는 전력 관리 상태 기계의 사용을 통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과
는 별도의 전력 관리를 포함함 -; 및
상기 루트 컴플렉스와 상기 엔드포인트 장치 사이의 통신 링크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주어진 서브시스템에 대해, 상기 대응하는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상기 복수의 서
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과 독립적으로 슬립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로 전이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슬립
상태로부터 상기 활성 상태로의 상기 전이는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주어진 서브시스템에 의한 활성
모드 요청의 발행을 통해 개시되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과는 별도의 호스트 전력 관리를 포함
하고,
상기 통신 링크는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 및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과는 별도의 링크 전력 관리를 포함
하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WLAN) 서브시스템
을 포함하고, 상기 WLAN 서브시스템은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의 웨이크업(wake-up)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인근 비콘(beacon)들에 대해 스캔할 수 있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WLAN 서브시스템은 상기 통신 링크 또는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의 웨이크업을 필요
로 하지 않고서 상기 인근 비콘들에 대해 스캔할 수 있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은 셀룰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셀룰
러 서브시스템은 상기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 및 상기 통신 링크 중
하나 이상의 전원을 켜지 않고서 모바일 관리 업데이트 동안 셀룰러 네트워크와 접속하도록 구성되는, 컴퓨터화
된 장치.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상기 대응하는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
계는 추가로,
활성 상태에 있는 동안 슬립 모드 요청을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로 전송하도록;
상기 슬립 모드 요청을 전송하는 것에 후속하여 슬립 대기 상태에 진입하도록;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검출하도록 - 상기 업데이트는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개시됨 -; 그리고
상기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상기 검출된 업데이트에 응답하여 상기 슬립 대기 상태로부터 슬립
상태에 진입하도록 구성되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상기 대응하는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가 임의의 보류중인 데이터 트랜잭션(pending data transaction)들을 갖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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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도록;
보류중인 데이터 트랜잭션들이 있는 경우, 상기 대응하는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상기 슬립 상태로부
터 상기 활성 상태로 전이시키기 위해 웨이크업 프로세스를 개시하도록;
활성 대기 상태에 진입하도록; 그리고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의한 상기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업데이트의 검출 시에 상기 활성
대기 상태로부터 상기 활성 상태에 진입하도록 구성되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16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상기 대응하는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
계는 추가로,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로부터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host enter sleep message)를 수신하도록;
상기 수신된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상기
대응하는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중지하도록; 그리고
상기 대응하는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의 중지에 후속하여 보류중인 전송 서술자들 모두를 프로세싱하도
록 구성되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상기 보류중인 전송 서술자들 모두를
프로세싱하는 것에 후속하여 활성 상태로부터 슬립 상태로 전이하도록 구성되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상기 대응하는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대한 웨이크업 요청의 발행을 통해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
치와의 통신을 재확립하도록 구성되는, 컴퓨터화된 장치.
청구항 19
전자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로서,
엔드포인트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엔드포인트 장치는 복수의 기능부들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기능부들 각각
은 상기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에 대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의 각각의 서브시스템과 결합되어 있고,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에 대해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포함하고, 상기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들 중 하나에서의 상태들 사이의 전이는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의 각각의 서브시스템에 의해 개시되는,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의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활성 상태에 있는 동안 슬립 모드 요청을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로 전송하도록;
상기 슬립 모드 요청을 전송하는 것에 후속하여 슬립 대기 상태에 진입하도록;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검출하도록 - 상기 업데이트는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개시됨 -; 그리고
상기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상기 검출된 업데이트에 응답하여 상기 슬립 대기 상태로부터 슬립
상태에 진입하도록 구성되는,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제1 서브시스템의 상기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
는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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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가 임의의 보류중인 데이터 트랜잭션들을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류중인 데이터 트랜잭션들이 있는 경우, 상기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상기 슬립 상태로부터 상
기 활성 상태로 전이시키기 위해 웨이크업 프로세스를 개시하도록;
활성 대기 상태에 진입하도록; 그리고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의한 상기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업데이트의 검출 시에 상기 활성
대기 상태로부터 상기 활성 상태에 진입하도록 구성되는,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의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로부터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상기 수신된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제1 서브시스템의 상기 제
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중지하도록; 그리고
상기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의 중지에 후속하여 보류중인 전송 서술자들 모두를 프로세싱하도록 구
성되는,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은 추가로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로부터
상기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상기 보류중인 전송 서술자들 모두를 프로
세싱하는 것에 후속하여 활성 상태로부터 슬립 상태로 전이하도록 구성되는,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상기 제1 서브시스템의 상기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
는 추가로,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대한 웨이크업 요청의 발행을 통해 상기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와의 통
신을 재확립하도록 구성되는,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우선권

[0002]

본 출원은, 공동 소유되며 동시 계류중인, 2017년 7월 11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Apparatus and
Methods for Independent Power and Clock Domains of a Memory mapped Architecture"인 미국 특허 출원 제
15/647,063호에 대한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는데, 이는 이어서, 공동 소유되며 동시 계류중인, 2016년 11월 10
일자로 출원되고 동일한 발명의 명칭인 미국 가특허 출원 제62/420,143호에 대한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고, 전
술한 출원 각각은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고로 포함된다.

[0003]

관련 출원

[0004]

본 출원은, 공동 소유되며 동시 계류중인, 2017년 7월 11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viding Access to Peripheral Sub-System Registers"인 미국 특허 출원 제15/647,088호; 및
공동 소유되며 동시 계류중인, 2017년 7월 11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viding Peripheral Sub-System Stability"인 미국 특허 출원 제15/647,103호에 관련되고, 전술한 출원 각각
은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고로 포함된다.

[0005]

본 출원은 또한, 공동 소유되며 동시 계류중인, 2015년 10월 8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s and
Apparatus for Running and Booting an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Link Between Independently Operable
Processors"인 미국 특허 출원 제14/879,024호; 2015년 10월 8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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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for Managing Power with an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Link Between Independently Operable
Processors"인 미국 특허 출원 제14/879,027호; 및 2015년 10월 8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s and
Apparatus for Recovering Errors with an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Link Between Independently
Operable Processors"인 미국 특허 출원 제14/879,030호에 관련되고, 전술한 출원 각각은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
에 참고로 포함된다.
[0006]

저작권

[0007]

본 특허 문헌의 개시 내용의 일부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포함한다.

저작권 소유자는 특허청 특

허 파일들 또는 기록들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누군가에 의한 특허 문헌 또는 특허 개시 내용의 팩시밀리 복제
에 이의가 없지만, 그 이외에는 그게 무엇이든 모든 저작권 권한들을 보유한다.
[0008]

기술분야

[0009]

본 발명은 대체로 전자기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그의 버스 아키텍처의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시적인 태양에서, 본 발명은 메모리 맵핑된 아키텍처에 대한 전력, 클록, 및/또는 다른 리소스 도메인
들의 독립적인 동작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10]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는 컴퓨터 및 소비자 전자기기 제조사들에 의한 매우 높은
채택률들을 갖는 고속 직렬 컴퓨터 확장 버스 기술이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PCIe가 디바이스

들과 기능부들 사이의 입력/출력(I/O)에 대한 공유된 메모리 맵에의 직접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메모리 맵핑된 액세스는, 예컨대 버스 중재, 및 중앙집중식 메모리 관리를 감소시킴으로써 트랜잭션 오버헤드를
크게 감소시킨다.

실제로, PCIe는 컴퓨터 시스템 베이스 칩세트들에 의해 제공되는 능력들 이외에 추가적인 입

력/출력(I/O) 능력을 추가하기 위한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다.

PCIe에 의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직접 메모리

맵핑된 버스 능력들에 더하여,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구동기들의 광범위한 에코시스템 및 지속적인 개발
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강건한 상품 구성요소들을 레버리징하는 중요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0011]

간략히 말하면, PCIe는 1993년에 개발된 구형 PCI 확장 버스 기술에 기초하였다.
버스에 하드웨어 유닛들을 추가하는 표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때, PCI의 목표는 컴퓨터

각각의 하드웨어 유닛은, 각각의 하드웨

어 유닛을 공유된 병렬 버스의 고유 디바이스로서 식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공유된 병렬 버스에 접
속되었다.

각각의 디바이스는 추가로 최대 8개의 기능부들로 논리적으로 세분되었다.

는, 여러 기능부들을 각각 갖는 여러 디바이스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렬 버스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고속 직렬 버스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원래 PCI 버스

PCIe의 출현으로, 물리적으로 공유된 병
공유된 병렬 버스를 제거함으로써, PCIe는

임의의 2개의 엔드포인트(endpoint)들 사이의 전이중(full-duplex) 통신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때
다수의 엔드포인트들에 걸친 동시 액세스에 대한 고유한 제한은 없다.
[0012]

PCIe는 개인 컴퓨팅 응용들에 잘 적응되지만, 그것은 모바일 공간 고려사항들, 예컨대 전력 소비, 트랜잭션 효
율, 및/또는 다른 이동성 고려사항들에 대해 설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들은 전형적으로 "벽

면 전원(wall power)"에 플러그가 꽂혀 있으므로 전력 소비 또는 보존이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조

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배터리 전원으로 동작하고, 과도한 전력 소비를 줄여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해야
한다.
[0013]

유사하게, 개인용 컴퓨터들은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외부 네트워크들(예컨대, 보다 광역의 인터넷)에 드물게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프로세서 토폴로지를 지원한다.

대조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사용자 태스크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가질 수 있지만, 또한 무선 LAN들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들의 것들과
같은 네트워크 관리 엔티티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색하고/하거나, 그에 등록하고/하거나, 그와 데이터를 트랜
잭션하는 다수의 추가적인 모뎀 프로세서들을 가질 수 있다.
[0014]

PCIe의 한계로 모바일 공간에 대한 그의 적용가능성이 이력적으로 제한되었지만, 무선 기술의 계속 증가하는 대
역폭 능력 및 보다 큰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소비자 취향의 변화로 제조사들은 PCIe를 실현가능한 버스 솔루
션으로 다시 고려하게 되었다.

특히, PCIe 메모리 맵핑된 버스 능력들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바일 응용들에 대한 고속 직접 메모리 맵핑된 버스 능력들을 추가로 최적화하기 위해 개선된 방
법들 및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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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0015]

본 발명은, 특히 메모리 맵핑된 버스 아키텍처 내의 전력, 클록, 및/또는 다른 리소스 도메인들의 독립적인 동
작을 위한 시스템들, 방법들, 및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전술한 필요성들을 만족시킨다.

[0016]

제1 태양에서, 호스트 프로세서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내의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개별화된 전
력 제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메모리 맵

핑된 인터페이스를 확립하는 단계 -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대응하는 전력 관리 상태 기계에 의해 특성화
됨 -; 및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해, 대응하는 전력 관리 상태 기계로 하여금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슬립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로 전이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0017]

일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슬립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로의 전이는 복수의 서
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을 슬립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로 전이시키지 않고서 발생할 수 있다.

