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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 컴퓨터에 접속되어서 사용하는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를 구비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 및 이에 적합한 DC입력선택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은 AC어댑터
(30)에서 제공되는 전원과 배터리팩(22)으로부터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을 각각 단자 P1, P2를 통하여 인가하고 그리
고 인가된 두 단자P1, P2의 전압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수단을 갖는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20)와, 이 휴대용 컴퓨터
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AC전원을 소정의 DC전압으로 변환하여 인가하는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를 구비
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에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AC전원을 공급받
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SMPS(11)와; 상기 SMPS(11)의 출력전압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
는 배터리전원공급경로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압을 인가하여서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논리회로부(12)에 필요한 
여러 레벨의 전압을 출력하는 DC-DC변환기(13)를 구비하여서,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로의 AC전원공급이 차단되더
라도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상기 배터리전원으로 작동되게 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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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휴대용 컴퓨터와 이에 접속되는 기능확장용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개략도;

도 2는 기능확장용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접속된 종래의 휴대용 컴퓨터의 전력계통도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직류전원(DC)의 입력선택회로부의 상세한 회로도;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SMPS의 상세한 회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기능확장용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접속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의 회로
블록도;

도 6은 도 5에 도시된 SMPS의 상세한 회로도;

도 7는 도 5에 도시된 DC 입력선택회로부의 블록도;

도 8은 도 7에 도시된 DC 입력선택회로부의 상세한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도킹 스테이션의 회로부 20 :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

30 : AC 어댑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컴퓨터의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 컴퓨터에 
접속되어서 사용하는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을 구비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은 노트북 등의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들을 확장해서 데스크 탑 컴퓨터(a desk top c
omputer)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조장치이다. 일예로, 도 1A에 도시된 휴대용 컴퓨터는 MS-DOS, 
윈도우즈 및 윈도우즈 95에서 디지털 오디오의 녹음과 재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용 컴퓨터만으로는 CD-ROM의 
조작, 스테레오 디지털 오디오의 지원등 완벽한 멀티미디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휴대용 컴퓨터에 완
벽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로 도킹 스테이션이다. 이러한 도킹 스테이션은 오디오기능, 
CD-ROM드라이버, PCMCIA, 주변장치와의 연결성 및 전원장치 등을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구조가 도 1B에 도시되
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기 도킹 스테이션은, PCI, ISA, 또는 PC Card 방식의 확장 카드들(expansion cards)을 장착
할 수 있는 다수 개의 확장 슬롯들을 가진다. 그리고 이루 도킹 스테이션은, 엑스트라 하드디스크 (extra hard disk)를 
장착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확장 슬롯들과 스페이스에 확장 카드 또는 엑스트라 하드디스크를 장착함
으로써, 휴대용 컴퓨터가 가진 기능을 보다 확장할 수 있다.
    

    
도 1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도킹 스테이션은 전면의 양측에 스피커(1)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CD-ROM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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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2)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디오 CD로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킹 스테이션
의 전면에 스트레오 헤드폰을 지원하는 헤드폰단자(3), 외부의 다이나믹 또는 콘덴서 마이크를 지원하는 마이크단자(
4), 오디오 출력의 크기를 조정하는 볼륨조정단자(5), 휴대용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에 전원이 공급되면 켜지는 전원
LED(6), 휴대용 컴퓨터와 동일하게 전원을 켜고 끌수 있는 전원스위치(7),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을 
결합하는 잠금래치(8)가 설치되어 있다.
    

도 1의 휴대용 컴퓨터를 상술한 구조를 갖는 도킹 스테이션에 결합시키면, 도 1C에 도시된 바와같이 고정된다. 즉, 휴
대용 컴퓨터의 후면에 있는 접속 콘넥터가 도킹 스테이션의 접속 콘넥터에 접속되므로서 도 1C와같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하 발명의 설명을 간략히 하기 위하여, 기능확장용 도킹 스테이션장치와 이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를 모
두 포함하여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이라 칭한다.

