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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이 다수의 작동 특성들 중의 하나에서의 변화를 검출한 때, 상기 시스템은 상기 프로세서에서 동작하는 
코어 클록들을 정지시킨다. 갱신된 주파수 제어 정보가 상기 검출된 변화에 응답하여 클록 제어 로직에 공급되고, 갱신
된 전압 제어 정보는 상기 변화에 응답하여 전압 제어 회로에 공급된다. 일단 상기 갱신된 정보가 공급되면, 상기 시스
템은 상기 갱신된 주파수 제어 정보에 대응하는 제 2 클록 주파수에서 및, 상기 갱신된 전압 제어 정보에 대응하는 제 
2 전압에서 상기 프로세서를 작동시키기 위해 상기 클록들을 재개시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용 컴퓨터들과, 그와 관련된 성능 및 열 발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노트북 컴퓨터는 동일한 데스크탑 컴퓨터이하의 성능 레벨로 동작하도록 하는 전력과 열 제한사항을 지닌다. 전
력원으로서 배터리를 사용할 때, 종래 노트북 컴퓨터는 배터리 수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성능 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종래 노트북 컴퓨터는 컴퓨터 작동에 의해 생성되는 열을 안전하게 발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작고, 밀집된 시스템 구성을 지닌다. 따라서, 종래 노트북 컴퓨터는 데스크탑 대응부품이하의 전력을 일반적으로 사용
하여, 역으로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전력 절약 기술들은 열과 배터리 전력 제한사항에 의해 야기되는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도입
되었다. 상기 프로세서의 작동 주파수(클록 주파수)와 그 작동 전압이 프로세서의 전력 소비를 결정한다. 전력 소비와 
그에 따른 열 생성은 상기 프로세서의 작동 주파수에 매우 비례하기 때문에, 데스크탑 성능 레벨 이하로 상기 프로세서
의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노트북 컴퓨터 전력 제한사항들 내에서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 쓰로틀링(throttling)" 으로 불리는 일반적이 전력 조절 기술은 상기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클록들을 정지시킴으로 인
한 일시적인 프로세서 동작들을 정지시킴으로써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 쓰로틀링은 프로세서 작동의 일률을 조절하기 
위해 프로세서 작동의 유효 주파수를 감소시키고, 그에 대응하여 클록 제어 신호(예를 들면 상기 프로세서의 STPCLK
# 입력)를 사용함으로써 프로세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는 산업 표준 방법이다. 상기 프로세서 상에 또는 근처에 놓여
진 온도 센서가 필요한 때, 조절(throttling) 단계를 개시한다. 쓰로틀링은 수 밀리세컨즈인 기간인 소정의 일률에 따라 
프로세서 작동을 계속적으로 정지시키고 개시시킨다. 상기 프로세서의 유효 속도에서의 감소는 전력 발산을 감소시키고 
상기 프로세서의 온도를 감소시킨다.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응용분야는 상기 프로세서를 오랫동안 활동정지 상태(idle)로 남긴다. 결과적으로, 워드 프로세
싱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때의 일반적인 프로세서 전력 소비는 최대값이하의 30-50%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정지 
상태 시간은 상기 프로세서를 일시적으로 슬립(sleep)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전력 절감을 성취하기 위해 상기 컴퓨
터 시스템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워드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세서는 각 문자가 쳐진 후에 빠른 작업을 수행하고, 이때 그 작동은 
다음 키타격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또한, 주변 디바이스들은 이동 전력 절감을 성취하기 위해 오프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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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는 소정의 비활동 기간 이후로부터 다시 필요할 때까지 중지된다. 만약 상기 시스템이 다
른 비활동 기간을, 예를 들면 수 분정도의 기간을 검출하면, 상기 디스플레이는 오프된다. 이러한 기술은 배터리 전력을 
보존하고 프로세서에서 발산될 필요가 있는 열의 양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또한, 상기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되는 
열의 양을 증가시키고, 프로세서 온도를 낮추고 상기 시스템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팬을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전력 조절 활동과 배터리로부터의 작동을 지닌 일반적인 노트북 컴퓨터는 약 15 내지 20와트를 소비한다. 상기 전력 
소비에서의 프로세서 부분은 일반적으로 8 내지 12와트이다. 나머지 전력 소비는 디스플레이와,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 
서브시스템, 그래픽 콘트롤러 및 다른 주변 장치들에 관한 것이다. 40 내지 50 와트-시간 배터리 팩으로, 상기 노트북
은 2.5 내지 3.5 시간 동안 동작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상기 노트북 프로세서의 전력 및 열적 제한사항들이 없으면, 일
반적인 데스크탑 프로세서는 20 내지 30와트를 소비한다.
    

    
그러나, 노트북 컴퓨터가 AC-라인 전력에 연결되면, 대용량의 시스템 전력이 사용될 수 있고, 상기 프로세서로부터의 
보다 많은 열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적인 냉각 용량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상기 프로세서가 데스크탑 프로세서
의 성능 레벨에 접근하는 성능 레벨에서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모든 전력 조절 특징들이 사용할 수 없
어도, 전체 노트북 시스템은 충분히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전체 노트북 전력 소비와 발산은 약 20 내지 30와트 
증가할 것이다.
    

    
상기 프로세서의 작동 파라미터들의 적절한 감시와 제어는 상기 노트북의 성능과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는 점에서 중
요하다. 더 이전의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전력 조절은 마이크로-콘트롤러 및/또는 상기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
system management interrupt: SMI)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구현된다. 현재의 x86 기반 컴퓨터 시스
템은 1998년 11월 19일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및 도시바에 의한 향상된 구성 및 전력 인터페이스 사양(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Specification: ACPI)에서 개시되는 산업 지원 전력 관리 방법을 사용한다. 상
기 ACPI는 윈도우 9x 및 윈도우 NT 또는 다른 호환가능한 운영 시스템들에 구비된 특징들을 사용하는 운영 시스템(
OS) 조절 전력 관리 방법이다. 상기 ACPI는 모든 ACPI 사건들을 조절하는 표준 인터럽트(시스템 조절 인터럽트 또는 
SCI)를 정의한다.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들은 시스템 사건들에 대하여 OS에 알리는 디바이스들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전력 관리 방법의 일부분으로서, ACPI는 슬립 및 일시 정지(suspend) 상태를 특정한다. 슬립 상태는 일시적으
로 프로세서 작동을 정지시키고, 동작이 수 밀리세컨즈 동안 저장될 수 있다. 노트북은 내부 활성 감시기가 프로세싱이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날 때 상기 슬립 상태로 진입한다. 키타격이 입력되는 때, 마우스가 움직이거나 데이터가 모뎀을 
통하여 수신된 때, 상기 프로세서는 재작동한다.

일시 정지 상태는 여러 개의 서브시스템들(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또는 하드 드라이브)을 중지시키고, 수 초 동안의 작
동을 저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일시 정지 상태는 (상기 컴퓨터가 현재 개시된 응용프로그램의 처리를 재개하기에 충분한) 
상기 시스템의 현재 컨텍스트를 메모리(RAM으로의 일시 정지)로 또는 하드 드라이브(디스크로의 일시 정지) 및 전력 
낮춤 주변 장치들로 복사한다.

    
ACPI는 개별 구성요소들의 전력 상태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표준 전력 상태를 정의한다. 또한, 상기 ACPI는 시스템 및 
디바이스들을 다른 전력 모드들로 진입시키는 표준 방법을 정의하고, 사건의 보고, 시스템 온도의 감시 및 조절 및 배터
리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들을 지닌다. ACPI 전력 관리는 노트북 PC 작동을 위한 다수의 시스템 전력 상태들을 포
함한다. Gx 상태는 상기 시스템의 전체 작동 상태를 나타낸다. Cx 프로세서 상태, Dx 디바이스 상태 및 Sx 슬립 상태
는 일시 정지-대-RAM 및 일시 정지-대-디스크와 같은 상기 시스템의 상태 및 슬립 상태를 정의한다. 상기 4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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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Gx 상태들이 도 1A에 도시된다.
    

    
상기 컴퓨터가 상기 G0 상태에서 작동할 때, CPU는 도 1B에 도시된 4개의 연산(computing) 상태를 지닐 수 있다. 소
정의 플랫폼에서, 모든 CPU 상태들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일부 시스템을 위한 C1 및 C2는 전력 발산과 작
동 복원을 위한 대기시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설계자는 이러한 상태들 중의 하나만을 구현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또한, 
다른 시스템들은 특정 CPU 상태를 다르게 구현할 것이다. 상기 슬립 상태와는 달리,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다양한 부
분들의 전력이 낮추어지는 때, 모든 시스템들은 연산 상태들에서 전력을 올린 채로 남는다.
    

상기 컴퓨터가 G1 상태(슬립)일 때, 상기 시스템은 도 1C에 도시된 4개의 슬립 상태들 중의 하나에 있을 것이다. 상기 
Cx 상태와는 달리, 일부 슬립 상태들은 소정의 설계를 위해 현저하게 다른 동작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시
스템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태들을 구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ACPI 환경은 열과 전력 발산을 처리하는 다수의 메커니즘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데스크탑 컴
퓨터들의 성능에 근접하는 노트북 성능을 위한 설계는 상기 프로세서가 보다 빠르게 동작하고 보다 많은 열을 발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노트북이 상기 운영 환경에서 주어진 적절한 성능 레벨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환경
에 적절하게 적응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ACPI 및 현재 전력 관리 기술들이 노트북 컴퓨터의 운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어느 정도의 감시 제어를 제공할 때, 상기 노트북 컴퓨터가 사용되어지는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향상
된 전력 관리 기술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충격을 줌이 없이, 다양한 환경의 요구들에 동
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노트북 또는 그와 유사한 연산 디바이스는 배터리 작동 동안 성능 기준을 선택하기 위해 외부 전력원들(AC 어
댑터, 자동 어댑터 또는 다른 외부 전력원)의 사용과, 부가적인 냉각 디바이스들의 첨부 및/또는 활성화, 사용자 정의가
능한 프로파일과 같은 시스템 환경을 감시한다. 이러한 인자들 중의 어느 인자에 대해서 변화가 야기되는 때, 시스템 레
벨 소프트웨어는 상기 연산 디바이스의 프로세서를 위해 적절한 작동 파라미터들 또는 " 운전(run) 상태" 를 부여한다.

    
각 운전 상태는 사용가능한 전력과 전력 발산에 대한 다른 제한사항들을 지니고, 그 상황은 상기 노트북이 사용되는 동
안 변한다. 이상적으로는, 각 운전 상태에서 상기 프로세서가 사용가능한 전력 및 전력 발산 최고한도(ceiling)를 충분
하게 이용한다. 상기 운전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시스템은 상기 프로세서의 코어 클록 주파수와 코어 전압을 변
화시킨다. 프로세서 주파수가 작동을 위한 최소 요구 전압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기 프로세서 코어에 대한 작동의 전압 
및 주파수가 동시에 변화된다. 코어 주파수가 변화됨에 따라, 상기 코어 전압도 변화된다.
    