[0018]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을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
스템들에 독립적으로 다양한 전력-보존 모드들로 전이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19]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호스트 프로세서 장치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독립적인 전력 제어
를 발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20]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독립적인 전력 제어를 발휘하는 단계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21]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독립적인 전력 제어를 발휘하는 단계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동안,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2 서브시스템을 슬립 상태로 전이
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22]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복수의 서브시스
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전력 시퀀스를 개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23]

제2 태양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과 연관된 엔드포인트 장치 내의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응하는 복수의 서
브시스템 레지스터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엔드포인트

장치에 대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확립하는 단계; 및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을 웨이크하지
않고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
터에 액세스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24]

일 변형예에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는 단계는,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와 연관된 레지스
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25]

다른 변형예에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
템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는 단계는,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와 연관된 레
지스터에 기입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26]

또 다른 변형예에서, 액세스하는 단계는, PCIe 기능부 내의 메모리 위치에 액세스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단
계; PCIe 통신 링크를 웨이크하는 단계; 및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 내의 메모리 공간에 액세스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메모리 공간은 PCIe 통신 링크와 연관된다.

[0027]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메모리 공간에 액세스하는 단계에 후속하여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
을 웨이크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28]

또 다른 변형예에서,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은 셀룰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본 방법은 셀룰러
서브시스템을 웨이크하지 않고서 엔드포인트 장치 내의 셀룰러 기능부에 대해 질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29]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을 웨이크하지 않고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각각에 액세스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30]

제3 태양에서, 컴퓨터화된 장치의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의 개별화된 부팅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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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장치와 연관된 엔드포인트에 대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확립하는 단계 - 엔드포
인트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음 -;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을 열거하는 단계; 및
열거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적어도 2개의 서브시스템들을 순차적으로 부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31]

일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부팅 프로세스로부터 열거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을 프루닝
(pruning)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32]

다른 변형예에서, 열거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프루닝된 하나의 서브시스템은 개인 지역 네트워크(PAN) 서브
시스템을 포함하고, 본 방법은 프루닝 이전에 PAN 서브시스템 능력을 디스에이블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33]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임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동작 상태에 상관없이 엔드
포인트에 급전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데, 엔드포인트에 급전하는 단계는 열거하는 단계를 가능하게 한다.

[0034]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구성 공간을 초기화하는 단
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35]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구성 공간에 액세스하는 단
계를 추가로 포함하는데, 액세스하는 단계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전력 상태에 상관없
이 발생한다.

[0036]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열거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적어도 2개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중요도 순서
를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열거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적어도 2개의 서브시스템들을 순차적으로
부팅하는 단계는 결정된 중요도 순서에 따라 발생한다.

[0037]

제4 태양에서, 서브시스템의 개별화된 리셋 및 복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방

법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확립하는 단계 -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는 복수의 서브
시스템들에 대응하는 복수의 메모리 영역들을 포함함 -;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 내의 에러를
검출하는 것에 응답하여, 대응하는 제1 메모리 영역 내의 리셋 주소에 기입하는 단계; 기입하는 단계에 응답하
여 제1 서브시스템을 부팅하는 단계; 및 검출된 에러에 대응하는 진단 정보를 복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38]

일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제1 서브시스템 내의 에러를 검출하는 것에 응답하여 루핑(looping) 명령어를 실행시
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데, 루핑 명령어는 진단 정보를 복구하는 단계를 가능하게 한다.

[0039]

다른 변형예에서, 본 방법은 에러를 검출하는 것에 응답하여 복수의 메모리 영역들 중 일 메모리 영역의 스냅샷
을 수집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40]

또 다른 변형예에서, 엔드포인트는 복수의 기능부들을 포함하는데, 기능부들 각각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주
어진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응하고, 본 방법은 복수의 기능부들 중 일 기능부에 기능부 레벨 리셋을 발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41]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기능부들 중 일 기능부에 기능부 레벨 리셋을 발행하는 단계는, 복수의 기능부들
중 일 기능부와 연관된 대응하는 서브시스템을 리셋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0042]

또 다른 변형예에서, 제1 서브시스템을 부팅하는 단계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을 부팅할
필요없이 발생한다.

[0043]

제5 태양에서, 컴퓨터화된 장치가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화된 장치는 루트 컴플렉스(root complex)

를 포함하는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 엔드포인트 장치를 포함하는 주변기기 장치 - 엔드포인트 장치는 복수의 기
능부들을 포함하고, 복수의 기능부들 각각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의 각각의 서브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음 -; 및
루트 컴플렉스와 엔드포인트 장치 사이의 통신 링크를 포함한다.
[0044]

일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과는 별도의 전력 관리
를 포함한다.

[0045]

다른 변형예에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과는 별도의 호스트 전력 관리를 포함하고, 통신
링크는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 및 복수의 서브시스템들과는 별도의 링크 전력 관리를 포함한다.

[0046]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WLAN) 서브시스템
을 포함하고, WLAN 서브시스템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의 웨이크업(wake-up)을 필요로 하
지 않고서 인근 비콘(beacon)들에 대해 스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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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7]

또 다른 변형예에서, WLAN 서브시스템은 통신 링크 또는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의 웨이크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서 인근 비콘들에 대해 스캔할 수 있다.

[0048]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은 셀룰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셀룰러 서브
시스템은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 및 통신 링크 중 하나 이상의 전원을 켜
지 않고서 모바일 관리 업데이트 동안 셀룰러 네트워크와 접속하도록 구성된다.

[0049]

제2 실시예에서, 컴퓨터화된 장치는 루트 컴플렉스를 포함하는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 엔드포인트 장치를 포함
하는 주변기기 장치 - 엔드포인트 장치는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 내에 배치된 복수의 기능부들을 포함하고,
복수의 기능부들 각각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의 각각의 서브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음 -; 및 루트 컴플렉스와 엔
드포인트 장치 사이의 통신 링크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추가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통

해,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과 연관된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도록 - 액세스를 서비
스하기 위해 하나의 서브시스템이 동작 상태로 급전될 필요없이 - 구성된다.
[0050]

일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 내의 대응하는 액세스 공간을 포함하는
데, 여기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 내의 대응하는 액세스 공간에만 액세스할 수
있다.

[0051]

다른 변형예에서, 루트 컴플렉스는 복수의 제어 레지스터들을 추가로 포함하고,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추가로, 통신 링크가 보다 저전력 상태에 있는 동안 복수의 제어 레지스터들의 적어도 일부분을 판독하거나 그
에 기입하도록 구성된다.

[0052]

또 다른 변형예에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추가로, 통신 링크가 보다 저전력 상태에 있을 때: 통신 링크 기
능부 내의 메모리 위치에 액세스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도록; 통신 링크를 보다 저전력 상태로부터 웨이크하도
록; 그리고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 내의 메모리 공간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되고, 메모리 공간은 통신 링크와
연관된다.

[0053]

또 다른 변형예에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추가로,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의 액세스에 후속하여 하나의 서브시
스템을 웨이크하도록 구성된다.

[0054]

또 다른 변형예에서, 하나의 서브시스템은 셀룰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추가로, 셀
룰러 서브시스템을 웨이크하지 않고서 엔드포인트 장치 내의 셀룰러 기능부에 대해 질의하도록 구성된다.

[0055]

제3 실시예에서, 컴퓨터화된 장치는 루트 컴플렉스를 포함하는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 엔드포인트 장치를 포함
하는 주변기기 장치 - 엔드포인트 장치는 복수의 기능부들을 포함하고, 복수의 기능부들 각각은 복수의 서브시
스템들의 각각의 서브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음 -; 및 루트 컴플렉스와 엔드포인트 장치 사이의 통신 링크를 포함
한다.

[0056]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을 순차적으로 부팅하도록 구성된다.

일 변형예에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추가로, 부팅 프로세스로부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
템을 프루닝하도록 구성된다.

[0057]

다른 변형예에서, 부팅 프로세스로부터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을 프루닝하는 것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의 부트와 비교하여 컴퓨터화된 장치에 대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도록 구성된다.

[0058]

또 다른 변형예에서, 엔드포인트 장치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임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동작 상태에 상관없
이 급전되도록 구성된다.

[0059]

또 다른 변형예에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부트 시퀀스에 대한 중요도 순서를
결정하고, 컴퓨터화된 장치는 추가로, 결정된 중요도 순서에 따라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을 순차적으로 부팅
하도록 구성된다.

[0060]

또 다른 변형예에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추가로, 복수의 기능부들 중 일 기능부에 기능부 레벨 리셋을 발
행하도록 구성된다.

[0061]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기능부들 중 일 기능부에 기능부 레벨 리셋을 발행하는 것은 추가로, 기능부와 연
관된 대응하는 서브시스템을 리셋하도록 구성된다.

[0062]

제6 태양에서, 전자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가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주변기

기 프로세싱 장치는 엔드포인트 장치를 포함하고, 엔드포인트 장치는 복수의 기능부들을 포함하고, 복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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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 각각은 주변기기 프로세싱 장치에 대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의 각각의 서브시스템과 결합되어 있다.

복수

의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에 대해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포
함한다.
[0063]

일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의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활성
상태에 있는 동안 슬립 모드 요청을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로 전송하도록; 슬립 모드 요청을 전송하는 것에 후속
하여 슬립 대기 상태에 진입하도록;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검출하도록 - 업데이트는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의해 개시됨 -; 그리고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검출된 업데이트에 응답하
여 슬립 대기 상태로부터 슬립 상태에 진입하도록 구성된다.

[0064]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의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호스
트 프로세싱 장치가 임의의 보류중인 데이터 트랜잭션(pending data transaction)들을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도
록; 보류중인 데이터 트랜잭션들이 있는 경우,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슬립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
로 전이시키기 위해 웨이크업 프로세스를 개시하도록; 활성 대기 상태에 진입하도록; 그리고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의한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업데이트의 검출 시에 활성 대기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에 진
입하도록 구성된다.

[0065]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의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로부터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host enter sleep message)를 수신하도록; 수신된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에 응답하여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의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중지하도록; 그리고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의 중지에 후속하여 보류중인 전송 서술자들 모두를 프로
세싱하도록 구성된다.

[0066]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다른 서브시스템들은 추가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로부터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0067]

또 다른 변형예에서,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보류중인 전송 서술자들 모두를 프로세싱하
는 것에 후속하여 활성 상태로부터 슬립 상태로 전이하도록 구성된다.

[0068]

또 다른 변형예에서, 복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제1 서브시스템의 제1 독립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추가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에 대한 웨이크업 요청의 발행을 통해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와의 통신을 재확립하도록 구
성된다.

[0069]

제7 태양에서, 전자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가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호스트 프

로세싱 장치는, 엔드포인트 장치에 대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확립하도록 구성된 로직; 및 메모리 맵핑
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도록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의 동작 상태에 독립적임 - 구성된 로직을 추가로 포함한다.
[0070]

일 변형예에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로직은,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와 연관
된 레지스터를 판독하도록 구성된 로직을 추가로 포함한다.

[0071]

다른 변형예에서,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
템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로직은,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와
연관된 레지스터에 기입하도록 구성된 로직을 추가로 포함한다.

[0072]

또 다른 변형예에서,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로직은, PCIe 기능부 내의 메모리 위치에 액세스하는 명령어를 실행
시키도록; PCIe 통신 링크를 웨이크하도록; 그리고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 내의 메모리 공간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로직을 추가로 포함하고, 메모리 공간은 PCIe 통신 링크와 연관된다.

[0073]

또 다른 변형예에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메모리 공간의 액세스에 후속하여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
스템을 웨이크하도록 구성된 로직을 추가로 포함한다.

[0074]

또 다른 변형예에서,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시스템은 셀룰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호스트 프로세싱 장
치는 셀룰러 서브시스템을 웨이크하지 않고서 엔드포인트 장치 내의 셀룰러 기능부에 대해 질의하도록 구성된
로직을 추가로 포함한다.