상술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은,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크게 도킹 스테이션의 회로부(10)와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
(20)를 구비한다. 도 2에서, 참조번호 30은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20)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AC(교
류) 어댑터(30)로서 AC전원을 입력하여 DC전원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상기 도킹 스테이션의 회로부(10)는 도킹 스테이션의 제반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논리회로부(12)와, AC전원을 
입력하여 상기 논리회로부(12)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레벨의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SMPS(a switching mode power 
supply : 11)로 구성되어 있다. 이 SMPS(11)에서는 여러 출력단자(a-d)중 a, b 그리고 c의 출력단자에서는 각각 +
3.3 V, +5 V 그리고 +12 V를 출력하고, 또한 d의 출력단자에서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전원공급용 AC어댑터(30)
의 출력전압과 같은 레벨의 직류전압을 출력한다.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20)는 상기 AC어댑터(30)에서 제공되는 직류전원과 배터리(22)에서 제공되는 배터리
전원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DC입력선택회로부(23)와, 이 DC입력선택회로부(23)에서 제공되는 전원을 변환하여 컴퓨
터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레벨의 직류전원을 출력하는 DC-DC 변환기(24)와, 컴퓨터의 데이터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CPU :25a)와 컴퓨터의 전원제어 등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또는 마이크로 컴퓨터 : 25b)를 포
함하는 논리회로부(25)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DC-DC변환기(24)는, 컴퓨터의 논리회로들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종류의 전압을 출력하기 위하여, 적어도 
3가지의 레벨의 전압 3.3 V, 5 V 그리고 12 V를 출력하는 전압발생기(buck converter : 24a, 24b, 24c)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컴퓨터회로부(20)는 또한 상기 AC 어댑터(30)에서 제공된 직류전원을 인가하여 상기 배터리(22)를 충전
하기 위한 충전회로부(21)와,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의 출력전압을 입력받아 소정 전압으로 변환하여 상기 중앙
처리장치(25a)로 제공하는 전압발생부(26) 및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의 출력전압을 입력하여 일정전압을 안정
적으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25b)로 제공하는 레규레이터(27)를 더욱 구비하고 있다.

    
상기 충전회로부(21)는 휴대용 컴퓨터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정전압부 및 정전류부등으로 구성된다. 상
기 전압발생부(26)는 그 중앙처리장치(25a)의 업그레이드(upgrade)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기 DC-DC변환
기(24)에서 별도로 설치된 직류전압변환장치로서, CPU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만일, CPU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는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에서는 이 전압발생부(26)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DC
-DC변환기(24)의 출력을 직접 CPU(25a)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AC 어댑터(30)에서 출력되는 출력전압은 상기 배터리를 충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전완료시의 
배터리전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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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PU(25a)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의 동작주파수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소모전력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작주파수가 높아지므로써 CPU내의 열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펜티엄 CPU에서는 이와같은 열발생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CPU의 동작전압을 낮추고 있다. 예를들어, CPU의 동작주파수별로 3.3 V, 2.9 V, 2.5 V 
등의 여러 레벨의 전압이 CPU의 동작전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CPU를 업그레이드할 때에는 그 CPU로 공급되는 전
압(Vdd)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그 전압(Vdd)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25b)는 휴대용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칩 프로세서(one chip processor)로서 
상기 CPU(25a)를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를들어, 휴대용 컴퓨터에서는 전원관리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 즉 PMS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다. 즉,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25b)에서는, 배터리전원을 이용하여 컴퓨
터가 작동될 때, 컴퓨터의 동작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전원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컴
퓨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컴퓨터는 단계별로 저전력소모모드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컴퓨터는 현재의 데이터를 RAM (random access momory) 또는 HDD(hard disk driver)에 저장
한 다음, 전력소모가 큰 드라이버 등을 오프시키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신도 저전력모드인 스톱 모드(stop m
ode)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경부하에서 전력변환효율이 떨어지는 DC-DC 변환기(24)는 오프되며, 단지 마이크로프
로세서(25b)를 구동하는 레규레이터(27)만이 계속해서 작동된다.
    

    
이 레규레이터(27)는 상술한 바와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25b)만을 구동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선형 정전압 전원공
급회로이다. 통상적으로 휴대용 컴퓨터에서는 라인 온-오프 스위치(line on-off switch)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 온
-오프 스위치 (soft on-off switch)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또는 AC 어댑터(30)로부터 전원이 인가될 때, 항상 
공급되는 대기전원(stand-by power)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기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레규레이터(27)가 제공되
어 있는 것이다. 이 레규레이터(27)는 그의 출력전류가 약 수십 mA이므로 경부하에서의 전력변환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는 통상 선형 정전압회로를 사용한다.
    

한편, 상술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은 LCD를 디스플레이부로 사용할 경우, 그 LCD를 작동하기 위해 그 배면에 LCD 형
광램프(또는 LCD 백라이트 : 29)가 설치되어 있고, 이 LCD 형광램프(29)는 교류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DC-
DC변환기(23)에서 제공되는 DC전원을 입력하여 교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28)를 구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러한 LCD 형광램프(29)에서는 약 20-60KHz의 주파수와 약 400-500V의 교류전원을 사용한다.

도 2에 있어서,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상기 AC 어댑터(30)에서 제공되는 전원과 
상기 배터리팩(22)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이 동시에 인가될 때, 그의 충돌발생을 방지, 즉 동시에 인가되는 전원을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DC입력선택회로부(23)의 상세회로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서, 단자 P1 과 P2는 AC어댑터(30)/SMPS
(11)의 출력단자와 배터리팩(22)의 배터리전원출력단자에 각각 접속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
의 두입력단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상기 SMPS(11)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AC전원을 입력하여 정류하는 정류기(11a)와, 이 정류기(11a)에
서 정류된 DC전압을 입력하여 출력단(d)을 통하여 특정 레벨의 DC전압을 출력하는 단출력 DC-DC변환기(11b)로 구
성되어 있다. 이 특정레벨의 전압이 다출력 DC-DC변환기(13)로 입력되어서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논리회로부(
12)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레벨의 전압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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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전력계통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종래의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연결되어 있
는 경우에, 휴대용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구동전력은 아래와 같이 모두 3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인가된다.

