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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중구성 백플레인(100)은 4 개의 다른 구성, 즉 2중의 확장된 동작/대기 및 동작/동작 구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중구성 백플레인(100)은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12), 제 1 브리지 슬롯(114),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116)의 제 1 세트를 갖는 제 1 컴팩트PCI
??
 버스(110)를 구비한다. 다중구성 백플레

인은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22), 제 2 브리지 슬롯(124),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126)의 제 
2 세트를 갖는 제 2 컴팩트PCI 버스(120)를 구비한다.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12)과 제 2 브리지 슬
롯(124) 사이에는 제 1 교차 연결부(130)가 제공되고,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22)과 제 1 브리지 슬
롯(114) 사이에는 제 2 교차 연결부(140)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 제 1 교차 연결부는 제 1 국부 PCI 버
스이고, 제 2 교차 연결부는 제 2 국부 PCI 버스이다.

대표도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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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버스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백플레인 구성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 구성성분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버스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버스
구조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 주변기기 상호접속) 버스구조이고, 상기 PCI 버스구조
는 관련 기술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는 다수의 바람직한 특징들을 포함한다. PCI 버스구조는 일예로 오
리건주, 힐스버로, 노쓰이스트 엘람 영 파크웨이 5300에 위치한 PCI 스페셜 인터리스트 그룹의 PCI 국부 
버스 명세에 설명되어 있다. 더욱 최근에 개발된 컴팩트PCI(등록상표) 버스구조는 산업용 및/또는 내장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PCI 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컴팩트PCI 버스구조는 매사추세츠주, 
웨이크필드, 스위트 220, 에지워터 플레이스 301에 위치한 PCI 산업용 컴퓨터 생산자 그룹{PCIMG(등록상
표)}에 의한 컴팩트PCI 명세에 설명되어 있다. 컴팩트 PCI 및 PCIMG는 PCI 산업용 컴퓨터 생산자 그룹의 
등록상표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컴팩트PCI 표준은 버스 상에 있는 슬롯의 수와 같은 특정 설계 양상에 대한 제한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
중 버스에 기초하여 컴팩트PCI 버스 구조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구성에 대해 서
로 다른 백플레인을 제공하는 것은 백플레인 제작자와 판매자에게 있어 비효과적이고, 다른 구성으로 컴
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중 구
성이 가능한 다중 컴팩트PCI 버스 구조를 위한 백플레인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중구성 백플레인(backplane)에 대한 회로도.

도 2는 다중구성 백플레인의 2중 구성에 대한 회로도.

도 3은 다중구성 백플레인의 확장된 구성에 대한 회로도.

도 4는 동작 모드로 있는 다중구성 백플레인의 동작/대기 구성에 대한 회로도.

도 5는 대기 모드로 있는 다중구성 백플레인의 동작/대기 구성에 대한 회로도.

도 6은 동작/대기 구성의 호스트 보드를 스와핑(swapping)하는 처리에 대한 흐름도.

도 7은 동작/동작 구성의 호스트 보드를 스와핑하는 처리에 대한 흐름도.

도 8은 시스템 호스트의 회로도.

도 9는 시스템 호스트의 전환 처리에 대한 흐름도.

도 10은 시스템 프로세서를 전환(switching over)하는 처리에 대한 흐름도.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4개의 다른 구성, 즉 2중의 확장된 동작/대기 및 동작/동작 구성으
로 구성될 수 있는 다중구성 백플레인이 제공된다. 다중구성 백플레인은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 제 
1 브리지 슬롯,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1 세트를 갖는 제 1 컴팩트PCI 버스를 구비한다. 다중
구성 백플레인은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 제 2 브리지 슬롯,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2 세
트를 갖는 제 2 컴팩트PCI 버스를 구비한다.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과 제 2 브리지 슬롯 사이에는 제 
1 교차 연결부가 제공되고,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과 제 1 브리지 슬롯 사이에는 제 2 교차 연결부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 제 1 교차 연결부는 제 1 국부 PCI 버스이고, 제 2 교차 연결부는 제 2 국부 PCI 
버스이다.