[0075]

또 다른 변형예에서, 호스트 프로세싱 장치는, 복수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동작 상태에 독립적으로, 메모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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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 각각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로직을 추가로 포함한다.
[0076]

제8 태양에서,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장치가 또한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장

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데, 명령어들은, 프로세서 장치에 의해 실행될 때, 장치로 하여금 다양한 전술된 방법
들을 수행하게 한다.
[0077]

일 변형예에서, 명령어들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장치로 하여금 별개의 전력 및/또는 클록 도메인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어, 일 구현예에서, 명령어들은, 실행될 때, 장치로 하여금

[0078]

다양한 개시된 서브시스템들을 선택적으로 부팅, 리셋, 및/또는 그에 대한 에러들을 트랩하게 한다.

[0079]

제9 태양에서, 컴퓨터화된 로직이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화된 로직은 다양한 전술된 방법들을 수행

하도록 구성된다.
[0080]

일 변형예에서, 로직은 하드웨어(예컨대, 게이트 로직), 펌웨어, 및/또는 장치 상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0081]

제10 태양에서, 다기능 장치에 대한 메모리 맵핑된 버스 아키텍처가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맵핑된

버스 아키텍처는 PCIe 기술에 기초하고, 메모리 맵핑된 버스 아키텍처는 호스트 프로세서, 셀룰러 모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모뎀, 및 개인 지역 네트워크 모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0082]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이점들은 이하에 제공된 바와 같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
들을 참조하여 당업자에 의해 즉각 인식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83]

도 1은 메모리 맵핑된 버스 아키텍처에 대한 하나의 종래 기술의 시스템의 논리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들에 따른, 독립적인 전력 및 클록 도메인들을 갖는 메모리 맵핑된 버스 아키텍
처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인 시스템의 논리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들에 따른, 예시적인 PCIe 메모리 맵핑된 버스의 전력 관리에 유용한 하나의 예
시적인 LTSSM(Link Training and Status State Machine)의 로직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들에 따른, 예시적인 서브시스템 도메인의 전력 관리에 유용한 2개의 예시적인
전력 관리 상태 기계들을 도시하는 로직 다이어그램이다.
도 4a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들에 따른, 예시적인 서브시스템에 대한 슬립 상태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예
시적인 방법의 논리 블록도이다.
도 4b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들에 따른, 예시적인 서브시스템에 대한 활성 상태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예
시적인 방법의 논리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원리들에 부합하는, 서브시스템 내의 레지스터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의 논리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원리들에 부합하는, 호스트 프로세서를 슬립 모드로 전이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의 논리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원리들에 부합하는, 기능부 레벨 리셋 동작을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의
논리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원리들에 부합하는, 주변기기 리셋 동작을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의 논
리 블록도이다.
모든 도면들의 저작권

2016 ― 2017은 애플 인크.(Apple Inc.)에 있으며, 모든 도면들에 대한 복제를 불허한

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84]

이제 유사한 도면 부호들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도면들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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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5]

예시적인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0086]

이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이 상세히 기술된다.

이러한 실시예들은 고속 모바일 응용들에 대한 버스 아

키텍처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지만, 본 발명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인식될 것이다.
실제로,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들은 다수의 독립적인 서브시스템들을 지원하는 임의의 버스 아키텍처, 컴포넌
트, 디바이스, 및/또는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에 유용하다.
[0087]

또한, 하기 실시예들은 예를 들어, 전용 주소 공간들, 급전 시퀀스들, 클록킹 구현들, 부트 시퀀스들, 슬립 시
퀀스들, 에러 트랩핑, 및/또는 리셋 처리의 특정 구현예들을 기술하지만, 당업자는, 하기 설명들이 순전히 본
명세서에 기술된 보다 광범위한 원리들을 예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다른 구현예들은 본 명세

서에서 제공되는 설명들에 부합하는 더 많거나 또는 더 적은 개수의 기능부들, 기능부들의 상이한 조합들, 및/
또는 기능적 차이들을 가질 수 있다.
[0088]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대체하는 논리적 및/또는
물리적 프로세싱 엔티티들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의 독립적인 논리적 및/또는 물리적 엔티티
를 지칭한다.

시스템의 일반적인 예들은, 예컨대 스마트폰들, 컴퓨터들, 랩톱들, 태블릿들, "스마트" 텔레비전

들 및 다른 미디어 분배 및 렌더링 디바이스들, 차량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시스템들, 및/또는 다른 소비자 전자 디바이스들을 포함한다.
[0089]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서브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태스크들의 미리정해진
세트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엔티티의 지시 하에 동작하는 임의의 프로세싱 엔티티를 지칭한다.

서브시스템들

의 일반적인 예들은 셀룰러 모뎀들,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WLAN) 모뎀들, 개인 지역 네트워크(PAN) 모뎀들,
그래픽 프로세서들, 미디어 프로세서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들(GPS), 및/또는 임의의 다른 범용 또는 특수
목적 프로세싱 엔티티를 포함한다.
[0090]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기능부"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서브시스템에 대한 메모리
맵핑된 접속과 연관된 프로세싱 및/또는 메모리 리소스들을 지칭한다.

예시적인 PCIe 기능부는, 예컨대 서브시

스템 특정 레지스터들, 메모리 맵핑된 입력/출력(MMIO), 구성 공간, 내부 버스 구조들 및/또는 다른 전문화된
레지스터들 또는 메모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구성 공간은 일반화/표준화되거나, 독자적 또는 달

리 주문맞춤되거나(예컨대, 공급업체-특정, 애플리케이션-특정, 디바이스-특정, 또는 다른 특정 방식에 따라 구
성되거나), 또는 전술한 것의 조합일 수 있다.
[0091]

개요 -

[0092]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들은 전자 디바이스들 내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도메인들 내의 서브시스템 리소스들(예컨
대, 클록, 전력, 및 리셋)의 격리에 관한 것이다.
서브시스템은 전용 클록 도메인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시스템의 각각의

특히, 주변기기 칩세트 하드웨어는, 각각이 독립적인 클록 도메인에

서 동작하는 다수의 서브시스템들로 구성될 수 있다.
[0093]

또한,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독립적인 전력 도메인에 기초하여 급전될 수 있다.

각각의 전력 도메인은 독립적으

로 전원이 켜지고/꺼질 수 있거나, 또는 다양한 전력-보존 모드들에 배치될 수 있고, 전력 관리를 위한 별개의
상태 기계를 가질 수 있다.

독립적인 전력 도메인들은 다른 전력 도메인들의 상태 기계에 상관없이 급전될 수

있다.
[0094]

다른 태양에서,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공통 메모리 맵핑된 버스 기능부에 접속될 수 있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

시예에서, 공통 메모리 맵핑된 버스 기능부 및 서브시스템들은 독립적인 도메인들 내에서 동작하고; 따라서, 기
능부들 및 대응하는 서브시스템들은, 메모리 맵핑된 버스의 전체 전력 상태, 다른 서브시스템 전력 상태, 및/또
는 호스트 시스템 전력 상태에 상관없이 임의의 전력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0095]

본 명세서에 기술된 일부 변형예들에서, 서브시스템들 또는 메모리 맵핑된 버스는 동작 고려사항들에 기초하여
서브시스템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이 낮은 레이턴시 응답을 요구하는 경
우, 대응하는 서브시스템은 메모리 맵핑된 버스가 저전력 모드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다른 그러한

예에서, 배터리 소비는 동시에 급전될 수 있는 서브시스템들의 개수를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우선순위화 방
식이 충돌을 해결하고/하거나 리소스들을 할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0096]

본 발명의 예시적인 구현예들은 시스템의 전체 전력 소비를 관리하는 호스트를 포함하고, 따라서 호스트 프로세
서는 서브시스템을 웨이크 상태로 유지하거나 서브시스템을 슬립으로 강제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서브시스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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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어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 개시된 일부 변형예들은 그러한 능력을 주변기기에 또한

제공한다(또는 대안예에서, 주변기기는, 예를 들어 시스템의 전체 전력 소비를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일부 경우에, 주변기기는 또한, 호스트가 슬립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이, 호스트(또는 그
일부분들)에 대해 다양한 정도의 제어를 발휘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97]

본 명세서에 기술된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슬립 시퀀스는 다른 서브시스템들
로부터 격리되지만; 다른 실시예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조정된 서브시스템 전력 관리를 제공한다.

[0098]

PCIe-기반 시스템 ―

[0099]

소비자 취향은 이력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대한 공격적인 폼 팩터 제약들을 주도하였다.
포트-맵핑된 훨씬 작은 핀 인터페이스(예컨대, 범용 직렬 버스(USB))에 의존하였다.

전통적인 설계는

이러한 기술들은 콤팩트하

지만, 또한 사용할 때 보다 느린 전송 속도, 패킷 프로세싱 오버헤드, 및/또는 과도한 전력 소비를 겪을 수 있
다.
[0100]

간략히 말하면, 소위 "포트-맵핑된 액세스" 호스트 프로세서들은 그 자신의 메모리들 및 레지스터들에 액세스하
기 위한 명령어들의 고유 세트 및 "포트"를 통해 외부 서브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제2 세트를 사용
한다.

트랜잭션된 데이터는 중개 통신 포맷을 통한 송신을 위해 포맷화(예컨대, 패킷화, 직렬화)된다.

중개

통신 포맷은 서브시스템 메모리를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즉, 각각의 주변기기 서브시스템은 호스
트의 주소 공간으로부터 격리된 별도의 주소 공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패킷 프로토콜(예컨대, USB)은 트랜잭

션 오버헤드(예컨대, USB 파이프들, 엔드포인트 식별 등)를 부가한다.
[0101]

대조적으로, 소위 "메모리-맵핑된 액세스"는 호스트 및 주변기기 서브시스템들 양쪽 모두를 주소지정하기 위해
동일한 주소 버스를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변기기 서브시스템들의 메모리 및 레지스터들은 호스트에 의해
직접 액세스되고,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소가 호스트에 의해 액세스될 때, 동일한 주소 포맷이

호스트의 메모리 또는 주변기기의 메모리 및/또는 레지스터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주변기

기 서브시스템은 주소 버스를 모니터링하고, 그 서브시스템에 할당된 주소의 임의의 호스트 액세스에 응답한다.
[0102]

PCIe는 메모리-맵핑된 버스 기술의 하나의 구현예이고; 유감스럽게도, PCIe는 큰 버스 인터페이스(거의 40개의
핀들을 가짐)를 요구하고, 특히 다른 버스 기술들과 비교할 때 인쇄 회로 기판(PCB) "실면적(real estate)"에
불균형적으로 큰 "풋프린트(footprint)"를 갖고 있다.

따라서, PCIe의 크기로 인해 그것은 이력적으로 모바일

응용들에 적합하지 않았다(후자는 특징적으로 비교적 작은 폼 팩터들을 가짐).
[0103]

그러나, 무선 기술의 최근 발전은 무선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의 무선 대역폭을 증가시켰다.
일부 경우에, 무선 네트워크 속도들은 호스트 디바이스의 보다 느린 버스 기술들(예컨대, USB)을 능가할 수 있
다.

유사하게, 소비자 취향은 (보다 큰 화면 크기들의 인기로 인해 적지 않은 부분에서) 보다 큰 모바일 디바

이스들에 적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PCIe에서의 관심이 모바일 응용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초기 설계들

(예컨대, 본 양수인에 의해 제조된 것들)은 메모리 맵핑된 버스 인터페이스들에 기초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
서와 주변기기 칩세트들 사이의 보다 빠른 통신을 요구한다.
[0104]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전형적인 종래 기술의 시스템(100)이 상세히 기술되고 도시된다.

