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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 개시된 컴퓨터 시스템은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를 지원한다. 상기 컴퓨터 시
스템은 내부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 신호를 출력하는 온도 감지기와, 상기 경고 신호에 응
답해서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를 발생하는 브릿지 컨트롤러와, 상기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에 응답해서 전
원 제어 명령 신호를 출력하는 바이오스 그리고 상기 전원 제어 명령 신호에 응답해서 시스템 제어 인터럽트(SCI)를 
발생하는 전원 관리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 제어 인터럽트(SCI)에 응답해서 상기 컴
퓨터 시스템이 슬립 모드로 진입하도록 제어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내부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ACPI 규약에 적합한 방법으로 슬립 모드로 진입하므로, 시스템이 리쥼될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복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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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 그리고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에서 내부 온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를 초과할 때 수행되는 동
작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CPU 14 : 호스트 버스

16 : 시스템 컨트롤러 18 : 메인 메모리

20 : PCI 버스 22 : 브릿지 컨트롤러

24 : 온도 감지기 26 : ISA 버스

28 : 전원 관리 프로세서 30 : 바이오스

32 : ISA 장치 34 : 레지스터

36 : PCI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및 그 보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부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할 때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를 채용한 컴퓨터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용 컴퓨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하드웨어 장치들을 집적하고 있다. 이러한 휴대용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같이 열에 민감한 소자들에 영향을 준다.

    
열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의 소자들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온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팬(fan)을 구동시키는 것과 
CPU의 클럭 주파수를 낮추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시스템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데에
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시스템의 내부 온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보다 높아지면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진입
하여 내부 온도 상승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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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예로서 APM(advanced power management)을 채용한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내부 온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 보다 높아지면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ystem management int
errupt : SMI)를 발생해서, 바이오스(basic input output system : BIOS)가 슬립 모드로 진입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바이오스는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SAVE TO DISK'를 수행한 후, 
컴퓨터 시스템이 슬립(sleep) 또는 서스펜드(suspend) 모드로 진입하도록 제어한다. 또, 시스템이 웨이크-업(wake
-up) 될 때, 바이오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제어를 하도록 한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
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 기법인 APM 기술을 채용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APM 뿐만 아니
라 열 및 온도와 관련된 관리가 바이오스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들에 의해 실행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초과 함 에따라 '파워 온' 상태에서 '슬립' 상태로의 천이 요구 또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이오스
는 이 요구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 요구를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 장치 드라이버
들에게 통보한 후 SMI를 발생한다. 그에 따라서 제어는 바이오스로 넘겨진다. 따라서, 바이오스는 현재 작업 중인 내용
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SAVE TO DISK'를 수행한 후, 컴퓨터 시스템이 슬립(sleep) 모드로 진입하도록 제어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웨이크-업(wake-up)될 때, 바이오스는 SMI를 받아들여 슬립 상태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
한 제어, 즉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제어를 수행한 후 제어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되돌
려 준다. 이와 같이 APM 기술을 채용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면, 전원 관리 이벤트에서 요구되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상태 정보 조작과 하드웨어 제어, 그리고 열 또는 온도와 관련된 소프트 및 하드웨어 제어와 
그에 따른 데이타 저장과 복구는 모두 바이오스의 몫이다. 따라서, APM 기술을 채용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내부온도가 설정 온도 보다 초과 할때 현재 작업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 한 후 슬립모드로 진입하고, 시스템이 웨이
크-업될 때 저장된 데이타를 복구하는 제어가 모두 바이오스에 의해 일괄적으로 수행됨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
이타가 아무런 문제없이 정확하게 복구될 수 있게된다.이와 달리, Intel, Microsoft 및 Toshiba에 의해 개발된 전원 
관리 기법으로, 전원 관리 기술의 새로운 규약인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의 내부 온도가 설정 온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진입하여 내부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기술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타가 정확하게 복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한다. 즉, 이 시스템에서는 전원 관리 이벤트에서 요구되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상태 정보 조
작과 하드웨어 제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perating system : OS)에 의해 통제되지만, 열 또는 온도와 관련된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 제어와 그에 따른 데이타 저장는 바이오스에 의해 제어된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온도가 설
정온도보다 초과 함에따라 '파워 온' 상태에서 '슬립' 상태로의 천이 요구 또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현재 작업중인 데이
타를 저장하고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제어가 바이오스에 의해 수행 하게 되고, 컴퓨터 시스템이 웨이크-업, 즉 리즘될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타를 복구하는 제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이 리즘될 때, 바이오스가 데이타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슬립모드로 진입하
기 전의 'SAVE TO DISK' 모드와는 상관 없이, ACPI에 따른 별개의 모드, 예를 들면 S3 또는 S4모드에 따라 오퍼레
이팅 시스템이 시스템을 리즘하게 됨으로써, 저장된 데이타가 정확하게 복구되지 못하고 시스템이 정지(halt)되는 문제
가 발생 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부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한 경우, 
ACPI 규약에 적합한 방법으로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를 지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은: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온도를 감지
하고,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 신호를 출력하는 온도 감지기와, 상기 경고 신호에 
응답해서 시스템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브릿지 컨트롤러와, 상기 시스템의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상기 
시스템의 전원 관리 루틴을 저장하는 바이오스 롬과, 그리고 시스템 인터럽트에 반응하여 실행되는 전원 관리 루틴의 
결과 신호인 전원 제어 명령 신호에 응답해서 전원 관리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전원 관리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상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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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레이팅 시스템은 상기 전원 관리 인터럽트에 응답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슬립 모드로 진입하도록 제어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인터럽트는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ystem management interrupt; SMI)이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원 관리 인터럽트는 시스템 제어 인터럽트(system control interrupt; SCI)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원 관리 루틴은 상기 바이오스의 SMI 핸들러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ACPI를 채용한 컴퓨터 시스템이 과열될 때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은: 컴퓨터 시스
템의 내부 온도를 감지하는 단계,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브릿지 컨트롤러로 경고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브릿지 컨트롤러가 상
기 경고 신호에 응답해서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를 발생하는 단계, 바이오스가 상기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에 응답
해서 제어 명령을 출력하는 단계, 전원 관리 프로세서가 상기 제어 명령 신호에 응답해서 시스템 제어 인터럽트(SCI)
를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상기 시스템 제어 인터럽트에 응답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슬립 모
드로 진입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작용)

