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6

G06F 1/00

(45) 공고일자   1997년04월28일

(11) 공고번호   97-006390

(21) 출원번호 특1989-0014811 (65) 공개번호 특1990-0006842
(22) 출원일자 1989년10월14일 (43) 공개일자 1990년05월09일

(30) 우선권주장 257,954  1988년10월14일  미국(US)  

콤파크 컴퓨터 코오포레이숀    윌슨 디. 파아고

미합중국,텍사스 77070,휴스톤,에스.에이치.249 20555

(72) 발명자 로버트 리차드 카아터

미합중국, 텍사스 77428, 사이프레스, 이.사이프레스 패스 12818

폴 엠.가아너

미합중국, 텍사스 77381, 더 우드랜즈, 타네이저 트레일 28

다아렌 제이.세펄리스

미합중국, 텍사스 77070, 휴스톤, 아파트멘트 #2201, 윌로우 플레이스 
노쓰 8450

캐롤라인 에이. 부운

미합중국 ,텍사스 77019, 휴스톤, 웨스트게이트 2516
(74) 대리인 나영환, 도두형

심사관 :    홍순우 (책자공보 제4973호)

(54)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모 감소 장치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모 감소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블럭도.

제2도, 제3도, 제4도 및 제5도는 제1도의 컴퓨터 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상세도.

제6a도,  제6b도  및  제6c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도록  제1도의  컴퓨터  시스템을  준비하는  순서를 설명
하는 플로우차트.

제7a도,  제7b도  및  제7c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1도의  컴퓨터  시스템의  각부를  제어하는  순서를 설명
하는 플로우차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시스템 버스                            22 : 중앙처리장치

26 : CMOS 메모리                         28 :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

29 : 직렬 인터페이스                      32 : 플로피 디스크 제어기

34 : 하드 디스크 제어기                  80 : 크리스탈

150 : 멀티플렉서                           202, 210 : 래치 회로

220 : 타이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밧데리  전원인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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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은  종래  탁상용  퍼스널컴퓨터  시스템의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많은 
응용  프로그램의  크기가  방대하고  처리되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에는  하드 디스
크  장치가  집적되어진다.  하드  디스크가  설치된  경우에도  정보를  로딩하고  응용  요구  키이  디스크 
및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도록  대부분의  휴대용  컴퓨터는  적어도  하나의  플로피  디스크 장치
가  구성된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와  리모트위치,  예를  들면  홈  오피스  사이의  통신  및  정보 전송
을  위하여  휴대용  컴퓨터에  모뎀을  구성하였다.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디스플레이는  휠씬  더 
정교하고 판독이 용이하게 되었다. 사용되는 표준액정표시(LCD)에 의존하는 화소는 증가하고 
있으며,  관측  각(Viewing  angle)도  마찬가지이다.  배광(backlighting)을  사용하면  LCD를  낮은  빛의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비를  개선한다.  휴대용  컴퓨터에는  이러한 개
선된  주변장치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용량 및 증가된 속도를 보조하기 위하여 더 복잡한 회로가 설치된다.

상기한 여러가지 주변 장치 및  고속 회로는 동작시에 큰  전력을 소모한다.  이것은 이용 가능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지만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밧데리  전원일때에  수용할만한 
밧데리  수명을  가지며,  이로써  교류  전류가  없는  곳에서도  이용될  수가  있다.  CMOS부품을  사용하면 
회로의  전력  소모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CMOS부품을  사용한다  해도  이용하는  회로의  클럭  소독  및 
성능  레벨에서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밧데리  수명을  길게  하면서  보다  적은  기능을  갖도록  할 것인
지  아니면  밧데리  수명을  짧게하면서  또는  밧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기능을  갖도록  할 
것인지에 환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대안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IBM코오포레이숀의  PC콘버터블은 사
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스탠바이  모드에  두기  위해  누를수  있는  스위치를  포함하는데,  그 PC콘버터
블은 비교적 간단하고 현재 사용중인 것에 비하여 기능 수준이 더  낮으며,  사용자 행동의 필요 조건
은  사용자가  그  스위치를  억압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키이보드의  비활동  주기후에  표시장치를 소
동하면  전력  소모를  줄이고  표시장치의  수명을  연장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하드  디스크  장치는  제어전자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전력을  감소시켜  왔는데,  서보  정보에  대한 
트랙의  일부만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서보  버스트가  예상되는  바로  전까지  판독  채널  회로를  턴 
오프함으로써  감소시켜  왔다.  또한,  프로그래머블  값은,  이  값에  의해  정해진  주어진  비활동 기간후
에  하드  디스크가  장치가  동작하고  몇몇  인터페이스  회로만이  동작이  중지되도록  하드  디스크 장치
에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이  어떤  구원을  제공하지만  딜레마를  만족스럽게  해소하기  위한 완
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설계상의 교환(tradeoff)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밧데리  전원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은  주변  장치의  동작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그리고 
주어진  비활동기간  후에  시스템을  차단  시킴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중에  있지  않을때를 결정하
며,  따라서  스탠바이  모드에  들어간다.  그  스탠바이  모드에  들어가는  것은  사용자의  행동에 의존하
지 않고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시스템  모니터는  시스템이  동작중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하드  디스크  장치,  플로피  디스크  장치, 키
이보드,  직렬  포트  및  프린터에  대하여  액세스한다.  만일  동작중에  있으면  타이머는  각각의 액세스
시  재개시된다.  타이머가  제로를  카운트하면  시스템은  비활동에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하드  디스크 
장치,  플로피  디스크  장치,  LCD  및  기타  회로로부터의  전력을  차단하고,  시스템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회로의 다른 부분에 제공된 시스템 클럭은 중단된다.  클럭의 중단은 회로에 의한 전력 소모를 크
게  감소시키는데,  이는  본  실시예에서도  사용되는  CMOS소자가  제로  주파수  동작에서  전력  소모가 거
의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  시스템을  스탠바이  모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스위치를  눌러서  소생  동작을 
시작시킨다.  그러나,  만일  밧데리  잔류  전하가  저  밧데리2라고  인용하는  주어진  레벨  이하이면 시스
템은  소생하지  않고  스탠바이  동작을  계속  유지한다.  이것은  전력  상승  과정에서  밧데리의  나머지 
에너지가 소모될 때 장치내의 데이타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비활동  간격  타이머는  컴퓨터  시스템이  턴온될때  첫번째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후  간격값은 
사용자에  의해  변화될수  있다.  간격값은  밧데리  전하가  저  밧데리1이라  인용되는  레벨에 도달하였을
때  자동  감소되며  밧데리  전하가  저  밧데리2에  도달하였을때  매우  작은  값으로  감소된다.  간격은 사
용자가  스탠바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들  시스템이  동작할때에  매우  짧은  간격으로  설정된다.  비활동 
간격은  컴퓨터  시스템이  교류  전원,  예를  들면  교류  어댑터/밧데리  충전기  또는  교배 신장장치
(mating expansion unit)로 부터 전원 공급될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의  밧데리  전원  동작  시간이  크게  연장되도록  하고,  따라서  만족스러운 밧
데리 동작 간격을 가지면서 용량 및 기능이 증대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도면과  함께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설명하는  이하의 기술
내용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부호C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낸다.  어드레스  및 데
이터  버스(20)는  컴퓨터  시스템(C)의  기본  통신로가  되며,  이  어드레스  및  데이터  버스(20)에는 중
앙처리장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2),  메모리장치(24),  CMOS메모리  및  클럭(26),  직접  메모리 액
세스(DMA)제어기(28),  직렬  인터페이스(29),  모뎀(30),  플로피  디스크  제어기(32),  하드  디스크 제
어기(34),  병렬  프린터  인터페이스(26),  디스크  제어기  및  어댑터(38),  키이보드  인터페이스(40)  및 
전력 제어논리회호(42)를 포함한 많은 장치가 연결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CPU(22)로는  인텔  코오포레이숀80286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CMOS형이 바람직
하다.  CMOS형  프로세서는  동작중  전력  소모가  적고  제로  주파수  클럭으로  동작할  수  있으며  어떠한 
데이터의  손실도  없는  완전한  정적  장치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메모리장치(24)는  판독  전용 메모
리(ROM)와  랜덤  액세스  메모리(FAM)로  구성된다.  제기된  실시예에서의  RAM은  각각  자신의 소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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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므로써  저전력  소모  모드에  있을때  메모리에  소생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C)의  다른 
부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는  의사  정적  장치(pseudostatic  device)인  것이  좋다. CMOS메모리
(26)는  자신의  개별  밧데리(44)에  의해  전원  공급되는  것이  좋으며  이로써  어떤  임계의  또는  유용한 
시스템  구성  정보가  항상  유지될  수  있고  디스크  장치에  기억되지  않으며  컴퓨터  시스템(C)이 턴온
될  때마다  자극될  수  있다.  직렬  인터페이스(29)는  비동기  인터페이스인  것이  좋으며,  통상의 유니
버설  비동기  수신기  전송기(UART)와  적당한  버퍼링  및  레벨  시프링  회로를  포함한다.  모뎀(30)은 또
한  필요한  병렬/직렬  변환을  수행하기  위해  적당한  UART를  포함하고  모뎀(30)이  종래의  전화선을 통
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전화선 인터페이스 회로와 필요한 음질 발생 및 수신 회로를 포함한다.