하나는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에 있는 SMPS(11)의 출력단자 d에서 제공되는 직류전원이 단자 P1을 통하
여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로 제공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AC어댑터(30)에서 제공되는 직류전원이 단자 P1
을 통하여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로 제공되는 경로이며, 마지막으로 배터리팩(22)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이 
단자 P2를 통하여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로 제공되는 경로이다.

이러한 전력계통도에 있어서,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에 있는 SMPS(11)로의 예상치 못한 교류전원공급중단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에 의해서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20)는 배터리팩(22)에서 제공
되는 배터리전원, 즉 단자 P2를 통하는 구동전원의 공급경로를 따라 인가되는 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어서 정상 작동하
게 된다.

    
그러나, 이때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는 상기 단자 P2를 통하는 전원공급경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배터리전원
을 인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리회로부(12)의 동작이 중지됨은 물론 이 논리회로부(12)에 의해서 구동되는 제반 드
라이버도 그의 작동이 중지된다. 예를 들어, 도킹 스테이션에 구비된 확장 슬롯들과 스페이스에 확장 카드 또는 엑스트
라 하드디스크가 장착된 경우, 도킹 스테이션으로 공급되는 교류 전원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의 제어에 의해서 작동 중이던 확장 카드 또는 엑스트라 하드디스크는 도킹 스테이션이 전원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작동이 비정상적으로 중지된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데이터가 손실 또는 손상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같이, 종래의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도킹 스테이션장치로의 교류전원공급이 갑자기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배터리전원에 의해 휴대용 컴퓨터는 정상 작동되지만, 이 휴대용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는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작동은 
정지되어 작업 중이던 데이터가 손실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터기능을 확장하는 도킹 스테이션장치로의 교류전원공급이 차단될 경우에 이 도킹 스테
이션장치가 휴대용 컴퓨터의 배터리팩으로부터 공급되는 배터리전원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컴퓨터시스
템의 전원공급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정전 또는 임의/고의에 의한 전원공급중단시에도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배터리전원으로 작동되
게 하여 데이터의 손실 또는/그리고 컴퓨터의 비정상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를 제
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접속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에 실질적으로 적합하고 그리고 도킹 스
테이션장치의 SMPS/배터리팩에서 제공되는 DC입력전원과 휴대용 컴퓨터의 AC어댑터에서 제공되는 DC입력전원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DC입력선택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특징에 의하면, AC어댑터에서 제공되는 전원과 배터리팩으로부터 제공되
는 배터리전원을 각각 단자 P1, P2를 통하여 인가하고 그리고 인가된 두 단자P1, P2의 전압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수단
을 갖는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와, 이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AC전원을 소정의 DC전압으로 변환하
여 인가하는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를 구비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는,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에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AC전원을 공급받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SMPS와; 상기 단자P1에 접속된 
입력단을 갖고, 상기 SMPS의 출력전압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전원공급경로에서 제공되는 배
터리전압을 상기 입력단을 통하여 인가하여서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논리회로부에 필요한 여러 레벨의 전압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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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DC-DC변환기를 구비하여서,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로의 AC전원공급이 차단되더라도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
치가 상기 배터리전원으로 작동되게 한다.
    

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단자 P1, P2를 통하여 입력되는 전압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DC입력선택회로부를 부가한다.

    
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는, 상기 단자 P2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다출력전압출력수단사이에 접속되
어서 단자 P2로부터 제공되는 전압을 절환하는 스위칭부와, 단자 P1에서 제공되는 AC어댑터의 출력전압을 분압하는 
제1분압부와; 상기 SMPS와 상기 배터리팩로부터 단자 P2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압을 분압하는 제2분압부와; 이 두 분
압부의 출력전압을 비교하는 비교부와; 이 비교부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서 상기 스위칭부의 절환을 구동하는 구동부
로 구성되어 있고, 단자 P1에서 제공되는 전압이 상기 DC-DC변환기로 직접 제공되어 있다.
    

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다출력출력전압발생수단은 하나의 DC입력전압을 변환하여 복수의 레벨을 갖는 DC전압들을 출
력하는 DC-DC변환기를 포함한다.

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분압부와 제2분압부는 각각 직렬 연결된 두 개의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1분압부와 제2분압부의 출력을 각각 반전단자 및 비반전단자로 입력하는 연산
증폭기를 포함한다.

