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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씽글 칩(Single Chip)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Hot Plug) 제어기의 기능설계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피씨아이 핫 플러그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씽글 칩으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것
이다. 그리고 원칩(One Chip)이란 FPGA, ASIC, Hybride 등을 말한다.

본 발명에 의한 씽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는, PCI 핫 플러그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에 구현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의 효과가 있다:

1) 요소가 절감된다.

2) 비용이 절감된다.

3) 사용하기 쉽다.

4) PCB 배치가 용이하다.

5) 시스템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피씨아이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의 제 1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피씨아이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의 제 2 실시예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피씨아이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의 제 3 실시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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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씽글 칩(Single Chip)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Hot Plug) 제어기의 기능설계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피씨아이 핫 플러그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씽글 칩으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것
이다. 그리고 원칩(One Chip)이란 FPGA, ASIC, Hybride 등을 말한다.

종래의 PCI Hot-Plug 구현기술에 필요한 기능들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 각 PCI 슬롯(slot)의 전원 온/오프 제어기능.

- 각 PCI 슬롯의 RST#와 무관한 제어기능.

- 각 PCI 슬롯의 어텐션 인디케이터(Attention Indicator)와 무관한 제어기능.

- 각 PCI 슬롯의 어댑터 카드 장착 감지기능.

- 주 PCI 버스 및 슬롯의 66Mhz 동작여부 확인 기능.

- 각 PCI 슬롯의 물리적 ID 기능.

- 현재의 슬롯만 전원 투입하는 기능. (현재의 슬롯을 오프하지 않는 기능)

- PCI, USB, I
2
C 버스와의 인터페이스 기능.

- 각 PCI 슬롯의 신호 격리기능(signal isolation).

전원 온/오프 장치로는 Harris HIP1011, Motorola MC33XXX, Linear LTC1421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 신호 
격리기능장치는 24 비트로서, 32 비트 PCI 버스에 슬롯당 3개씩 필요하다. 그리고 32 비트 + 제어 비트 
이상의 모든 것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여 제어하는 제어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최소한 5개의 장치들이 슬롯당 필요하다는 것이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었다. 종래 기술에서는 
이밖에도 PCB상의 면적, 고비용, 신뢰성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주변기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전원을 꺼서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리
고 컴퓨터 사용자는 시스템의 다운시 많은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회사들이 시스템의 전원을 끄지않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PCI Hot-Plug Spec.) 발표하였다. 그
러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려면 많은 이산적 요소들이 필요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씽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칩에 구현하여 비용
절감과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설계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한 씽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는, PCI 핫 플러그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에 구현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발명은 상기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칩에 구현하여 비용절감과 신뢰도를 높일수 있도록 설계 하는 기
술을 제공한다. 이제 본 발명에 대해 다음에 세가지 실시예를 통해 기술적 사상과 응용분야 및 동작원리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제 1 실시예는 FPGA 또는 ASIC을 이용한 PCI 핫 플러그 제어기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SIU): PCI 버스, USB, I
2
C(어드레스 디코드 유닛)

- 레지스터 유닛(RU): 정보 저장

- 전원 제어 유닛(PCU): 전력용 트랜지스터를 온/오프

- 버스 고립 유닛(BIU): 신호를 PCI 버스에서 분리

두 번째 실시예는 Hybride 회로를 이용한 PCI 핫 플러그 제어기 설계에 관한 것이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SIU): PCI 버스, USB, I
2
C(어드레스 이코드 유닛)

- 레지스터 유닛(RU): 정보 저장.

- 전원 제어 유닛(PCU): 전력용 트랜지스터를 온/오프

- 버스 격리 유닛(BIU): 신호를 PCI 버스에서 분리

Hybride는 칩 판매업자들로부터 실리콘 칩만 구입하여 기판에 장착할 수 있어서 설계가 용이하다. SIU 및 
RU는  규격품(off  shelve  product)중에  두가지의  기능이  합쳐진  FPGA  또는  PAL을  설계한다.  PCU로는 
Harris HIP1011, Motorolla MC33XXX, Linear LTC421등을 이용할 수 있다. BIU로는 QS3384, SN74CB16211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실시예는 도터 카드(Daughter Card)를 이용한 PCI 핫 플럭 제어기 설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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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SIU): PCI 버스, USB, I
2
C(어드레스 디코드 유닛)

- 레지스터 유닛(RU): 정보 저장.

- 전원 제어 유닛(PCU): 전력용 트랜지스터를 온/오프.

- 버스 격리 유닛(BIU): 신호를 PCI 버스에서 분리.

도터 카드는 칩 판매업자들로부터 모듈만 구입하여 카드에 장착할 수 있어서 설계가 용이하다. 그리고 
SIU 및 RU는 규격품중에 두가지의 기능이 합쳐진 FPGA를 설계한다. PCU로는 Harris HIP1011, Motorolla 
MC33XXX, Linear LTC421등을 이용할 수 있다. BIU로는 QS3384, SN74CB16211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은 시스템이 PCI, USB, I
2
C를 이용하여, 명령을 전달하고 상태를 보고 받는다.

PCI BUS는 어드레스 디코드 유닛이 있어야하고, USB, I
2
C는 직력 데이터를 병렬 데이터로 변경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 USB 및 I
2
C는 논리 스윙(logic swing)이 달라서 인터페이스 회로가 필요하다.

레지스터  유닛은  USI  또는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정보를  등록하는  곳으로서  레지스터  번들(Register 
Bundle)이다.

