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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컴퓨터 장치, 시스템 가동 상태의 전환 제어 방법, 주변장치에의 전력 공급 제어 방법 및 프로그램

요약

본 발명은 진동이나 이동이라는 컴퓨터의 물리적인 운동 유무에 기초하여 ACPI 등에 있어서의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를

행함으로써,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컴퓨터의 각종 장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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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컴퓨터 장치 본체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60)로써 얻어지는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컴퓨터 장치

본체가 운동(진동, 이동, 회전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컴퓨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는 경우, 임베

디드 컨트롤러(41)는 I/O 브리지(21)에 의한 시스템 상태의 전환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도록 제어를 행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를 실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실시예에 의한 컴퓨터의 상태 관리 및 동작 제어를 실행하는 임베디드 컨트롤러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임베디드 컨트롤러와 I/O 브리지와 가속도 센서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에 있어서의 임베디드 컨트롤러의 동작을 설명한 플로우 차트.

도 5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가속도 센서로부터 취득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한 임베디드 컨트롤러의 동작을 설명한 타임 차

트.

도 6은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이용되는 가속도 정보의 이력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퍼스널 컴퓨터의 개략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컴퓨터 시스템

11 : CPU

16 : 메인 메모리

21 : I/O 브리지

31 : IDE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33 : EEPROM

41 : 임베디드 컨트롤러

60 : 가속도 센서

107 : 가속도 센서 모니터

109 : SM 버스 제어부

114 : 파워 매니지먼트 코어

115 : 파워 스테이트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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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의 동작 제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드 디스크 장치 등의 각종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동작 상태의 전환

제어에 관한 것이다.

퍼스널 컴퓨터를 전력 절약화하기 위한 구조로, 퍼스널 컴퓨터의 동작 상태(이하, 시스템 상태)의 전환이 있다. 즉, 일정 시

간 이상 퍼스널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주변 장치나 내부 장치의 불필요한 부분의 동작을 정지시켜 전원을 끊음

으로써, 소비 전력의 저하를 도모한다. 이러한 시스템 상태의 대표적인 것으로, 스탠바이 상태(서스펜드)와 중지 상태(하이

버네이션)가 있다.

도 7은 퍼스널 컴퓨터의 개략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에 있어서, CPU(701)는 프로그램 제어에 의해 여러 가지의 연산 처리를 실행한다. 메인 메모리(702)는 CPU(701)가

직접 데이터를 기록 및 판독하는 내부 기억 장치로서, CPU(701)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나 연산 처리에 있어서의 데이터

가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메인 메모리(702)에는 DRAM 등의 휘발성 메모리가 이용된다. HDD(703)는 외부 기억 장치로서

이용되는 하드 디스크 장치(Hard Disk Drive)이다. 모니터(704)는 CPU(701)에 의한 처리의 결과를 표시 출력하는 출력

장치로서, 비디오 메모리 등을 포함하는 그래픽 표시 기구를 통해 CPU(701)에 접속된다. 모니터(704)에는 CRT 디스플레

이나 LCD(액정 디스플레이)가 이용된다. 그 밖에, 퍼스널 컴퓨터에는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주변 장치가 접속

된다.

전술한 전력 절약화를 위한 시스템 상태 중,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HDD(703)와 모니터(704)의 전원이 끊어지고, 다른 주

변 장치의 동작 모드도 최소한의 전력 소비 모드가 된다. 그러나,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702) 상에 존재하고, 이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702)에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하여, 중지 상태에서는, 메인 메모리(702)의 내용이나 각종 주변 장치의 상태에 대한 정보 등을 전부 HDD(703)

에 기록한 후에, 불필요한 전력 공급을 끊는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702)에 대해서도 전력 공급은 행해지지 않고, 시스템

의 전원을 완전히 끊은 경우라도, 다음 번의 전원 투입시에 HDD(703)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중지 상태 직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소정의 시스템 상태로부터 중지 상태로 이행하는 경우, HDD(703)에 대량의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20초 이상)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하여, 스탠바이 상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시간(통상 5초 이하)이어서

간편성이 우수하다.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은 시스템 상태를 스탠바이 상태로 이행

하고, 추가로 스탠바이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간 경우에 자동적으로 중지 상태로 이행한다고 하는 제어 방법이 일반화

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Windows XP에서는,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에 기초한 전력 제어가 가능하지만, 예컨대, 전원 설정에 있어서 「배터리의 최대 이

용 모드」를 선택하면,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 2분 경과하면 스탠바이 상태로 들어가고, 1시간 경과하면 중지

상태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제어가 이루어진다(예컨대, 비 특허문헌 1 참조).