예시된 시스템은,

PCIe 링크(106A)를 통해 셀룰러 서브시스템(104A)과; 그리고 PCIe 링크(106B)를 통해 WLAN 서브시스템(104B)과
통신 상태에 있는 호스트(102)를 도시한다.

또한, 호스트는 범용 비동기 수신기/송신기(UART) 링크(108)를 통

해 PAN 서브시스템(104C)(예컨대, 블루투스(Bluetooth)® 서브시스템)을 제어한다.

PCIe 링크들 각각은 각각의

PCIe 루트 컴플렉스(RC)(110A, 110B), 및 대응하는 각각의 엔드포인트(EP)(112A, 112B)에 의해 관리된다.
[0105]

정상 동작 동안,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에 액세스하거나, 또는 달리, 예를 들어 셀룰
러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접속을 위한 사용자 개시된 요청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응답하여, 셀룰러 서브시

스템(104A)은 접속된 모드로 진입하고, 사용자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수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셀룰러 서브시
스템(104A)은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그의 전원이 차단된 대부분의 시간을 유휴 모드에서 보낼 수 있다.

또한,

셀룰러 서브시스템(104A)은 이동성 관리를 위해 셀룰러 네트워크에 빈번하게 재접속하여, 착신 통화를 확인하고
/하거나 다른 자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비-사용자 개시된) 액션

(action)들은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발생하고,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한다.
[0106]

유사하게, WLAN 서브시스템(104B)은, 예를 들어 최상의 가능한 데이터 접속을 식별하고/하거나, 사용자 데이터
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해 그의 인근 네트워크들을 계속해서 스캔하고; 사용되지 않을 때, WLAN 서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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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B)은 저전력 모드로 전이할 수 있다.
[0107]

PCIe는 향상된 성능을 위해 그리고/또는 다수의 프로세서들 사이의 동작을 최적화하기 위해 메모리 맵핑된 아키
텍처를 능률화하지만; 공간 고려사항들이 우선 순위로 남는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중

인 소프트웨어 스택들의 독립성을 보존하면서, 다수의 서브시스템들이 감소된 수의 칩세트들(예컨대, 단일 칩세
트(가능한 경우))로 병합되고 단일 메모리 맵핑된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할 때 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기존의 PCIe 사양들은 엔드포인트 설계 요건들을 특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이한 제조사들은

많은 상이한 PCIe 서브시스템 구현예들을 채택하였고, 그 중 다수는 일관성이 없고/없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단일 엔드포인트는 그의 서브시스템들 전부를 슬립으로 두고/두거나, 모든 서브시스템들을 함께 웨
이크할 수 있다.

다수의 독립적인 서브시스템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들 내의, 예컨대 "웨이크" 및/또는 "슬립"

기능에 대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개선된 솔루션들이 필요하다.
[0108]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특히 PCIe 인터페이스로부터 전력 관리 및 클록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관한 것
이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솔루션들은 동일한 PCI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다수의 서브시스템들(각각이

독립적인 전력 및 클록을 가짐)을 지원하여, 이에 의해 설계 풋프린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술

된 솔루션들은 일관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전력 및 클록 관리 기능으로부터 메모리 맵핑된 버스 기능을 분할함으
로써 공격적인 폼 팩터 설계들에서 PCIe-유사 동작(및 향상된 프로세싱 속도 및 효율의 그의 수반된 이익)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일부 개시된 구성들에서, 각각의 PCIe 엔드포인트는 다수의 전용 주소 공간들, 급전 시퀀

스, 클록킹 구현들, 부트 시퀀스들, 슬립 시퀀스들, 에러 트랩핑 메커니즘, 및/또는 리셋 핸들러들을 지원할 수
있다.
[0109]

보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맵핑된 아키텍처의 맥락 내에서 전력, 클록, 및/또는 다른 리소스 도메인들의 독립적
인 동작을 위한 방법들 및 장치가 제공된다.

[0110]

예시적인 장치 -

[0111]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의 PCIe 동작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PCIe 기술을 사용하여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상이한 전력 및 클록 도메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
를 유리하게 특정한다.

[0112]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하나의 예시적인 시스템(200)이 상세히 기술되고 도시된다.
링크(206)를 통해 주변기기(204)와 통신 상태에 있는 호스트(202)를 도시한다.

예시된 시스템(200)은 PCIe

PCIe 링크(206)는 호스트(202)

(예컨대, 호스트 프로세서 장치)의 루트 컴플렉스(RC)(210)를 주변기기(204)(예컨대, 주변기기 프로세서 장치)
의 엔드포인트(EP)(212)에 접속시킨다.

단일 RC(210)가 도 2에 예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내용들이 주어진다

면, 다수의 RC들이 일부 구현예들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명백할 것이다.
대응하는 서브시스템들에 결합되는 다수의 기능부들로 추가로 세분된다.

EP(212)는

도시된 바와 같이, 셀룰러 서브시스템

(214A)은 제1 기능부(208A)를 통해 결합되고; WLAN 서브시스템(214B)은 제2 기능부(208B)를 통해 결합되고;
PAN 서브시스템(214C)은 제3 기능부(208C)를 통해 결합된다.

특정 토폴로지가 도 2에 예시되어 있지만, 본 발

명의 내용들이 주어진다면, 시스템(200) 내에 더 많은(또는 심지어 더 적은) 서브시스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0113]

본 발명이 호스트 및 주변기기를 참조하여 예시되어 있지만, 아래에서 명백해질 이유 때문에, 호스트 또는 주변
기기에 대한 지정은 하기 설명들을 단순화 및/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 기존의 호스트 또는 주변기기
기능을 암시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역할들이 반전될 수 없다(예컨대, 전통적인 "호스트"가 적어도 일부 능력
들에서 주변기기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본 명세서에 기

술된 원리들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것들 이외에 추가적인 프로세싱 칩세트들(예컨대, 추가적인 호스트들 및/또는
추가적인 주변기기들)을 지원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0114]

도 2의 시스템(200)의 호스트(202)는 예시된 실시예에서 중앙 프로세싱 유닛(CPU)(216) 및 메모리 관리 유닛
(MMU)(218)을 포함하고, 외부 메모리(예컨대,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220) 및/또는 플래시 또는 디스크
저장 시스템들)에 접속된다.

예시된 서브시스템들은, 제한 없이, 셀룰러 모뎀(214A) 및 대응하는 CPU(222A);

WLAN 모뎀(214B) 및 대응하는 CPU(222B); 및 PAN 모뎀(214C) 및 대응하는 CPU(222C)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서브시스템들은 각각 하나 이상의 외부 메모리들(224) 및/또는 내부 밀착 결합된 메모리들(tightly coupled
memory, TCM)(226)에 액세스할 수 있다.
[0115]

예시적인 시스템(200)은, 호스트 프로세서(216), PCIe 링크(206)(RC(210) 및 EP(212)를 포함함), 및/또는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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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들(214A, 214B, 214C) 각각에 대한 전력 및 클록 도메인들을 격리시켰다.

본 맥락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

이, 용어 "도메인"은, 독립적으로 자립형(self-sufficient)이고 그 자신의 동작을 위한 다른 서브시스템들을 요
구하지 않는 서브시스템 내의 로직을 지칭한다.

도메인들의 일반적인 예들은, 제한 없이, 예컨대 전력 도메인

들, 클록 도메인들, 리셋 도메인들, 보안 도메인들, 프로세싱 도메인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도메인이 자립형이

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내용들이 주어진다면, 정상 동작 동안 다수의 도메인들이 동시에 사용되고/되거나 서
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실제 일부 사용의 경우에는, 다수의 도메인들이 동시에 인에이블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0116]

정상 동작 동안, 전술한 도메인들 각각은 다른 도메인들 중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성 관리 업데이트 동안, 셀룰러 서브시스템(214A)은, 예를 들어 호스트(202), PCIe 링크(206),
RC(210), EP(212), 또는 다른 서브시스템들(214B, 214C)의 전원을 켜지 않고서 셀룰러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
다.

유사하게, WLAN 서브시스템(214B)은 다른 도메인들 중 임의의 것을 웨이크업하지 않고서 인근 비콘들에 대

해 스캔할 수 있다.
[0117]

간략히 말하면, PCIe 링크 전력 관리는 LTSSM에 기초한다.

하나의 그러한 LTSSM(300)이 도 3 내에 예시되어 있

고; 도시된 바와 같이, 상태 기계(300)는, 특히 상태들 L0(302), L0s(304), L1(306), 및 L2(308)를 포함한다.
[0118]

L0(302)는 데이터 및 제어 패킷들이 송신 및 수신될 수 있는 물리적 버스 인터페이스의 동작 상태이다.

[0119]

L0s(304)는 물리적 버스 인터페이스가 전력 보존 상태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하고 복구 상태를 거치지 않
고서 그로부터 복구될 수 있게 하는 제1 전력 절감 상태이다.

[0120]

L1(306)은 (복구 상태로 인한) 추가적인 재개 레이턴시를 희생하여 L0s(304)에 비해 추가적인 전력 절감을 허용
하는 제2 전력 절감 상태이다.
가로 세분될 수 있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L1(306)은, 예컨대 서브상태들(L1.1, L1.2)로 추

그의 일 구현예에서, L1.1은, 송수신 회로부 및 연관된 위상 고정 루프(phase locked

loop, PLL)들의 전원을 끈 동안, 포트 회로부의 공통 모드 전압들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

L1.2는 송수신 회로

부 및 PLL들에 더하여 공통 모드 전압들의 전원을 끈다.
[0121]

마지막으로, L2(308)는 대부분의 기능을 꺼서 공격적으로 전력을 보존하는 제3 전력 절감 상태이다.

[0122]

PCIe는 접속된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특정 전력 관리 상태 기계를 요구하지 않지만; 도 4는 하나의 그러한 구현
예를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4의 상태 기계는, 전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호스트 프로세서 및 주변기

기 프로세서 내의 한 쌍의 독립적인 상태 기계들을 예시한다.

하기 논의는 한 쌍의 상태 기계들에 관해 제시되

지만; 단일 호스트 및 다수의 서브시스템들을 갖는 시스템이 각각의 서브시스템에 대해 호스트 상태 기계의 하
나의 인스턴스(instance) 및 서브시스템 상태 기계의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질 수 있음이 이해된다.
브시스템의 상태 기계는 대응하는 호스트 상태 기계와 격리 상태로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서

하기 논의는 단일 호스트 상

태 기계와 단일 서브시스템 상태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기술하지만, 하기 원리들이 다수의 독립적인 서브시
스템 상태 기계들(예컨대, 도 2 참조)(또는 다수의 호스트 상태 기계들)이 존재하는 구현예들에 적용될 것임이
이해될 것이고, 이때 하기 논의는 단지 간략화를 위한 보다 폭넓은 원리들을 예시하고 있다.
[0123]

또한, 당업자는, 본 발명을 고려할 때, 예컨대 서브시스템-서브시스템 전력 시퀀스, 또는 서브시스템-호스트 전
력 시퀀스에 적합하도록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다.