    
일 실시예에서, 전자 시스템에서의 집적 회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제 1 전압과 제 1 
주파수에서 상기 집적 회로를 작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이 상기 전자 시스템에서의 다수의 작동 특징들 
중의 적어도 하나에서의 변화를 검출하는 때, 상기 변화에 검출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집적 회로의 적어
도 실질적인 부분 상에서의 클록 운전을 정지시킨다. 갱신된 주파수 제어 정보가 상기 검출된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클
록 제어 로직에 제공되고, 갱신된 전압 제어 정보가 상기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전압 제어 회로에 제공된다. 일단 상기 
갱신된 정보가 제공되면, 상기 시스템은 상기 갱신된 주파수 제어 정보에 대응하는 제 2 클록 주파수에서 또한 상기 갱
신된 전압 제어 정보에 대응하는 제 2 전압에서 상기 집적 회로를 작동시키기 위해 상기 클록들을 재시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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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서, 제 1 클록과 제 1 전압을 수신하기 위해 연결된 제 1 로직 부분을 지닌 집적 회로를 지닌 컴퓨터 시스
템을 제공한다. 프로그램가능 전압 조절 회로는 상기 전압 조절 회로에 제공된 전압 제어 신호들에 따라 제 1 전압에 대
한 가변 전압 레벨을 제공한다. 클록 제어 회로는 주파수 제어 신호에 따라 결정된 주파수에서 제 1 클록을 생성한다. 
제어 회로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다수의 작동 특징들에서의 변화에 대한 표시를 수신한다. 상기 제어 회로는 갱
신된 전압 제어 신호들과, 제 1 전압에 대한 새로운 전압값과 제 1 클록에 대한 새로운 주파수를 나타내는 주파수 제어 
신호들을 제공함으로써 상기 작동 특징들 중의 하나에서의 변화에 응답한다. 상기 새로운 전압값과 새로운 주파수는 상
기 작동 특징들에서 검출된 변화에 대응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4개의 전체 Gx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 1B는 4개의 연산 상태들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 1C는 다양한 슬립 상태들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 2는 프로세서가 그 환경에 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다양한 운전 모드들을 구현하는 상태 머신을 나타낸다.

도 3A는 도 2에 도시된 다양한 운전 모드들을 요약한다.

도 3B는 다양한 운전 모드들에 대한 예시적인 성능 파라미터들을 제공한다.

도 4는 전압, 주파수 및 전력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컴퓨터 시스템의 고단위의 구성도이다.

도 6은 CPU 내의 클록 제어 회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를 제어하는 작동을 나타낸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전력 일시정지 CPU 컨텍스트 로스트(power on suspend CPU context lost: POSC
CL)의 사용을 도시한다.

도 9A는 POSCCL 일시정지와 그 대응하는 재개 작동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이다.

도 9B는 도 9A에 도시된 신호들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 10은 운전 모드 변화를 유효하게 하는 프로그램가능 로직 디바이스의 사용을 도시한다.

도 11은 도 10의 로직 디바이스의 구현을 나타낸다.

도 12는 도 11의 로직 디바이스의 작동을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도 13은 운전 모드 변화를 유효하게 하는 하나의 사우스 브리지 구현에서 사용된 운전 모드 제어 레지스터를 도시한다.

도 14는 전압 및 주파수 제어를 위해 점퍼 입력과 레지스터 입력을 제공하는 사우스 브리지 구현의 고차원의 구성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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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사우스 브리지 집적 회로에서의 운전 모드 변화를 구현하는 순서도이다.

도 16은 상술된 다양한 운전 모드들을 통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사용되는 예시적인 도킹 스테이션을 나타낸다.

상이한 도면들에서의 동일한 참조번호의 사용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지시한다.

    실시예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 또는 다른 휴대용 연산 디바이스들은 상기 노트북 컴퓨터의 작동과 그 프로
세서가 향상된 성능과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기 위해 그 환경에서의 변화에 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노트북 컴퓨터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외부 전력원들의 제거(AC 어댑터, 자동 어댑터 또는 다른 외
부 전력원), 열 환경에서의 변화들(AC 어댑터에 내장된 보조 냉각 디바이스들, 냉각 능력 또는 외부 전력의 이용가능
성을 인하여 사용될 수 있는 노트북 내의 냉각 능력을 지닌 포트 리플리케이터(replicators), 도킹(docking) 스테이션 
또는 다른 부착 가능한 디바이스들의 첨부), 배터리 작동에서의 사용자 정의가능한 프로파일(예를 들면, 성능 또는 배
터리 수명의 최대화)에서의 변화와 같은 것들을 감시한다.
    

    
이러한 파라미터들 또는 다른 파라미터들 중의 어느 파라미터에서 변화가 검출되는 때, 상기 노트북 컴퓨터는 상기 프
로세서의 작동 주파수, 작동 전압, 전력 소비 및 전력 발산 능력들을 설정하는 적절한 운전 모드로 진입함으로써 변화에 
적응한다. 이것은 파라미터 변화들이 검출되는 때 상기 연산 디바이스의 다양한 운전 모드들을 위해 적절한 작동 파라
미터들을 부여하는 레벨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도록 하는 인터럽트를 생성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노
트북 컴퓨터는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함이 없이 동적으로 
적절하게 변화한다.
    

다양한 운전 모드들은 노트북이 작동해야하는 다른 환경들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일부 환경에서, 배터리 전력으로 작
동하는 때, 배터리 수명이 성능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비디오 클립을 상영하는 때, 성능이 아마 더 중요할 것이다. 
AC -어댑터 또는 자동-어댑터에 연결된 때, 배터리 수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상적으로, 각 운전 모드에서 상
기 프로세서는 사용가능한 전력 및 전력 발산 최고상태를 충분히 활용한다.

    
CPU 열 및 전력 조절은 상기 클록 주파수를 변경시킴에 추가하여 CPU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향상된다. 각 운전 모드
는 운전 파라미터들의 프로세서 주파수 및 전압을 향상된 성능과 배터리 수명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성능 요구
사항들과, 전력 소비 제한사항들 및 전력 발산 제한사항들에서의 동적 변화들에 사상시킨다. 프로세서 주파수는 작동을 
위한 최소 요구 전압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기 프로세서 코어를 위한 작동 전압 및 주파수가 동시에 변화된다.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 전압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기 환경이 전력적으로 또는 열적으로 제한되는 때 또는 전력 보존이 요구되는 
때 상기 시스템의 프로세서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배터리 수명은 상기 CPU에 제공된 전
압이 작동의 타겟 주파수에서의 적절한 작동을 확증하는 것이 적어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향상된다. 실질적으로, 그럼
으로써 소정의 작동 주파수에서 가장 낮은 가능한 CPU 전력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상기 시스템은 특정된 제한들 내에
서 전력 및 주파수를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열 조절은 CPU 작동의 소정의 주파수를 위해 최적화된다.
    

    
상기 프로세서의 코어 클록 주파수에서의 변화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발산된 전력에 거의 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클록 주파수에서의 20%의 감소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발산된 전력의 20%를 감소시킨다. 변화의 범위는 가
장 낮은 주파수 대 가장 높은 주파수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2:1보다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상기 프로세서
의 전력은 유사한 비율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상기 프로세서의 코어 전압에서의 변화들은 거의 제곱 법칙 효과(squar
e law effect)를 지닌다. 즉, 잠재적 전력 절약은 전압 감소의 퍼센트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비록 전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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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50%이하 일지라도, 상기 제곱 법칙 효과는 만약 상기 프로세서의 코어 전압이 감소되면 상기 프
로세서의 전력에서의 현저한 변화를 야기한다. 고성능 프로세서들은 I/O 영역에 대한 전압과, 상기 코어 로직 영역에 
대한 전압을 포함하는 다중 전압들을 수신하며, 상기 코어 로직 전압은 상기 I/O 영역이 신호들을 칩외부로 유도하기에 
충분한 고전압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기 I/O 영역에서 요구되는 전압보다 낮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 2에서, 상기 프로세서가 그 환경에 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다양한 운전 모드를 구현하는 상태 머신이 도시된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성능으로 노트북이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운전 모드3(11)는 예를 들면 보조 전력과 보
조 냉각을 제공하는 도킹 스테이션에 결합되는(docked) 때, 최대 시스템 성능(클록 주파수 및 열 발산)을 제공한다. 
이것은 상기 도킹 스테이션이 공기가 상기 프로세서 히트싱크를 통하도록 하거나, 예를 들면 열 파이프 또는 열 플레이
트를 지닌 프로세서로부터 열을 전도시키기 위한 세밀한 냉각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상기 열 파이프
는 히트싱크 및 팬들이 상기 열을 발산하는데 사용되는 도킹 스테이션으로 열을 전도시키는 데 사용된다.
    

    
만약 상기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으면(undocked), 상기 시스템은 운전 모드1(13) 또는 운전 모드0(15)에 진입할 수 
있다. 상기 배터리로부터 작동하는 때 (운전 모드 0 또는 1), 사용자는 전력 보존 및 성능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운
전 모드1은 운전 모드2 만큼 높고 능동 냉각을 요구하는 프로세서 속도를 유지하는 성능 모드이다. 이러한 높은 레벨의 
성능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또한 열 방출을 돕기 위한 팬과 같은 냉각 디바이스를 운전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의해 증
가된 전력 발산의 결과로써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킨다. 상기 성능/배터리 운전 모드에서, 성능은 능동 냉각의 제한사항
들에 의해 제한된다.
    

    
또한 운전 모드0,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배터리 수명은 성능 이상으로 중요하다. 최대 배터리 수명 모드, 운전 모드0에
서, 수동 냉각의 제한사항들은 성능 최고 한도를 제공한다. 상기 최고 한도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한 전력 소비를 상기 
성능 최고한도이하로 감소시킴으로써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요구로 인하여 실제 성능보다 더 높을 것이다. 배
터리 절약 모드(운전 모드 0)에서 능동 냉각없이 작동하는 능력은 프로세서 코어 클록들이 정지하는 스톱 클록/승낙(
Grant) 상태에서의 낮은 전력 발산에 의존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은 능동 냉각 동안 소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어도 하나의 작동 모드가 운전 모드 1과 운전 모드 0의 2개의 양극단 사이에 제공될 것이다. 상기 " 2개의 양극
단 사이" 모드는 덜 빈번하게 스위치될 필요가 있는 능동 냉각을 야기하는 더 낮은 성능 목표가 아닌 능동 냉각을 제공
한다. 상기 작동 모드는 더 낮은 전력 소비와 냉각 팬에 의한 전력의 덜 빈번한 소비의 잇점이 있다. 운전 모드 0에서 
강조되는 성능과 운전 모드 0에서 강조되는 배터리 수명 사이에 보다 큰 입도(granularity)를 지닌 추가적인 배터리 모
드들이 제공된다. 일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 또는 하드 드라이브 슬립 이전에 시간 지연을 선택하는 방
법과 유사하게 제어 패널 애플릿을 통하여 다양한 배터리 운전 모드들을 특정할 것이다.
    

    
운전 모드 2(17)는 외부 전력(예를 들면 AC 어댑터로부터)을 제공하고, 반면에 상기 노트북 컴퓨터는 결합되지 않는
다. 운전 모드 2는 열 고려사항들에 의해 제한된 최대 성능을 제공한다. 보조 냉각의 부족은 운전 모드 2의 성능을 운전 
모드 1의 성능 이하로 제한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노트북이 능동 냉각 디바이스를 구비한다면, 상기 노트북은 전력 소
비에 대한 염려없이 운전 모드 2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상기 CPU는 운전 모드 1보다 더 높은 주
파수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 7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각 운전 모드는 사용가능한 냉각 메커니즘과 배터리 수명 요구사항들의 제한 내에서 최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다. 도 3A는 전체 발산 전력(total dissipated power: TDP)을 지닌 다양한 운전 모드들을 요약한다. 사용자에게 작동
을 촉진시키거나 경고하는 다양한 환경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DVD 녹음재생 프로그램은 개시된 때 상기 운전 모드
를 검사할 수 있다. ACPI는 성능 레벨을 나타내는 표들을 관리한다. 만약 운전 모드 0(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작동하
면, 녹음 재생의 전체 프레임 속도가 사용자가 다른 작동 모드들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까지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고 메시지가 생성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운전 모드들 사이에 작은 대기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예를 들면 1초에 이르는 대기기간
을 기다려야하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대기 기간은 사용자에 의해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

도 3B는 다양한 운전 모드들에 대한 예시적인 성능 파라미터들의 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운전 모드 0에서, CPU 전
압은 1.6볼트이고 상기 CPU 주파수는 200MHz이다. 대조적으로, 운전 모드 3은 2.2 볼트에서의 400MHz 작동을 제
공한다.