2중 구성에 있어서, 다중구성 백플레인은,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보
드와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된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를 구비한다.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1 세트 중 하나에 삽입되고, 하나 이상의 입/출
력 보드의 제 2 세트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2 세트 중 하나에 삽입된다. 제 1 시스템 프
로세서  보드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하고,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2 시
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확장된 구성에 있어서, 다중구성 백플레인은,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된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와 제 2 브리지 슬롯에 삽입된 브리지 보드를 구비한다.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1 세트 중 하나에 삽입되고,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 각각
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2 세트 중 하나에 삽입된다.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제 1 교차 연결
부를 통해 브리지 보드에 연결된다.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제 1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를 제어하고, 제 2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동작/대기 구성에 있어서, 다중구성 백플레인은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된 제 1 시스템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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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드와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된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를 구비한다. 하나 이상의 입/
출력 보드의 제 1 세트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1 세트 중 하나에 삽입되고,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2 세트 중 하나에 삽입된다. 제 1 브리
지 보드는 제 1 브리지 슬롯에 삽입되고, 제 2 브리지 보드는 제 2 브리지 슬롯에 삽입된다. 동작/대기 
구성의 동작 모드에 있어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제 1 교차 연결부를 통해 제 2 브리지 보드에 
연결되고, 제 1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를 제어하고 제 2 컴팩
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동작/대기 구성의 대기 모드에 있어서,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제 2 교차 연결부를 통해 
제 1 브리지 보드에 연결되고, 제 2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를 
제어하고 제 1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2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동작/동작 구성에 있어서, 다중구성 백플레인은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되는 제 1 시스템 프로
세서 보드와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되는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를 구비한다.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1 세트 중 하나에 삽입되고, 하나 이상
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 각각은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2 세트 중 하나에 삽입된다. 제 1 
브리지 보드는 제 1 브리지 슬롯에 삽입되고, 제 2 브리지 보드는 제 2 브리지 슬롯에 삽입된다.

동작/동작 구성의 2중 모드에 있어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
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하며,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하나 이상의 입/출
력 보드의 제 2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2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동작/동작 구성의 제 1 공유 모
드에 있어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제 1 교차 연결부를 통해 제 2 브리지 보드에 연결되고, 제 1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를 제어하고 제 2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동작/동
작 구성의 제 2 공유 모드에 있어서,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는 제 2 교차 연결부를 통해 제 1 브리지 
보드에 연결되고, 제 2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를 제어하고 제 
1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2 시스템 프로세
서를 구비한다.

다중구성 백플레인(Multiconfiguration Backplane)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중구성 백플레인에 대한 회로도이다. 도 1에서, 백플레인(100)은 
컴팩트PCI 버스[1](110)와 컴팩트PCI 버스[2](120)를 구비한다. 컴팩트PCI 버스[1](110)는 시스템 프로세
서 슬롯[1](112), 브리지 슬롯[1](114) 및 입/출력 슬롯[1](116)에 연결된다. 입/출력 슬롯[1](116)은 대
응하는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입/출력 보드[1](118)의 삽입을 위해 제공된다. 컴팩트PCI 버스[2](120)
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2](122), 브리지 슬롯[2](124) 및 입/출력 슬롯[2](126)에 연결된다. 입/출력 
슬롯[2]은 대응하는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입/출력 보드[2](128)의 삽입을 위해 제공된다. 교차 연결부
[1](13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112)을 브리지 슬롯[2](124)에 연결한다. 교차 연결부[2](140)는 시
스템 프로세서 슬롯[2](122)을 브리지 슬롯[1](114)에 연결한다. 바람직하게, 교차 연결부[1](130)는 제 
1 국부 주변기기 상호접속(PCI :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이고, 교차 연결부[2](140)는 
제 2 국부 PCI 버스이다.

도 1에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해 백플레인(100)에 연결되는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와 브리지 
보드가 또한 도시되어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백플레인(100)은 컴퓨터 시스템의 가능한 다중 구성을 제
공한다. 백플레인(100)의 선택된 구성에 따라, 도 1에 도시된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와 브리지 보드의 일
부 결합(some combination)이 제공되고 및/또는 동작할 것이다. 시스템 프로세서[1](152)와 시스템 호스
트[1S](154)를 포함하는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1](15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112)에 삽입된다. 시
스템  호스트[1B](164)와  핫  스와프  제어기(hot  swap  controller)[1](166)를  포함하는  브리지 보드
[1](160)는  브리지  슬롯[1](114)에  선택적으로  삽입된다.  시스템  프로세서[2](172)와  시스템 호스트
[2S](174)를 포함하는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2](17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2](122)에 삽입된다. 시스
템 호스트[2B](184)와 핫 스와프 제어기[2](186)를 구비하는 브리지 보드[2](180)는 브리지 슬롯[2](12
4)에 선택적으로 삽입된다. 시스템 프로세서는 일예로 모토로라 MPC750 프로세서 시스템이다.