[특허문헌 1]

미국 특허 제5551043호 명세서

[비 특허문헌 1]

"전원 옵션의 컴퓨터를 슬립(sleep) 상태로 하는 설정과 그 동작 사양" [online], 마이크로소프트, [2003년 5월 30일 검

색], 인터넷〈URL: http://www.microsoft.com/japan/support/kb/articles/418/9/73.asp〉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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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스탠바이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중지 상태로 이행하는 제어에서는, 설정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동작을 시작하여 HDD에의 데이터 기록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노트북형의 퍼스널 컴퓨터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와 같은 휴대 가능한 컴퓨터에서는, 휴대시에 컴

퓨터 본체가 진동이나 이동, 회전 등, 심하게 운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때에 전술한 중지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동작

을 시작해 버리면, HDD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서는, HDD가 못 쓰게 되어 데이터를 상

실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용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는, 컴퓨터에 큰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배려한다고 생각되지만, 시스템 상

태가 스탠바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컴퓨터를 통상의 전원 OFF의 상태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정되고, 컴퓨터

가 진동을 받는 것에 비교적 개의치 않을 가능성은 높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스탠바이 상태로 이행할 때에 중지 상태의 준비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문헌 1 참조). 즉, HDD에 메모리의 기억 내용의 기록을 행하고, 언제나 중지 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탠바이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일정 시간 경과, 배터리의 전압 저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대로 전원을 끊고 중지 상태

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스탠바이 상태로 이행할 때에, 중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기 때

문에, 편리성이 낮아진다.

또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시스템 상태가 중지 상태로 이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탠바이 상태나 중지 상태로부터 타

이머 제어로 복귀하는 경우 등, 자동적으로 HDD에의 액세스가 행해지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를 감안하여 진동이나 이동이라는 컴퓨터의 물리적인 운동의 유무에 기초하여 시스템 상태

의 전환 제어를 행함으로써,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컴퓨터의 각종 장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은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력 소비량이 다른 복수의 상태로 전환 가능한 다음과 같이 구

성된 컴퓨터 장치로서 실현된다. 이 컴퓨터 장치는 장치 본체가 놓여진 물리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장치 상태 판단 수단과,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제어하는 시스템 상태 제어 수단을 구비한다. 그리고, 시스템 상태 제어 수단은 시스템의 가

동 상태를 전환하고자 할 때에, 장치 상태 판단 수단에 있어서 장치 본체가 진동이나 이동, 회전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행하지 않고, 현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여기서, 시스템 상태 제어 수단은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에 따라 컴퓨터 장치에 탑재된 하드 디스크 장치에 대한 액세

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현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은 예

컨대 ACPI의 스테이터스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컴퓨터 장치로서도 실현된다. 즉, 이 컴퓨터 장치는 주

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제1 제어 회로와, 컴퓨터 장치의 상태를 감시하여 제1 제어 회로에 의한 제어 동작을 제

어하는 제2 제어 회로와, 컴퓨터 장치의 장치 본체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를 구비한다. 그리고, 제2 제어 회로는 가속도 센

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장치 본체의 상태를 판단하고, 제1 제어 회로에 대하여, 비동작 상태의 주변 장치

에 대한 전력 공급을 연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제2 제어 회로에 의한 장치 본체의 상태의 판단은 가속도 센서로

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의 이력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는 또 다른 본 발명은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력 소비량이 다른 복수의 상태로 전환 가능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 컴퓨터 장치로서도 실현된다. 즉, 이 컴퓨터 장치는 하드 디스크 장치와, 시스템의 가동 상태에 따라 하드 디