    
도4는 이전에 상술된 " 쓰로틀링" 을 통하여 작동의 평균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노트북을 위한 전력 감소의 비교를 나타
내는 그래프를 도시한다. 좌측 수직축은 전압을 나타낸다. 우측 수직축은 와트를 나타낸다. 선(41)은 일반적인 노트북 
프로세서를 위한 주파수의 함수로서 요구되는 전압을 나타낸다. 중간선(43)은 주파수의 함수로서의 전력을 나타내고 
주파수 감소로부터 이용가능한 전력 절약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력 절약은 일반적으로 선형적이다. 주파수 
감소로부터의 전력 절약은 쓰로틀링으로부터 제공된 전력 절약과 동일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선(45)은 전압과 주파수
의 함수로서의 전력을 도시하고 전압과 주파수 모두의 감소로부터 이용가능한 전력 절약을 도시한다. 쓰로틀링은 상기 
프로세서의 유효 속도나 전력 발산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전압과 주파수 모두의 감소와 결합되어 사용됨이 인
식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노트북 시스템에서, 200MHz에서의 추가적인 전력 절약은 적어도 45분의 배터리 수명과 동
일하다.
    

    
운전 모드 변화들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개시되고, 일단 개시되면 상태 머신이 그 작동들을 수행하고 반면에 상기 프로
세서는 슬립상태인 상태 머신 로직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운전 모드 로직은 표준 사우스 브리지 전력 조절 또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 적절한 다른 로케이션에 부여되는 개별 로직 디바이스들로 구현되거나 사우스 브리지 집적 회로의 전
력 조절 특징들로 조합될 수 있다. 운전 모드를 변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는 SMI에 의해 또는 표준 사우스 
브리지에 조합된 SCI 특징들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상기 요구된 소프트웨어는 상기 프로세서를 슬립 또는 일시정지 
모드로 놓게 하고, 그후 작동들을 재개시하기 위한 현존하는 루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프로세서는 내부 버스-멀티플라이어 상태를 변화시키고 칩셋 제어를 통하여 내부 레지스터들의 상태를 
관리하거나 복원한다. 이러한 특징은 상기 시스템의 전력 차단없이 또는 개시될 버스 주파수(BF)를 수동으로 재구성함
이 없이 다수 모드들의 주파수 동작들을 가능하게 한다.

    
슬립과 일시정지 상태들이 상기 프로세서 작동이 정지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모든 슬립, 일시정
지 및 복원 작동들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슬립 및 일시정지 작동들과 재개시 작동
의 최종 단계(stages)를 제어하는 상태 머신이 입력/출력 집적 회로(사우스 브리지로 알려진) 내에 제공된다. 많은 노
트북 컴퓨터들이 공통 전력 조절 특징들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사우스 브리지 집적 회로 내에서 상태 머신들을 사용한
다. 이러한 집적 회로로 인텔 코포레이션으로부터의 82371 AB PCI-TO-ISA/IDE XCELERATOR (PIIX4)가 있다. 
그 안에 포함된 전력 조절 특징들은 전력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고, 열 생성과 발산을 제어함
으로써 상기 프로세서를 안전하게 작동시킨다. 다른 것들은 작업을 위해 개별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노트북 PC들은 열 및 전력 조절을 위한 하드웨어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사우스 브리지에 의존한다. 상기 사우스 브리지
는 노스(north) 브리지를 포함하는 칩셋 중의 하나의 칩이다. 상기 노스 브리지는 주변 구성소자 상호연결(PCI)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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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기 프로세서에 연결된 호스트 버스 사이의 브리지 기능뿐만 아니라, 메모리 콘트롤러 기능을 제공한다. 상기 사우
스 브리지는 또한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요 입력/출력 버스로서 작용하는) 상기 PCI 버스와 연결되고 상기 ISA 
버스 상에의 레거시 디바이스들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과 (또는 상기 사우스 브리지에 집적되고), 다양한 다른 입
력/출력 버스들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과(예를 들면 범용 직렬 버스(USB)), 다양한 전력 조절 관련 기능들을 제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다양한 제조자들로부터의 사우스 브리지 칩셋들은 인텔 PIIX4 사우
스 브리지에서 사용된 레지스터들과, 타이머들과 상태 머신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현재 사우스 브리지에서의 PIIX
4 호환가능성은 개시된 이동 작동 모드들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전압 조절기(501)는 코어 전압(502)(x86 프로세서 환경에서 V cc2 로서 지시되
는) 프로세서(CPU)(503)에 공급한다. 도시된 일실시예에서, 사우스 브리지(505)는 CPU(503)에 공급된 전압 레벨
을 전압 제어 신호들 VID[4:0]을 전압 조절기(501)에 공급함으로써 제어한다. 프로세서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 A
MD-K6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구현에서, 3개의 버스 주파수 입력 핀들(BF[2:0])이 상기 프
로세서의 내부 작동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우스 브리지(505)는 상기 CPU에 BF(버스 주파수)를 공급함
으로써 CPU(503)의 작동 주파수를 제어한다. 클록 생성기(507)로부터 CPU(503)에 공급된 버스 클록 신호(506)는 
상기 CPU에 의해 상기 3개의 버스 주파수 핀들의 값에 의해 결정된 비율에 의해 내부적으로 곱해진다. 상기 곱셈 인자
는 일구현에서 상기 버스 클록의 2.5배에서부터 상기 버스 클록의 6.0배까지이다. 다른 곱셈 인자들이 특정 시스템 구
현에 따라서 가능하다.

    
도 6은 CPU 내의 클록 제어 회로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주파수 분배기 회로(61)는 상기 BF 핀들을 수신하고, 상기 
BF 핀들은 프로세서 리세트 신호(CPURST)의 표명(assertion) 동안 샘플링된다. 상기 샘플링된 값들은 위상 고정 루
프(PLL) 클록 멀티플라이어/합성기 회로에게 상기 PLL이 안정화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인가된다. 상기 BF 핀들의 
값들은 상기 CPURST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주파수 분배기(61)에 래치된다. 상기 리세트 펄스는 상기 클록 멀티플라
이어 회로가 안정화되기를 확증하도록 충분히 길다. 상기 버스 클록(63)은 제어 전압(65)을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V
CO)(67)에 공급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64)에 공급된다. 상기 VCO는 상기 BF 핀들로부터 결정된 값에 의해 곱해
진 버스 클록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 주파수를 지닌 클록을 상기 CPU의 코어 로직에 공급한다. 게이트 로직(68)은 적절
한 게이트 신호(69)가 코어 클록들을 정지시키기 위해 표명되는 때 상기 CPU 코어 클록들을 벗어나는데 사용된다.
    

추가적인 BF 핀들이 배터리 수명 모드(운전 모드 0)가 충분하게 지원되는 것을, 즉 보다 더 빠른 프로세서가 제공되는 
것과 같이, 상기 프로세서가 충분하게 느리게 동작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클록 멀티플라이어 값들에서의 보다 큰 범
위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도 5에 관하여, 사우스 브리지(505)는 인에이블 신호(509)를 클록 생성기(507)에 공급하여 CPU(505)에 공급된 클
록을 차단함으로써 상기 CPU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을 최소화시킨다. 따라서, 사우스 브리지(505)는 상기 전압 조절기
를 프로그램하고, 상기 클록 생성기를 제어하고 상기 STPCLK# 신호(510)를 통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쓰로틀링을 위
한 일률을 관리하고 상기 BF-핀들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클록 멀티플라이어를 제어한다. 또한,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상기 프로세서 내에서의 클록 멀티플라이어를 변화시키고, 상기 운전 모드들 간의 변환을 관리하기 위해 상기 코어 전
압을 변화시키는데 요구되는 특수 프로토콜을 작성한다. 운전 모드를 변화시키는 직접 운영 시스템(OS) 지원이 제공되
지 않는 경우, 운전 모드들 간의 변환은 운영 시스템과 사용자에게 가능한 정도까지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투명성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은 도킹 또는 AC/배터리 상태에 변화가 검출된 때 사용되는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yst
em management interrupt: SMI)가 있다. 상기 인터럽트는 상기 ACPI 방법에 의해서는 사용되지 않고 상기 운영 시
스템에게는 투명하다. 변화가 검출된 때, 상기 변화에 대한 약 1초에 이르는 짧은 대기기간이 허용될 수 있고 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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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이 바람직하다. 운영 시스템 지원이 일부 실시예들에서 제공되고, 따라서 투명성이 장점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
여야 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점퍼(511)는 시동 시에 클록 멀티플라이어와 전압 조절기에 디폴트 상태를 제공한다.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8개 점퍼 입력 핀들 IBF[0:2] 및 IV[0:4]에서 상기 점퍼 신호들을 수신한다. 점퍼들 및 점퍼 입력들
의 개수는 특정 설계에 따라 변화한다. 저항들(513)을 지닌 점퍼들(511)의 설정은 전압 조절기 제어 핀들 전압 ID(V
ID) 핀들과 상기 프로세서 클록 멀티플라이어 핀들(BF 핀들) 모두에게 상기 디폴트 값을 제공한다. 상기 디폴트 값들
은 사우스 브리지(505)에 제공된다. 전력이 가해지는 때,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상기 VID 핀들과 BF 핀들의 디폴트 
값들을 전압 조절기와 CPU에 각각 제공한다. 그러나, 상술된 운전 모드들 간의 변환을 위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
른 사우스 브리지(505)는 상술된 상기 점퍼 입력들이 아닌 전압 조절기 및 CPU에 제공된 출력 신호들을 위한 소스로
서 내부 레지스터들을 선택한다.
    

    
도 5에 개시된 실시예에서, 3개의 출력 비트들이 상기 클록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고 5개의 출력 비트들이 상
기 CPU 코어 전압 조절기의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수의 비트들이 사용되는 특정 클록 주파수 방법 
및 전압 조절기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또한, 특정 비트들은 전압 또는 주파수 제어 비트들로서 전용적으로 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만약 상기 사우스 브리지가 상기 점퍼들를 위해 10개의 입력들을, 클록 및 주파수 제어를 위해 10개의 
출력들을 제공한다면, 일부 응용예들은 3개의 주파수 제어 핀들과 5개의 전압 제어 핀들만을 요구하고, 반면에 다른 응
용예들은 각각에 대해서 4개 또는 5개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입력 비트들과 출력들은 주파수 또는 전압 제어 
비트로서 전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상기 전압 조절기가 7개의 제어 비트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7개의 제어 비트
들은 전압 제어를 위해 사용되고 주파수 제어를 위해 3개가 사용된다. 그럼으로써 상기 사우스 브리지를 변화시킬 필요
없이 구현상에서의 유동성을 제공한다.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프로세서는 점퍼 설정에 의존하지 않는 (514)에서 도시
된 바와 같은 디폴트 정적 VID 신호들을 제공한다.
    