플로피  디스크  제어기(FDC)(32)는  플로피  디스크(46)드라이브에  연결된다.  하드  디스크 제어기
(HDC)(34)는  하드  디스크장치(48)에  연결된다.  본  실시예의  하드  디스크  장치(48)는  종래  기술의 설
명에서  언급했듯이  저전력  소모  응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표시  제어기  및  어댑터(38)는 액
정표시소자(LCD)(50)에  연결된다.  본  실시예의  LCD(50)는  배광을  포함한다.  표시  제어기  및 어댑터
(38)는  키이  입력없이  일정기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LCD(50)를  공백으로  할  수  있어서  LCD(50)의 
수명을  보존하고  전력소모를  감소시킨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표시  제어기  및  어댑터(38)는 VG표준
이라  하는  표준형과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된다.  표시  제어기  및  어댑터(38)는  외부의  고질  칼라 모
니터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도록  설계되며  따라서  모니터의  활용을  위해  RAMDAC  또는  칼라파레트 장치
등의  필요한  회로를  구비한다.  키이보드  인터페이스(키이보드I/F)(40)는  CPU(22)를  키이보드(52)에 
연결하며,  키이보드(52)는  키이주사기능  및  키이보드(40)와의  통신을  위한  공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를 구비하고 전력 제어 논리회로(42)로부터의 전력 하강 신호를 수신하는 선을 갖는다.

전력  제어  논리회로(42)는  어드레스  및  데이터  버스(20)를  모니터하고  직렬포트(29),  모뎀(30), 하
드  디스크  제어기(34),  프린터  인터페이스(36)  또는  키이보드  인터페이스(40)로의  최종  액세스  또는 
프로피  디스크  제어기(32)로의  적당한  액세스  이후의  간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력  제어 
논리회로(42)는  ACPWR이라  하는  선의  상태를  모니터하는데  이  선은  컴퓨터  시스템(C)에  의해 소모되
는  전력이  교류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지  또는  내부  밧데리(54)에  의해  공급되는지를  나타낸다.  전원 

제어  논리회로(42)는 SWNo
*
선이라  하는  선을  감시하며,  이  선은  저항(56)에  의해  고레벨로  되고 스

탠바이  스위치(58)에  의해  접지된다.  신호  또는  선  뒤에  별표(*)가  있는  것은  신호  또는  선이 종래
의 능동 또는 진리 고레벨 보다는 능동 또는 진리 제레벨 신호 또는 선 임을 나타낸다. 스탠바이 스
위치(58)는  사용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보통은  개방되어  있는  스위치이며  컴퓨터 시스템
(C)을  스탠바이  모드에  또는  컴퓨터  시스템(C)를  스탠바이  모드로부터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한 전원 제어 논리 회로(42)는 LOWBAT1 과 LOWBAT2 라  하는 두 신호의 상태를 감시하며 이 신호들은 밧

데리(54)의  잔류  전하를  감시하는  밧데리  전압  로직(60)에  의해  발생된다.  전하가  전체  전하의 약
10%만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제1레벨이하이면,  이것은 LOWBAT1 레벨이고 LOWBAT1 신호가  이  상태를 

나타내도록  설정된다.  밧데리가  계속하여  방전되면  밧데리는  결국 LOWBAT2 레벨이라  하는  제2의 에너

지  레벨에  도달하게  되고,  따라서 LOWBAT2 신호가  설정된다. LOWBAT2 레벨은  전체  전하의  약5%만이 밧

데리(54)에  잔류할때의  레벨이다.  이들  레벨  신호는  사용자에게  밧데리의  고갈  이전에  이용가능한 
시간에  관한  경보레벨을  표시하기  위해,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C)에게  완전한  전력  레벨에서 권할만
한 동작을 표시하기 위해 제공된다.

전원 제어 논리회로(42)는 많은 출력을 갖는다. 전원 발광 다이오드(LED)(62) 및 밧데리 상태 
LED(64)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2개의  출력이  사용된다.  전원  제어  논리회로(42)는  컴퓨터 시스템(C)
이  턴온되고  스탠바이  모드에  있지  않으면  연속  형식으로  전원LED(62)를  구동한다.  컴퓨터 시스템
(C)이  저전력  소모  모드에  있고  중지되었음을  나타내는  스탠바이  모드에  있으면  전원LED(62)가 발광
하여  사용자에게  알린다.  밧데리  LED(64)는  밧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때  오프되고, LOWBAT1조

건에  있을때  1Hz의  비교적  느린  제1의  속도로  바광하기  시작하며, LOWBAT2 조건에  있을때  더  빠른 속

도,  예를  들면  2Hz의  속도로  발광한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밧데리  레벨  경고는  밧데리의  잔류 에너
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전원  제어  논리회로(42)는  몇개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66,68,70)에  연결된  일련의  출력들을  가지며,  상기  FET들은  각각  모뎀(30),  하드 
디스크(48) 및 LED(50)로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원  제어  논리회로는 SLEEP
*
신호라하는  출력을  가지며,  이는  SLEEP신호를  발생하도록  인버터(72)에 

제공된다.  능동  또는  진리SLEEP신호가  존재함은  컴퓨터  시스템(C)이  휴지  또는  스탠바이  모드에 있
음을  나타낸다.  SLEEP신호는  키이보드(52)에  연결되어  키이보드  전자장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저전력  조건으로  되게  한다.  또한  SLEEP신호는  FET(74)에  제공되어  컴퓨터  시스템(C)의  여러가지 보
조회로(76)로부터  전원을  제거한다.  전원은  CPU(22)나  메모리(24)등  컴퓨터  시스템(C)의  많은 부분
으로부터는  제거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SLEEP신호는  메모리  장치(24)에  제공되어  RAM이  의사 정
지 모드에 들어가서 자신의 소생을 제어하기 시작하도록 한다.

SLEEP신호는  또한  반전되어  시스템클럭을  디세이블  시키는데  사용되는  2입력  클럭  AND게이트(78)의 
입력에  제공된다.  크리스탈(80)은  클럭(CLK)신호를  발생하는  클럭  발생기  회로(82)에  연결되며, CLK
신호는  내부  클럭  작용을  하도록  전원  제어  논리회로(42)에  제공되고  또한  클럭  AND게이트(78)의 출
력은  클럭  작용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C)의  CPU(22)와  다른  부품에  의해  사용된다.  따라서 SLEEP신
호가  고레벨에  있을때에  AND게이트(78)의  출력은  저레벨이며,  이로써  시스템  클럭을  중지하고 컴퓨
터  시스템(C)에  위치된  클럭CMOS회로가  매우  낮은  전력  상태에  있게  한다.  대안으로써,  시스템 클럭
이  고레벨에서  중지될  필요가  있으면,  클럭AND게이트(78)는  OR게이트로  교체될  수  있고  SLEEP신호는 
직접  인가된다.  CPU(22)에  대한  클럭  신호의  정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위하여  해리스 코오포레이
숀 ADC 286 하드웨어 레퍼런스 매뉴얼의 A-6 페이지를 참조한다.

클럭  발생기  회로(82)에  의해  발생된  CLK신호는  D형  플립플롭(100)(제2도)의  클럭  입력으로 제공된
다.  플립플롭(100)의  D입력은  2입력NOR게이트(102)의  출력으로부터  제공된다.  NOR게이트(10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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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제어  논리회로(42)에서  발생된 SLEEP
*
신호와  전원  제어  논리회로(42)에  제공되는 SWNO

*
신호가 

입력된다.  NOR게이트(102)는  시스템이  스탠바이  모드에  있을때에  스탠바이  스위치(58)를  눌러서 소
생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지시하고  수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두신호가  컴퓨터  시스템(C)이  스탠바이 
모드에  있고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C)을  소생시키고자  함을  나타내는  저레벨  상태에  있을때에 D입
력의  저레벨신호는  CLK신호의  다음  상승  엣지에서  플립플롭(100)의  Q  또는  비반전  출력에  클럭된다. 
플립플롭(100)의  비반전  출력은  D형  플립플롭(104)의  D입력으로  제공된다.  제2D플립플롭(104)의 클
럭신호도  역시  CLK신호이다.  플립플롭(100)의  반전  출력과  플립플롭(104)의  비반전  출력은  2입력 
NAND게이트(106)에  입력된다.  능동조건이  스탠바이  스위치(58)가  해제된  후  길이에  있어서  저레벨 
펄스의  1CLK신호  주기인  2입력  NAND게이트(106)의  출력은  AND게이트(108)의  일  입력으로  제공되고, 
그 출력은 슬립D형 플립플롭(110)의 리세트 입력으로 공급된다.