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전자스위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전자스위치는 단자 P2와 상기 휴대용 컴퓨
터의 DC-DC변환기사이에 접속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 구동부의 출력에 의해 제어되는 트랜지스터와, 이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단자사이에서 순방향으로 접속된 다이오드를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AC어댑터에서 제공되는 전원과 배터리팩으로부터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을 각각 단자 P
1, P2를 통하여 인가하고 그리고 인가된 두 단자P1, P2의 전압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수단을 갖는 휴대용 컴퓨터와, 이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AC전원을 소정의 DC전압으로 변환하여 인가하는 도킹 스테이션장치를 구비
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는, 상기 변환된 DC전압 또는 단자 P2를 통하여 인가되는 배터리전압을 인가
하여 복수의 레벨을 갖는 DC전압으로 변환하고 출력하는 DC-DC변환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DC-DC변환수단에서 출
력된 DC전압들을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작동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SMPS/AC어댑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인가하는 단자P1과, 배
터리전원을 인가하는 단자P2에 접속되어 있는 입력단자를 구비하고 있고, 두 단자P1, P2에서 제공되는 전압을 선택적
으로 출력하여 휴대용 컴퓨터의 다출력전압변환부로 제공하는 DC입력선택회로는, 상기 단자 P2와 DC-DC변환기사이
에 접속되어서 단자 P2로부터 제공되는 전압을 절환하는 스위칭부와; 단자 P1에서 제공되는 AC어댑터의 출력전압을 
분압하는 제1분압부와; 상기 SMPS와 상기 배터리팩로부터 단자 P2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압을 분압하는 제2분압부와
; 이 두 분압부의 출력전압을 비교하는 비교부와; 이 비교부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서 상기 스위칭부의 절환을 구동하
는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고, 단자 P1에서 제공되는 전압이 상기 DC-DC변환기로 직접 제공되어 있다.
    

이 회로에 있어서, 상기 다출력출력전압발생수단은 하나의 DC입력전압을 변환하여 복수의 레벨을 갖는 DC전압들을 출
력하는 DC-DC변환기를 포함한다.

이 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1분압부와 제2분압부는 각각 직렬 연결된 두 개의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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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로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1분압부와 제2분압부의 출력을 각각 반전단자 및 비반전단자로 입력하는 연산
증폭기를 포함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도면 도 5 내지 도 8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는, AC전원을 공급받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SMPS(11)와, 이 SMPS(11)의 출력전압 또는 휴대용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전원공급
경로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압을 인가하여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논리회로부(12)에 필요한 여러 레벨의 전압을 출력하
는 DC-DC변환기(13)를 구비하여서, 도킹 스테이션장치로의 전원공급이 차단되더라도 도킹 스테이션장치는 휴대용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으로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다. 도 5에 있어서,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전원공급장치가 
적용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병기한다.
    

다시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전원공급장치가 적용되는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은, 크게 도킹 스테이션의 회로
부(10)와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20)를 구비하고 있고, 이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20)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AC(교류) 어댑터(30)가 접속될 수 있다. 이 AC어댑터(30)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실질적으로,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전원공급장치에 있어서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에 있어서 AC전원을 공
급받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SMPS(11)와, 이 SMPS(11)의 일출력전압을 입력하여 논리회로부(12)에 필
요한 여러 레벨의 전압을 출력하는 DC-DC변환기(13)를 구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SMPS(11)의 출력단에 배터리전원
공급경로, 즉 배터리팩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이 DC입력선택회로부(23)를 경유하여 인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
적으로 도 2에 도시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구성과 유사하다. DC입력선택회로부(23)는 정전 등의 전원차단을 감지
하고, 전원차단시 배터리팩으로부터의 전원이 DC-DC변환기(13)로 공급되도록 전류공급 경로를 형성한다.
    

    
상기 도킹 스테이션의 회로부(10)는 도킹 스테이션의 제반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논리회로부(12)와, AC전원을 
입력하여 소정레벨의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SMPS(11)와, 이 SMPS(11)의 출력전압을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
부(20)로 제공되는 배터리전압과 함께 입력하여 상기 논리회로부(12)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레벨의 직류전원을 공급
하는 DC-DC변환기(13)로 구성되어 있다. 이 DC-DC변환기(13)의 입력단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SMPS(11)의 
출력전압은 물론 상기 배터리팩(22)에서 제공되어 DC입력선택회로부(23)를 경유하는 배터리전압을 입력한다.
    

이 DC-DC변환기(13)에서는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리회로부(12)에서 필요한 여러 레벨의 전압을 여러 출력단
자(a, b 그리고 c)로부터 출력한다. 예를들어, 그의 출력단자(a, b 그리고 c)로부터 각각 +3.3 V, +5 V 그리고 +12 
V를 출력한다. SMPS(11)에서는 출력단자에서는 상기 AC어댑터(30)의 출력전압과 같은 레벨의 직류전압을 출력한다.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회로부(20)는 상기 AC어댑터(30) 또는 SMPS(11)에서 제공되는 직류전원과 배터리(22)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DC입력선택회로부(23)와, 이 DC입력선택회로부(23)에서 제공되는 전원을 
변환하여 컴퓨터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레벨의 직류전원을 출력하는 DC-DC 변환기(24)와, 컴퓨터의 데이터처리기
능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CPU :25a)와 컴퓨터의 전원제어 등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또는 마이크로 컴퓨
터 : 25b)를 포함하는 논리회로부(25)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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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C-DC변환기(24)는, 컴퓨터의 논리회로들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종류의 전압을 출력하기 위하여, 적어도 
3가지의 레벨의 전압 3.3 V, 5 V 그리고 12 V를 출력하는 전압발생기(buck converter : 24a, 24b, 24c)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컴퓨터회로부(20)는 또한 상기 AC 어댑터(30)에서 제공된 직류전원을 인가하여 상기 배터리(22)를 충전
하기 위한 충전회로부(21)와,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의 출력전압을 입력하여 소정 전압으로 변환하여 상기 중앙
처리장치(25a)로 제공하는 전압발생부(26) 및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의 출력전압을 입력하여 일정전압을 안정
적으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25b)로 제공하는 레규레이터(27)를 더욱 구비하고 있다.