이와 같은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내부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ACPI 규약에 적합한 방법으로 컴퓨터 시스
템이 슬립 모드로 진입한다. 따라서, 시스템이 리쥼될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구현된
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10)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12)는 호스트 버스(14)와 연결된다. 
호스트 버스(14)는 시스템 컨트롤러(16) 및 메인 메모리(18)와 통신하기 위한 제어, 어드레스, 및 데이터 신호들을 
포함한다. 호스트 버스(14)와 PCI 버스(20)에 연결된 시스템 컨트롤러(16)는 CPU(12)와 메인 메모리(18)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제 2 캐쉬 메모리는 호스트 버스(14)와 시스템 컨트롤러(16)에 연결된
다. 상기 시스템 컨트롤러(16)는 CPU 버스와 PCI 장치(36)들 사이 그리고 PCI 장치(36)들과 메인 메모리(18) 사이
의 통신을 위하여 호스트 버스(14)와 PCI 버스(20) 사이에 연결된다. PCI 버스(20)는 PCI 장치(36)와 시스템 컨트
롤러(16)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어, 어드레스, 및 데이터 신호들을 포함한다. 상기 PCI 장치(36)는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카드와 같은 입/출력 장치들을 포함한다.
    

브릿지 컨트롤러(22)는 PCI 버스(20)와 ISA 버스(26)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제공된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어, 타이머/카운터 로직, DMA(direct memory access) 인터페이스, USB(universal serial b
us) 인터페이스, X-버스 지원 로직, IDE(integrated drive electronics) 하드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한다.

온도 감지기(24)는 컴퓨터 시스템(10)의 온도를 감지하고,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특정 온도보다 높으면 경고 신
호를 브릿지 컨트롤러(22)로 제공한다. 바이오스(30)는 입출력 주변 장치들을 구동하기 위한 루틴들과 인터럽트 처리
를 위한 SMI(system management interrupt : SMI) 핸들러를 포함한다. 마우스, 키보드, 모뎀과 같은 입/출력 장치
들(32)은 ISA 버스(26)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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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에서 내부 온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를 초과할 때 수행되는 동
작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이다.