슬립플립플롭(110)은  전원  제어  레지스터(109)라하는  레지스터에서  1비트를  처리한다.  전원  제어 레
지스터(109)는  어떤  주변장치  및  시스템이  파워  온  되는지를  나타내고  제어하는  기억소자들을 포함
한다.  전원  제어  레지스터(109)는  컴퓨터  시스템(C)에  의해  판독될  수  있고  컴퓨터  시스템(C)에 의
해  기입될  수  있다.  전원  제어  레시스터(109)를  구성하는  여러가지의  추가  기억소자로는  모뎀D형 플
립플롭(112),  RAMDAC  D형  플립플롭(113),  하드  디스크  D형  플립플롭(114)  및  LCD  D형 플립플롭(11
6)이  있다.  전원  제어  레지스터(109)의  모든  플립플롭은  버퍼(비도시)를  통하여  데이타  버스(20)의 

적당한  선에  연결된  D입력을  가지며  또한 PWRCTLWR
*
이라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클럭  입력을  갖는다. 

PWRCTLWR
*
신호는  기입동작이  전원  제어  레지스터(109)에  지시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고,  각종 플

립플롭의  입력에서  데이타가  유효할때  신호의  상승  엣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상을  갖는 신호
이다.  전원  제어  레지스터  플립플롭의  비반전  출력들은  결합되어  PWRCTL데이타  선을  형성하고 적당
한 버퍼장치(비도시)를 거쳐 시스템 어드레스 및 데이타 버스에 연결된다.

컴퓨터 시스템(C)이 수면이라하는 스탠바이모드에 있고 오퍼레이터가 스탠바이 스위치(58)를 
누르면,  스탠바이  스위치(58)가  해제될때  NAND게이트(106)의  출력에서  1CLK신호  길이  펄스가 발생되
어  슬립플립플롭(110)의  비반전  출력을  리세트한다.  슬립플립플롭(110)의  비반전  출력은 2입력NAND
게이트(118)의  한  입력에  접속된다.  NAND게이트(118)의  다른  입력은  LCD플립플롭(160)의  반전출력에 
연결된다.  LCD(50)의  전원인가  순서에  관한  제한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슬립플립플롭(110)출력과 
LCD플립플롭(116)출력의  이러한  이중  접속을  사용한다.  따라서  슬립플립플롭(110)의  출력이 저레벨
로  되면,  NAND게이트(118)의  출력은  하이로  되고,  따라서  D형  플립플롭(120)의  D입력신호는 고레벨
로  된다.  이  플립플롭(120)은  인버터(122)에  의해  반전된  CLK신호에  의해  클럭된다.  CLK신호의  다음 

하강  엣지가  들어오면  플립플롭(120)의  비반전  출력인 SLEEP
*
신호는  고레벨로되어  컴퓨터 시스템

(C)이  더이상  스탠바이  모드가  아님을  나타낸다.  신호는  NOR게이트(120)로  궤환되어 NAND게이트
(106)에 의해 제공된 펄스를 클리어한다.

플립플롭(120)의  반전  출력은  D플립플롭(124)의  d입력에  연결된다.  플립플롭(124)의  클럭  입력에는 
CLK신호가  인가되며,  따라서  CLK신호의  다음  상승  엣지에서  플립플롭(124)의  비반전  출력은 저레벨
로  된다.  상기  플립플롭(124)의  출력은  2입력  OR게이트(126)의  한  입력으로  되고  CLK게이트(126)의 
다른  한  입력은  CLK신호이다.  따라서  플립플롭(124)의  비반전  출력이  저레벨일때,  OR게이트(126)의 
출력은  CLK신호에  따라  변화하며,  이  신호는  BCLK신호라  한다.  이  신호는  전원  제어 논리회로(42)에
서  사용하는  블록  클럭  또는  정지된  클럭  신호이며  컴퓨터  시스템(C)이  스탠바이  모드에  있을때, 정
지될 수 있는 전원 제어 논리회로(42)의 부분까지도 정지된다.

컴퓨터  시스템(C)이  스탠바이  모드에  들어가면,  LCD플립플롭(116)이  반전  출력은  고레벨로  되는데, 
이는  본  실시예에서  컴퓨터  시스템(C)의  여러가지  부품으로부터  클럭을  제거하기  전에  LCD전원이 턴
오프  되기  때문이다.  슬립  플립플롭(110)의  비반전  출력은  전원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CPU(22)의 다
음  액세스시에  고레벨로  설정되며,  그리하여  2입력  NAND게이트(118)의  양입력은  고레벨로  되고 플립

플롭(120)의  입력으로는  저레벨신호가  인가된다.  CLK신호의  다음  하강  엣지에서 SLEEP
*
신호는 저레

벨로되어  컴퓨터  시스템(C)이  스탠바이  모드에  있음을  나타내고,  플립플롭(120)의  반전  출력은 고레
벨로  되는데  이  출력은  그다음  플립플롭(124)을  통하여  클럭되어  OR게이트(126)에  의해  전원  제어 
논리회로(42)의 다른 부분에 대한 클럭인가를 정지시킨다.

RAMDAC플립플롭(113)의  비반전  출력은  OR게이트(128)의  한  입력으로  공급된다.  OR게이트(128)의 제1
입력은  ACPWR신호이며,  이  신호는  교류전원이  인가됨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OR게이트(128)의  출력은 
RAMDACON신호로서  전원이  지연  제어  어댑터(38)에  위치된  RAMDAC를  턴온  시켜야함을  나타낸다. 상기
한  바와같이  RAMDAC는  LCD표시가  칼라가  아니고  따라서  RAMDAC에  의해  수행된  필요한  칼라  팔레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  외부  모니터에만  사용한다.  따라서  RAMDAC비트가 
세트온되거나  컴퓨터  시스템(C)에  외부  교류전원으로부터  전원이  인가되면  RAMDAC는  턴온된다. 그렇
지 않으면 RAMDAC는 턴오프되어 전력을 보존한다.

모뎀  플립플롭(112)의  비반전  출력은  D플립플롭(130)의  D입력으로  인가된다.  이  플립플롭의  클럭 신
호는  필립플롭(130)에  대해  약13마이크로  초  클럭신호를  제공하는  CLK13㎲라하는  신호이다. 플립플
롭(130)의  출력은  MODEMON신호이고  제2의  D플립플롭(132)의  D입력  및  2입력EQUAL게이트(134)의  한 
입력으로  공급된다.  MODEMON신호는  FET(66)에  공급되어  모뎀(300으로의  전원을  제어한다. 제2플립플
롭(132)은  또한  CLK13㎲신호에  의해  클럭되며  그  비반전  출력은  EQUAL게이트(134)의  제2입력에 연결
된다.  EQUAL게이트(134)의  출력은  2입력  NAND게이트(136)의  한  입력으로  공급된다. NAND게이트(13

6)의  출력은  MODEMRST신호이며,  이는  모뎀리세트  신호이다.  NAND게이트(136)의  제2입력은 RESET
*
신

호에  연결되며,  이  신호는  컴퓨터  시스템(C)에  존재하는  메인  리세트  신호이다. RESET
*
신호가 고레

벨이라고  가정하면,  MODEMRST신호는  모뎀  플립플롭(112)의  출력이  변화할때  하나의  13마이크로초 
CLK신호  주기동안  고레벨로  펄스된다.  따라서  모뎀(30)이  턴온된  후에  모뎀(30)을  적당히 초기화시
티는 리세트 펄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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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디스크  플립플롭(114)의  비반전  출력은  HDISKON신호이고  하드  디스크  장치(48)에  공급되는 전
원을 제어하도록 FET(68)에 연결된다.