    
상기 충전회로부(21)는 휴대용 컴퓨터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정전압부 및 정전류부 등으로 구성된다. 상
기 전압발생부(26)는 그 중앙처리장치(25a)의 업그레이드(upgrade)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기 DC-DC변환
기(24)에서 별도로 설치된 직류전압변환장치로서, CPU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만일, CPU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는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에서는 이 전압발생부(23)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DC
-DC변환기(24)의 출력을 직접 CPU(25a)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AC 어댑터(30)에서 출력되는 출력전압은 상기 배터리를 충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전완료시의 
배터리전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상기 CPU(25a)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의 동작주파수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소모전력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작주파수가 높아지므로써 CPU내의 열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펜티엄 CPU에서는 이와같은 열발생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CPU의 동작전압을 낮추고 있다. 예를들어, CPU의 동작주파수별로 3.3 V, 2.9 V, 2.5 V 
등의 여러 레벨의 전압이 CPU의 동작전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CPU를 업그레이드할 때에는 그 CPU로 공급되는 전
압(Vdd)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그 전압(Vdd)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25b)는 휴대용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칩 프로세서(one chip processor)로서 
상기 CPU(25a)를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를들어, 휴대용 컴퓨터에서는 전원관리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 즉 PMS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다. 즉,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25b)에서는, 배터리전원을 이용하여 컴퓨
터가 작동될 때, 컴퓨터의 동작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전원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컴
퓨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컴퓨터는 단계별로 저전력소모모드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컴퓨터는 현재의 데이터를 RAM (random access momory) 또는 HDD(hard disk driver)에 저장
한 다음, 전력소모가 큰 드라이버 등을 오프시키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신도 저전력모드인 스톱 모드(stop m
ode)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경부하에서 전력변환효율이 떨어지는 DC-DC 변환기(24)는 오프되며, 단지 마이크로프
로세서(25b)를 구동하는 레규레이터(27)만이 계속해서 작동된다.
    

    
이 레규레이터(27)는 상술한 바와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25b)만을 구동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선형 정전압 전원공
급회로이다. 통상적으로 휴대용 컴퓨터에서는 라인 온-오프 스위치(line on-off switch)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 온
-오프 스위치 (soft on-off switch)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또는 AC 어댑터(30)로부터 전원이 인가될 때, 항상 
공급되는 대기전원(stand-by power)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기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레규레이터(27)가 제공되
어 있는 것이다. 이 레규레이터(27)는 그의 출력전류가 약 수십 mA이므로 경부하에서의 전력변환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는 통상 선형 정전압회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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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술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은 LCD를 디스플레이부로 사용할 경우, 그 LCD를 작동하기 위해 그 배면에 LCD 형
광램프(또는 LCD 백라이트 : 29)가 설치되어 있고, 이 LCD 형광램프(29)는 교류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DC-
DC변환기(23)에서 제공되는 DC전원을 입력하여 교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28)를 구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러한 LCD 형광램프(29)에서는 약 20-60KHz의 주파수와 약 400-500V의 교류전원을 사용한다.

도 5에 있어서,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상기 AC 어댑터(30)에서 제공되는 전원과 
상기 배터리팩(22)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이 동시에 인가될 때, 그의 충돌발생을 방지, 즉 동시에 인가되는 전원을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SMPS(11)는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AC전원을 입력하여 정류하는 정류기(11a)와, 이 정류기(11a)에
서 정류된 DC전압을 입력하여 출력단(d)을 통하여 특정 레벨의 DC전압을 출력하는 단출력 DC-DC변환기(11c)로 구
성되어 있다. 이 특정레벨의 전압이 다출력 DC-DC변환기(13)로 입력되어서 상기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논리회로부(
12)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레벨의 전압을 출력한다.

한편,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의 블록도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서, 단자 P1에는 AC어댑터(30)의 출
력단자와 SMPS(11)의 출력단자가 공통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그리고 단자 P2에는 배터리팩(22)의 출력단자가 접속
되어 있다. 또한, 상기 단자 P1과 P2는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의 두입력단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상술한 전력계통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휴대용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구동전력은 아래와 같이 모두 3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인가된다.