도 2는 다중구성 백플레인의 2중 구성에 대한 회로도이다. 2중 구성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서브시스템
은 서로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 도 2에서,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1](15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
롯[1](112)에 삽입되고,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2](17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2](122)에 삽입된다. 시
스템  프로세서[1](152)는  제  1  서브시스템에  함께  구현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컴팩트PCI 버스
[1](110)  상의 입/출력 보드[1](118)를 제어한다. 시스템 호스트[1S](154)는 컴팩트PCI  버스[1](110)의 
버스 기능을 제어한다. 시스템 프로세서[2](172)는 제 2 서브시스템에 함께 구현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서 컴팩트PCI 버스[2](120) 상의 입/출력 보드[2](128)를 제어한다. 시스템 호스트[2S](174)는 컴팩트PCI 
버스[2](120)의 버스 기능을 제어한다. 교차 연결부[1](130)와 교차 연결부[2](140)는 모두 사용되지 않
는다.

도 3은 다중구성 백플레인의 확장된 구성에 대한 회로도이다. 확장된 구성에 있어서, 단일 시스템 프로세
서는 두 버스 상에 구현된 장치를 제어한다. 도 3에서,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1](15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112)에  삽입되고,  브리지  보드[2](180)는  브리지  슬롯[2](124)에  삽입된다.  시스템 프로세서
[1](152)는 함께 구현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컴팩트PCI 버스[1](110) 상의 입/출력 보드[1](118)를 
제어한다. 시스템 호스트[1S](154)는 컴팩트PCI 버스[1](110)의 버스 기능을 제어한다. 시스템 프로세서
[1](152)는 함께 구현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교차 연결부[1](130)를 통해 컴팩트PCI 버스[2](120) 상
의 입/출력 보드[2](128)를 또한 제어한다. 시스템 호스트[2B](184)는 컴팩트PCI 버스[2](120)의 버스 기
능을 제어한다. 교차 연결부[2](140)는 사용되지 않는다.

도 4는 동작 모드로 있는 다중구성 백플레인의 동작/대기 구성에 대한 회로도이다. 동작/대기 
시스템에서, 단일 동작 시스템 프로세서는 동작 모드로 있는 두 버스 상에 구현된 장치를 제어한다. 만약 
동작 시스템 프로세서에 고장이 발생하면, 대기 프로세서가 대기 모드에서 상기 장치의 제어기능을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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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도 4에 있어서,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1](15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112)에 삽입되고, 시스
템 프로세서 보드[2](17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2](122)에 삽입된다. 브리지 보드[1](160)는 브리지 
슬롯[1](114)에 삽입되고, 브리지 보드[2](180)는 브리지 슬롯[2](124)에 삽입된다. 동작 모드에서, 시스
템 프로세서 보드[1](150)와 브리지 보드[2](180)는 컴패니언 보드(companion board)로서 사용된다. 시스
템 프로세서[1](152)는 컴팩트PCI 버스[1](110) 상의 입/출력 보드[1](118)를 제어하고, 또한 교차 연결
부[1](130)를  통해  컴팩트PCI  버스[2](120)  상의  입/출력  보드[2](128)를  제어한다.  시스템 호스트
[1S](154)는 컴팩트PCI 버스[1](110)의 버스 기능을 제어하고, 시스템 호스트[2B](184)는 컴팩트PCI 버스
[2](120)의 버스 기능을 제어한다. 교차 연결부[2](140)는 사용되지 않는다.