슬립플립플롭(110)의  비반전  출력과  LCD플립플롭(116)의  반전출력은  NOR게이트(138)의  두  입력에 공
급된다.  NOR게이트(138)의  출력은  LCDON신호이고  LCD(50)에  대한  전원  공급을  제어하도록  FET(70)에 
연결된다.  슬립  및  LCD플립플롭의  출력신호를  결합하면  LCD전원이  부적당한  순서로  제거되는  것  및 
LCD(50)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C)은  병렬  프린터  인터페이스(36)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병렬 프린
터  인터페이스(36)는  일반적으로, LTP1,LTP 2  및 LTP3 라하는  3개의  선택적  어드레스의  어느하나에서 

어드레스될  수  있다.  3개의  프린터  위치중에서의  선택은  주변  제어  레지스터에서  2비트의  상태에 의
해  정해지며  상기  2비트에  대응하는  두  신호는  PCR6과  PCR5라고  인용한다.  이들  두  신호는  4  : 1멀

티플렉서(150)의  게이팅  입력에  제공되며,  상기  멀티플렉서(150)는  반전출력을  갖는다(제4도). LTP1
*

신호라하는  신호는  멀티플렉서(150)의  제로채널  입력으로  인가되며,  본  실시예에서  3BC~3BF)의 어드
레스를 갖는 LTP1프린터의 어드레스에 대한 호출이 이루어질때에 참(true)이다. 포트어드레스

(37A~37F)에  대한  호출을  나타내는 신호(LPT2
*
)는  멀티플렉서(150)의  제2입력에  연결된다.  어드레스 

278~27F에  대한  호출이  이루어질때에  저레벨로되는 신호(LPT3
*
)는  멀티플렉서(150)의  제3입력에 연결

된다.  멀티플렉서(150)의  제4입력에는  항상  고레벨이  인가된다.  멀티플렉서(150)의  출력은 PTR이라
하는  신호이며,  이  신호는  선택된  프린터  위치에  대한  호출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낼때에  고레벨이다. 
PTR신호(150)는  4입력  OR게이트(152)의  한  입력으로  공급된다.  4입력  OR게이트(152)으  다른  하나의 
입력은  다른  하나의  4입력  OR게이트(154)의  출력이  인가된다.  4입력  OR게이트(154)의  4개  입력에는 
HDISK신호,  MODEM신호,  UART신호  및  KEYBD신호가  인가된다.  이들  신호들은  각각  1F0~1F7,  SF8~2FF, 
3F8~3FF  및  060과  064에  대한  액세스를  나타낸다.  이들  신호중  어느하나가  존재하면,  이것은  버스를 
제어하는 CPU(22) 또는 다른 장치가 이들 지정된 어드레스중 하나를 액세스함을 나타낸다.

FLOPPY라고  표시된  신호는  3개의  NOR게이트(156,158,160)의  한  입력으로  공급된다.  FLOPPY신호는  본 
실시예에서  플로피  디스크  제어기(32)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범위인  어드레스 범위(3F0-3F7 )에서의 

액세스  요구를  나타낸다.  그러나  호환성의  이유때문에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컴퓨터  시스템(C)에 존
재하는  다른  제어순서에  대한  어떤  특징  때문에,  범위내의  한  어드레스는  이  어드레스가  다른  전위 
시스템의  문제발생  방지에  기초하여  비교적  자주  액세스되고  필요에  따라  시스템  능동성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능동성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FLOPPY신호는  지정된 소망하
는 어드레스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판정하도록 어드레스의 다른 비트를과 결합되어야 한다. 
FLOPPY신호는  최초에  NOR게이트(160)에  의해  제로  또는  최하위  어드레스  신호와  결합되며  이로서 홀
수  어드레스에  대한  어떠한  액세스도  고레벨신호를  발생하여  OR게이트(152)의  한  입력에  인가한다. 
어드레스의  두번째  최하위  비트를  나타내는  ADD2신호는  FLOPPY  신호와  함께  NOR게이트(158)의 입력
으로  공급되며,  이로써  4-7범위의  최하위  16진  디지트를  갖는  모든  어드레스가  선택된다. NOR게이트
(158)의  출력은  2입력  OR게이트(162)의  한  입력으로  공급되고,  그  출력은  4입력  OR게이트(152)의 제
4입력으로  공급된다.  OR게이트(162)의  제2입력은  ADD1신호  또는  어드레스의  다음  최하위  비트와 
FLOPPY신호가  입력되는  세번째  NOR게이트(156)로부터  공급되며,  이로써  NOR게이트(156)의  출력은 최
하위  16진  디지트(0,1,4  또는  5)를  갖는  어드레스가  존재할  때만  고레벨로  된다.  따라서 NOR게이트
(156,158,160)는  어드레스가  상기  주어진  문제에  의해  액세스된  어드레스인 3F2 일때를  제외하고 3F0-

3F7범위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고레벨 신호를 발생한다.

4입력  OR게이트(152)의  출력은  모니터된  장치의  적당한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스(20)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  신호는  2개의  다른  2입력  NAND게이트(164,166)  각각의  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NAND게
이트(164)의  제2입력은  I/ORD라하는  신호로써  유효  I/O어드레스  스페이스  또는  포트  판독동작이 진
행중임을  나타낸다.  다른  NAND게이트(166)의  제2입력은  I/OWR신호로써  유효  I/O어드레스  스페이스 
기입동작이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이들  두  신호의  사용은  모니터된  장치가  실제로  액세스 
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어드레싱정보와  함께  필요하다.  NAND게이트(164,166)의  출력은 AND게이트

(168)의  두  입력에  공급되고  그  출력은 DEVACT
*
신호로써  모니터된  장치가  액세스될때  저레벨로 

된다. DEVACT
*
신호는  I/O제어신호가  어드레스  정보보다  더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본 실시

예에서 I/ORD 또는 I/OWR신호의 길이동안만 저레벨이다.

DEVACT
*
신호는  2입력  NAND게이트(200)(제3도)의  한  입력으로  공급된다.  NAND게이트(200)의  다른 입

력은 ACTMONWR
*
신호로써  능동성  모니터  간격  레지스터에  대해  기입동작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신호이

다. ACTMONWR
*
신호는  또한  래치회로(202)의  인에이블  입력으로  제공된다.  래치회로(202)의  데이타 

입력신호는  데이타  버스(20)에  의해  공급되며,  이로써  래치회로(202)는  능동성  메모리  타이머(T)에 
포함된 제1레지스터 또는 버퍼가 된다.

NAND게이트(202)의  출력은  D플립플롭(204)의  클럭입력으로  공급된다.  D입력은  모니터된  장치에  대한 

액세스가  막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고레벨신호로 DEVACT
*
신호가  해제될때마다  플립플롭(204)이 클

럭되도록  고레벨신호에  연결된다.  플립플롭(204)의  비반전  출력은  두번째의  D플립플롭(206)의 D입력
에  연결된다.  플립플롭(206)의  클럭입력으로는  BCLK신호가  공급된다.  플립플롭(206)의  반전출력은 2
입력  AND게이트(208)의  한입력에  연결되고  그  출력은  제2래치회로(210)의  반전된  칩  인에이블 입력
에  연결된다.  이와  같이  2개의  래치회로(202,210)를  사용함으로써  능동성  모니터  타이머(T)가 이중
으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애지스터(210)는  래치회로(210)에  래치된  값이  제로가  아님을  나타내는 
출력을 포함한다. 제2래치회로(210)의 클럭 입력 신호는 BCLK신호이다.

AND게이트(208)의  출력은  또한  2입력  OR게이트(212)의  한  입력에  연결되고,  OR게이트(212)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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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에는  BCLK신호가  공급된다.  OR게이트(212)의  출력은  플립플롭(204)의  리세트  입력으로  궤환되어 

DEVACT
*
신호가 두 필립플롭(204,206)을 통하여 전파될때마다 제1플립플롭(204)이 클리어된다.

제2플립플롭(206)의  반전출력은  또한  2입력  NAND게이트(214)의  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NAND게이트
(214)의  출력은  D플립플롭(216)의  D입력에  연결되고  플립플롭(216)의  클럭입력에는  BCLK신호가 공급
된다.  플립플롭(216)의  반전출력은  AND게이트(218)의  한  입력에  연결되고  AND게이트(218)의  출력은 
하강계수(countdown)타이머(220)의  반전된  로드  입력에  연결되며  하강  계수  타이머(220)는  능동성 
모니터  타이머(T)의  타이밍  소자의  로드  기능부를  형성한다.  타이머(220)는  타이머(220)가  제로값에 
도달했을때를  나타내는  출력을  갖는다.  AND게이트(218)의  출력은  또한  4입력  NAND게이트(222)의  한 

입력에  연결되고  그  출력은 ACTIVE
*
신호로써  장치가  동작  상태이고  능동성  모니터  타이머(T)가 제로

를  계수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래치회로(210)에  의해  제공된  NOTZERO신호는  NAND게이트(222)의  한 
입력에  연결되고  타이머  카운터(220)로부터의  ZERO신호  출력은  NAND게이트(222)의  다른  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NAND게이트(222)의  제4  및  마지막  입력은  IRQ15CLR이라  하는  신호로서  인터럽트 요구(1
5)가  클리어  됨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NAND게이트(222)의  입력은  능동성  모니터  타이머(T)가  제로가 
아닌  래치회로(210)의  값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장치가  AND게이트(218)의  출력에  의해  지시된대로 
동작상태로  되지  않으며,  하강  계수  타이머(220)가  제로를  계수하지  않고  레벨  15인터럽트가  클리어 
되었을때만  고레벨이다.  이것은  능동성  모니터  타이머(T)가  카운트  다운  하기  시작하는  값에  의해 
나타낸 시간의 충분한 기간동안 컴퓨터 시스템(C)이 비동작 상태로 있는 일반 조건이다.