하나는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에 있는 SMPS(11)의 출력단자 d에서 제공되는 직류전원이 단자 P1을 통하
여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로 제공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AC어댑터(30)에서 제공되는 직류전원이 단자 P1
을 통하여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로 제공되는 경로이며, 마지막으로 배터리팩(22)에서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이 
단자 P2를 통하여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로 제공되는 경로이다.

이러한 전력계통도에 있어서,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에 있는 SMPS(11)로의 예상치 못한 교류전원공급중단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상기 DC입력선택회로부(23)에 의해서 단자 P2를 통하는 공급되는 전원공급경로를 따라 배터리
전원이 도킹 스테이션장치로 공급되도록 자동 절환되어서 정상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의 DC-DC변환기(13)는 상기 단자 P2를 통하는 배터리전원이 DC입력
선택회로부(23)를 통하는 배터리전원공급경로를 통하여 상기 DC-DC변환기(13)의 입력단으로 제공된다. 이때 배터
리전원을 인가받은 DC-DC변환기(13)는 여러 레벨의 전압을 출력하여 논리회로부(12)로 제공하기 때문에 도킹 스테
이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물론 이 논리회로부(12)에 의해서 구동되는 제반 드라이버도 그의 작동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실행된다.
    

이와같이, 도킹 스테이션장치로의 교류전원공급이 갑자기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그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회로부(10)
내에 있는 SMPS(11)에서 논리회로부(12)로 공급되는 전원의 공급경로가 배터리전원공급경로로 자동 절환되어 그 배
터리전원에 의해 휴대용 컴퓨터는 물론 이에 접속되어 있는 도킹 스테이션장치도 계속해서 작동된다.

    
상기 DC 입력선택회로부(23)의 블록도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서, 상기 DC 입력선택회로부(23)는 단자 
P1/P2와 DC-DC변환기(24)사이에 접속되어서 단자 P1/P2로부터 제공되는 전압을 절환하는 스위칭부(26)와, 단자 
P1에서 제공되는 AC어댑터(30)/SMPS(11)의 출력전압을 분압하는 분압부(23a)와, 상기 배터리팩(22)로부터 단자 
P2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압을 분압하는 분압부(23b)와, 이 두 분압부(23a, 23b)의 출력전압을 비교하는 비교부(24)
와, 이 비교부(24)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서 상기 스위칭부(26)의 절환을 구동하는 구동부(23d)로 구성되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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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자 P1에서 제공되는 전압이 직접 DC-DC변환기(24)에 접속되어 있다.
    

상술한 DC입력선택회로부(23)의 동작은 도 8에 도시된 상세회로도를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같이, 단자 P1에서 제공되는 AC어댑터(30)/SMPS(11)의 출력전압이 분압부(23a)의 저항(R11, 
R12)에 의해서 분압되어 비교기(23c)를 구성하는 연산증폭기(IC11)의 반전입력단자로 인가되고, 그리고 상기 배터리
팩(22)로부터 단자 P2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압이 분압부(23b)의 저항(R13, R14)에 의해서 분압되어 상기 연산증폭
기(IC11)의 비반전입력단자로 인가된다. 이때, 상기 연산증폭기(IC11)는 두 단자 P1, P2의 전압을 비교하여, 만일 분
압부(23b)의 출력이 분압부(23a)의 출력보다 높을 경우에는 연산증폭기(IC11)에서는 하이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고 
그리고 분압부(23b)의 출력이 분압부(23a)보다 낮을 경우에는 연산증폭기(IC11)에서는 로우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예를들어, 도킹 스테이션장치로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차단된 경우(정전 또는 갑작스런 전원사고의 경우)에는 상기 비
교기(23c)에서는 하이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고 그리고 차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기(23c)에서는 로우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비교기(23c)의 출력이 로우레벨인 경우(즉, P1단자전압이 P2단자전압보다 큰 경우인 AC어댑터 또는/그리고 S
MPS에서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구동부(23d)의 트랜지스터(Q12)가 오프되어서 스위칭부(23e)의 전자스위치(
Q11)도 오프된다. 그 결과, P1단자로부터 제공되는 전원이 DC-DC변환기(24)로 제공된다.

상기 비교기(23c)의 출력이 하이레벨인 경우(즉, P2단자전압이 P1단자전압보다 큰 경우인 AC어댑터 또는/그리고 S
MPS에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동부(23d)의 트랜지스터(Q12)가 온되어서 스위칭부(23e)의 전자스위
치(Q11)도 온된다. 그 결과, P2단자로부터 제공되는 배터리전원이 그 스위칭부(26)를 통하여 상기 DC-DC변환기(2
4)로 제공된다.