[0124]

정상 동작 동안, 주변기기 프로세서(예컨대, 주어진 각각의 서브시스템(214A, 214B, 214C)에 대한 기능부(208A,
208B, 208C))는 활성 상태(402)에서 메모리 맵핑된 주소(예컨대, 주변기기 슬립 통지(Peripheral Sleep
Notification) 레지스터) 또는 다른 메시징 메커니즘(예컨대, GPIO, 대역외(out-of-band) 시그널링, 도어벨
등)을 통해 슬립 모드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도 4a의 동작(422)을 참조하라.

예를 들어, 주변기기 프

로세서는 다수의 서브시스템들을 포함할 수 있고, 다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슬립 모드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그 후에, 주변기기 프로세서(예컨대, 주어진 각각의 서브시스템(214A, 214B, 214C)에

대한 기능부(208A, 208B, 208C))는 (예컨대, 다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슬립_대기 상
태(404)에 진입한다.

또한, 도 4a의 동작(424)을 참조하라.

슬립_대기 상태(404)에 있을 때, 주변기기 프로세

서(예컨대, 주어진 각각의 서브시스템(214A, 214B, 214C)에 대한 기능부(208A, 208B, 208C))는 정지하고, 임의
의 데이터 전송들 또는 메시지들을 개시하거나 완료하지 않는다.

주변기기 프로세서(예컨대, 주어진 각각의 서

브시스템(214A, 214B, 214C)에 대한 기능부(208A, 208B, 208C))는 호스트 액션에 대한 메모리 맵핑된 주소(예
컨대,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도 4a의 동작(426)을 참조하라.

일부 실시예들에

서, 웨이크업 절차들은 (웨이크를 트리거하는) 대역외 GPIO를 사용함으로써 개시될 수 있고; 웨이크업 절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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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대역내 MMIO 도어벨을 통해 트리거될 수 있다.
[0125]

호스트가 (예컨대, 활성 모드(412)에 있는 동안) 슬립 모드 요청을 검출할 때, 호스트 프로세서는, 예를 들어
다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해 "슬립 모드"로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있다.

또한, 도 4a의 동작들(428, 430)을 참조하라.

호스트 프로세서는 또한 슬립 상태(416)에 진입할 수

주변기기 프로세서(예컨대, 주어진 각각의 서브시스템(214A, 214B, 214C)에 대한 기능부(208A, 208B,

208C))는, 예를 들어 다수의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에서의 업
데이트를 검출하고, 슬립 상태(406)에 진입한다.
[0126]

또한, 도 4a의 동작들(432, 434)을 참조하라.

서브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들이 슬립 상태(406)에 있는 동안,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호스트 프로
세서가 하나 이상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진행 중인 임의의 보류중인 전송들 또는 메시지들을 갖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또한, 도 4b의 동작(442)을 참조하라.

키기 위한 "웨이크업"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활성 상태(402)로 전이시

유사하게, 주변기기 프로세서가 통신 링크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

는 경우, 그것은 웨이크업할 것이다.
[0127]

웨이크업하기 위해,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예컨대 주변기기 슬립 통지 레지스터를 통해 활성 모드 요청을 전송
하고, 활성_대기 상태(408)에 진입한다.

또한, 도 4b의 동작들(444, 446)을 참조하라.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이후에 데이터 전송 및 메시지들을 위해 통신 링크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지만, (상태 기계 경쟁 상태(race
condi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슬립에 진입하거나 슬립 모드 요청을 전송할 수 없다.

또

한, 도 4b의 동작(448)을 참조하라.
[0128]

활성 모드 요청에 응답하여, 호스트는, 예컨대 주변기기 슬립 제어 레지스터를 "활성 모드"로 업데이트하고 활

성 상태(412)에 진입한다.

또한, 도 4b의 동작(450)을 참조하라.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그가 주변기기 슬립 제

어 레지스터에서의 호스트의 업데이트를 알 때 활성 상태(402)에 진입한다.

또한, 도 4b의 동작(452)을 참조하

라.
[0129]

호스트 개시된 슬립 프로세스는 유사하다(즉, 호스트의 전력 관리 상태 기계는 주변기기 서브시스템 전력 관리
상태 기계와 대칭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호스트가 슬립에 진입할 준비가 될 때, 그것은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지를 통해 주변기기 프로세서에 알린다(그리고 슬립_대기 상태(414)로 전이한다).

호스트 진입 슬립 메시

지를 볼 때,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그 자신의 슬립 상태 기계를 중지하고, 보류중인 전송 서술자(TD)들 모두를
프로세싱한다.

이후에 더욱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호스트는 슬립 상태(416)로 전이할 수 있기 전에 다수

의 서브시스템들에 알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0130]

슬립 메시지 완료에 응답하여, 호스트는 (슬립_대기 상태(414)로부터) 슬립 모드로 전이할 수 있고; 그 후에,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또한 독립적으로 슬립 모드에 진입할 수 있다.

주변기기 프로세서가 호스트와의 통신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것은, 예컨대 웨이크 시퀀스를 트리거하는 대역외 범용 입력 출력(GPIO)을 통해
호스트가 웨이크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태 (418)로 전이한다.

호스트는, 동작을 다시 초기화하고 등등을 하기 위해 활성_대기 상

일단 호스트가 성공적으로 활성_대기 상태(418)를 종료하고 (활성 상태(412)에서) 웨이

크하였다면, 호스트는 호스트 종료 슬립 메시지(Host Exit Sleep Message)를 통해 주변기기를 업데이트한다.
[0131]

주변기기 프로세서를 다시 참조하면, 일단 주변기기 프로세서 전송 서술자 링(transfer descriptor ring, TDR)
프로세싱이 완료되면, 주변기기 프로세서는 슬립 메시지에 대한 완료/확인 응답을 전송한다.

그 후에, 주변기

기 프로세서는 그가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 호스트 종료 슬립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메시지 링(MR)을 통해 수
신됨) 더 이상의 TDR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기기는 데이터 전송들을 재개하기 전에 호스트 종료 슬립

메시지를 확인응답/완료할 것이다.
[0132]

전술한 설명은 순전히 하나의 예시적인 상태 기계를 예시하는 것이다.

다른 변형예들은, 앞서 전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고로 포함된, 2015년 10월 8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s and Apparatus for Managing
Power with an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Link Between Independently Operable Processors"인, 공동 소
유되며 동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14/879,027호에 기술되어 있다.
[0133]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예시된 실시예의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그의 대응하는 서브시스템 전력 관리 상태 기계
의 그 자신의 독립적인 인스턴스를 갖는다.

도 2를 다시 참조하면, 셀룰러 서브시스템(214A)은 전력 관리 상태

기계의 제1 인스턴스를 갖고; WLAN 서브시스템(214B)은 전력 관리 상태 기계의 제2 인스턴스를 갖고; PAN 서브
시스템(214C)은 전력 관리 상태 기계의 제3 인스턴스를 갖는다.

전술한 서브시스템 전력 관리 상태 기계들은

순전히 예시적인 것이고; 다양한 다른 설계 고려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른 상태 기계들이 숙련자(artisa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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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대체될 수 있음(또는 전술한 것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이한 애플리

케이션들 및 상이한 컴포넌트들은 그들의 기능, 상대 전력 소비, 또는 또 다른 요인에 따라 상이한 전력 관리
상태 기계들을 가질 수 있다.
[0134]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메인들은 제한없이 다른 도메인들과 동시에 동작할 수 있다(예컨대, 하나 이상
의 도메인들이 동시에 급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도메인들의 독립적인 동작은 전력 소비, 열 소산

및/또는 간섭 제약들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의 공격적으로 설계된 제품들은 모든 도메인에 동

시에 충분히 급전할 수 없거나, 또는 모든 도메인들이 급전될 때 전체 배터리 수명 제약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또 다른 제품들은 열 소산 및/또는 (클록들에서의 차이들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전자기 잡음 플로

어 증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격적인 크기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 고려되는 지능형

전력 관리 변형예들은 (예컨대, 도메인들의 우선순위화된 가중치, 하나 이상의 사용자 선호도들, 이력적
사용량, 및/또는 다른 선택 정보에 기초하여) 그러한 디바이스 제한들을 수용하도록 우선적으로 도메인들을 인
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할 수 있다.
[0135]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개시된 PCIe 인터페이스는 또한 제한없이 독립적으로 동작가능한데; 예컨대, PCIe
인터페이스는 호스트 프로세서(216) 및 주변기기 서브시스템들(214A, 214B, 214C) 양쪽 모두와는 별개인 그 자
신의 전력 및 클록 도메인을 갖는다.

다른 서브시스템들에서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의 PCIe 서브시스템은 다른

서브시스템들에 독립적으로 전력 절감 모드들에 진입하고/하거나 그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들은 호

스트, 주변기기, 또는 서브시스템 동작을 요구하지 않고서 "하우스키핑(housekeeping)" 유형 동작들, 예컨대 상
태 업데이트들, 타이머 설정/리셋, 및/또는 다른 자율적인 액세스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0136]

동작 동안, 예시적인 실시예의 전력 관리 상태 기계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예를 들어, 셀룰러 서브시

스템(214A)은 셀룰러 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엔티티(MME)와 통신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서브시스템은 슬립 상태
들로 유지될 수 있다.

셀룰러 서브시스템이 호스트 프로세서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때, 셀룰러 서브시스템

은 PCIe 링크를 웨이크하는 인터럽트(interrupt)를 호스트 프로세서(216)에 발생시킨다.

이에 응답하여, PCIe

LTSSM은 그의 L0 상태(302)로 전이하여 호스트 프로세서(216)(이는 또한, 아직 활성이 아닌 경우, 이에 응답하
여 그의 활성 상태로 전이해야 함)에 대한 통신들을 브리징한다.

일단 트랜잭션이 끝나면, 셀룰러 서브시스템

은 그의 각각의 슬립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0137]

또한, PCIe 서브시스템이 서브시스템들 각각에 대한 기능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에 의한 PCIe 레
지스터 액세스들은, 서브시스템들(214A, 214B, 214C)이 전원공급되고/되거나 소위 "백플레인(backplane) 액세스
들"을 개시할 필요없이 EP(212) 또는 기능부들(208A, 208B, 208C)에 의해 완료되어야 한다.

소위 백플레인 액

세스들은 일반적으로, 예컨대 주변기기 내부 상호접속부, 버스, 및/또는 공유 및/또는 비공유 리소스와 같은 내
부 액세스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액세스들을 지칭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호스트는, 메모리 액세스를 서비스하

기 위해 서브시스템이 동작 상태로 급전될 필요없이 서브시스템들 각각에 대한 PCIe 제어 공간 및 MMIO 레지스
터들에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스트는 대응하는 서브시스템을 웨이크하지 않고서 기능부들 중 다양한

기능부들을 판독/그에 기입할 수 있는데; 예컨대, RC(210)는 셀룰러 서브시스템(214A)을 웨이크하지 않고서 셀
룰러 기능부(208A)에 대한 EP(212)에 질의할 수 있다.

유사하게, PCIe 링크는 서브시스템들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서 (예컨대, L0s, L1.1, 및 / 또는 L1.2와 같은) 보다 저전력 모드로 전이할 수 있다.
[0138]

예시적인 다기능 EP(212)는 접속된 서브시스템들(214A, 214B 및 214C)로 그리고/또는 그로부터의 액세스를 지능
적으로 관리하도록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그 자신의 동작 도메인들(예컨대, 전력 및 클록 도메인들) 내에서 별도로 주소지정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PCIe 베이스 주소 레지스터(base address register, BAR)를 통해 노출되는 각각의 메모리 맵핑된 입력 출력
(MMIO) 영역은 단일 서브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대해 전적으로 사용된다.
시스템에 대응함)은 백킹 메모리 주소들의 고유 세트를 참조하거나 그를 "가리킨다".