IRQ15CLR신호와  NOTZERO신호는  3입력  AND게이트(224)의  두  입력으로  제공된다.  AND게이트(224)의 제
3입력은  1BCLK신호  주기의  폭을  갖는  펄스이고  매5초마다  발생되는  신호(5SEC)이다.  이  펄스는 필요
한  펄스폭을  방생하기  위한  한  입력과,  5초  주기로  분할되는  초기  클럭주기를  발생하기  위한 CLK13
㎲신호의  제2신호  입력과  AND게이트(218)의  출력에  의해  제공된  리세트  신호로서  BCLK신호를  갖는 
리플  카운터(226)에  의해  발생된다.  AND게이트(224)의  출력은  하강  계수  타이머(220)의  인에이블 입
력에  제공되며  하강  계수  타이머(220)의  클럭  입력인  BCLK신호에  동기된다.  이로써  하강  계수 타이
머(220)는  5초당  1회의  계수만을  증가  또는  감소한다.  제1래치회로(202)의  데이타  출력은 제2래치회
로(210)의  데이타  입력에  병렬  연결되고,  제2래치회로(210)의  출력은  하강  계수  타이머(220)의  반전 
데이타  입력에  연결된다.  타이머(220)의  반전된  데이타  출력은  ACTMN데이타  선이라  하는  선  또는 일
련의  선을  통하여  데이타  버스(20)에  제공되고  CPU(22)에  능동성  모니터  타이머의  값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CPU(22)는  슬립  또는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가기전에  잔류하는  실제의  하강  계수 시
간을 결정할 수 있다.

ACTIVE
*
신호는  NAND게이트(214)의  제2입력에  연결되고 ACTIVE

*
신호가  저레벨일때  NAND게이트(214)의 

출력을  고레벨로  하여,  모니터된  장치가  액세스된  후  제2의  BCLK신호의  상승  엣지에서  하강  계수 타

이머(220)가  재로드되고  처리가  재개시되며 ACTIVE
*
신호는  고레벨로  복귀한다.  상기 ACTIVE

*
신호의 

펄스폭은  스탠바이  모드로  되기에  적당한지  아닌지  및  그때를  결정하는  인터럽트  루틴을  수행하기 
시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레벨15인터럽트  동안  발생되기에  충분한다.  2개의  래치회로(202,210)  및 

두 개의 플립플롭(206,216)은 저레벨의 RESET
*
신호에 의해 리세트된다.

따라서  플립플롭(204,206,216)과  각종  논리  게이트(200,208,212,214,218)의  결합은  모니터된  장치가 
활성화될때마다  하강  계수  타이머(220)를  리세트하고  재트리거  시킨다.  예를  들어,  클럭신호는 플립
플롭(204)에  나타나고,  플립플롭(204)은  그다음  플립플롭(206)의  D입력에  고레벨신호를  제공하며 플
립플롭(206)의  반전  출력은  BCLK신호의  다음  상승  엣지에서  저레벨로  된다.  플립플롭(206)의  반전 
출력에서의  이러한  저레벨출력은  BCLK신호의  다음  상승  엣지에서  재로드되고  같은  BCLK신호 엣지에
서  플립플롭(216)의  출력이  저레벨로  되도록  제2래치회로(210)를  인에이블  시킨다.  그후  다음의 

BCLK신호 상승 엣지에서 하강 계수 타이머(220)는 재로드되고 따라서 하강 계수 과정은 재개시된다.

ACTIVE
*
신호는  2입력  NAND게이트(250)(제5도)의  한  입력으로  공급된다.  이  NAND게이트(250)의 추력

은  D플립플롭(252)의  D입력에  연결된다.  이  플립플롭(252)은  BCLK신호에  의해  클럭된다. 플립플롭
(252)의  비반전  출력은  인터럽트  요구  래지스터의  능동  상태  비트이고  IRQDATA(7-0)선  및  적당한 버
퍼링에  의해  프로세서에  제공된다.  플립플롭(252)의  비반전  출력은  또한  플립플롭(254)의  D입력으로 
제공되고,  플립플롭(254)은  또한  BCLK신호에  의해  클럭된다.  제1플립플롭(252)의  반전  출력은 NAND
게이트(250)의  제2입력  및  NOR게이트(256)의  제1입력에  연결된다.  이와  같이  연결함으로써 플립플롭

(252)의  D입력은  컴퓨터  시스템(C)의  능동상태의  상태가  언제든지  결정될  수  있도록 ACTIVE
*
신호에

서  초기  펄스를  수신한  후에  고레벨을  유지한다.  제2플립플롭(254)의  출력은  NOR게이트(256)의 제2
입력으로  제공되고  NOR게이트(256)의  출력은  6입력  NOR게이트(258)의  한  입력으로  연결된다.  2입력 
NOR게이트(256)의  출력은  하나의  BCLK신호  주기의  길이를  갖는  펄스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능동 
타임아웃이  되었을때  IRQ15REQ신호를  발생하도록  하나의  짧은  펄스만이  형성되어  NOR게이트(258)에 
제공된다.

NOR게이트(258)에  6개의  입력이  있다는  사시로써  알수  있는  바와같이  IRQ15REQ신호를 발생시키는데
는  여러가지의  다른  방법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의  방법들을  제공하여  컴퓨터 시
스템(C)이  전원  사용에  관한  여러가지  사건  및  스위치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하고  적당한  시간에 사

용자에게  경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ACPWR
*
신호는  D플립플롭(260)의  D입력으로  제공되며 플립플

롭(260)의  클럭신호는  BCLK신호이다.  플립플롭(260)의  비반전  출력은  D플립플롭(262)의  D입력  및 2
입력  XOR게이트(264)의  한  입력에  연결된다.  XOR게이트(264)의  제2입력은  제2플립플롭(262)의 비반
전  출력에  의해  제공되고  그  플립플롭은  BCLK신호에  의해  클럭된다.  따라서  XOR게이트(264)의 출력
은  교류전원의  상태가  변화할때마다  발생되어  IRQ15REQ신호를  발생하도록  BCLK게이트(258)에 공급되

는  하나의  BCLK신호  주기  길이  펄스이다. ACPWR
*
신호의  상태는  플립플롭(260)에  기억되었다가  그 반

전출력에  의해  IRQDATA선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NOR게이트(258)는  예를  들면  교류  어댑터가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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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등,  교류 전원 상태의 어떤 변화를 컴퓨터 시스템(C)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이것은 컴퓨
터  시스템(C)이  밧데리  전원  동작으로  될때를  인식하도록  하고  따라서  전원  보호  모드가  적절하게 
된다.  이  동작은  컴퓨터  시스템(C)의  동작  순서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에  의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LOWBAT 1  및 LOWBAT2 신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유사한  플립플롭  회로가  주어진다.  따라서 NOR게이트

(258)의  두  입력은  컴퓨터  시스템(C)이 LOWBAT 1  또는 LOWBAT2 로/로부터  밧데리  충전상태를  변경시킬 

때를  나타낸다.  실제의  LOWBAT신호는  제1의  D플립플롭(290,292)에  의해  직렬로  래치되고  비반전 출
력은  IRQDATA선에  제공된다.  제2의  D플립플롭(294,296)은  BCLK신호에  의해  폐쇄되고  그  D입력은 플
립플롭(290,292)의  비반전  출력에  연결된다.  플립플롭(290,292,294,296)의  비반전  출력은 XOR게이트
(297,298)의  입력이  되며,  XOR게이트(297,298)의  출력은  XOR게이트(258)에  연결되어 레벨15인터럽트
를 트리거 시키기 위한 필요한 신호를 발생한다.

5SEC신호는  AND게이트(266)에  의해  래치된 LOWBAT 2  및 LOWBAT1 신호와  결합되고  AND게이트(266)의 출

력은  NOR게이트(258)에  입력되며,  이로써  컴퓨터  시스템(C)이 LOWBAT2 조건에  있을때마다  매5초의 레

벨15인터럽트를  수신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가  LOWBATW2조건에  있고  밧데리(54)에는  매우  적은 에
너지가 잔류함을 기억하도록 한다.

NOR게이트(258)의  최종  입력은 SLEEP
*
신호와 SWNO

*
신호에  기인한다.  결합된  신호들은  컴퓨터 시스템

(C)이  동작중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스탠바이  스위치(588)를  누르고  컴퓨터  시스템(C)은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비동작  상태  또는  스탠바이  상태로  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D플립플롭(268)의 

D입력에는 SLEEP
*
신호가  제공되고  그  클럭단자에는 SWNO

*
신호가  입력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일 

SLEEP
*
신호가  컴퓨터  시스템(C)의  동작을  표시하는  고레벨이라면,  스탠바이  스위치(58)가 눌러졌을

때  플립플롭(268)의  비반전  출력으로  전송되는  비반전  출력에서  고레벨신호가  발생되고  이  신호는 
다음의  D플립플롭(270)의  D입력으로  공급된다.  제2플립플롭(270)의  클럭신호는  BCLK신호이다. 플립
플롭(270)의  비반전  출력은  IRQDATA선에  제공되고  CPU(22)에  의해  번역되는  스탠바이  스위치  신호가 
된다.  플립플롭(270)의  반전  출력은  NOR게이트(272)의  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비반전  출력은  또한 
BCLK신호에  의해  클럭되는  제3의  D플립플롭(274)의  D입력으로  공급된다.  플립플롭(274)의  비반전 출

력은  NOR게이트(272)의  제2입력에  연결되며, ACTIVE
*
신호에  관한  회로와  유사한  방법으로  단펄스의 

1BCLK신호  주기  길이만이  NOR게이트(258)에  주어져서  컴퓨터  시스템(C)을  스탠바이  모드에  두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표시한다.