이때 단자 P2를 통하여 흐르는 상기 배터리전원은 상기 스위칭부(26)를 통하여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DC-DC변환기(
13)로도 인가되어서, 도킹 스테이션장치를 제어하는 논리회로부(12)에도 정상적으로 필요한 여러 레벨의 전압이 공급
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전자스위치(Q11)의 내부에는 몸체 다이오드(body diode; D3)가 순방향으로 접속되어 있지만, AC어댑터(
30) 또는/그리고 SMPS(11)에서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단자 P1의 전압이 단자 P2의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그 다
이오드를 통하여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반면, 교류전원의 정전 또는 그 밖의 갑작스러운 전원사고로 인하여 SMPS(11)가 출력을 내지 못하게 되면, 순간적으
로 전자스위치(23e)의 몸체다이오드를 통해 배터리전원이 DC-DC변환기(24, 13)로 공급되게 된다. 이어서, 상기 전
자스위치(23e)가 온되어서 배터리전원을 저손실로, 즉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전자스위치(23e)의 몸
체다이오드는 교류전원공급시 직류전압이 충전회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배터리로 공급되는 것을 블러킹하는 역할도 수
행한다.
    

    
상술한 DC입력선택회로에 있어서, 단자 P1에서 제공되는 전압을 분압하는 제1분압부(23a)와; 단자 P2를 통하여 제공
되는 전압을 분압하는 제2분압부(23b)와; 이 두 분압부(23a, 23b)의 출력전압을 비교하는 비교부(24)와; 이 비교부
(24)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서 상기 스위칭부(23e)의 절환을 구동하는 구동부(23d)는 실질적으로, 단자 P1에서 제공
되는 전압이 단자 P2에서 제공되는 전압보다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스위칭신호를 발생하는 감지수단으로서도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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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전원공급장치가 적용된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에 의하면, 컴퓨터기능을 확장하는 도킹 스테
이션장치로의 교류전원공급이 정전 또는 갑작스런 전원사고에 의해서 차단될 경우에, 이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휴대용 
컴퓨터의 배터리팩으로부터 공급되는 배터리전원에 의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술한 전원공급차단시에도 도킹 스테
이션장치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에 있어서는 정전 또는 임의/고의에 의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더라
도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배터리전원으로 작동되게 하기 때문에, 그 도킹 스테이션장치에서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전원공급중단시 컴퓨터의 비정상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시스템의 DC입력선택회로부에 의하면, 도킹 스테이션장치가 접속될 수 있는 휴대용 컴
퓨터에 실질적으로 적합하고 그리고 도킹 스테이션장치의 SMPS/배터리팩에서 제공되는 DC입력전원과 휴대용 컴퓨터
의 AC어댑터에서 제공되는 DC입력전원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

내부에 배터리 팩(22)을 구비한 노트북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상기 노트북 컴퓨터에 부착되는 도킹 스테이션을 포함하되,

상기 도킹 스테이션은, 상기 도킹 스테이션에 공급되는 AC 전원이 차단될때, 상기 노트북 컴퓨터 내에 구비된 상기 배
터리 팩(22)에 의해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트북 컴퓨터 및 상기 도킹 스테이션은 AC 전원 공급원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트북 컴퓨터 및 상기 도킹 스테이션 각각은 DC 입력전압을 복수 개의 다양한 DC 전압들로 변환하는 DC-DC 컨
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논리 회로부(12)를 구비한 도킹 스테이션과 함께 사용되기 위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용 전원공급 장치에 있어서 :

제 1 및 제 2 직류(DC) 전압을 각각 받아들이기 위해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상에 장착된 단자 P1 및 단자 P2 들과;

상기 노트북 컴퓨터는 물론 상기 도킹 스테이션에 스위칭 된 DC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단자 P1 및 P2를 통해 입
력되는 제 1 및 제 2 직류(DC) 전압들 중에서 스위칭하기 위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상에 장착된 DC 입력 선택 회로(2
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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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원을 도킹 스테이션의 논리 회로부(12)에 필요한 DC 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해 상기 도킹 스테이션 상에 장착된 
SMPS(11); 그리고

상기 도킹 스테이션 상에 장착되고, 상기 SMPS(11)로부터의 DC 전압 또는 상기 단자 P2를 통해서 스위칭 된 DC 전
압을, 상기 DC 입력선택회로(23)로부터 상기 도킹 스테이션의 논리 회로부(12)를 위해 요구되는 다수개의 DC 전압 
레벨들로 변환하기 위한 DC-DC 변환수단(13)을 포함하되,

상기 도킹 스테이션은 상기 도킹 스테이션으로 제공되는 AC 전원이 차단되어도 배터리팩(22)에 의해 작동되는 DC-
DC 변환수단(13)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잇어서,

상기 DC 입력 선택 회로(23)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 및 상기 도킹 스테이션에 상기 단자 P2를 통해 입력되는 상기 제 2DC 전압을 스위칭하기 위한 스
위칭부(23e),

제 1 분압 전압(divided voltage)을 발생하기 위해, 상기 단자 P1로부터의 상기 제 1 DC 전압, 또는 상기 SMPS(11)
로부터의 전압 중에서 하나를 분압하기 위한 제 1 분압부(23a),

제 2 분압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 상기 단자 P2로부터의 상기 제 2 DC 전압을 분압하기 위한 제 2 분압부(23b),

상기 제 1 분압 전압과 상기 제 2 분압 전압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부(23c)및,