스크 장치에의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와, 컴퓨터 장치 본체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를 구비한다. 그리고, 제어 회로

는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에 따르는 하드 디스크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제어를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되는 가속도 정보

를 가미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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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력 소비량이 다른 복수의 상태로 전환 가능한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의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 제어 방법으로서도 실현된다. 이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 제어 방법은 장치 본체의 상태에 관하여 운

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환하고자 할 때에,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시

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행하지 않고, 현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추가로 본 발명은 소정의 주변 장치를 탑재한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의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제어 방법으로서도 실현

된다. 이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제어 방법은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컴퓨터 장치 본체의 상

태를 판단하는 단계와, 시스템의 가동 상태에 따라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동시에,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에 따르는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개시를 연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게다가, 본 발명은 컴퓨터를 제어하여 상술한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이나 전력 제어의 기능을 실현시키는 프로그램으

로서도 실현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디스크나 광 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그 밖의 기록 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네

트워크를 통해 배신(配信)하거나 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에 나타내는 실시예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를 실현하는 컴퓨터 시스템(10)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하는 컴퓨터 시스템(10)에 있어서, CPU(11)는 프로그램 제어에 의해 여러 가지 연산 처리를 실행하고, 컴퓨터

시스템(10) 전체를 제어하고 있다. CPU(11)는 시스템 버스인 FSB(Front Side Bus; 12), 고속의 I/O 장치용 버스로서의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20), 저속의 I/O 장치용 버스로서의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40)라는 3단계의 버스를 통해, 각 구성 요소와 상호 접속되어 있다. 이 CPU(11)는 주기억 내용의 일

부를 예컨대 SRAM에 저장하는 캐시 메모리를 채용하고 있고, 캐시 메모리에 프로그램 코드나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처

리의 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CPU(11)의 내부에 1차 캐시로서 128 K 바이트 정도의 SRAM을 집적시키고 있

지만, 기억 용량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용 버스인 BSB(Back Side Bus; 13)를 통해 512 K∼2 M 바이트 정도의 외

부의 캐시인 2차 캐시(14)를 두고 있다. 또한, BSB(13)를 생략하고, FSB(12)에 2차 캐시(14)를 접속하여 단자수가 많은

패키지를 피함으로써, 비용을 낮게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FSB(12)와 PCI 버스(20)는 메모리/PCI 칩이라고 불리는 CPU 브리지(호스트-PCI 브리지; 15)를 통해 통신한다. 이 CPU

브리지(15)는 메인 메모리(16)에의 액세스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메모리 컨트롤러 기능과, FSB(12)와 PCI 버스(20) 사이

의 데이터 전송 속도의 차를 흡수하기 위한 데이터 버퍼 등을 포함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메인 메모리(16)는 CPU(11)의

실행 프로그램의 판독 영역으로서, 혹은 실행 프로그램의 처리 데이터를 기록하는 작업 영역으로서 이용되는 기록 가능 메

모리이다. 예컨대, 복수개의 DRAM 칩으로 구성된다. 이 실행 프로그램에는, OS, 주변 기기류를 하드웨어 조작하기 위한

각종 드라이버, 특정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비디오 서브 시스템(17)은 화상 표시에 관련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서브 시스템으로서, 비디오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비디오 컨트롤러는 CPU(11)로부터의 묘화 명령을 처리하고, 처리한 묘화 정보를 비디오 메모리에 기록하는 동시

에, 비디오 메모리로부터 이 묘화 정보를 판독하여 액정 디스플레이(LCD) 등의 모니터에 묘화 데이터로서 출력하고 있다.

PCI 버스(20)는 비교적 고속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버스이다. 이 PCI 버스(20)에는 I/O 브리지(사우스 브리지 또는 I/O

허브라고도 칭함; 21), 카드 버스 컨트롤러(22), 오디오 서브 시스템(25),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Dock I/F; 26) 등이

접속된다.