NOR게이트(258)의  출력은  NAND게이트(276)의  한  입력에  연결되고  그  출력은  IRQ15D플립플롭(278)의 
D입력에  연결된다.  IRQ15플립플롭(278)은  BCLK신호에  의해  클럭되며  그  반전  출력은 NAND게이트
(276)의  제2입력에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NOR게이트(258)에서  펄스를  수신할때마다  신호는 
IRQ15플립플롭(278)에  의해  검출되고  IRQ15플립플롭(278)이  리세트될때까지  래치된다. IRQ15플립플
롭(278)의  비반전  출력은  IRQ15REQ신호이며,  이  신호는  CPU(22)에  인터페이스  접속되고  인터럽트 요
구의 처리를 관장하는 인터럽트 제어기에 공급된다.

인터럽트  회로에  관련한  전원  보존  회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머지  2개의  플립플롭이  있으며, 이
들은  IRQ15EN  D형  플립플롭(280)  및  IRQ15CLR  D형  플립플롭(282)이다.  IRQ15EN플립플롭은  데이타 버
스(20)로부터 D입력을 수신하며, IRQ15레지스터에 대해 기입동작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신호

(IRQ15WR
*
)에  의해  클럭된다.  IRQ15레지스터  위치는  판독동작중에  IRQDATA선을  형성하는  신호의 상

태를  제공하고  기입동작  중에  IRQ15EN  및  IRQ15CLR플립플롭(280,282)에  데이타가  기입되도록  한다. 
데이타  버스상의  데이타는  이대  래치되고  IRQ15EN플립플롭(280)의  출력은  IRQDATA선에  제공되는 

IRQ15EN신호이다.

IRQ15WR
*
신호에  의해  클럭되는  신호는  데이타  버스(20)의  다른  비트이며  IRQ15CLR신호이다.  이 신호

의  고레벨  상태가  클럭되면,  IRQ15CLR플립플롭(282)의  비반전  출력은  IRQ15CLR신호이고  고레벨 상태
로  되며  CPU(22)에  의한  평가를  위해  IRQDATA선으로  궤환된다.  IRQ15CLR플립플롭(282)의  반전출력은 

IRQ15CLR
*
신호이며  2입력  AND게이트(284)의  한  입력으로써  제공된다.  AND게이트(284)의  나머지 입력

은 RESET
*
신호이며  이  신호는  또한  IRQ15EN  및  IRQ15CLR플립플롭(280,282)의  리세트  입력과  회로에 

있어서 LOWBAT1 , LOWBAT 2  및  ACPWR이  입력되는  부분의  플립플롭의  리세트  입력으로  제공된다. AND게

이트(284)의  출력은  IRQ15플립플롭(278)과  능동  플립플롭(252,254)  및  스탠바이  스위치 플립플롭
(268,270,274)을 클리어 시키는데 사용되는 클리어 신호이다.

이것으로  본  발명의  전력  보존  특징을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C)에서 사용되
는 회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종료한다.  이  회로는 본  발명의 전력 보존 기능을 수행하도록 컴퓨터 
시스템(C)의 판독전용메모리에 제공된 어떤 동장 순서와 함께 사용된다.

컴퓨터  시스템(C)에  대한  전원이  초기  공급되면  제6a도의  전원  온  순서(300)가  시작된다.  전원  온 
순서(300)의  최초  단계는  단계302이며  여기에서  IRQDATA선을  판독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C)이 

LOWBAT2 조건에  있는지를  판정한다.  컴퓨터  시스템(C)이 LOWBAT2 조건에  제어는  단계304로  진행하고 여

기에서  사용자에게  이  상태를  경보하기  위해  12회의  경보음을  발생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05로 
진행하여  컴퓨터  시스템(C)을  중지시킨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C)이  LOWBAT2조건에  있을때는 컴
퓨터  시스템이  이  조건에서  벗어날때까지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C)의  어떤  중요한 
동작을  허용할  만큼  밧데리(54)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되고  데이타손실  가능성이 허
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행된다.

컴퓨터  시스템(C)이 LOWBAT2 조건에  있지  않으면,  제어는  단계302에서  단계306으로  진행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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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스템의  전원  상승에  관한  다른  동작이  수행된다.  이러한  동작이  완료된  후  제어는  단계308로 
진행하여  CMOS  RAM(26)에  포함된  값이  유료한지를  판단한다.   CMOS  RAM(26)은  시스쳄(C)의  구성에 
관한  어떤  값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  구성은  컴퓨터  시스템(C)이  사용자에게  이  정보를 요
청하지  않거나  또는  디스크에  포함된  파일에  기억된  정보를  갖게하는  것이다.  CMOS정보가  유효하면 
제어는  단계310으로  진행되며,  여기에서  컴퓨터  시스템(C)은  전력보존동작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한다.  컴퓨터  시스템(C)의  레지스터에는  전력보존  시스템의  소망하는  초기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두  비트가  기억된다.  이용가능한  3가지  상태는  전력보존  기술은  항상  이용된다.  전력보존 오프상태
에  있어서,  전력보존  기술은  이용되지  않는다.  제기된  초기  상태는  전력보존  자동상태이며,  이것은 
부양동작이  완료된  후에  어떤  동작시스템이  기계의  동작을  제어할  것인지를  컴퓨터  시스템(C)이 판
정할  수  있도록  이용된다.  따라서  자동상태에  있어서의  전력  보존은  어떤  동작  시스템이  사용될때 
인에이블되고  어떤  다른  동작  시스템이  사용될때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큰  동작상의 호환
성을 가능케 한다.

컴퓨터  시스템(C)이  단계310에서  전력보존이  온이  되도록  선택되었다고  판정하면,  제어는  단계312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전력보존  모드는  인에이블  되고  시스템  비능동  타이머  또는  능동성  모니터 타이
머(T)는 CMOS(26)로부터 얻어진 값으로 설정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14로 진행한다. 

단계310에서  전력보존  모드가  항상  인에이블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제어는  단계316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전력보존  특성이  턴오프  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그렇다면  제어는  단계318로  진행하여 
차후 동작에서의 사용을 위해 전력보존 오프 플래그를 설정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14로 
진행한다.  단계316에서  전력보존  오프상태가  선택되지  않았으면,  또는  단계308에서  CMOS값이  무효한 
것으로  판정되면  제어는  단계320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전력  상승  푸틴의  나머지부  및  동작 시스
템이  시행  및  로크되도록  컴퓨터  시스템(C)은  충분한  시간,  예컨대  70-85초  동안  자동  지연 카운터
를  설정하고  그  시간후에  인터럽트가  발생된다.  이것은  동작  시스템의  충분한  시간이  컴퓨터 시스템
(C)에  설치되도록  하고  컴퓨터  시스템(C)의  제어  동작이  시작되도록  한다.  동작  시스템이  자동  지연 
입터럽트  루틴이  위치된  ROM메모리부에  대한  호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선택  인터럽트에  대한 적당
한  입력은  얻어지지  않을  것이고  전력보존은  인에이블되지  않는다.  또한,  단계320에서  IRQ15는 클리
어되고 적당한 값을 IRQ15레지스터에 기입함으로써 디세이블된다.

마지막으로 단계320에서 시스템 비능동 타이머(T)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20에서  단계314호  진행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시스템(C)은  컴퓨터  시스템이 밧
데리(54)에  의해  전원  공급되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다면,  제어는  단계322로  진행하여 CMOS(2
6)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번째의 체크를 행한다. COMS가 유효하면 제어는 
단계324(제6B도)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시스템  비능동  타이머(T)가  CMOS(26)에  저장된  값으로 설정된
다.  CMOS(26)가  유효하지  않으면  제어는  단계326으로  진행하고  시스템  비능동  타이머(T)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26 또는 단계324로부터 단계328로 진행한다.