    
상기 프로세서의 전압과 주파수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해, 프로세서 작동들은 정지될 필요가 있으며, 즉 프로세서 클록
들이 정지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이러한 클록들이 레지스터들 및 래치들 또는 시간 감지 경로에서의 다른 회로 노드들
과 같은 저장 구성소자들에게 공급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예상치못한 상황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X86 아키텍
쳐에서 이것은 상기 CPU가 그 내부 클록 분배를 정지하도록 상기 STPCLK# 신호를 먼저 표명함으로서 성취된다. ST
PCLK# 신호의 수신시에, 상기 CPU는 현재 활동 명령을 완성하고 " 스톱 승낙(Stop Grant)" 표시를 표명한다. 일단 
상기 " 스톱 승낙" 이 수신되면, 클록들이 인에이블 신호(509)를 사용하여 클록 생성기(507)에서 정지된다. 종래에, 
ACPI 구조는 상기 사우스 브리지에 지원되고 요구되는 컨텍스트에서 대기기간 프로세서 작동을 구현하기 위해 변경되
는 다수의 대기기간 및 슬립 작동들을 제공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작동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상기 프로세서가 적절
한 전압 제어 신호들 VID[0:4]을 수신하는 전압 조절기(501)와, 적절한 주파수 제어 신호들(예를 들면 BF 신호들)을 
수신하는 주파수 제어 회로를 사용하여 단계(70)에서 정규 작동 모드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전력원과, 열 환경 또는 사용자 선택 작동 파라미터들과 같은 작동 특성들에서의 변화를 검출한다(단계(71)). 상기 변
화를 검출함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시스템은 그 클록들을 정지시킴으로써 단계(72)에서 프로세서 작동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운전 모드에 적절한 새로운 주파수 및 대응하는 전압 설정을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상기 사우스 브리지의 레
지스터들에 또는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다른 적절한 로케이션에 저장된다. 갱신된 전압 및 주파수 제어 신호들이 단계
(73), (74)에서 적절한 전압 및 주파수 제어 회로에 공급되고 상기 프로세서가 단계(75)에서 작동을 재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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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개시 작동은 상기 일시정지 작동의 마지막 동작들 중의 하나로부터 개시된다. 도 7과 관련하여 고려된 재개시 
작동에서의 상기 단계들 중의 하나는 주파수 제어 신호 갱신 표시(예를 들면 리세트(CPURST))를 상기 프로세서에 전
송하는 재개시 작동을 위한 것이다. 상기 주파수 제어 갱신 또는 유효 신호는 코어 클록의 생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상기 BF 핀들 상에서의 유효 데이터가 있음을 상기 프로세서에게 표시한다. 만약 CPU 리세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
용된다면, 상기 리세트는 상기 프로세서에게만 인가되고 리세트를 요구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의 이러한 부분들에게는 
인가되지 않는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프로세서는 리세트 신호가 표명되는 때, (상기 BF 핀들 상에서) 상기 주파수 제어 신호들의 값들을 
감지하고 리세트의 하강 에지에서 이러한 값들을 래치시킨다(도 6을 참조). 또한, 리세트가 아닌 신호가 새로운 주파수 
제어 신호값이 존재함을 상기 프로세서에게 지시하도록 표명될 것이다. 만약 상기 리세트 신호가 새로운 주파수 제어 
(BF) 신호들이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면, 상기 프로세서는 리세트 표명에 관한 컨텍스트를 상실하고, 
예를 들면 상기 프로세서 레지스터들 내의 값들이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프로세서 컨텍스트는 리세트를 인가하기 전
에 저장되어야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된 곳에서 재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상기 리세트가 완성되면, 상기 프
로세서 컨텍스트는 새로운 주파수와 전압 설정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저장되는 곳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
다. 상기 재개시 작동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상기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복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립 및 일시정지 상태들은 상기 프로세서 작동이 정지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일부 조절 작동
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기 사우스 브리지 내의 상태 머신들은 상
기 시스템을 제어하여 프로세서 작동을 일시정지시키고 다른 시스템 디바이스들을 일시정지시킨다. 일단 상기 시스템이 
슬립 또는 일시 정지 상태에 있으면,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상기 시스템을 기상시키기 위한 다수의 가능한 사건들을 감
시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상태 머신이 상기 시스템을 배열하여 작동을 재개시하게 한다. 상기 슬립 및 일시정지 
상태들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운전 모드들 간의 변환을 수행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전에 개시된 바와 같이, 상기 프로세서의 STPCLK#(상기 #은 상기 신호가 액티브 로우(active low)인 것을 나타
낸다) 입력은 동작을 일시적으로 일시정지시키고 전력을 보호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상기 STPCLK# 신호의 사용으로 
상기 프로세서가 스톱 승낙 상태에 진입된다. 상기 상태에서, 상기 코어 클록들은 비록 클록 멀티플라이어 로직을 포함
하는 최소화 로직이 여전히 작동하지만, 정지된다. 소켓-7 프로세서가 상기 스톱 승낙 상태에 놓여지도록 하기 위한 현
재 사우스 브리지 칩들에 의해 사용된 시퀀스를 개시하기 위해, 상기 사우스 브리지 내의 제어 레지스터(LVL2)가 판독
된다. 그 결과 상기 프로세서에게 프로세서 클록들을 정지해야 함을 알리는 STPCLK#가 표명된다. 상기 사우스 브리
지는 상기 프로세서가 현재 작동을 완료하고, 상기 스톱 승낙 표시를 인가하기를 기다림으로써 상기 프로세서가 그 코
어 클록으로부터 벗어남을 표시한다.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L2 SRAM을 선택적으로 일시정지시키는) 상기 ZZ 핀을 
표명한다. 이것은 상기 사우스 브리지의 CNTB 레지스터 내의 ZZ_EN에 의해 인에이블된다.
    

    
기상 사건이 검출되는 때, 상기 사우스 브리지가 상기 ZZ핀을 (만약 이 선택이 인에이블이었다면) 표명해제하고(dea
ssert)하고 STPCLK#을 표명해제한다. 다음 키타격과 같은 사건을 대기하는 동안 중요한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러
한 제어 시퀀스를 사용하여, 프로세서 클록들은 상술된 운전 모드들에서의 변화들과 관련된 코어 주파수의 변화들을 위
해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시퀀스의 변화는 상기 SLP# 신호를 표명하여 호환가능한 프로세서의 일부분들이 전력 하
강 상태로 진입하도록 한다.
    

 - 11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이전에 상술된 여전히 활동중인 상기 프로세서의 일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상기 프로세서 클록 멀티플라이어 회로에 공
급되어지는 클록을 정지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전력이 절약될 수 있다. 클록 생성기(507)에서의 클록들은 상술된 운전 
모드들을 변환시키기 위해 상기 시퀀스의 일부분으로서 정지될 것이다. 상기 시퀀스를 개시하여, PIIX4 호환가능 사우
스 브리지에서, 상기 프로세서를 클록 오프하여 프로세서를 깊은 슬립 상태로 놓이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상기 
사우스 브리지 내의 제어 레지스터(LVL3)를 판독하고, STPCLK#이 표명되도록 한다.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스톱 승
낙을 기다린다. 상기 ZZ 핀은 L2 SRAM을 일시정지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표명된다. 이것은 CNTB 레지스터 내의 Z
Z_EN에 의해 인에이블된다. 이때 SLP#이 표명된다. SUS_STAT1#은 시스템 메모리를 자동-리프레시 모드로 놓여
지도록 상기 노스 브리지에 표명된다. CPU_STP(도 5에서의 인에이블(509))는 상기 CPU 버스 클록을 위해 클록 합
성기(클록 생성기(507)) 출력을 디스에이블시키기 위해 표명된다.
    

    
기상 사건이 검출된 때,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먼저 상기 클록 합성기의 상기 CPU 버스 클록 출력을 인에이블시키기 
위해 CPU_STP를 표명해제시킨다. 이때 상기 사우스 브리지 내의 타이머(" 고속 번(Burn) 타이머" 로서 산업에 알려
진)는 계수하여 상기 CPU PLL을 위한 시간이 고정되도록 한다. 상기 타이머에 의해 사용된 값은 상기 시스템의 파워
-온 자기-테스트(power-on self-test; POST) 시퀀스 동안 상기 BIOS에 의해 설정된 상기 CLK_LCK 레지스터로
부터 로드된다. 최종적으로, SUS_STAT1#, SLP#, ZZ 핀(만약 상기 선택이 인에이블이었다면) 및 STPCLK#이 표
명해제된다.
    

    
상기 슬립 상태 머신은 SUS_EN(비트 13)을 설정하고, 적절한 값(상기 사우스 브리지의 전력 조절 제어 레지스터내의 
비트[12:10])를 로딩함으로써 상기 시스템을 일시정지시키는데 요구되는 보다 복잡한 작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값들은 요구되는 일시정지/재개시 작동의 형태를 나타낸다. 하기의 표1은 사용가능한 일시정지/재개시 작동들의 형태와 
상기 사우스 브리지 내의 전력 조절 제어 레지스터에서의 관련된 값들을 설명한다. 상기 재개시 대기기간은 일시정지 
작동의 형태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면, 디스크 재개시 대기기간에 대한 일시정지는 일반적으로 30초이하이고, RAM
에 대한 일시정지는 약 1초이고, 관리되는 컨텍스트를 지닌 전력 온 일시정지는 약 20ms이다. 컨텍스트 관리는 재개시 
대기기간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표 1]
비트[12:10] 일시정지 형태
000 소프트 오프 또는 디스크 일시정지(Suspend to Disk: STD)
001 RAM 일시정지(Suspend to RAM: STR)
010 전력 온 일시정지, 컨텍스트 상실(POSCL)
011 전력 온 일시정지, CPU 컨텍스트 상실(Powered On Suspend, CP

U Context Lost(POSCCL)
100 전력 온 일시정지, 컨텍스트 유지(POS)
101 작용(클록 쓰로틀링이 활동중일 것이다)
110 보류
111 보류

상술된 바와 같이, 상기 프로세서에게 운전 모드들에서의 변화들과 관련된 클록 주파수를 야기하기 위해 BF 신호에서
의 변화를 알리는 리세트를 표명하는 것은 상기 프로세서 컨텍스트가 상실되도록 한다. 리세트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BF 핀 값들을 래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때, CPU 컨텍스트를 복원하는 일시정지 작동들 중의 하나가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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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일단 새로운 작동 환경이 검출되는 때, 즉 새로운 운전 모드가 요구되고, 새로운 전압과 주파수 설정이 단계(8
01)에서 적절한 레지스터로 로드되는 때,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의 POSCCL의 사용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상기 레
지스터들은 상기 사우스 브리지 또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 있을 것이다. 일단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로드되면, 상기 프로
세서 컨텍스트는 저장되고 상기 재개시 작동이 재시작 어드레스를 특정함으로써 단계(803)에서 설정된다. 프로세서 컨
텍스트의 저장은 상기 프로세서의 내부 캐시를 플러시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스의 상태를 DRAM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점프의 설정은 개시 벡터 어드레스(실제 모드)를 설정하는 단계와, 필요한 플랙 바이트를 설정하는 단계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상기 BIOS는 상기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대신에 CPU 리세트이후에 상기 복원 루틴으로 즉시 분기
할 것이다. X86 프로세서들은 리세트 이후에 어드레스 범위 F000:FFF0에서 실행을 개시한다. 종래의 x86 개인용 컴
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BIOS ROM은 상기 어드레스 범위에 존재한다. BIOS는 RAM 내의 플랙 바이트를 검사하여 BI
OS가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복원하거나 콜드 부트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특수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 분기해야 한다.
    