각각의 BAR(이는 서브

또한, 각각의 서브시스템

은, 지정된 공간 또는 영역에만; 예컨대, 그 자신의 MMIO 영역 내의 MMIO 및 구성 공간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sandbox)"될 수 있다.

일부 변형예들에서, 이것은 하드웨어 보호(예컨대, 논리 주소 디코더들, 멀티

플렉서들) 및/또는 소프트웨어 보호(예컨대, 주소 트랩들, 윈도잉(windowing))로 시행될 수 있다.
[0139]

일부 실시예들에서, PCIe 도메인은 RC(210), PCIe 물리적 링크(206), 및 EP(212)에 대해 추가로 세분된다.

그

러한 세분은, RC(210) 및/또는 EP(212)의 전원을 또한 차단하지 않고서 PCIe 링크(206)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
게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변형예들은, 링크(206)가 딥 슬립(deep sleep) 상태에 있는 동안 EP(212)가 서브시

스템들(214A, 214B, 214C)에 대응하는 각각의 기능부(208A, 208B, 208C)에 대한 제어 레지스터 공간들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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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업데이트하도록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PCIe EP(212)에 상주하는 PCIe 구성 레지스터들 및 MMIO 레지스

터들은, 임의의 백플레인 액세스 또는 서브시스템이 클록킹(clocking)되거나 전원이 켜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호스트 프로세서(216)는 링크(206) 또는 EP(212)를 인에이블하지 않고서 RC(210) 제어 레지

스터들을 판독/그에 기입할 수 있다.

그러한 기능은, 일부 조건들 하에서, 전체 주변기기(204)가 상당한 전력

절감을 위해 비급전형 모드(예컨대, VDD 및 글로벌 클록들의 전원을 차단함)로 떨어지지만 호스트 프로세서가
RC(210) 제어 레지스터들에 대한 액세스를 요구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통신 링크(206)의 활성화 시에, 호

스트(및 주변기기)는 각각의 레지스터들에 대한 업데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0140]

소정 환경 하에서, 호스트는 (RC를 통해) EP 내의 대응하는 MMIO 영역에 기입함으로써 서브시스템을 웨이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스트가 슬리핑 서브시스템에 대응하는 특정 MMIO 영역 및/또는 연관된 구성 레지스터들

에 액세스하는 경우, EP는 그 서브시스템을 "웨이크업"하고 그에 대한 인터럽트를 트리거할 것이다.

유사하게,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예컨대 기준 클록을 요구하지 않고/않거나 PCIe 링크 전력 상태를 교란시키지 않고서(예
컨대, L0(302), L0s(304), L1(306), 및 L2(308)를 종료할 필요없음), PCIe 링크 상태에 상관없이 대응하는
MMIO 및 구성 영역들에서 그 자신의 샌드박스된 레지스터들의 콘텐츠를 판독 및 기입할 수 있다.
[0141]

예시적인 동작 -

[0142]

종래 기술의 PCIe 하드웨어 버스 구현예들에 대한 물리적 차이들에 더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독
립적인 서브시스템 도메인 동작에 적합하도록 PCIe 버스 프로토콜들에 대한 동작 프레임워크를 특정한다.

[0143]

루트 컴플렉스 및 엔드포인트 동작에 대한 예시적인 수정 -

[0144]

본 명세서에 기술된 일부 개시된 실시예들은 RC, PCIe 링크, EP 및 임의의 부속 서브시스템들 사이에서와 같이
그들의 전력 및 클록 도메인들을 결합해제하였다.

동작을 개별 동작에 대한 상이한 도메인들로 분리시키는 것

에 더하여, 그러한 경우의 엔티티들 각각은 다른 엔티티들의 현재 전력 상태를 교란시키지 않고서 다양한 공유
된 데이터 구조들에 추가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C는 서브시스템들 중 임의의 서브시스템을 웨

이크할 필요없이 EP 내의 기능 레지스터들 및 메모리의 일부분들에 액세스할 수 있고; 유사하게, 각각의 서브시
스템은 호스트 프로세서를 웨이크하지 않고서 RC 레지스터들에 액세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서브시

스템은 또한 PCIe 링크를 웨이크하지 않고서 그의 대응하는 엔드포인트, 기능부 및/또는 MMIO 레지스터들에 액
세스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개선들이 독립적인 액세스를 허용한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당업자

는, 기존의 기법들이 보존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연관된 서브시스템을 웨이크하는 액세스들이 또한, 예컨대 레
거시(legacy) 기능 및/또는 기존의 사용 경우들을 지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0145]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서브시스템 내의 레지스터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을 예시한다.

[0146]

방법(500)의 단계(502)에서, 호스트 프로세서는 PCIe 기능부(예컨대, 도 2 내의 기능부들(208A, 208B, 208C))
내의 메모리 위치에 액세스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킨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메모리 맵핑된 액세스들은 기본

적으로 메모리 위치로 (즉, 중간 포트-맵핑된 통신 포맷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요구하지 않고서) 옮겨진다.

액

세스들의 일반적인 예들은 제한없이, 판독, 버스트 판독, 기입, 버스트 기입, 포스트된 기입(posted write), 및
/또는 설정/클리어(clear)를 포함한다.

메모리 위치들은 임의의 대역내 주소지정 가능한 메모리 위치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제한없이, 레지스터들, 메모리들, 및/또는 다른 데이터 구조들을 포함할 수 있다.
[0147]

방법(500)의 단계(504)에서, 호스트 프로세서 액세스는 RC에 맵핑되는데, 이는 일부 구현예들에서, PCIe 링크를
트리거하여 L0 상태(302)로 웨이크한다.
있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PCIe 링크는 이미 L0 상태(302)에 존재할 수

기존의 종래 기술의 PCIe 동작에서, 루트 컴플렉스(RC) 및 엔드포인트(EP)는 3개의 신호들: 즉,

PERST#(PCIe 리셋), WAKE#(웨이크 기능은 이후에 더욱 상세히 기술됨), 및 CLKREQ#(클록 요청)을 통해 링크 동
작을 조정한다.

PERST#은 RC에 의해 구동되고, (디어써트(de-assert)될 때) 전력이 안정적이고 링크가 인에이

블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CLKREQ#은 때때로 EP에 의해 구동되고, (어써트될 때) 링크 클록에 대한 요청 및/또
는 L1 서브상태들을 종료하라는 요청을 나타낸다.

CLKREQ#은 또한 때때로 RC에 의해 구동되고, (어써트될 때)

L1 상태 또는 서브상태들(예컨대, L1.1, L1.2)을 종료하라는 요청을 나타낸다.

일단 호스트가 (PERST#을 디어

써트함으로써) 링크가 이용가능함을 나타내면, EP는 CLKREQ#을 어써트함으로써 호스트 및 RC를 웨이크할 수 있
고; 그 후에, 트랜잭션들이 시작될 수 있다.
[0148]

방법(500)의 단계(506)에서, 아직 활성이 아닌 경우, PCIe EP는 이에 응답하여 그의 저전력 상태를 종료한다.
내부적으로, 메모리 맵핑된 액세스들은 메모리 제어기, 버스 중재기, 또는 다른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을 통해
EP 내의 적절한 메모리 위치로 라우팅된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서브시스템 액세스들은 EP 내의 특정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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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영역 및 배타적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은 기능부들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메모리 액세스는, 예컨대 기능

부 내의 레지스터의 액세스에 대응할 수 있다.
[0149]

방법(500)의 단계(508)에서, PCIe EP 메모리 공간에 대한 액세스는 그 기능부에서 완료된다(필요에 따라 확인응
답을 포함함).

일단 완료되면, PCIe 링크 및/또는 RC는 다음 트랜잭션으로 진행할 수 있다(즉, 현재 트랜잭션

이 PCIe 링크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일부 변형예들에서, EP는 도 5에 기술된 레지스터 액세스와는 별도의 프

로세스로서 서브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웨이크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CIe EP는 대응하는 서브시스템을 웨이

크하여, 예컨대 레지스터 액세스를 전파하거나 또는 레지스터 액세스에 기초하여 다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0150]

하나의 그러한 변형예에서, CLKREQ#에 대한 시그널링 프로토콜은 PCIe 링크를 그의 저전력 상태로부터 웨이크하
고, 다른 서브시스템 도메인들을 저전력 상태들로부터 웨이크하지 않는다.

이후에 더욱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초기 버스 트랜잭션들은 EP를 부팅하기 위한 부트 이미지를 제공하고; 일단 EP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면,
호스트 및 RC는 링크 안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PERST#을 디어써트하여, 이에 의해 EP가 링크 훈련을 시작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서브시스템들이 별도의 도메인들 상에서 실행중이기 때문에, PERST#은 주변기기 내부

의 임의의 서브시스템들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 반복적으로 리셋될 수 있다.

일단 링크가 초기화를 완

료하면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부트 이미지들이 전달된다.
[0151]

또한, PERST#이 서브시스템 및/또는 호스트 동작으로부터 결합해제되기 때문에, PERST#은 호스트 및 다른 서브
시스템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임의의 전력 절감 상태로부터 PCIe 블록을 웨이크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PERST# 로직은 그가 PCIe 링크 외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크게 단순화될 수 있다.

일부 예시적인

변형예들에서, PERST# 및/또는 CLKREQ# 로직은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오버헤드를 줄이고 강건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또는 단순화된 로직 내에서 완전히 구현될 수 있다.
[0152]

본 명세서에 기술된 원리들에 부합하며 매우 다양한 상이한 다기능 버스 동작들에 적합한, PCIe 시그널링에 대
한 다른 수정들 및/또는 추가들이 당업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정교한 구현예들은

(예컨대, 범용 입력 출력(GPIO)들에 기초하여) 시그널링 로직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또 다른 구현예들

은 개별 PERST# 및/또는 CLKREQ# 라인들을 EP의 각각의 지원된 서브시스템에 대해 전용할 수 있다(예컨대,
PERST# 및 CLKREQ#의 번들형 어레이를 생성함).
[0153]

예시적인 서브시스템 전력 제어 -

[0154]

일단 서브시스템들이 적절히 초기화되면, 서브시스템들은 그들의 각각의 도메인들에 대한 개별화된 전력 상태들
을 구현한다.

주변기기 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전력 및 클록 도메인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 예시적인 서브시

스템들 및 EP는, 예컨대 서브시스템의 전원을 켜거나 끄는 것, 또는 임의의 개수의 다른 중간 저전력 모드들(및
/또는 그의 구배들)을 비롯한 도메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구성 레지스터들을 포함하도록 수정된다.
[0155]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슬립 모드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서브시스템 컴포넌트들의 전원을 차
단하는 것에 의해 특성화된다.

예를 들어, 라이트 슬립(light sleep)은 단지 높은 재생률의 메모리들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고; 중간 정도의 슬립(moderate sleep)은 단기간 휘발성 메모리를 비휘발성 저장소에 저장하고, 휘
발성 메모리들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딥 슬립은 추가적으로 위상 고정 루프(PLL), 디지털 고정 루프(DLL),

및/또는 다른 클록킹 하드웨어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웨이크업은 역순으로 전원이 꺼진 컴포넌트들의 전원

을 켬으로써 수행된다(예컨대, 비휘발성 메모리들 이전에 클록들, 휘발성 메모리 이전에 비휘발성 메모리).
라서, 저전력 모드들이 점차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더 긴 웨이크 레이턴시들을 생성할 수 있다.