단계314에서  시스템이  밧데리에  의해  전원  공급되지  않고  교류  어댑터  또는  외부  베이스  장치로부터 
전원  공급되면,  제어는  단계314에서  단계330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외부  전원으로부터  전력이 공

급될때에는  전력을  보존할  필요가  없고  래치회로(210)의  제로  값은 ACTIVE
*
신호가  출력되는  것을 방

지하므로  시스템  비능동  타임은  제로로  설정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30에서  단계328로  진행하며, 
여기에서  다른  필요한  전력  상승  및  자체  시험  동작을  수행한다.  제어는  단계328에서  단계331로 진
행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시스템(C)은 LOWBAT2 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두번째  판정을  행한다.  만일 

존재하면,  제어는  단계332로  진행하여 LOWBAT2 조건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가칭신호로써  12회의 경보

음을  사용자에게  다시  발송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34로  진행하여  동작  시스템이  기억  매체로부터 
로드되는 부양순서를 개시한다.

컴퓨터  시스템(C)이 LOWBAT2 조건에  있지  않으면,  제어는  단계331에서  단계336으로  진행하고 여기에

서  컴퓨터  시스템이 LOWBAT1 조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행한다.  만일  그렇다면,  제어는 

단계338로  진행하여  6회의  경보음을  발생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LOWBAT1 과 LOWBAT2 조건을  청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38에서  단계334로  진행하고  또한,  컴퓨터  시스템(C)이   
LOWBAT1 조건에  있지  않으면  단계336으로부터  단계334로  진행한다.  여기에서  컴퓨터는  전력  부양동작 

및 동작 시스템로드를 시행한다.

선택된  전원  보존  모드가  자동이었으면  단계320에서  타이머는  자동  지연  인터럽트  시간으로 설정되
고  결국은  자동  지연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그때의  기계의  제어에  있어서  동작  시스템이  적당한 루
틴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C)의  판독  전용  메모리  부로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것이면,  제어는 자
동  지연  인터럽트  순서(340)(제6C도)로  진행한다.  순서340에서의  제어는  단계342에서  IRQ15가 인에
이블  되었는지를  컴퓨터  시스템(C)이  판정함으로써  시작된다.  IRQ15가  인에이블  되었으면,  이것은 
전력보존  모드가  이미  능동상태로  되고  따라서  동작에  대하여  인식되었음을  나타낸다.  IRQ15가 인에
이블  되었으면,  제어는  단계344로  진행하여  제어가  인터럽트  순서로  복귀된다.  단계342에서  IRQ15가 
인에이블  되지  않았으면,  제어는  단계346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소망하는  전력보존  모드가 오프되
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오프되었으면,  제어는  단계344로  진행하여  복귀된다.  전력보존  모드가 오
프가  아니면,  제어는  단계348로  진행하여  전력보존을  인에이블  할  시간인지를  확인한다.  인에이블 
할  시간이  아니면  제어는  단계344로  진행하고,  인에이블할  시간이면  제어는  단계350으로  진행하여 
IRQ15가  인에이블되고  차후  사용을  위하여  IRQ15DATA선  또는  상태  값이  세이브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344로 진행하여 인터럽트 순서의 동작이 재개된다.

비능동성  타이머가  스탠바이  모드에  들어갈  시점에서  타임아웃되거나  전원,  밧데리  조건,  또는 스탠
바이  상태에  대한  사용자요구등  전력보존에  관한  여러가지  파라메터중  하나가  발생되면, 레벨15인터
럽트  또는  IRQ15가  요구되고  IRQ15인터럽트  순서(400)가  수행된다.  IRQ15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인터
럽트가  아니고  따라서  응용소프트웨어와의  최소  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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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으로  IRQ15를  사용한다.  IRQ15순서(400)는  컴퓨터  시스템(C)이  IRQDATA선으로부터 IRQ15상태
값을  판독하고  메모리의  세이브  위치로부터  구(old)IRQ15상태값을  검색하는  단계402에서  시작된다. 
제어는  단계402로부터  단계404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IRQ레지스터에  대한  기입동작이  수행되어 계류
중인  IRQ15가  클리어  되고  인에이블  상태를  유지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406으로  진행하여 시스템
에  미리  교류전원이  인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정을  행한다.  교류전원이  인가되어  있으면,  제어는 
단계407로  진행되어  컴퓨터  시스템(C)이  밧데리  전원  동작으로  절환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정을 행한
다.  만일  외부  전원에  의해  전원  공급되면,  제어는  단계408로  진행하여  구  및  신IRQ15상태값이 같은
지를  판정한다.  만일  같으면,  제어는  단계410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이  순서의  실행을  개시한 첫번
째후  두번째로  스탠바이  키를  누름으로써  사용자가  스탠바이  요구를  취소하였는지를  판정한다. 취소
하지  않았으면,  제어는  단계414로  진행하여  밧데리가 LOWBAT2 조건에  있는지를  컴퓨터  시스템이 판정

한다.  밧데리  전하가 LOWBAT2 조건에  있지  않으면,  제어는  단계414에서  단계412로  진행하여  순서는 

복귀된다.  그러나 LOWBAT2 조건에  있으면  제어는  단계416으로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LOWBAT2 상태를 알

리기  위하여  12회의  경보음을  발생한다.  이  통로는  5초동안  실행되는데  이는  5초  카운터가 AND게이
트(266)를  통하여  IRQ15  NOR게이트(258)에  입력되고  컴퓨터  시스템(C)에  의한  직접  판정을  위해 
IRQDATA선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  및  신IRQ15상태값이  상이하면,  제어는  단계408에서  단계418로  진행하여 LOWBAT1 조건의  상태가 변

화되었는지의  확인을  위한  판정을  행한다.  만일  변화되었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LOWBAT1 조건이 발

생되었음을  나타내고,  제어는  단계420으로  진행하며,  여기에서  사용자에게 LOWBAT1 조건이  있음을 알

리기  위해  6회의  경보음을  발생하고,  밧데리  충전  LED(64)는  1Hz속도의  불꽃을  발하며,  시스템 비능
동성  타이머(T)는  2분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시스템  능동성  타이머는  낮은  밧데리  조건이 존
재하기  전에  밧데리에  잔류하는  에너지의  증가된  보존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10분으
로부터의  이러한  낮은  값으로  설정된다.  제어는  단계420으로부터  단계422로  진행하고  제어는 인터럽
트 순서로 복귀된다.

IRQ15상태  레지스터에서 LOWBAT1 비트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제어는  단계418에서 단계424(제7b

도)로  진행한다.  단계424에서  컴퓨터  시스템(C)은 LOWBAT2 비트의  상태가  변화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변화되었으면,  제어는  단계416으로  진행하며,  여기에서  컴퓨터  시스템(C)은  시스템(C)이  현재 
LOWBAT2 조건임을  알리기  위하여  12회의  경보음을  발생케하고  밧데리  충전LED(64)는  상태의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  2Hz의  속도로  점등된다.  또한  단계426에서,  시스템  비능동성  타임이  매우  짧은 연속적
인  20초  간격으로  설정되어  어떤  모니터된  장치가  20초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게하고, LOWBAT2 조건으로부터  일단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면  외부  전원 공

급없이는  장치의  소생  또는  재시동이  불가능하다.  상기  매우  짧은  시간은  밧데리(54)에  극소량의 에
너지만이  남아있고  각종  주변  장치에서  어떤  중요한  사용이  발생하면  메모리에  기억된  어떤  정보가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426에서  단계422로  진행하여  인터럽트 프로그램
으로 복귀된다.

LOWBAT2 비트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제어는  단계424로부터  단계428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CPU(22)는 

스탠바이  스위치(58)가  사용자에  의해  눌러졌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눌러졌으면,  스위치  눌러짐을 
알리기  위해  2회경보음을  발생하고  시스템  비능동성  타임은  10초로  설정된다.  이때  시스템은  동작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즉시 비동작 상태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그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의  세이브  동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스탠바이 
버튼(58)을  눌러서  장치의  동작을  개시시키고  장치를  그  상태로  유지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만일 
시스템이  즉시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면,  데이타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매체에  세이브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동안  방치해두면  손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은  먼저  모든  파일  전송 동
작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간다.  그후  제어는  단계430에서  단계422로 
진행하고 제어는 인터럽트 프로그램에서 복귀된다.

만일  단계428에서  스탠바이  스위치(58)가  눌러지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제어는  단계432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밧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C)에  교류전원  또는  외부전원이  인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인가되었으면  시스템은  더이상  전원  보존  모드에  있을  필요가  없고  또한  시스템 비
능동성  인터럽트를  수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계434에서  시스템  비능동성  타임을  제로로 설정한
다.  레지스터(210)의  NOTZERO신호가  발생되어  4입력  NAND게이트(222)의  한  입력으로  제공되며, 이로
써  제로값이  시스템  비능동성  레치회로(202,210)에  기입될때  NAND게이트(222)의  출력은 NOTZERO신호
가  저레벨로  되기  때문에  고레벨로  된다.  따라서  플립플롭(252,254)에  제공된  능동성  모니터릴 사건
은  없으며,  비능동성  인터럽트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원  변환  및  밧데리  모니터링  기능은 능
동상태로 유지된다. 단계434가 완료된 후 제어는 단계422로 진행하여 인터럽트 순서로 복귀한다.