    
프로세서 컨텍스트가 저장된 후, 소프트웨어는 상기 사우스 브리지 내의 레지스터를 판독함으로써 단계(805)에서 상기 
프로세서를 일시정지시키는 사우스 브리지 상태 머신을 개시한다. 상기 일시정지 상태 머신의 최종 동작들은 상태 머신
으로서 구현되는 새로운 운전 모드를 개시시킨다. 새로운 운전 모드 로직은 CPU 내의 전압 조절기와 주파수 제어 로직
에 각각 제공된 전압 및 주파수 제어 신호들을 새로운 전압 및 주파수 제어 설정으로 갱신하고, 기상 표시를 공급하여 
상기 재개시 상태 머신을 단계(809)에서 개시시킨다. 상기 코어 로직에 공급된 전압은 변화되고 반면에 코어 클록들은 
오프되어서, 상기 전압 변화의 악영향의 위험을 감소시킴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하기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코어 
전압은 변화되고 반면에 리세트는 상기 프로세서에 공급된다. 비록 상기 코어전압이 변화한 때 상기 프로세서가 리세트
될 필요는 없지만, 상기 코어 전압이 새로운 값으로 안정될 때까지 프로세서 작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재개시 상태 머신은 리세트 신호를 상기 프로세서로 인가하여 상기 새로운 주파수값이 상기 클록 멀티플라이어 로직에 
인가되도록 한다. 상기 프로세서의 위상 고정 루프(PLL)를 일치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후에, 예를 들면 약 1ms 또는 
그 이하 이후에, 상기 재개시 상태는 단계(813)에서 상기 리세트를 방출한다. 상기 CPU는 이때 실행을 개시하고 그 주
소가 이전에 설정된 상기 POSCCL 재개시 루틴으로 점프하여 단계(815)에서 CPU 컨텍스트를 복원한다. 상기 프로세
서는 상기 POSCCL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아닌 상기 운전 모드 변화의 시간에서의 사용 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충격을 
줌이 없이 종료된 장소에서 처리를 재개할 수 있다.
    

    
도 9A는 POSCCL 일시정지의 사우스 브리지의 작동과 그에 대응하는 재개시 작동을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온 상태
에서 일시정지 상태로의 변환이 도 9A의 좌측에서 도시되고, 상기 일시정지 상태로부터 온 상태로의 변환이 도 9A의 
우측에 도시된다. 상기 프로세서가 일단 POSCCL에서 슬립 상태에 진입하면, RTC 알람, SMB 사건, 직렬 포트, 링 표
시기, 시스템의 소프트 전력 버튼, 외부 SMI(EXTSMI), 시스템 리드(lid)의 상승, 전체 대기 타이머 알람, USB 활동, 
IRQ[1,3:15], 또는 범용 목적 입력 1(GPI1) 표명과 같은 사건에 의해 기상될 수 있다. 상술된 일실시예에서, 상기 사
우스 브리지에 대한 범용 목적 입력들이 상기 프로세서를 기상시키기는 사건들을 개시하기 하는 때 사용된다. 도 9A에 
도시된 신호들은 도 9B에 도시된다. 도 9B에 도시된 여러 신호들은 범용 목적 출력들로 제공된다(또는 특수 노트북 P
C 설계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프로그램가능 로직 디바이스 구현

    
도 5에 도시된 상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사우스 브리지 구현예들의 상세한 설명이전에, 퀵타임을 마켓 솔루션
에게 제공하는 다른 방법이 개시될 것이다. 상기 방법에서 프로그램가능 로직 디바이스(programmable logic device
; PLD)와 같은 로직 디바이스를 지닌 PIIX4-호환가능 사우스 브리지는 상기 프로세서의 (BF-핀들) 주파수 제어 입
력들에게 필요한 신호들을 공급하고 다양한 운전 모드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기 코어 전압 전력 공급을 재프로그램한다. 
상기 프로그램가능 로직 디바이스는 프로그램가능 어레이 로직(programmable array logic: PAL) 디바이스 또는 프
로그램가능 로직 어레이(programmable logic array: PLA) 또는 다른 적절한 로직 디바이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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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에서, 프로그램가능 로직 디바이스(101)는 점퍼들(511)로부터 값들을 수신하고 8개의 출력 비트들을, 5개의 비
트를 CPU 코어 전압 조절기에 3개의 주파수 제어 비트들 BF[2:0]를 CPU(503)에 제공한다. 이러한 비트들은 상기 전
압 조절기(501)와 CPU(503) 상의 프로세서 주파수 로직을 각각 제어한다. 또한, 상기 사우스 브리지(103)는 다수의 
제어 신호들을 프로그램가능 로직 디바이스(101)에 제공하고 상술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가능 로직 디바이스(101)로
부터 기상 신호를 수신한다. 도 10에 도시된 PLD는 다른 시스템 구성소자들로의 설계변경을 요구함이 없이 상술된 상
기 운전 모드 변환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압과 주파수 제어를 위해 공급된 비트들은 상기 전압 조절기의 필요성과 원하여진 동작의 주파수 
범위에 의존하여 더 많은 비트들을 주파수 제어에, 더 적은 비트를 전압 제어에 부여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할당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용가능한 비트들이하의 비트들이 전압 또는 주파수 또는 모두를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MD-K6 프로세서와 같은 전형적인 프로세서는 주파수 설정을 위해 단지 3개의 비트만을 요
구한다. 프로그램가능 전압 조절기는 4개 또는 5개의 제어 비트로 사용가능하다. 많은 응용들에서, 상기 전압 조절기의 
전체 범위 또는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고 상기 조절기로의 일부 제어 입력들이 하이(high) 또는 로우(low)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기 방법은 가변 개수의 전압과 주파수 제어 신호들이 특정 시스템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되도록 함으
로써 유동성을 제공한다.
    

도 11에서, 프로그램가능 로직 디바이스(101)의 일구현예가 더 상세하게 도시된다. 도시된 구현예에서, 13개의 입력
들과 9개의 출력들이 있으며, 상기 설계는 표준 프로그램가능 어레이 로직(PAL) 디바이스로 구현될 수 있다. 사우스 
브리지로부터 유래된 신호들은 상기 실시간 클록(real time clock: RTC)(32kHz)에 의해 클록되고; 따라서 고속 로직 
디바이스가 불필요하다.

    
사우스 브리지(103)로부터 쉬프트 신호(1102)와 데이터 인(data in) 신호(1104)를 수신하는 직렬 쉬프트 레지스터
로서 연결된 8개 입력 플립-플롭(1101)이 있다. 사우스 브리지(103)는 PLD(101)에 공급된 쉬프트 신호로서 하나의 
범용 출력(GPO-X로 지시된)과, PLD(101)에 공급된 상기 데이터 인 신호로서의 다른 범용 출력(GPO-Y로 지시된)
을 사용한다. PLD(101)는 선택 회로(1105)로부터 입력 신호들을 수신하는 8개 출력 플립-플롭(1103)을 포함하여, 
상기 입력 플립-플롭들 중의 하나 또는 상기 점퍼 설정들(IBF[0:3] 및 IV[0:3])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전력 온 리세
트(on reset)에서, 상기 플립-플롭들은 파워 오케이(Power Okay: PWROK)(1107)가 표명될 때까지 리세트로 유지
된다. PWROK(1107)가 표명되는 때, 사우스 브리지(103)가 상기 프로세스로 리세트를 전송한다.
    

    
상기 점퍼 설정에 의해 표시된 전압과 주파수 제어 신호들의 디폴트값은 만약 시스템 리세트가 리세트 버튼의 누름에 
의해서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또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된다면, 상기 주파수 및 전압 제어 회로들로 재공
급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인(1104)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GPO 비트의 상태는 만약 상기 
비트가 개시된 실시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 로직(1105)을 위한 선택 신호로서 사용된다면, 논리 0으로 디폴트되
어야 한다. 만약 데이터 인(1104)이 시스템 리세트에서 0이면, 상기 점퍼 설정으로부터의 디폴트값들이 선택 로직(1
105)에 의해 적절하게 선택됨이 확증된다. 일부 구현들에서, PIIX4-호환가능 사우스 브리지 비트들 중의 극히 일부 
비트들이 상기 특성(예를 들면, GPO[27:28,30])을 지니고, 따라서 상기 GPO-X 및 GPO-Y 비트들은 이러한 비트들 
중에서 선택된다. 이러한 비트들 중의 하나의 사용을 통하여, 상기 개시 점퍼 설정들이 도시된 구현에서의 리세트 동안 
상기 전압 조절기와 상기 프로세서의 BF-핀들로 전송될 수 있음이 확증된다. 다른 구현들은 종래 기술에 익숙한 사람
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비록 상기 사우스 브리지로부터의 추가적인 GPO 신호(들)이 상기 멀티플렉서 선택 신호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멀티플렉서 선택으로서의 상기 데이터 인 신호(207)의 사용은 요구되는 GPO 핀들의 
개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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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이 초기에 켜진 때, 상기 CPURST 신호의 상승 에지는 상기 디폴트 또는 개시 전압 및 주파수 설정들이 출
력 레지스터(1103)으로 로드되도록 하여 전압 조절기(501) 및 CPU(503)에 공급되도록 한다. 상기 출력 레지스터들
의 로딩은 즉시 상기 전압 조절기를 초기값으로 설정할 것이다. 상기 디폴트 주파수 설정들이 또한 출력될 것이다. CP
URST는 상기 프로세서가 그 BF-핀 입력들을 로드하도록 하고, 상기 CPU 코어 클록을 생성하기 위해 초기 버스 클록 
멀티플라이어를 설정한다.
    

    
일단 새로운 운전 모드로의 변환에 대한 요구가 상기 노트북 시스템에 의해서, 일시정지/재개시 시퀀스가 상기 프로세
서 전압과 버스 클록 멀티플라이어를 변화시키기 전에 검출되었으면, 상기 사우스 브리지 상의 GPO 비트들은 새로운 
값들을 데이터 입력 레지스터들(1101)로 로드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12에 관하여, 상기 쉬프트 신호(1102)가 데이
터 인 신호선(1104) 상의 새로운 전압 및 주파수 설정들을 입력 레지스터(1101)로 쉬프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때, 상
기 변환 시퀀스에 대한 셋업이 (121)에서 발생한다. 일단 상기 셋업이 완성되면, 도 12에서 개시된 STPCLK# 및 SL
P#을 표명하며, 프로세스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상기 일시정지 작동이 수행된다.
    

개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를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들로 입력시키기 위해 사용된 상기 GPO 비트(1104)는 상기 멀티플
렉서(1105)를 조정한다. 상기 일시정지/재개시 시퀀스 동안 상기 비트를 하이로 남겨두는 것은 상기 멀티플렉서를 조
정하여 상기 점퍼들 대신에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들의 출력들을 상기 출력 레지스터들(1103)의 입력들로 공급하도록 
한다. 상기 직렬 데이터가 적절한 GPIO 포트들로 기록하는 로직 디바이스에 기록된다.

    
일단 상기 코어 전압 및 주파수가 상기 입력 레지스터(1101)에서 변화되었으면,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POSCCL 작동
을 실행하도록 됨으로써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상기 일시정지 작동이 완성되거나 거의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공급하게 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록 다른 신호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신호는 상기 SLP# 신호
이다. 상기 신호는 상기 일시정지 시퀀스의 종점을 나타내고, 트리거(TG#)(1109)로서 PLD(101)에 공급된다. 이러
한 특정 구현에서, TG#은 액티브 로우이다. PLD(101)는 작동을 개시하는, 즉 게이트(1111) 내의 데이터 입력(110
7)와 상기 트리거 신호를 논리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상기 프로세서를 기상시키는 사건을 생성한다. 이것은 상기 기상 사
건(액티브 로우)으로서 사우스 브리지 입력 GP11#으로 상기 SLP#를 공급하고, 상기 사우스 브리지 입력 GP11#은 
이전에 개시된 바와 같이 상기 프로세서 리세트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세서 주파수 멀티플라이어를 설정하
는데 유용한 표준 POSCCL 재개시 작동을 야기하는 기상 사건으로서 감지된다. 따라서,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
기 일시정시 작동의 종점은 상기 기상 사건을 야기한다. 교대로, 도 12에 도시된 상기 재개시 시퀀스를 야기한다. 일단 
상기 재개시 시퀀스가 완성되면, 상기 데이터 입력으로서 사용된 상기 GPO 신호(1107)가 로우로 된다.
    