도 5는 대기 모드로 있는 다중구성 백플레인의 동작/대기 구성에 대한 회로도이다. 대기 모드에서, 시스
템  프로세서  보드[2](170)와  브리지  보드[1](160)는  컴패니언  보드로서  사용된다.  시스템 프로세서
[2](172)는 컴팩트PCI 버스[1](110) 상의 입/출력 보드[2](128)를 제어하고, 또한 교차 연결부[2](140)를 
통해 컴팩트PCI 버스[2](120) 상의 입/출력 보드[1](118)를 제어한다. 시스템 호스트[1B](164)는 컴팩트
PCI 버스[1](110)의 버스 기능을 제어하고, 시스템 호스트[2S](174)는 컴팩트PCI 버스[2](120)의 버스 기
능을 제어한다. 교차 연결부[1](130)는 사용되지 않는다.

동작/동작 구성에 있어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와 두 개의 브리지 
보드가 삽입된다.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1](15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1](112)에 삽입되고, 시스템 프
로세서 보드[2](170)는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2](122)에 삽입된다. 브리지 보드[1](160)는 브리지 슬롯
[1](114)에 삽입되고, 브리지 보드[2](180)는 브리지 슬롯[2](124)에 삽입된다. 2중 모드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시스템은 상술된 2중 구성에서와 같이 서로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 시스템 프로세서
[1](152)는 제 1 시스템에 함께 구현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컴팩트PCI 버스[1](110) 상의 입/출력 보
드[1](118)를 제어한다. 시스템 프로세서[2](172)는 제 2 시스템에 함께 구현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컴팩트PCI 버스[2](120) 상의 입/출력 보드[2](128)를 제어한다. 시스템 호스트[1S](154)는 컴팩트PCI 버
스[1](110)의 버스 기능을 제어하고, 시스템 호스트[2S](174)는 컴팩트PCI  버스[2](120)의 버스 기능을 
제어한다. 교차 연결부[1](130)와 교차 연결부[2](140)는 모두 사용되지 않는다.

동작/동작 구성에 있어서, 만약 컴팩트PCI 버스[2](120) 상의 시스템 프로세서에 고장이 발생하면, 처리 
로드(processing load)는 제 1 공유 모드에 있는 시스템 프로세서[1](152)로 이동된다. 제 1 공유 모드는 
도  4에서  상술되고  도시된  동작/대기  구성  중  동작  모드와  동일하게  동작한다.  만약  컴팩트PCI 버스
[1](110) 상의 시스템 프로세서에 고장이 발생하면, 처리 로드는 제 2 공유 모드로 있는 시스템 프로세서
[2](172)로 이동된다. 제 2 공유 모드는 도 5에서 상술되고 도시된 동작/대기 구성 중 대기 모드와 동일
하게 동작한다.

호스트 보드 스와프(Host Board Swap)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중  시스템  호스트가  각각의  버스  상에  제공된다.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1](150), 브리지 보드[1](160),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2](170) 및 브리지 보드[2](180)는 각각 시스템 
호스트가 상주하는 "호스트 보드"이다. 그 결과, 어느 하나의 버스에 대한 버스 기능의 제어는 동작 호스
트 보드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동작 시스템 호스트로부터 대기 시스템 호스트로 전환될 수 있다. 종래
의 컴팩트PCI 버스구조는 컴팩트PCI 버스상의 입/출력 보드(118)들 중에 하나나 입/출력 보드(128)들 중
에 하나와 같은 비호트 보드가 "핫 스와핑"되는 것을 고려한다. 즉, 보드는 장치의 재설정으로 인해 컴퓨
터 시스템 동작을 중단시키지는 일 없이 제거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다. 이는, 일예로 매사추세츠주, 웨
이크필드, 스위트 220, 에지워터 플레이스 301에 위치한 PCI 산업용 컴퓨터 생산자 그룹에 의한 컴팩트
PCI 핫 스와프 명세에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컴팩트PCI 버스상의 다중 시스템 호스트를 제공함
으로써,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호스트 보드를 핫 스와핑하는 능력을 제공하여, 고장난 호스트 보
드가 대체되는 동안 동작은 계속되도록 허용한다. 그 결과, 컴팩트PCI 버스구조의 장점은 매우 유용하거
나 내고장성인 애플리케이션(a highly available or fault tolerant application)에 제공될 수 있다.