전원 제어 유닛은 PCI 슬롯의 전원을 온/오프한다. 레지스터 유닛으로부터 명령이 오면 차지 펌퍼(Charge 
Pumper)가 FET를 턴온한다. 전력용 N-채널 FET의 게이트 전압이 소스(시스템 전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관
계로 슬롯 전력은 시스템 전력과 같은 전압 레벨을 갖는다. 전력용 MOS FET가 실리콘을 많이 차지하는 관
계로 따로 이산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버스 격리 유닛은 RU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N-채널 MOS FET를 온/오프하여, 버스를 주 PCI로부터 분리해서 
연결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의 효과가 있다:

1) 요소가 절감된다.

2) 비용이 절감된다.

3) 사용하기 쉽다.

4) PCB 배치가 용이하다.

5) 시스템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FPGA, ASIC을 이용하여 싱글 칩(Single Chip)으로 구성되는 PCI 핫 플러그 제어기에 있어서, PCI 버스, 
USB, 12C 버스와 연결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System Interface Unit: SIU)과; 상기 시스템 인터페
이스 유닛과 연결되어, 송수신되는 리셋 신호(Reset Control), 실장감지정보(Present Detection), 66MHz 
이네이블,  LED  제어,  물리적  ID  정보의  저장(Information  Storage)  기능을  수행하는  레지스터 유닛
(Register Unit: RU); 상기 레지스터 유닛의 제어에 의하여 시스템 전원을 PCI 슬롯으로 연결하는 N-FET 
전력 트랜지스터(Power Transistor)를 온/오프함으로써, PCI 슬롯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전원 제어 유닛
(Power Control Unit: PCU); 및 상기 레지스터 유닛의 제어에 의하여 PCI 슬롯의 신호를 PCI 버스로부터 
분리하는 버스 격리 유닛(Bus Isolation Unit: BIU)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2 

하이브리드를 이용하여 싱글 칩(Single Chip)으로 구성되는 PCI 핫 플러그 제어기에 있어서, PCI 버스, 
USB, 12C 버스와 연결되는 동시에, 송수신되는 리셋 신호, 실장감지정보, 66MHz 이네이블, LED 제어, 물
리적 ID 정보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 겸용 레지스터 유닛(SIU/RU)과; 상기 시스
템 인터페이스/레지스터 유닛의 제어에 의하여 시스템 전원을 PCI 슬롯으로 연결하는 N-FET 전력 트랜지
스터(Power  Transistor)를  온/오프함으로써,  PCI  슬롯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전원  제어  유닛(Power 
Control Unit: PCU) 및 상기 레지스터 유닛의 제어에 의하여 PCI 슬롯의 신호를 PCI 버스로부터 분리하는 
버스 격리 유닛(Bus Isolation Unit: BIU)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
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레지스터 유닛(SIU/RU)은, 규격품(off shelve product) 중에 시
스템  인터페이스  유닛과  레지스터  유닛의  기능이  통합되어  구현된  FPGA  또는  PAL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제어 유닛(PCU)은, 해리스(Harris) HIP1011, 모토로라(Motorola) MC33XXX, 리
니어(Linear) LTC421 가운데 하나인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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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격리 유닛(BIU)은, QS3384, SN74CB16211 가운데 하나인 것이 특징인, 싱글 칩
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6 

도터 카드(Daughter Card)를 이용하여 싱글 칩(Single Chip)으로 구성되는 PCI 핫 플러그 제어기에 있어
서, PCI 버스, USB, 12C 버스와 연결되는 동시에, 송수신되는 리셋 신호, 실장감지정보, 66MHz 이네이블, 
LED 제어, 물리적 ID 정보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 겸용 레지스터 유닛(SIU/RU)
과;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레지스터 유닛의 제어에 의하여 시스템 전원을 PCI 슬롯으로 연결하는 N-FET 
전력 트랜지스터(Power Transistor)를 온/오프함으로써, PCI 슬롯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전원 제어 유닛
(Power Control Unit: PCU) 및 상기 레지스터 유닛의 제어에 의하여 PCI 슬롯의 신호를 PCI 버스로부터 
분리하는 버스 격리 유닛(Bus Isolation Unit: BIU)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레지스터 유닛(SIU/RU)은, 규격품(off shelve product) 중에 시
스템  인터페이스  유닛과  레지스터  유닛의  기능이  통합되어  구현된  FPGA  또는  PAL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제어 유닛(PCU)은, 해리스(Harris) HIP1011, 모토로라(Motorola) MC33XXX, 리
니어(Linear) LTC421 가운데 하나인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격리 유닛(BIU)은, QS3384, SN74CB16211 가운데 하나인 것이 특징인, 싱글 칩
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10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SIU)은, PCI, USB, 
12C 버스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명령을 전달하고 상태를 보고 받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
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SIU)은, PCI 버스를 위한 어드레스 디코드 유닛을 가지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SIU)는, USB, 12C 버스를 위해 직렬 데이터를 병렬 데이
터로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닛(SIU)는, 논리 스윙이 다른 USB 및 12C 버스를 위해 인터
페이스 회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14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유닛(RU)은 USI 또는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15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원 제어 유닛(PCU)은, 상기 레지스터 유닛(RU)의 
명령에 따라 N-채널 MOS-FET를 온/오프함으로써, PCI 슬롯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청구항 16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격리 유닛(BIU)은, 상기 레지스터 유닛
(RU)의 명령에 따라 스위치를 이용하여 PCI 버스를 주 PCI로부터 분리해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인, 싱글 
칩을 이용한 PCI 버스의 핫 플러그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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