단계432에서  교류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으면,  제어는  단계  436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교류  전원이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판정을  행한다.  만일  교류  전원이  제거되었으면  이것은  밧데리  전원  동작이 시
작되었음을  나타내며,  단계438에서  CMOS(26)값이  유효한지에  대한  확인  판정을  행한다.  만일 유효하
면  단계440에서  시스템  비능동성  타임은  CMOS값으로부터  설정되고,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단계442에
서  시스템  비능동성  타임은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다.  그  다음  제어는  단계440  또는  442로부터 단계
442로 진행하여 인터럽트프로그램으로 복귀된다.

만일  교류  전원이  제거되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비능동성  타이머를  제외한  모든  가능성이  완료되며 
따라서  제어는  단계436에선  단계444(제7c도)로  진행한다.  단계444에서는  시스템이  막  스탠바이 모드
로  들어감을  나타내기  위해  2회의  경보음을  발생하고  비능동성  레지스터가  클리어되며  마스크  불능 
인터럽트(NMI)가  디세이블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446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하드  디스크(48)는 
하드  디스크  제어기(34)에  적당한  명령을  제공함으로써  스탠바이  모드로  된다.  이  상태는  하드 디스
크(48)가  적당한  방법으로  회전을  시작하도록  한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448로  진행하여  LCD(5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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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으로의  전원이  턴오프된다.  전원이  턴오프된  후  제어는  단계450으로  진행하여  1초간  지연된다. 
이때  하드  디스크가  회전될  수  있다.  2초지연이  완료된후  제어는  단계452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플로
피  디스크  제어기(32)의  전원을  오프시키도록하는  명령  플로피  디스크  제어기(32)에  제공된다. 단계
454에서는  모뎀(30)과  하드  디스크(48)에  대한  전원이  턴오프되며,  이로써  전력  강하될  수  있는 컴
퓨터  시스템의  주요  장치에  대한  전원  차단  동작이  완료된다.  그다음  단계456에서는  전원  제어 레지
스터의  SLEEP비트가  설정되고,  따라서  플로피  디스크  장치(46)를  포함한  보조회로의  전원  제거  및 
클럭 중단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트리거링이 행하여진다. 

단계458에서는  다수의  비동작  명령이  CPU(22)에  의해  수행된다.  일련의  비동작  명령은  시스템이  이 
기간동안  확실히  정지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데이타가  전송될  필요가  있는  포텐셜  명령중에는 정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행된다.  비동작명령이  수행될때  시스템은  이단계(458)의  중간에서 정지되
는  것으로  가정한다.  CPU(22)로의  클럭이  중단되고  CPU(22)는  어떠한  동작도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은  정지된다.  그  다음  시스템은  스탠바이  모드로  되고  사용자가  스탠바이  스위치(58)를 누름
으로써  시스템을  소생시키고자  할때까지  최소  전력소모  모드에서  유지된다.  상기  스탠바이 스위치
(58)를  누르면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한  회로에  따라  클럭이  연속적으로  발생된  후에도  어떤  임계 
명령이  수행됨이  없이  시스템이  완전한  동작상태로  될때까지  일련의  비동작  명령이  수행된다. 따라
서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상태로  되고  비동작  명령이  완료된  후에  단계460에서  컴퓨터  시스템(C)이 
현재 LOWBAT2 모드에  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매우  낮은  에너지가  남아  있는  조건인 LOWBAT2 모드에 

있으면,  제어는  단계456으로  진행하고  컴퓨터  시스템(C)은  재차  스탠바이  모드로  된다.  그러므로 컴
퓨터  시스템(C)은 LOWBAT2 조건에  있을때는  소생되지  않는다.  장치가 LOWBAT2 조건에서  재시동되도록 

시도된다면  적당한  장치에  공급되어질  에너지가  잔류  에너지에서  추출될  것이고  이때  메모리(24)에 
기억된 데이타가 손실되어진다.

컴퓨터  시스템이  IRQ15상태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  제어는  단계462로  지행하고,  여기에서  현재의 
CMOS상태값이  세이브되고,  메모리(24)에  기억된  시간  및  데이타  값이  CMOS(26)에  기억된  실시간 클
럭으로부터  갱신되며  마스크  불능  인터럽트가  인에이블된다.  스탠바이  모드중에  통보받을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시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불연속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선택방안에  비하여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제어는  단계464로  진행하며,  여기에서  모뎀(30)  및  하드  디스크(48)에  공급되는  전원이 턴온
되어  이들이  동작을  시작한다.  단계466에서는  플로피  디스크  보조  시스템이  리세트되어  그  동작을 
시행하도록  하고  디스크  변환선이  세트된다.  디스크  변환선은  플로피  디스크  장치(46)내에  있는 플
로피  디스크가  변환되어짐을  나타내는  선이고  따라서  디스크에  포함된  디렉토리  정보  및  다른 정보
를 재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선은 스탠바이 상태중에 사용자가 플로피 디스크를 교체할 수  있기 때
문에  이  단계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스탠바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는  통보되지 않
는다.  컴퓨터  시스템(C)은  구  플로피  디스크  정보를  사용하는  신  플로피  디스크를  잘못된  결과로써 
호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다음,  제어는  단계466에서  단계468로  진행하여  LCD(50)  및  그  배광으로의  전원이  턴온된다. 단계
470에서는  스탠바이  순서중에  발생되거나  여러가지  아이템에  대한  여러가지  전원  공급  때문에 발생
되는  어떤  가능한  키이  스트로크  또는  스트레이  키이  스트로크를  제거하도록  키이보트  버퍼가 플러
쉬된다.  또한  단계470에서는  시스템  비능동성  타임이  주어진  최종값으로  설정되고  그다음  제어는 단
계472로 진행하여 인터럽트 프로그램으로 복귀된다. 이로써 스탠바이 순서의 동작이 완료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가지  전력  소모  관련  사건들을  모니터하고,  사용자에게 
어떤 변화를 통지하며 모니터된 시스템 장치가 사용된 후 적절한 시간에 비능동 상태로 된다.

본  발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한 설명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취지에서 일탈함이 없
이 그 크기, 모양, 물질, 구성부품, 회로소자, 배선 접속 및 접점 뿐만아니라 회로 구성 및 그 동작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변화시킬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밧데리  전원인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소모  감소  장치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드레스  및 데이
타 정보를 전송하는 어드레스 및  데이타버스와;  상기 어드레스 및  데이타 버스상에 액세스 될  수 있
고 각각 전원 차단될 수  있는 복수의 주변장치와;  상기 어드레스 및  데이타 버스상에 어드레스를 제
공함으로써  상기주변장치를  액세스하는  수단과;  상기  주변장치중의  하나가  액세스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기  액세스  수단에  의해  상기  어드레스  및  데이타  버스에  제공된  어드레스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하는  수단과;  상기  주변장치중  어느하나가  액세스된  후  상기 분석수단
의  신호에  응하여  시간간격을  정하는  수단과;  상기  시간간격이  소정치를  초과할  때에  전력소모 감소
상태에  들어가도록  상기  주변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
소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회로장치에  대한  전원을  인에이블  시키는  수단과;  상기  시간간격이 소정치
를  초과할  때에  상기  복수의  회로장치에  대한  전원을  디세이블  시키는  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회로의  일부에  시스템  클럭을  제공하는  시스템  클럭 수
단과;  상기  시간간격이  소정치를  초과할  때  상기  회로  부분에  대한  시스템  클럭을  디세이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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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교류  전원으로부터  전원  공급될때  상기  전원차단  수단을 디세이블
시키는 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장치가  상기  전원차단  수단에  의해  전원차단된후  상기  주변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  수단은  전력소모감소  상태로  유지하고자함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
자가 작동시키는 스위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의  밧데리  잔류에너지가  소정치  이하일때  상기  주변장치에  대한 전원
공급 수단을 디세이블시키는 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희망할때  상기  전원차단  수단을  디세이블  시키는  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차단  수단을  초기  디세이블  시키는  수단과;  동작  시스템으로  하여금 컴퓨
터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하도록하는  수단과;  동작시스템의  제어후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을 중단시키
는  수단과;  동작시스템이  상기  중단에  응답할때  상기  중단에  응답하여  상기  전원차단  수단을 인에이
블시키는 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의  밧데리  잔류에너지가  제1의  주어진  레벨이하일때  상기  소정치의 
시간간격을 감소시키는 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밧데리  잔류에너지가  제2의  주어진  레벨  이하이고  상기  제2의  주어진  레벨이  상기 
제1의  주어진  레벨  이하일때  상기  소정치의  시간간격을  더욱  감소시키는  수단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제공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치의  시간간격을  감소시키는 수단
을 아울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치의  시간간격을  수정하는  수단을 아울
러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소모감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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