도 6은 동작/대기 구성에서 호스트 보드를 스와핑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수
행되는 처리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6에서 기술된 기본 기능은 시스템 프로세서(152 또는 172), 시스템 호
스트(154, 164, 174 또는 184) 및 핫 스와프 제어기(166 또는 186)의 결합을 통해 수행되고, 본 명세서에
서 나중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통상의 당업자라면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하지만 본 명세서의 설
명에 기초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능을 가까운 장래에 구현하는 방법을 인지할 것이다. 단계(605)에서, 만
약  호스트  보드에서  고장이  검출되면,  단계(610)로  제어가  진행한다.  단계(610)에서,  교차 연결부
[2](140)가  교차  연결부[1](130)  대신에  사용된다.  단계(615)에서,  시스템  처리는  시스템 프로세서
[1](152)로부터 시스템 프로세서[2](172)로 전달된다. 단계(615)는 나중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단계(620)에서,  컴팩트PCI  버스[1](110)의 버스 기능에 대한 제어기능이 시스템 호스트[1S](154)로부터 
시스템 호스트[1B](164)로 전달된다. 단계(625)에서, 컴팩트PCI 버스[2](120)의 버스 기능에 대한 제어기
능이 시스템 호스트[2B](184)로부터 시스템 호스트[2S](174)로 전달된다. 시스템 호스트 전달은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단계(630)에서, 고장난 호스트 보드는 핫 스와핑되
고, 호스트 보드 고장은 시스템의 동작을 중단시키지 않고도 교정된다.

도 7은 동작/동작 구성의 호스트 보드를 스와핑하는 처리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6에서와 같이, 도 7에 설
명된 기본 기능은 시스템 프로세서(152 또는 172), 시스템 호스트(154, 164, 174 또는 184) 및 핫 스와프 
제어기(166 또는 186)의 결합을 통해 수행되고, 본 명세서에서 나중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통상의 
당업자라면 향후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하지만 본 명세서의 설명에 기초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능을 구
현하는 방법을 인지할 것이다. 단계(705)에서, 만약 호스트 보드에서 고장이 검출되면, 단계(710)로 제어
가 진행한다. 단계(710)에서는, 교차 연결부[2](140)가 사용된다. 시스템 프로세서[2](172)는 단계(715)
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컴팩트PCI 버스[2](120)에 대한 처리 제어를 계속한다. 단계(720)에서, 컴팩트
PCI 버스[1](110) 상의 장치에 대한 처리 제어가 시스템 프로세서[2](172)로 전달된다. 시스템 프로세서 
전달(transfer)은 도 10을 참조하여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시스템 호스트[2S](174)는 단계
(725)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컴팩트PCI 버스[2](120)의 버스 기능을 계속해서 제어한다. 컴팩트PCI 버
스[1](110)의 버스 기능에 대한 제어기능은 단계(730)에서 시스템 호스트[1S](154)로부터 시스템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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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164)로 전달된다. 단계(735)에서, 고장난 호스트 보드는 핫 스와핑되고, 호스트 보드 고장은 시스템
의 동작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교정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종래의 컴팩트PCI 표준은 핫 스와프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브리
지 보드[1](160) 상의 핫 스와프 제어기[1](166)와 브리지 보드[2](180) 상의 핫 스와프 제어기[2](186)
는 위에서 언급된 컴팩트PCI 핫 스와프 명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종래의 컴팩트PCI 핫 스와프에 기초한
다. 통상의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의 설명에 기초하고, 컴팩트PCI 핫 스와프 명세에 기초하며, 향후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설계의 우위(preference)와 적합성에 기초하여 핫 스와프 제어기를 쉽게 구현할 것이다. 
그러나, 호스트 보드를 핫 스와핑하는 것은, 버스에 대한 제어기능이 버스상의 두 개의 시스템 호스트의 
존재로 인해 손상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종래의 컴팩트PCI 시스템에 대해 일부 변경을 필요로 한
다.