    
상기 재개시 시퀀스동안의 CPURST의 표명은 상기 입력 레지스터들(1101)로부터의 값들을 출력 레지스터(1103)으
로 로드한다. 출력 레지스터들(1103) 내의 값들은 상기 새로운 주파수 멀티플라이어 설정들과 상기 코어 전압 설정들
을 각각 상기 프로세서 및 전압 조절기로 공급한다. 따라서, 상기 새로운 전압 설정들은 CPU 리세트가 표명된 때 상기 
프로세서의 상기 코어 로직으로 인가된다. 상기 새로운 주파수 멀티플라이어 비율 BF-핀 설정들은 CPURST의 상승 
에지에서 상기 CPU에 의해 샘플되고, CPURST의 하강 에지에서 상기 프로세서로 래치된다. 상기 POSCCL 재개시는 
상기 프로세서(PLL)을 재동기화시키는 시간을 허용한다.
    

상기 PLD의 사용은 변형되지 않은 사우스 브리지와 프로세서가 운전 모드들 간의 변환 능력을 지닌 노트북 시스템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만약 상기 운전 모드 로직 및 소프트웨어를 가능한한 단순하게 유지하려면, 상기 버스 클록 주파수가 상기 변화동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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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Hz와 100MHz 사이에서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상기 BF 설정들이 종래에는 상기 프로세서 클록 주파수 단위들의 
입도를 제한하는 1/2 x 단위(예를 들면, 2x, 2.5x, 3x, 3.5x, 등)이기 때문이다. 만약 더 큰 완전성이 허용될 수 있다
면, 이러한 변화들이 구현될 것이다. 상기 버스 클록의 주파수 변화는 주변 구성소자 상호연결(Peripheral Componen
t Interconnect: PCI)와 가속 그래픽 포트(Accelerated Graphics Port: AGP) 클록들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분배
기 비율들에 영향을 미친다. 상기 클록 비율들을 변화시킬 때, 메모리를 슬립 또는 파원 다운(power down)으로 위치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술된 구현은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LM4130과 같은 가변 전압 조절기 공급을 사용하고, 그 출력 전압은 칩셋 로직(외
부 디바이스를 포함)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상기 전압 조절기가 적어도 4개의 제어 비트들을 공급하고, 상기 출력 전
압이 1.45 내지 2.2볼트의 최소범위를 허용하며, 50mV(또는 더 작게) 단위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넓
은 범위가 일부 응용들에서는 바람직하다. 상기 전압 조절기의 제어 핀들은 파워 업 시에 모드 0(배터리 절약) 전압 레
벨에서의 디폴트 작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 칩셋 또는 다른 적절한 로직은 상기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우측 운전 
모드를 위해 CPU 전압 공급을 조절할 것이다.
    

사우스 브리지 구현사우스 브리지 구현

개시되는 바와 같이 운전 모드들을 변화시키는데 요구되는 구성소자들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구현을 제공하기 위해, 상
기 사우스 브리지는 외부 로직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운전 모드들 간의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로직을 
제공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고차원 구현이 도 5에 개시된다.

    
상기 사우스 브리지 구현의 일 방법은 상기 PLD 내에 포함된 로직을 상기 사우스 브리지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로직은 상기 사우스 브리지를 상기 PLD로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요구된 다양한 신호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로직은 단순화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멀티플렉서 신호와 같은 데이터 입력 신호의 사용은 제거될 수 있다. 사실, 
상기 입력 레지스터들은 직렬적이 아닌 병렬적으로 로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쉬프트 신호의 필요성을 제거한
다. 일단 새로운 운전 모드가 요구되는 것이 결정되면, 상기 사우스 브리지 내의 레지스터가 적절한 전압 및 주파수 설
정을 공급받는다.
    

일 구현에서,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예를 들면, 110) 비트들[12:10]의 조합들 중의 하나를 사용하
여 전력 관리 제어 레지스터(상기 표1을 참조) 내에 새로운 슬립 형태를 정의한다. 이러한 비트들은 슬립 형태 또는 일
시정지 형태로서 다양하게 지적된다. 상기 플립 인에이블 비트(또는 일시정지 인에이블)이 1로 설정되고, 상기 슬립 형
태 비트들이 110으로 설정되는 때, 상기 시스템은 상기 노트북 운전 모드들에서 변환을 야기한다.

    
도 13에 관하여, 운전 모드 제어 레지스터(130)는 새로운 운전 모드로의 변환에 필요한 상기 제어 정보를 공급한다. 
상기 2개 비트 작동 모드 필드(131)는 현재 운전 모드를 고성능(00), AC 파워(01), 배터리 성능(10) 또는 배터리 절
약 모드(11)로서 식별하는 상태 필드이다. 추가적인 운전 모드들은 추가적인 비트들을 요구할 것이다. 5개 비트 코어 
전압 필드(132)는 새로운 코어 전압에 대한 제어 비트들을 정의하고, 4개 비트 CPU 클록 주파수 제어 비트들(133)은 
상기 CPU 코어 주파수를 정의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상기 CPU 내의 클록 제어는 상기 버스 클록의 주파수 멀티플라
이어로서 구현될 것이다. 일 구현에서, 상기 리세트 제어 비트가 1인 때, 상기 CPU는 운전모드 변환에서 리세트되고, 
상기 리세트 제어 비트가 0인 때, 상기 CPU는 리세트되지 않는다. 만약 리세트가 상기 작동 코어 주파수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CPU에 공급되면, 상기 리세트 이전에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것과, 상기 POSCCL 시퀀스에 관하여 
개시된 바와 같이 상기 리세트 신호가 표명해제된 후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복원하는 재개시 작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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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현에서, 상기 프로세서는 리세트로부터 분리되고, 상기 클록 주파수 제어 비트들을 래치하는 때를 상기 프로세
서에게 알려주는 입력 신호를 구비한다. 이 경우, 상기 래치 모드 CMD 비트(135)가 표명된다. 이 구현에서, 상기 사우
스 브리지는 상기 주파수 제어 비트들(BF[0:2])에 추가하여, 상기 새로운 주파수 제어 비트들을 래치하는 때를 상기 
CPU에 나타내는 주파수 래치 제어 신호(CMD)(515)를 제공한다(도 5를 참조). 상기 주파수 래치 제어신호(CMD)(
515)가 표명되는 때, BF 핀 설정들은 상기 CMD(515) 신호의 표명 시에 획득되고 CMD(515)의 하강 에지에서 래치
된다. 상기 래치 제어 신호(CMD)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BF 핀 설정들을 획득하기 위한 구현들은 물론 가능하다. 상기 
래치 제어 신호(CMD)(515)의 사용은 상기 프로세서 컨텍스트가 상실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리세트를 제공할 필요없
이 새로운 운전 모드로의 변환을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변환은 상기 POSCCL 일시정지 및 재개시 작동보다 현저하게 
소비하는 시간이 적다.
    

    
만약 상기 CPU 리세트 신호가 주파수 변화를 의미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일단 운전 모드들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검출된 때, 소프트웨어는 레지스터(130) 내의 적절한 값들을 로드하고 상기 프로세서 클록들을 정지시킨다. 상기 클록
들은 이전에 상술된 상기 STPCLK# 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프로세서에서 정지될 수 있다. 상기 새로운 전압 및 주파수 
제어 비트들은 상기 사우스 브리지에 의해 출력되고 상기 주파수 제어 래치 신호(CMD)(515)는 갱신된 주파수 제어 
신호들이 사용가능함을 나타내도록 표명된다. 상기 CPU는 상기 래치 제어 신호(CMD)(515)의 표명시에 상기 주파수 
제어 비트들(BF 핀들)을 샘플하고, 상기 신호의 표명해제시에 새로운 값들을 래치한다. 상기 사우스 브리지 내의 하드
웨어는 상기 프로세서(PLL)가 안정화되는데 충분한 정도의 시간 동안 표명된 상기 래치 제어 신호(CMD)(515)를 유
지한다. 일단 상기 프로세서(PLL)가 안정화되면, 상기 사우스 브리지 하드웨어는 상기 STPCLK# 신호를 표명해제하
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가 상기 운전 모드 변화를 인식함이 없이 작동을 재개시한다. 상기 
변환을 위한 시간은 예를 들면 100㎲이하이다.
    

만약 리세트가 주파수에서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면, 상기 프로세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
해, 도 9A에 도시된 POSCCL과 유사한 시퀀스가 사용될 것이고,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새로운 제어 신호들이 상기 전
력 온 일시정지(power on suspend: POS)의 후미부분과 도 9A의 (91)에서의 리세트의 표명 사이에 제공된다.

    
일 운전 모드로부터 다른 운전 모드로의 변환 시퀀스는 인터럽트(예를 들면, SCI)가 작동 모드 사건으로 인하여 생성
되는 때, 개시된다. 상기 노트북 컴퓨터가 도킹 스테이션, 포트 리플리케이터 또는 상기 노트북으로부터 열 에너지의 상
당량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디바이스로 연결되거나 이들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상기 사건은 일어날 것이
다; 또는 AC 파워가 공급되거나 제거되는 때, 또는 상기배터리가 로우로 동작하거나 상기 작동 모드에 변화를 야기하는 
다른 사건.
    

    
상기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는 일단 상기 사건이 검출되면 상기 작동 모드 제어 레지스터(130)를 상기 새로운 코어 
전압과 새로운 클록 주파수 제어 비트들로 프로그램한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상기 슬립 인에이블 비트뿐만 아니라 상기 
슬립 형태 비트들을 110으로 설정한다. 사우스 브리지(505)내의 특수 레지스터(LVL3)의 판독은 상기 POSCCL 시퀀
스를 수행하는 하드웨어 상태 머신을 개시시킨다. 작동 모드 제어 레지스터(130)의 사용은 사우스 브리지의 구현에서 
또는 이전에 개시된 상기 PLD 구현에서 채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비-ACPI 환경에서 상기 LVL3 레지스터를 판독함으로써 운전 모드 시퀀스에서의 상기 변화를 개시하는 다
른 방법으로서, 기록(또는 판독) 레지스터(130)가 상기 운전 모드 변화를 구현하는 상기 제어 로직을 개시시키는 트리
거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트리거는 상기 운전 모드 변화가 상기 래치 제어 신호(CMD) 또는 상기 리세트 신호를 사용하
는 때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것은 만약 리세트가 사용되면 상기 레지스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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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래치 제어 신호(CMD)(515)가 사용되면, 상기 신호가 예를 들면 하나의 PCI 클록에 
대해서, 레지스터(130)가 기록된 후, 상기 BIF 신호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스트로브(strobed)될 것이다.
    

    
도 5에 관하여, 상기 사우스 브리지는 상기 점퍼 설정들(511)로부터의 디폴트값이 CPU(503)과 전압 조절기(501)로 
공급되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여전히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도 14에 관하여, 상기 PLD 구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어 
로직(144)으로부터 공급된 선택 신호(142)에 따라 상기 제어 레지스터(130)와 점퍼 설정들(511) 내의 값들 사이에
서 선택하는 멀티플렉서(1414)가 제공된다. 제어 로직(144)은 필요한 일시정지 및 재개시 상태 머신들을 포함하여 예
를 들면 도9A에 도시된 상기 일시정지 및 재개시 시퀀스들을 구현한다. 멀티플렉서(141)는 리세트(예를 들면, 전력 
온 리세트 또는 다른 하드 또는 소프트 리세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디폴트 점퍼 설정들을 선택하는 점퍼설정들(51
1)로부터의 값을 출력 레지스터(143)에 공급한다. 또한, 클록들이 정지된 후 및 새로운 주파수 설정으로 또는 상기 하
강 에지가 새로운 주파수 설정을 래치되도록 한다고 가정하여 CMD의 리세트의 상승 에지에서 리세트 또는 CMD 신호
를 부하에 공급하기 전에, 출력 레지스터(143)가 로드된다.
    