따

본 발명의 내용

들이 주어진다면, 또 다른 전력 시퀀싱 기법들이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0156]

하나의 그러한 구현예에서, 주변기기가 초기에 전원이 켜질 때 각각의 서브시스템의 구성 레지스터들은 디폴트
상태로 초기화되는 반면, 레지스터의 콘텐츠는 리셋 동안(예컨대, 주변기기 리셋들 및/또는 기능부 레벨 리셋들
에 걸쳐) "고정형(sticky)"(또는 비휘발성)이다 다른 변형예들에서, 구성 레지스터들은 전원공급 시에 초기화되
지 않을 수 있지만, 리셋 시퀀스 동안 초기화될 수 있다.

또 다른 구현예들은 리셋 시퀀스들의 하이브리드를

포함할 수 있다(예컨대, 주변기기 리셋이 구성 레지스터들을 초기화하지만 기능부 레벨 리셋은 초기화하지 않는
다).
[0157]

전술한 개시 내용은 주로 전력 및 클럭 도메인 동작을 위한 구성 레지스터들에 관한 것이지만, 발명의 내용들이
주어진다면, 구성 레지스터들이, 인터럽트들, 트랩된 에러들, 동작 모드들, 버전 정보, 파일 구조 정보, 및/또
는 사실상 임의의 다른 동작 파라미터들을 전달하거나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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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해된다.
[0158]

PCIe 링크 전력 제어 ―

[0159]

일부 경우에, 예시적인 호스트 및 RC는 (도 2에 예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변기기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내

부 호스트 도메인 전력 제어는 전술된 주변기기 도메인 동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수 있고; 실제로, 호스트는
심지어 다수의 서브시스템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PCIe 링크가 인에이블 및/또는 디스에이블되는 시기를

호스트가 제어하기 때문에, 주변기기가 이용불가능할 때 호스트가 주변기기에 신호를 보내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반대로도 가능한(예컨대, 호스트가 이용불가능할 때 주변기기가 호스트에 신호를 보내려고 시도하지 않음)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링크 시퀀싱이 요구된다.
[0160]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호스트가 비-응답 저전력 모드(예컨대, 호스트 프로세서가 슬립 상태에 상주하는
것과 같이 명령어들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로 전이하기 전에, 호스트는 각각의 서브시스템에 대해 프로토콜
핸드쉐이크(handshake)를 수행할 것이다.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이어서 그들 내부의 고려사항들(예컨대, 현재

실행 및 메모리를 비휘발성 또는 고정형 메모리에 저장함)에 따라 그들의 대응하는 저전력 상태(앞에서 기술된
그러한 디바이스 전력 상태들)로 적절하게 전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진입할 수 있다.

그 후에, 서브시스템은 저전력 모드에

일단 호스트가 모든 서브시스템들에 대한 프로토콜 핸드쉐이크들을 완료하면, 호스트는 이어

서 링크가 더 이상 이용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PERST#을 어써트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

명의 예시적인 서브시스템들은 후속하는 PERST# 전이들 동안 웨이크업할 필요가 없다.
브시스템이 PCIe 인터럽트들을 수신하기 위해 "옵트인 (opt-in)"하도록 할 수 있다.

대안적인 구현예들은 서
예를 들어, 서브시스템은

저전력 상태로 되기 전에 PERST#이 어써트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은 PCIe 트랜잭션을 디버깅하
거나 또는 달리 모니터링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0161]

일단 호스트가 저전력 모드로 성공적으로 전이하면, 서브시스템들 중 임의의 서브시스템은 호스트에 WAKE# 신호
를 어써트함으로써 PCIe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스트를 웨이크할 수 있다.

하나의 그러한 구현예에서, WAKE# 신

호는 모든 서브시스템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호스트 구동기는 전력 관리 이벤트(PME)를 통해 발신(originating)
서브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다.

다른 구현예들은 WAKE# 이벤트를 트리거한 서브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 레지스

터 또는 MMIO 레지스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구현예에서,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전용 WAKE# GPIO(범용 입력

출력(GPIO))를 갖고, 호스트 구동기는 어써트된 WAKE# GPIO를 통해 발신 서브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다.
[0162]

WAKE# 시그널링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호스트는 그의 슬립 상태를 종료하고 PERST#을 디어써트하여 그가
성공적으로 웨이크업하였음을 나타낸다.
PCIe 기능부들을 열거한다.
터를 트랜잭션할 수 있다.

호스트는 (전술된 LTSSM을 통해) PCIe 링크를 인에이블하고, 적절한

일단 호스트가 링크를 성공적으로 열거하면, 활성 서브시스템(들)이 호스트와 데이
성공적인 링크 재확립은 호스트와 서브시스템 사이의 핸드쉐이크로 끝난다.

[0163]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호스트 프로세서를 슬립 모드로 전이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이 개시된다.

[0164]

방법(600)의 단계(602)에서, 호스트 프로세서는 호스트가 딥 슬립 모드에 진입하고 있음을 서브시스템들 각각에
게 통지한다.
다.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이어서 그가 또한 슬립으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

예를 들어, 서브시스템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슬립 모드로 전이할 수 있는데, 이는 호스트가 슬립 상태

인 동안 서브시스템들 중 임의의 서브시스템에 액세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서브

시스템은 호스트가 슬립 상태인 동안에도 다른 외부 네트워크 엔티티들과 통신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서브시스템은 동작 모드로 유지될 수 있다.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방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일부 변형예들에서, 호스트만은 서브시스템이 슬립 상태로

대안적인 변형예들에서, 서브시스템들은 또한 호스트가 슬립 상

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예컨대, 전력 관리가 쌍방향이거나, 또는 소정 제한들의 적용을 받
는 쌍방향인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슬립 시퀀스는 다른 서브시스템들로부터 격리되지

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내용들이 주어진다면, 상호관련된 서브시스템 전력 관리를 동일하게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0165]

방법(600)의 단계(604)에서, 호스트 프로세서는 PCIe 링크를 슬립으로 둘 수 있다.
(308)로 전이하고, RC는 링크가 비활성임을 나타내는 PERST#을 어써트한다.

이때, PCIe 링크는 L2 상태

전형적으로, EP도 또한 슬립 상태

일 것이지만; 호스트가 슬립 상태인 동안 동작가능하게 유지되는 서브시스템에 의해 EP가 웨이크 상태로 유지되
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웨이크 상태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용이하게 이해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PCIe 서브시스

템이 리셋 상태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개별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예컨대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 태스크들을 수
행하기

위해

웨이크

상태로

유지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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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시스템은, 페이징 메시지들을 확인하고/하거나 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엔티티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웨이크
업할 수 있다.

유사하게, WLAN 서브시스템은 이용가능한 핫스팟(hot-spot) 액세스 및/또는 인근의 개방 네트워

크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0166]

단계(606)에서, 호스트는 그의 슬립 모드에 진입한다.

일부 경우에, 호스트는 휘발성 메모리를 비휘발성 메모

리에 저장하고, 코어들 및/또는 다른 관련된 컴포넌트들(예컨대, 클록들, 전력 공급원, 메모리들, 및/또는 부속
컴포넌트들)에 대한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부 경우에, 호스트는 계속해서, 예컨대 웨이크 상태가 발생하

는 시기를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감소된 전력 모드(예컨대, 보다 느린 클록들, 감소된 메모리들 또는 코어들을
가짐)에서 보다 낮은 우선순위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는 대기 상태에 대해 RC를 확

인하고/하거나 웨이크 타이머를 추적하기에 충분한 코어에만 급전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호스트는 완전히

정지하고, 다른 로직에 의존하여 웨이크를 트리거하는데; 예를 들어, PCIe 링크 RC는 별도의 도메인 상에 있을
수 있고, 호스트 웨이크를 트리거할 수 있다.
[0167]

후속하여, 그 후에, 호스트는, 예컨대 타이머 만료, 인터럽트 서비스, (WAKE#을 통한) 주변기기 서브시스템 액
세스, 사용자 액션, 및/또는 임의의 개수의 다른 호스트 서비스들로 인해 슬립 모드를 종료할 수 있다(단계
(608)).

호스트는 PCIe LTSSM에 따라 PCIe 링크(아직 활성이 아닌 경우)를 웨이크한다(상기 도 3의 논의 참

조).
[0168]

단계(610)에서, 호스트는 다기능 주변기기의 적어도 하나의 기능부를 열거한다.
기능부들을 열거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호스트는 모든

다른 경우에, 호스트는 활성 기능부들만을 열거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 호

스트는 웨이크 상태를 트리거한 기능부(들)만을 열거할 수 있다.
[0169]

일부 경우에, 호스트는 선택적으로 단계(612)에서 기능부들에 대응하는 열거된 서브시스템들을 동작 상태로 전
이시킨다.

[0170]

예시적인 부트 시퀀스 ―

[0171]

기존의 PCIe 구현예들은 호스트가 초기에 그의 부속 주변기기들을 부팅하는 단순한 부트 시퀀스를 갖고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주변기기 EP를 부팅하고, 이어서 서브시스템들 각각을 개별적으로 부팅할 것이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일단 호스트가 주변기기 EP를 성공적으로 부팅하면, 호스트는 서브시스템들을 발
견하고 순차적으로 부팅한다(예컨대, 먼저 셀룰러 서브시스템, 이어서 WLAN 서브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PAN
서브시스템).

일부 경우에, 소정 서브시스템들은, 그들이,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해 필요하

지 않은 경우에 부트 프로세스로부터 프루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PAN 능력을 디스에이블한 경우,

PAN 서브시스템은 부트 시퀀스로부터 프루닝된다.
[0172]

보다 복잡한 실시예들에서, 개별 도메인 제어의 입도(granularity)는, 예컨대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고/시키거나
전체 부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실행 시간 고려사항들에 지능적으로 기초하여 호스트가 주변기기의 서브시스
템들에 급전하고/하거나 그들을 부팅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네트워

크 액세스를 요구하지 않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WLAN 서브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스트 프
로세서 및 셀룰러 서브시스템만을 부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룰러 서브시스템은 사용자에 대한 최소

한의 간섭으로 백그라운드에서 그의 이동성 관리 시퀀스들(예컨대, 등록,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고, WLAN 서
브시스템이 사용될 필요가 있을 때까지 부팅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부트 시간이 단축된다.
[0173]

부트 시퀀스의 하나의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주변기기가 초기에 급전될 때, PCIe EP만이 급전된다.
시스템들은 명시적으로 전원이 켜질 때까지 전원이 꺼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PCIe 서브시스템 및 PCIe 기능부들 중 각각 하나를 열거할 수 있다.

다른 서브

초기 부트 시퀀스 동안, EP는

예를 들어, 초기 부트 시퀀스 동안, EP는

각각의 서브시스템의 PCIe BAR 및 대응하는 구성 공간 및 MMIO 영역을 초기화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

이, 일부 변형예들에서, 서브시스템의 BAR, 구성 레지스터들 및 MMIO는 대응하는 서브시스템의 전력 상태에 상
관없이 호스트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0174]

이어서, PCIe 열거가 다양한 서브시스템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어진 서브시스템의 구성 공간

의 PCIe 열거 동안, 호스트는 서브시스템에 대한 전력을 인에이블하도록 구성 레지스터들에 기입한다.