도 8은 그러한 변경을 갖는 시스템 호스트의 회로도이다. 도 8에서 시스템 호스트(800)는 시스템 호스트
[1S](154), 시스템 호스트[1B](164), 시스템 호스트[2S](174) 또는 시스템 호스트[2B](184)에 해당한다. 
시스템 호스트(800)는 컴팩트PCI 버스를 호스트 보드 상의 국부 PCI 버스에 연결하는 종래의 PCI-PCI 브
리지(810)를 포함한다. 브리지(810)는 일예로 DEC 21154 PCI 브리지 중재기이다. 시스템 호스트(800)는 
특수 중재기(820)를 또한 포함한다. 특수 중재기(820)는 브리지(810)에 포함된 종래의 버스 중재기의 기
능을 대신하고, 상기 종래의 버스 중재기는 디스에이블된다. 특수 중재기(820)는, 시스템 호스트 전환을 
고려하는 수 개의 추가적인 특징이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곤, 종래의 PCI 버스 중재기와 동일하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에 도 9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9는 시스템 호스트를 전환하는 처리과정에 대한 흐름도이다. 상기 처리과정은 상술된 여러 시나리오에
서와 같이, 컴팩트PCI 버스[1](110) 상의 시스템 호스트[1S](154)와 시스템 호스트[1B](164)간의 전환을 
위해서 시스템 호스트[1S](154)나 시스템 호스트[1B](164)에 있는 특수 중재기(820)와 핫 스와프 제어기
(166)에  의해  수행되거나,  컴팩트PCI  버스[2](120)  상의  시스템  호스트[2S](174)와  시스템 호스트
[2B](184)간의  전환을  위해서  시스템  호스트[2S](174)나  시스템  호스트[2B](184)에  있는  특수 중재기
(820)와 핫 스와프 제어기(186)에 의해 수행된다. 단계(905)에서, 핫 스와프 제어기는 버스를 
정지시킨다. 더 상세하게, 핫 스와프 제어기는, 버스가 휴지 상태(idle)일 때에만 특수 중재기(820)가 승
인하는 높은 우선순위 요청 신호를 특수 중재기(820)에 제공한다. 특정의 요청/승인 라인 한 쌍이 핫 스
와프 제어기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특수 중재기(820)에 제공된다.

단계(910)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동작 시스템 호스트에 의해 제공되는 시스템 호스트 신호를 디스에이블
시킨다. 특히, 핫 스와프 제어기는, 특수 중재기(820)로 하여금 동작시에 제공하는 시스템 호스트 신호를 
디스에이블시키도록 야기하는 부동 신호(float signal)를 특수 중재기(820)에 제공한다. 핫 스와프 제어
기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특정 부동 라인(float line)이 특수 중재기(820)에 첨가된다. 부동 
신호에  의해  디스에이블되는  시스템  호스트  신호는  버스상의  장치로의  버스  엑세스를  승인하는  승인 
신호, 버스상의 장치를 재설정하기 위한 재설정 신호, 및 버스상의 장치에 제공되는 클럭 신호와 중단 신
호(interrupts)를 포함한다. 특수 중재기(820)는  3-상태 신호로 될 승인 신호, 재설정 신호 및 클럭 신
호를 정의하는데, 여기서 고 임피던스 상태가 제 3 상태로서 첨가된다. 부동 신호는 특수 중재기(820)로 
하여금 3-상태의 승인 신호, 재설정 신호 및 제 3 상태의 클럭 신호를 배치하고 중단 신호를 디스에이블
시키도록 야기한다. 단계(915)에서, 핫 스와프 제어기는 고장난 동작 시스템 호스트에서 대기 시스템 호
스트로 제어기능을 전달한다. 비록 설명의 간략성을 위해 도시된 순서대로 설명되지만,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는 재설정 신호와 클럭 신호가 동작 시스템 호스트에 의해 디스에이블되기 전에 상기 두 신호를 
대기 시스템 호스트에 전달함으로써, 재설정 및 클럭 신호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신호가 임의의 장치에 
전송될 수 있는 중간 상태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클럭 신호는 짧은 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단(terminating edge) 상에 제 3 상태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스와프(System Processor Board Swap)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의 스와핑은 시스템 프로세서의 제어기능에 대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제어기능은,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1](150)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프로세서
[1](152)로부터 시스템 프로세서[2](172)로 전달되고,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2](170)에 영향을 주는 고장
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프로세서[2](172)로부터 시스템 프로세서[1](152)로 전달된다. 매우 유용하거
나 내고장성인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 프로세서 전환(switchover)이 시스템 상의 장치를 재설정 하지 않
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의 동작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달성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시스템 
프로세서[1](152)와 시스템 프로세서[2](172)는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은 시스템을 위
태롭게 만든다. 예를 들어, 컴팩트 PCI 버스상의 장치는 전환 동안 동작 시스템 프로세서의 메모리로의 
직접적인 메모리 엑세스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는 동일한 주소 구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중요한 데이터는 장치가 원래 의도한 주소에 저장할 때 손상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그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를 통해 시스템 프로세서 
제어기능의 연속적인(seamless) 전환을 제공한다.