    
도 13에 관하여, 제어 비트(136)는 상기 클록 생성기(507)가 상기 운전 모드 변환 동안 디스에이블인지 아닌지를 정
의한다. 상기 코어 cpu 클록들을 디스에이블하기 위해 상기 사우스 브리지로부터의 상기 STPCLK#을 사용하여, 클록 
생성기(507)에서 (POSCCL에서와 같이) 상기 CPU로 공급되는 상기 클록들을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다. 이때 상기 클
록 주파수 제어 비트들은 갱신되고, 상기 클록들은 클록 생성기(507)에서 다시 되돌려진다. 클록 생성기(507)가 다른 
시스템 구성소자들과 결합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야 한다. 그 출력들이 상기 사우스 브리지의 GPO 제어 비트들에 의해 
인에이블될 수 있는 클록 생성기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클록 생성기는 다수의 PLL 셀들이 특수한 설계로, 
예를 들면 100MHz 또는 66MHz에서 상기 CPU와, 24KHz 및 48KHz에서 직렬 디바이스들과, 33MHz에서 PCI 디바
이스들을 지원하는 설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클록 주파수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도 15에 관하여, 상기 순서도는 운전 모드 변화들을 야기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상기 사우스 브리지의 전체 작
동을 개시한다. 이전에 개시된 바와 같이 추가적 전원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운전 모드 변화를 야기하는 사
건이 검출된 때, 소프트웨어가 단계(1501)에서 레지스터(130)에 대한 요구된 값들을 설정한다. 단계(1503)에서, 리
세트 제어 비트(134)가 레지스터(130)에서 세트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다면, 단계
(1504)에서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상기 사우스 브리지에 의해 사용되어질 정밀한 슬립 
형태를 결정한다. 만약 상기 리세트 제어 비트(134)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면, 상기 래치 명령 비트(135)가 세트되고,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단계(1504)가 생략될 것이다. 물론, 오직 하나의 비트가 리세트 또는 래치 명령 신호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 만약 레지스터(130)로의 접근이 운전 모드에서의 변화를 개시
하기 위한 트리거로서 사용되면, 컨텍스트는 이러한 접근 이전에 저장될 필요가 있다. 일단 프로세서 컨텍스트가 단계
(1504)에서 저장되면, 또는 만약 리세트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사우스 브리지 내의 상태 머신은 상기 운전 모드 변
화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들을 따르는 것을 이어받을 수 있다.
    

    
단계(1505)에서, 상기 소프트웨어는 상기 운전 모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머신 시퀀스를 개시하는 레지스터(L
VL3)의 판독을 수행한다. 단계(1507)에서, 사우스 브리지는 STPCLK#을 표명한다. 상기 상태 머신 또는 다른 적절
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는 상기 프로세서가 그 내부 코어 클록들을 껐음을 나타내는 상기 프로세서로부터의 표
시인 수신되어질 스톱 승낙 특수 버스 사이클을 기다린다. 상기 스톱 승낙 확인응답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상기 스톱 
승낙 상태에 도달되는데 걸리는 최대시간 이상의 소정의 시간을 단순하게 기다림으로써 상기 CPU 버스 사이클들의 감
시없이 수행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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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든, 일단 스톱 승낙이 확인되거나 상기 소정의 시간 한계에 도달되고 스톱 승낙 상태가 상기 프로세서 내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면, 제어 레지스터(130) 내의 상기 스톱 클록 비트(136)가 세트되었는지가 판단된다. 만약 상기 비
트가 세트되었으면, 단계(1513)에서, 상기 클록 생성기(507)로부터의 상기 CPU로의 클록 출력은 상기 스톱 클록선(
인에이블(509))을 사용하여 꺼진다. 이때 단계(1515)에서, 새로운 전압과 주파수 제어 설정들이 각각 상기 전압 조절
기와 상기 BF 핀들에 부여된다. 단계(1517)에서, 상기 스톱 클록 비트(인에이블(509))가 표명되었는지가 판단된다. 
만약 그렇다면, 단계(1519)에서, 클록 생성기(507)는 인에이블되어 상기 클록을 상기 CPU로 출력하고, 상기 PLL이 
안정화될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다. 단계(1521)에서, 리세트가 상기 갱신된 주파수 제어 값들로 래치하는데 사용되는지 
판단된다. 만약 그렇다면, 단계(1523)에서, CPU 리세트가 상기 새로운 주파수 제어 비트들로 래치하기 위해 스트로브
된다. 만약 상기 리세트가 사용되지 않으면, 상기 CMD 신호(515)는 상기 프로세서가 리세트없이 상기 새로운 주파수
로 래치하도록 상기 사우스 브리지에 의해 스트로브된다. 단계(1527)에서, 상기 STPCLK# 신호가 표명해제된다. 그
럼으로써 상기 CPU가 CPU 코어 클록들을 공급하는 것을 재개하도록 한다. 상기 프로세서는 단계(1529)를 수행하기
를 재개시한다. 만약 컨텍스트가 리세트가 사용됨으로써 상실되었다면, 컨텍스트는 이때 복원됨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
것은 하드웨어(예를 들면 상태 머신)제어 하에서가 아닌 소프트웨어 제어 하에서 성취될 수 있다.
    

    
레지스터(130)의 사용은 리세트 또는 래치 제어 신호 CMD의 사용이 선택될 수 있고, 상기 프로세서 외부로의 클록들
의 꺼짐이 선택될 수 있는 실시예를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사우스 브리지(또는 다른 적절한 집적 회로)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른 실시예들에서, 리세트가 항상 사용되거나 상기 래치 제어 명령 신호가 
항상 사용된다. 또한, 상기 변화 운전 모드 시퀀스는 상기 프로세서 외부로의(또한 내적으로) 클록들을 항상 끄거나 이
러한 클록들이 동작하도록 항상 둔다.
    

만약 상기 노트북 PC가 66MHz와 100MHz 버스 클록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사기 클록 생성기는 다수의 PLL 셀들이 
다른 시스템 요구 주파수들을 일정하기 하면서 상기 CPU 클록을 슬루(slew)시킬 수 있다. 상기 클록 생성기는 상기 프
로세서 내의 클록 멀티플라이어 회로가 록을 풀지못하도록 상기 CPU의 지터 제한사항들 내에서 상기 CPU 클록 주파
수에서의 변화율을 유지하면서 소정의 범위로 상기 CPU 주파수를 슬루시킬 수 있다.

열 관리열 관리

    
주파수와 전압들을 작동시키는 프로세서를 조정하는 것은 환경에 따른 전력 보시와 열 생성 및 발산을 최적화시킨다. 
또한, 열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ACPI는 열 관리를 위해 하나는 수동이고 하나는 능동인 2개의 내장 방법을 지니다. 상
기 수동 방법은 상기 프로세서가 더 적은 열을 생성하도록 억제시키는 것에 의존하고, 반면에 상기 능동 방법은 상기 프
로세서와 시스템으로부터 열을 제거하기 위해 팬과 같은 냉각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적절한 열 감지기가 수동 및 능동 
방법에 대한 프로세서의 온도를 측정한다. 상기 열 설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열 영역들을 기준으로 한다. 각 영역에
서, 3개까지의 열적 임계들이 정의된다:
    

    
열적 감시를 위해 오늘날 사용되는 2가지 방법들이 있다: 전체 시스템 감시 방법과 CPU-단일 감시 방법이 있다. 상기 
전체 보드 감시 방법은 전체 전압(예를 들면, CPU 코어, CPU I/O, 3.3V, 5V 12V, -12V -5V), 팬 회전 속도, 상기 
CPU의 온도 및 상기 보드의 온도를 측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상기 내셔널 LM78과 같은 디바이스들이 이러한 시스
템 감시 방법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상기 CPU-단일 감시 방법은 상기 내셔널 LM75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LM78은 
상기 프로세서의 온도가 허용 제한치 이상인 때 또는 상기 온도가 소정의 양만큼 변화한 때 인터럽트를 생성하는데 사
용되는 개방 컬렉터 출력을 지니다. 상기 시스템 관리 버스(System Management Bus: SMBus)가 상기 디바이스 내
의 과온도 및 온도 히스테리시스 값들을 프로그램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SM 버스는 열 감지기들, 섀시 침입(chassis 
intrusion) 경고 감지기와 같은 감시 디바이스들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고 팬 속도 제어를 제공하는 슬로우(slow) 2 
비트 직렬 버스이다. 종래의 사우스 브리지들은 SMBus 인터페이스를 구비함으로써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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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들과 통신하고(셋업하고 제어하고), 이러한 디바이스들로부터 판독할 수 있다(이러한 디바이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 상기 내셔널 LM77 디바이스는 과온도를, 또는 온도가 소정의 세트점들 이상이거나 이하임 것을 나타
내는 개별 출력들을 구비하고, 추가적인 신뢰성을 제공한다. 만약 ACPI가 상기 세트점 인터럽트에 응답하는 것에 실패
하면, 과온도를 나타내는 출력은 하드웨어를 통하여 상기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다.
    

    
ACPI는 상기 프로세서 온도와 비교되는 온도 세트-점들을 관리한다. 상기 온도가 상기 세트-점을 초과하면, 상기 프
로세서에 의해 열 발산을 감소시키거나(수동방법) 상기 시스템으로부터 열을 추출하는(능동 방법) 동작이 취해진다. 
필요한 레지스터들과 인터페이스가 상기 PIIX4 사우스 브리지들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다수의 새로운 사우스 브리지
들은 PIIX4와 호환가능하다. 그럼으로써 다른 회사의 칩셋들에 대해 ACPI BIOS 및 운영 시스템 모드를 적응시키는 노
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ACPI는 프로세서 열 관리를 위한 세트-점들을 관리한다. 하나는 만약 상기 프로세서가 너무 뜨거우면 차단을 개시할 
오류 안전 세트-점이다. 다른 세트-점들은 ACPI의 " 능동" 및 " 수동" 냉각 방법들과 관련된다. 각각의 방법 또는 두 
방법은 상술된 운전 모드들 통합하는 노트북 설계에 통합될 수 있다.

    
능동 냉각 모드에서, ACPI는 상기 프로세서 히트 싱크 상에 놓여진 감지기에 의해 또는 상기 프로세서 상에 직접적으
로 놓여진 감지기에 의해 생성된 온도 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냉각 디바이스를 켜거나 끈다. 상기 온도 감지기가 온도 상
의 변화(대개 5도)를 감지한 때, 상기 온도 감지기는 새로운 온도를 ACPI의 열 관리로 보고한다. 만약 상기 온도가 A
CPI 표에 제공된 제한이상이면, 상기 냉각 디바이스가 켜진다. 상기 온도 감지기가 상기 온도가 다른 표값 이상인 온도
로의 감소를 보고한 때, 상기 냉각 디바이스는 꺼진다.
    

    
이러한 임계값들이 프로그램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최적 결과를 위한 임계치들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기 능동 냉각 임계치가 초과되면, 상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상기 시스템 팬을 저
속으로 작동시키고, 더 높은 온도에서 상기 능동 냉각 임계치를 재프로그램한다. 만약 상기 시스템 온도가 계속 상승하
면, 새로운 냉각 임계치를 결국 초과할 것이다. 응답으로, 상기 팬 속도가 증가될 것이고, 만약 적절하다면 상기 능동 냉
각 임계치가 더 높은 점에서 다시 세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냉각 디바이스는 상기 프로세서의 히트 싱크 상에 또는 근처에 넣어진 소형팬이다. 상기 팬을 동작시
키는 것은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보다 상기 프로세서를 더 냉각시키기 위해 상기 노트북 PC의 케이
스 외부로부터 공기를 순환시킨다. 상기 능동 냉각 시스템은 더 정밀하게 되어질 수 있다. 결합되면, 상기 포트 리플리
케이터 또는 도킹 스테이션에서의 외부 팬은 보다 더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다. 사용되는 다른 기술들은 히트 파이프들
과, 더 큰 열 발산 플레이트들 또는 과거에 데스크탑 프로세서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펠티어(Peltier) 결합 디
바이스와 같은 냉장 디바이스들을 포함한다.
    