단계 S110에서, 온도 감지기(24)는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온도를 감지한다. 단계 S120에서, 상기 온도 감지기(24)는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제어는 단계 S130으로 진행하여 온도 감지기(24)가 경고 신호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제어는 단계 S11
0으로 리턴한다. 상기 온도 감지기(24)로부터 출력된 경고 신호는 브릿지 컨트롤러(22)의 레지스터(34)에 저장된다.

단계 S140에서, 상기 브릿지 컨트롤러(22)는 레지스터(34)에 저장된 값을 읽고, 그 값이 슬립 모드로 진입하기 위한 
이벤트임을 나타낼 때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를 발생한다.

단계 S150에서, CPU(12)는 상기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가 발생하면, 상기 바이오스(30)의 SMI 핸들러를 호출
해서 실행시킨다. 상기 SMI 핸들러에 의해 전원 제어 명령 신호가 출력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SMI 핸들러에는 시스
템 관리 인터럽트(SMI)에 응답해서 전원 제어 명령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전원 제어 
명령 신호는 전원 관리 프로세서(28)로 제공된다.

단계 S160에서, 상기 전원 관리 프로세서(28)는 전원 제어 명령 신호에 응답해서 시스템 컨트롤 인터럽트(SCI)를 발
생한다.

    
단계 S170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시스템 컨트롤러 인터럽트(SCI)에 응답해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슬립 모드로 진
입하도록 제어한다. ACPI 규약에 따르면, 슬립 모드는 S1에서 S5까지 5 단계로 나뉘어 진다.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온
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를 초과할 때에는 슬립 모드 S3 또는 S4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
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2000의 전원 관리 옵션에서 사용자가 최대 절전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슬립 모드 S4로 진입하고, 최대 절전 모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슬립 모드 S3로 진입한다. 슬립 모드 S3로 진입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상태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치들의 전원을 오프시킨다. 슬립 
모드 S4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상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모든 장치들의 전원을 오프시킨다.
    

사용자가 전원 스위치를 온시키는 경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미리 설정된 슬립 모드 S3 또는 S4에 대응하는 리쥼 동
작을 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컴퓨터 시스템은 내부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ACPI 규약에 따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제어에 의해서 슬립 모드로 진입한다. 그러므로, ACPI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슬립 모드에서 리쥼될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예시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에는 다양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 범위는 그러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한 폭넓게 해
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내부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ACPI 규약에 적합한 방법으로 슬립 모드로 진
입한다. 따라서, 시스템이 리쥼될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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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를 지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비한 컴퓨터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온도를 감지하고,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 신호를 출력
하는 온도 감지기와;

상기 경고 신호에 응답해서 제 1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브릿지 컨트롤러와;

상기 시스템의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상기 시스템의 전원 관리 루틴을 저장하는 바이오스 롬; 그리고

상기 제 1 인터럽트에 응답하여 실행되는 상기 전원 관리 루틴의 결과 신호인 전원 제어 명령 신호를 입력받아 제 2 인
터럽트를 발생하는 전원 관리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상기 제 2 인터럽트에 응답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슬립 모드로 진입하도록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인터럽트는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ystem management interrupt; SMI)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
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인터럽트는 시스템 제어 인터럽트(system control interrupt; SCI)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관리 루틴은 상기 바이오스의 SMI 핸들러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ACPI를 채용한 컴퓨터 시스템이 과열될 때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 온도를 감지하는 단계와;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와;

감지된 온도가 미리 설정된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브릿지 컨트롤러로 경고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브릿지 컨트롤러가 상기 경고 신호에 응답해서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에 응답해서 전원 관리 루틴을 실행한 후 전원 제어 명령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전원 관리 프로세서가 상기 전원 제어 명령 신호에 응답해서 시스템 제어 인터럽트(SCI)를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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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상기 시스템 제어 인터럽트에 응답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을 슬립 모드로 진입하도록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CPI를 채용한 컴퓨터 시스템이 과열될 때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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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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