도 10은 시스템 프로세서의 연속적인 전환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10의 기능은 동작 시스템 프로세서로부
터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로의 전환을 위해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된다. 단계(1005)에서,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는 상술된 바와 같이 동작 시스템 프로세서가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로 전환되는 것을 필
요로 하는 동작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나 컴패니언(companion) 브리지 보드 상의 고장과 같이, 동작 시스
템 프로세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1010)에서, 대기 시스템 프로세
서는 특수 중재기(800)를 하나의 주 모드로 배치함으로써,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 이외의 어떤 장치에도 
버스 승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단계(1015)에서,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는 버스상의 장치를 검사하고, 
단계(1020)에서 상기 장치가 유해한 동작을 수행할 위험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는, 장치에 대한 상태 정보를 엑세스하고, 장치에 대한 중단 신호가 인에이블 되었는지를 결정하
고, 상기 장치가 동작 시스템 프로세서로의 직접적인 메모리 엑세스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는지를 결정하
며, 및/또는 상기 장치가 동작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나 컴패니언 보드 상의 고장과 같은 고장난 보드 상
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14-5

1020007010950



단계(1025)에서, 만약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가 단계(1020)에서, 장치가 유해한 동작을 수행할 위험이 있
다고 결정하면, 그 때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는 상기 장치를 정지시킨다. 예를 들어, 대기 시스템 프로세
서는 장치가 동작을 멈추도록 프로그램하거나 장치가 저장할 주소를 변경한다. 단계(1030)에서 검사할 장
치가 더 많이 존재하는 한,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는 단계(1015 내지 1030)를 반복한다. 결국, 단계(103
5)에서, 유해한 동작을 수행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장치가 정지되면,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는 대기 시스템 
프로세서 이외의 장치에 버스 승인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다중 주 모드에 특수 중재기(800)를 배치한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본 발명은 다중구성을 갖는 단일 백플레인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인지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상술되어 있다. 그러나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
나지 않으면서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 변경과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 제 1 브리지 슬롯,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1 세트를 구비하는 제 
1 컴팩트PCI 버스,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 제 2 브리지 슬롯,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2 세트를 구비하는 제 
2 컴팩트PCI 버스,

상기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과 상기 제 2 브리지 슬롯 사이의 제 1 교차 연결부, 및

상기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과 상기 제 1 브리지 슬롯 사이의 제 2 교차 연결부를 포함하는, 다중구
성 백플레인(multiconfiguration backplane).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되는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상기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되는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상기 제 1 세트 중 하나에 각각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상기 제 2 세트 중 하나에 각각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상기 제 1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상기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상기 제 2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2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상기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를 더 포함하는, 다중구성 백플레인.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되는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상기 제 2 브리지 슬롯에 삽입되는 브리지 보드,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상기 제 1 세트 중 하나에 각각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상기 제 2 세트 중 하나에 각각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 및

상기 제 1 교차 연결부를 통해 상기 브리지 보드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상기 제 1 세트와 상기 제 2 컴팩트PCI 버스 상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
의 상기 제 2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상기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를 더 포함하
는, 다중구성 백플레인.

청구항 4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 제 1 브리지 슬롯,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1 세트를 구비하는 제 
1 버스,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 제 2 브리지 슬롯,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제 2 세트를 구비하는 제 
2 버스,

상기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과 상기 제 2 브리지 슬롯 사이의 제 1 교차 연결부, 및

상기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과 상기 제 1 브리지 슬롯 사이의 제 2 교차 연결부를 포함하는, 다중구
성 백플레인.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되는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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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슬롯에 삽입되는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상기 제 1 세트 중 하나에 각각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1 
세트,

하나 이상의 입/출력 슬롯의 상기 제 2 세트 중 하나에 각각 삽입되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제 2 
세트,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상기 제 1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1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상기 제 
1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 및

하나 이상의 입/출력 보드의 상기 제 2 세트를 제어하기 위한 제 2 시스템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상기 제 
2 시스템 프로세서 보드를 더 포함하는, 다중구성 백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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