이동 시스템은 각 모드의 작동을 위해 (AC/배터리 및 결합/비결합) 상기 ACPI 표들에서의 다른 능동 냉각 디바이스와 
온도 세트점들을 사용한다. 능동 디바이스들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운전 모드 0, 배터리 수
명 모드에서의 일정한 제한 사용을 수용할 것이 권장된다. 상기 시스템이 AC-선 어댑터와, 자동차 어댑터 또는 항공기 
어댑터와 같은 외부 전원으로 동작하는 때에 능동 냉각이 좋은 방법이다.

    
수동 냉각 모드에서, ACPI 전력 관리는 상기 프로세서 작동 농도를 안전한 레벨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기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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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 속도" 를 동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킨다. 분명하게, 상기 프로세서를 조절하는 것(throttling down)은 성
능을 감소시키고, 소정의 감소된 속도로 작동하게 하지만, 오늘날의 프로세서들은 워드 프로세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을 동작시키기 위한 적절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트북에서 사용되고, ACPI 및 PIIX4-호환가능 사우스 
브리지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이러한 쓰로틀링 방법은 상기 프로세서의 STPCLK#(스톱 클록) 입력을 사용하
는 상기 프로세서를 선택적으로 개시하도록 하고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평균 프로세서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대부분의 쓰로틀링 구현은 3개의 비트 입도를 사용한다. 일률은 12.5%에서 12.5% 단위로 100%까지이다. (0은 허용
될수 있는 값이 아님이 인식되어야 한다.) 온도가 상위제한까지 상승한 때, 쓰로틀링은 상기 온도가 하위제한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ACPI 표값에 의해 결정된 정도로 개시된다.

상기 프로세서의 정지와 개시는 사용자에게는 인식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기 개시/정지 동작이 일어나는 주파수는 사
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PIIX4-호환가능 칩셋들은 실시간 클록을 사용하여 상기 일률을 결정
하는 3개 비트 카운터를 구동시킨다.

확장된 배터리 수명 모드(운전 모드0)에서 작동하는 이동 시스템들은 필요하다면 열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클록 쓰
로틀링을 사용해야 한다. 이동 시스템들은 쓰로틀링이 거의 요구되지 않은 25도씨의 실온으로 운전 모드0에서 작동할 
때, 충분한 수동 냉각을 지녀야 한다. 상승된 온도 환경에서, 상기 프로세서는 보다 더 자주 조절될 수 있다.

노트북 PC가 결합된 때 데스크탑 성능 레벨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 (또는 추가적인 
냉각 능력과 외부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방법들) 추가적인 열적 도움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발산된 추가적인 
전력은 더 높은 CPU 전력 할당을 가능하게 하여, 상기 프로세서가 데스크탑 전력과 성능 레벨로 작동하도록 한다.

    
도 16에 관하여, 노트북에 구현된 도킹 스테이션이 도시된다. 도 16은 상기 노트북 시스템이 도킹 스테이션(162) 내에 
결합된 때 상기 노트북 컴퓨터(161)의 후면으로 삽입하는 프로브(165)를 냉각시키기 위해 상기 도킹 스테이션(162) 
내에 펠티어 디바이스(163)를 사용하는 예시적인 시스템을 도시한다. 프로브(165)는 상기 프로세서의 히트싱크와 접
촉하고 열을 전도시킨다. 상기 프로브(165)는 상기 도킹 스테이션의 AC 작동 전원으로부터 사용가능한 수 와트의 전
력을 요구하는 상기 펠티어 디바이스(163)에 의해 냉각된다.
    

    
히트 파이프 기술과 같은 다른 선택들이 사용가능하다. 히트 파이프들은 일반적으로 물 또는 다른 저압 하에서의 냉매
로 채워진 튜브들로 이루어진다. 일 단부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가열되는 때, 상기 냉매는 증발하는 때, 열을 흡수한
다. 상기 증기는 히트 싱크에 의해 냉각되는 상기 파이프의 다른 단부로 이동한다. 상기 증기는 냉각되면서 액화하고, 
심지를 통하여 모세관 작용으로 상기 시작점으로 되돌아간다. 히트 파이프들은 많은 다른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고 열
을 발산하기 위해 금속 케이스와 같은 큰 표면에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노트북 도킹 스테이션 방법은 운전 모드3에서 
원하여진 증가된 성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결합된 때, 상기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열을 전도시키기 위해 팬과 히트 싱
크와 히트 파이프를 포함한다.
    

만약 열 전도가 사용되면, 사용자 접근 부분은 약 50℃이상으로 상승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통상 접촉이 없는 영역은 
만지기에 불편해야 한다. 상기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의 강제된 공기가 프로세서의 냉각을 증가시키는 때, 잡음과 먼지 
문제를 야기함을 인식해야 한다.

    
기계적 및 전기적 설계는 필요한 감지 기능을 지원하여 상기 노트북 컴퓨터는 상기 컴퓨터가 연결되는 때와 현재 연결
되었는지와, 해제될 때와, 부가적인 전력 및/또는 부가적인 냉각이 사용가능한 때와, 또는 사용자 정의 작동 상태가 변
경되는 때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노트북 PC는 AC 전력이 먼저 인가된 때와, AC 전력이 현존하는 때와, AC 전
력이 제거되는 때를 검출해야 한다. 상기 설계는 전력 및 리세트 버튼들과, 주 배터리가 존재하는 때, 남은 배터리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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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즉 스마트 배터리), 배터리 충전 상태와, 부가 배터리가 선택 베이에 현존하는 때, 상기 배터리의 남은 용량과, 상기 
배터리 충전 상태와 같은 모든 표준 노트북 상태를 검출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충전상태들이 고속 충전, 세류 충전, 
배터리 고장(예를 들면, 단락) 및 충전되지 않음을 포함하는 것을 검출해야 한다. 일시정지 버튼(또는 키 결합)이 상기 
시스템을 일시정지시키거나 기상시키기 위해 눌러진 때와, 상기 커버가 열리거나 닫혀진 때(예를 들면 일시정지시키고 
기상시키거나 백라이트를 차단하는 선택)를 검출해야 한다.
    

    
상기 시스템은 프로세서 케이스 온도와 온도 " 경고" 를 위한 적어도 2개의 세트점들(상기 온도가 작동을 위한 안전 상
위 제한 근처인 때 팬과 같은 냉각 디바이스를 켜기 위한 하나의 세트점과, 상기 온도가 상기 프로세서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임계 상위 제한에 도달할 때 즉각적인 보호 동작을 위한 하나의 세트점)을 감지해야 한다. 만약 팬이 부
가적인 냉각을 위해 사용되면, 상기 팬이 동작함에 대한 확인이 제공된다(상기 팬의 속도가 감지될 수 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술된 감지 능력은 종래에도 알려진 것이어서 본 명세서에서 개시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는 향상된 전력과 열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그 환경에 동적으로 적응하고, 그 환경에서
의 그 성능을 최적화시킨다. 개시된 본 발명의 설명은 설명을 위한 것이고, 하기에서 개시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노트북들에서 지시된 (랩탑들 또는 휴대용 컴퓨터들로서 지
시되는) 이동 컴퓨터들의 종류에 관하여 개시되고, 그 개시는 연산, 전화/팩스 및 네트워킹 특징들 또는 그 운전 모드가 
사용가능함을 증명하는 통신 장치 및/또는 다른 소형 형태 인자 연산을 결합하는 휴대용 디바이스들인 개인 휴대 단말
기(PDA)와 같은 다른 이용 연산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것이다. 개시된 실시예들의 다른 변형들과 변경들은 하기의 청
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범위와 정신을 벗어남이 없이, 개시된 상세한 설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 시스템에서의 집적 회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제 1 전압과 제 1 주파수에서 상기 집적 회로를 작동시키는 단계와;

상기 전기 시스템에서의 다수의 작동 특성들 중의 적어도 하나에서의 변화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변화의 검출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집적 회로의 적어도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클록 동작을 정지시키는 단계와;

상기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갱신된 주파수 제어 정보를 클록 제어 로직에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된 주파수 제어 정보에 대응하는 제 2 클록 주파수에서 상기 집적 회로를 작동시키기 위해 상기 클록들을 재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변화에 응답하여 갱신된 전압 제어정보를 전압 제어 회로에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갱신된 전압 제어 정보에 대응하는 제 2 전압에서 상기 집적 회로를 작동시키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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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제어 로직은 상기 집적 회로 상에 놓여지고, 적어도 일부의 클록 신호들이 상기 집적 회로 
상에서 액티브이고, 이때 상기 클록들이 상기 집적 회로의 실질적인 부분 상에서 정지되고, 이때 상기 클록들이 상기 집
적 회로에 공급된 클록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집적 회로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정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
를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제어 정보는 클록 멀티플라이어 정보로서 상기 집적 회로 상의 클록 멀티플라이어 로직
으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프로세서이고, 이때 상기 전기 시스템은 노트북 컴
퓨터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특성들은 전원 특징과 열 환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특성들은 사용자 선택 작동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특성은 외부 전력의 존재를 포함하고, 이때 상기 열 환경은 부가적인 냉각의 사용가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클록들을 정지시키기 전에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저
장하는 단계와, 상기 클록들을 재개시하기 전에 상기 프로세서 컨텍스트를 복원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0.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제 1 클록과 제 1 전압을 수신하도록 된 제 1 로직 부분을 포함한 집적 회로와;

프로그램가능 전압 조절기 회로와, 이때 상기 전압 조절기 회로에 공급된 전압 제어 신호들에 따라 상기 전압 조절기 회
로는 제 1 전압에 대한 가변 전압 레벨을 공급하고;

주파수 제어 신호들에 따라 결정된 주파수에서 제 1 클록을 생성하기 하도록 된 클록 제어 회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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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다수의 작동 특징들 중의 적어도 하나에서의 변화에 대한 표시를 수신하도록 된 제어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제 1 전압에 대한 새로운 전압값과, 제 1 클록에 대한 새로운 주파수를 표시하는 상기 전압 
제어 신호들과 주파수 제어 신호들을 공급하기 위해 작동 특성들에서의 변화에 응답하고, 상기 새로운 전압값과 새로운 
주파수는 상기 작동 특성들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특성들은 외부 전력과 부가 냉각의 사용가능성의 존재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
을 위한 배터리 성능 모드 및 배터리 절약 모드 간에서 선택하는 사용자 선택 작동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제 2 집적 회로 상에 놓여지고, 제 2 집적 회로는 클록 스톱 신호를 상기 집적 회
로에 공급하도록 되고, 상기 클록 스톱 신호는 작동 특성들에서의 변화에 응답하여 표명되고, 상기 클록 스톱 신호는 상
기 제 1 클록이 상기 집적 회로 상에서 정지되도록 하고, 상기 클록 스톱 신호는 새로운 전압을 나타내는 신호들 이후에 
표명해제되고, 주파수 제어 신호들은 상기 전압 조절기와 주파수 제어 로직에 각각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
터 시스템.
    

도면 1a

 - 24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1b

도면 1c

 - 25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2

도면 3a

도면 3b

 - 26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4

도면 5

 - 27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6

 - 28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7

 - 29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8

도면 9a

 - 30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9b

도면 10

 - 31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11

도면 12

 - 32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13

도면 14

 - 33 -



공개특허 특2002-0050270

 
도면 15

도면 16

 - 3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상세한설명
	도면의간단한설명
	실시예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a
	도면9b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