서브시

스템들의 성공적인 초기화 이후에, 호스트는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BME) 비트를 설정하여, PCIe 버스를 통해 호
스트 메모리에 액세스하도록 대응하는 기능부를 인에이블할 수 있다.

일단 호스트가 PCIe 링크를 제어하면, 호

스트는 부트 이미지의 로딩 및/또는 실행을 포함할 수 있는 특정 서브시스템에 대한 부트 프로세스를 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부팅될 수 있고, 각각의 서브시스템의 부트 프로세스들은 임의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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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시스템의 부트 프로세스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고, 그를 차단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175]

부록 A는 호스트에 의해 개시된 슬립, 급전 및 리셋 이벤트들에 응답하여 서브시스템의 예시적인 거동을 기술하
는 표들을 제공한다.

거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이벤트 동안 주변기기의 부트 스테이지는 지정된 거동을

야기한다.
[0176]

다기능 주변기기들을 부트 시퀀싱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들은, 본 발명의 내용들이 주어진다면,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0177]

예시적인 리셋 시퀀스 ―

[0178]

각각의 도메인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개별적으로 리셋 가능하다.

멀티-리셋 방식은 일부 변형예들에서 구성

파라미터들을 다시 초기화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변형예들에서는 리셋이 구성 파라미터들을 다시 초기화할 수
없다.

또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리셋 가능한 구성 파라미터 및 고정형 구성 파라미터 양쪽 모두를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 리셋들은, 예컨대 계층(hierarchical tier)(즉, 상위 계층 리셋이 그의 하위 계층들

을 리셋할 수 있음), 기능적 그룹화, 구성 가능한 그룹화, 및/또는 다른 그룹화 방법론에 기초하여 결합될 수
있다.
[0179]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개별 도메인에 대응하는 각각의 PCIe 기능 블록(서브시스템이 아닌, 엔드포인트
내에 위치됨)은 또한 개별적으로 리셋 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합된 서브시스템을 리셋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그러한 경우에, 기능부 레벨 리셋은 기능 블록

대안적으로, 기능부 레벨 리셋은 결합된 서브시스템을 리셋

또 다른 구현예들에서, 기능 블록 자체도 또한 그의 대응하는 서브시스템이 리셋될 때 자동

으로 리셋된다.
[0180]

일 실시예에서, 기능 블록을 리셋함으로써 서브시스템을 그의 초기 부트 스테이지로 강제할 수 있다.
형예들에서, 서브시스템은 미리결정된 시간 내에 리셋될 수 있다.

일부 변

일부 경우에, 리셋은 "하드(hard)"이고(즉,

현재 실행 상태 및/또는 전력 상태에 상관없이 리셋이 강제됨); 다른 경우에, 리셋은 "소프트(soft)"이다(즉,
예를 들어 현재 실행 컨텍스트가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특정 시퀀스에 따라 리셋이 수행된다).
[0181]

기능부 레벨 리셋이 트리거될 때, 기능 블록은 서브시스템의 구성 공간 및 MMIO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리셋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소정 비트들 또는 데이터 구조들은 "고정형"이고, 그들의 콘텐츠는 리셋 이후에 지속될 수

있다.

그러한 고정형 데이터 구조들의 일반적인 예들은, 제한없이, 서브시스템에 대한 전력을 제어하는 데 사

용되는 구성 레지스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방식들은 비-고정형 데이터 구조들, 또는 고정형 비트와 비-

고정형 비트의 혼합을 사용할 수 있다.
[0182]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호스트는 동작 동안 임의의 다른 기능부 및/또는 서브시스템의 동작 상태에 영향을 미
치지 않고서 각각의 기능부 및/또는 서브시스템의 리셋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추가적으로 전체 주변기기 칩세트를 리셋하는 주변기기 전체의(peripheral-wide) 리셋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단 호스트가 주변기기 리셋을 트리거하면, 주변기기 리셋 시에 전원이 켜져 있는 임의의 서브시스템이 리셋되
고, 주변기기 리셋 시에 전원이 꺼져 있는 임의의 서브시스템이 전원이 꺼진 상태로 유지된다.

주변기기 리셋

이후에, 호스트는 PCIe 기능부들을 열거하고,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서브시스템들을 부팅할 수 있다(예시적
인 부트 시퀀스 참조).
[0183]

도 7은 기능부 레벨 리셋(FLR) 동작을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FLR은 대역내 리셋(예컨대, 전용 레지스터, MMIO 주소, 또는 다른 주소지정 가능한 메모리 위치에 상주
함)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FLR 기능은 호스트에 의해 발행될 수 있고, EP 내에 위치된 특정 기능부에 의해 관

리될 수 있다.
[0184]

방법(700)의 단계(702)에서, 호스트는 주변기기의 서브시스템에 기능부 레벨 리셋을 발행한다.

[0185]

이에 응답하여, 주변기기의 서브시스템은 리셋된다(단계(704)).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기능부 레벨 리셋들은

기능부 및/또는 서브시스템의 전력 상태에 상관없이 처리될 수 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내용들이 주어진다

면, 다른 실시예들이 (예컨대, 휘발성 메모리 콘텐츠를 적절하게 저장하고/하거나 프로세스들을 종료하기 위해)
리셋 동안 현재 전력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0186]

일부 경우에, 서브시스템은 도 7의 리셋 시퀀스에 추가하여 또는 그 대신에 전원이 차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스트 프로세서는 기능부 레벨 전원 끄기 명령어를 발행할 수 있고, 이에 응답하여 대응하는 서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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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원이 차단될 수 있다.
[0187]

하나의 그러한 구현예에서, 주변기기 리셋은 모든 기능부 레벨 리셋들을 추진하여 주변기기 리셋을 달성한다.
따라서, 주변기기 리셋 동안에도 기능부 레벨 고정형 비트들이 보존된다.
기능부 레벨 리셋들과는 별개인 전용 리셋 메커니즘일 수 있다.

다른 구현예들에서, 주변기기 리셋은

전용 주변기기 리셋 메카니즘은, 예를 들어 기

능부 레벨 리셋을 위한 고정형 비트들이 클리어되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기 레벨 리셋 동작을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 8은 주변기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주변기기 리셋은

하드웨어 리셋이고; 예를 들어, 주변기기 레벨 리셋은 범용 입력/출력(GPIO) 또는 다른 전용 하드웨어 시그널링
으로 구현될 수 있다.
[0188]

간략히 말하면, 기존의 주변기기 리셋 방식들은 리셋 후 서브시스템 상태를 보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

의 그러한 종래 기술의 리셋 방식은 PCIe 링크를 끄고, 주변기기를 리셋하고, PCIe 링크를 다시 켜고, 접속된
서브시스템들 각각을 다시 초기화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서브시스템 상태를 유

지하는데; 예컨대, 리셋 이전에 슬립 또는 오프였던 서브시스템들은 슬립 또는 오프로 유지되고, 리셋 이전에
활성이었던 서브시스템들은 활성으로 유지된다.
[0189]

방법(800)의 단계(802)에서, 주변기기 PCIe 링크는 전원이 차단될 수 있고/있거나 PERST#이 어써트될 수 있다.

[0190]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호스트는 방법(800)의 단계(804)에서 주변기기로 주변기기 레벨 리셋을 발행할 수 있
다.

[0191]

주변기기 EP, 기능부들 및 대응하는 서브시스템들을 포함하는 전체 주변기기가 리셋된다.

리셋 이후에, 서브시스템들 각각은 그들의 판독 전용 메모리(ROM)의 콘텐츠를 실행하고 그에 따라 초기화할 수
있다(단계(806)).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ROM 콘텐츠는, 예컨대 유휴 스핀 루프(idle spin loop)들로 제한될 수

ROM이 없는 환경들에서, 서브시스템의 프로세서는 유효 명령어들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는 휘발성 메모

리에서 실행할 수 있고; 그러한 조건들 하에서, 프로세서는 호스트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트리거될 때까지 실행
을 시작하지 않는다.
[0192]

그 후에, 호스트는 PCIe 포트에 급전할 수 있고, PCIe 링크는 그의 LTSSM의 동작 링크 상태(예컨대, L0 상태)로
전이할 수 있다.

[0193]

단계(808)에서, 호스트는 주변기기의 모든 기능부들을 열거하고, 각각의 서브시스템을 동작 상태로 전이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호스트는 서브시스템 상태를 유지하는데; 다시 말하면, 리셋 이전에 슬립 또는

오프였던 서브시스템들은 슬립 또는 오프로 유지되고, 리셋 이전에 활성이었던 서브시스템들은 활성으로 유지된
다.
[0194]

그 후에, 부트 절차들이 전술된 프로세스들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다기능 주변기기들을 리셋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들은, 본 발명의 내용들이 주어진다면,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
게 이해될 것이다.

[0195]

당업자는 많은 소프트웨어 디버깅 기법들이 성공적인 에러 트랩핑에 의존한다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일단 예상치 못한 소프트웨어 에러가 검출되면, 프로세서는 추가 동작을 중단하고 루핑 명
령어("스핀")를 실행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호스트는 디버깅을 위해 메모리 콘텐츠를 인출할 수 있다.
실시예에서, 일단 예상치 못한 소프트웨어 에러가 검출되면, 서브시스템이 재부팅될 수 있다.
는 리셋 조건들에 걸쳐 보존되므로 액세스 가능하다.

다른

메모리의 콘텐츠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워치독

(watchdog) 타이머가 각각의 서브시스템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간략히 말하면, 하드웨어 워치독은 소프트웨

어가 올바르게 실행 중인 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주기적으로 리셋되고; 워치독 타이머가 만료되면, 그것은, 예컨
대 잘못된 소프트웨어 액세스 또는 다른 버스 오작동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손상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리셋을 강
제한다.

각각의 하드웨어 워치독은 대응하는 서브시스템만을 리셋하고, 다른 서브시스템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196]

부록 B는 에러 트랩핑 및/또는 바람직한 처리 메커니즘들을 수행할 때 서브시스템의 예시적인 거동을 기술하는
표들을 제공한다.

[0197]

서브시스템이 리셋되면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디버깅 명령어들의 다른 예들은, 레지스터 스냅샷들(예컨대,
서브시스템이 모든 서브시스템 레지스터들의 스냅샷을 수집하도록 강제될 수 있음), 및 코어 덤프들(예컨대, 서
브시스템 메모리의 스냅샷을 수집하기 위해 서브시스템이 어보트 핸들러(abort handler) 내로 강제될 수 있음)
을 포함한다.

[0198]

본 발명의 소정의 실시예들이 방법의 단계들의 구체적인 순서와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이들 설명은 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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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에 기술된 광의의 방법들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의 응용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소정 단계들이 소정의 상황들 하에서 불필요하거나 선택적인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

한, 소정 단계들 또는 기능이 개시된 실시예들에 부가되거나, 또는 둘 이상의 단계들의 수행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
[0199]

모든 이러한 변형들은 본 개시 내용 내에 포함되고 본 출원에 의해 청구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상기한 상세한 설명이 다양한 실시예들에 적용되는 신규의 특징들을 도시하고, 기술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예
시된 디바이스 또는 프로세스의 형태 및 상세에서의 다양한 생략들, 치환들 및 변경들이 본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는 원리들을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최상의 모드의 것이다.

일반적인 원리들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취해져야 한다.

본 발명의 범주는 청구범위를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0200]

전술한 설명은 현재 고려된

이러한 설명은 결코 제한적인 것으로 의도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 명세서에서 기재된

부록 A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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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부록 B

[0203]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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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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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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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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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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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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