상기 비교부(23c)의 출력에 응답해서 상기 스위칭부(23e)의 절환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부(23d)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DC 입력 선택 회로(23)로부터 스위칭 된 상기 DC 전압은 다출력전압변환부(24)로 인가되되, 상기 다출력전압변
환부(24)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 상에 장착되고, 그리고 멀티-레벨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DC-DC 컨버터(24a, 24b, 
24c)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분압부(23a) 및 제 2 분압부(23b)는 각각 상호간에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저항들을 포함하고,

상기 비교부(23c)는 연산증폭기(operational amplifi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23e)는 전자스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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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스위치는,

상기 단자 P2 및 상기 다출력전압변환부(24) 사이에 각기 연결된 소오스 및 드레인 단자와 상기 비교부(23c)로부터의 
출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이트를 가지는 트랜지스터(Q11),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Q11)의 상기 소오스 및 드레인 
단자들 사이에 연결된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는 P-채널 FET(field effect transisto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청구항 11.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논리 회로부(12)를 구비한 도킹 스테이션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용 전원공급 장치에 있어서 :

도킹 스테이션 측으로부터 단자 P1을 통해 입력되는 전압과 배터리팩으로부터 단자 P2를 통해 입력되는 전압 중 하나
를 상기 휴대용 컴퓨터로 공급하기 위해 스위칭 하는 휴대용 컴퓨터 상에 장착된 DC 입력 선택 회로(23)를 포함하되,

상기 DC 입력 선택 회로(23)는 AC 전원의 공급이 중단될 때 상기 스위칭 된 전압을 상기 도킹 스테이션으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청구항 12.

휴대용 컴퓨터의 다출력전압변환부(24)에 스위칭 된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자 P1 및 단자 P2로부터의 DC 전압 
중에서 스위칭 하도록, AC 어댑터(30) 또는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의 전압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자 P1 및 배터리팩(
22)으로부터의 DC 전압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자 P2를 가지는 DC 입력 선택 회로에 있어서 :

상기 단자 P2로부터의 DC 전압을 다출력전압변환부(24)로 스위칭하기 위해 상기 단자 P2와 상기 다출력전압변환부(
24) 사이에 연결된 스위칭부(23e)와;

제 1 분압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 상기 단자 P1로부터의 DC 전압을 나누는 제 1 분압부(23a)와;

제 2 분압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 상기 단자 P2로부터의 DC 전압을 나누는 제2 분압부(23b)와;

상기 제 1 분압 전압과 상기 제 2 분압 전압을 비교하는 비교부(23c); 그리고

상기 비교부(23c)의 출력에 응답해서 상기 스위칭부(23e)의 절환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부(23d)를 포함하되,

상기 AC 어댑터(30)로부터 DC 전압이 발생되지 않을 때, 상기 구동부(23d)에 의해서 상기 배터리팩의 DC 전압이 상
기 도킹 스테이션은 물론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상기 다출력전압변환부(24)로 직접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 
입력 선택 회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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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다출력전압변환부(24)는 상기 단자 P2로부터의 DC 전압을 다른 레벨의 전압들로 변환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DC 입력 선택 회로.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제 1 및 제 2 분압부(23a, 23b)들은 서로가 직렬로 연결된 두개의 저항들을 포함하고,

상기 비교부(23c)는 연산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 입력 선택 회로.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23e)는 전자스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 입력 선택 회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스위치는,

상기 단자 P2 및 상기 다출력전압변환부(24) 사이에 각기 연결된 소오스 및 드레인 단자와 상기 비교부(23c)로부터의 
출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이트를 가지는 트랜지스터(Q11),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Q11)의 상기 소오스 및 드레인 
단자들 사이에 연결된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공급 장치.

청구항 17.

휴대용 컴퓨터의 다출력전압변환부(24)에 스위칭 된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단자 P1 및 단자 P2로부터의 DC 
전압 중에서 스위칭 하도록, AC 어댑터(30) 또는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의 DC 전압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자 P1, 및 
배터리팩(22)으로부터의 DC 전압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자 P2를 가지는 DC 입력 선택 회로에 있어서 :

상기 단자 P2로부터의 DC 전압을 상기 다출력전압변환부(24)로 스위칭하기 위해 상기 단자 P2와 상기 다출력전압변
환부(24) 사이에 연결된 스위칭부(23e); 그리고

스위칭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단자 P1의 DC 전압이 상기 단자 P2의 DC 전압보다 낮아지는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감지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 입력 선택 회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수단은, 제 1 분압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서 상기 단자 P1로부터의 DC 전압을 분압하기 위한 제 1 분압부(23
a), 제 2 분압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서 상기 단자 P2로부터의 DC 전압을 분압하기 위한 제 2 분압부(23b), 상기 제 1 
및 제 2 분압 전압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부(23c), 그리고 상기 비교부(23c)의 출력에 응답해서 상기 스위칭부(23e)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부(23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 입력 선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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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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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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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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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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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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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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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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