I/O 브리지(21)는 PCI 버스(20)와 ISA 버스(40)의 브리지 기능을 갖춘 제어 회로로서, DMA 컨트롤러 기능,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컨트롤러(PIC) 기능, 프로그래머블 인터벌 타이머(PIT) 기능, IDE(Integrated Device Electronics) 인터페이스

기능, USB(Universal Serial Bus) 기능, SMB(System Management Bus) 인터페이스 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

고, 리얼 타임 클록(RTC)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10)의 각 장치에의 공급 전력의 관리(파워 매니지먼트)를

행한다.

DMA 컨트롤러 기능은 주변 기기(예컨대 FDD(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와 메인 메모리(16)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CPU

(11)의 개재 없이 실행하기 위한 기능이다. PIC 기능은 주변 기기로부터의 인터럽트 요구(IRQ)에 응답하여 소정의 프로그

램(인터럽트 핸들러)을 실행시키는 기능이다. PIT 기능은 타이머 신호를 소정 주기로 발생시키는 기능으로서, 그 발생 주

기는 프로그램 가능하다. 또한, IDE 인터페이스 기능에 의해 실현되는 인터페이스는 IDE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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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속되는 것 이외에, CD-ROM 드라이브(32)가 ATAPI(AT Attachment Packet Interface) 접속된다. 이 CD-ROM 드

라이브(32) 대신에 DVD(Digital Versatile Disc) 드라이브와 같은 다른 타입의 IDE 장치가 접속되어도 상관없다. HDD

(31)나 CD-ROM 드라이브(32) 등의 외부 기억 장치는 예컨대 컴퓨터 시스템(10)의 장치 본체 내의 「미디어 베이」 또는

「디바이스 베이」라고 불리는 수납 장소에 수납된다.

또한, I/O 브리지(21)에는 USB 포트가 설치되어 있고, USB 커넥터(30)와 접속되어 있다. 추가로, I/O 브리지(21)에는 SM

버스를 통해 EEPROM(33)이 접속되어 있다. 이 EEPROM(33)은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기본 입출력 시스템)

, 임베디드 컨트롤러(41)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패스워드나 슈퍼바이저 패스워드, 제품 시리얼

번호 등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이며, 비휘발성으로 기억 내용을 전기적으로 재기록 가능하다.

카드 버스 컨트롤러(22)는 PCI 버스(20)의 버스 시그널을 카드 버스 슬롯(23)의 인터페이스 커넥터(카드 버스)에 직결시

키기 위한 전용 컨트롤러로서, 이 카드 버스 슬롯(23)에는 PC 카드를 장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킹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26)는 컴퓨터 시스템(10)이 노트북형 퍼스널 컴퓨터인 경우의 기능 확장 장치인 도킹 스테이션(도시하지 않음)을 접속하

기 위한 하드웨어이다.

ISA 버스(40)는 PCI 버스(20)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은 버스이다. 이 ISA 버스(40)에는 임베디드 컨트롤러(41), 플

래시 ROM(44), Super I/O 컨트롤러(45)가 접속되어 있다. 추가로, 키보드/마우스 컨트롤러와 같은 비교적 저속으로 동작

하는 주변 기기류를 접속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이 Super I/O 컨트롤러(45)에는 I/O 포트(46)가 접속되어 있고, FDD의

구동과 병렬 포트를 통한 병렬 데이터의 입출력(PI0), 직렬 포트를 통한 직렬 데이터의 입출력(SI0)을 제어하고 있다.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도시하지 않은 키보드의 제어를 행하는 동시에, 전원 회로(50)에 접속되어, 내장된 파워 매니지

먼트 컨트롤러(PMC: Power Management Controller)에 의해 게이트 어레이 로직과 함께 전원 관리 기능의 일부를 담당

하는 제어 회로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가속도 센서(각도 센서; 60)로부터 보내지는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컴퓨터

시스템(10)의 장치 본체의 운동(진동, 이동, 회전 등)을 검지하고, 상기 각 구성 요소에의 전력 공급을 제어한다.

그런데, 구성 요소 중 HDD(31)는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진동 등의 물리적인 조건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쉽고, 이것은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에 있어서의 오동작의 원인이 된다. 또한,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용 자기 헤드가 기록

매체인 자기 디스크에 접촉해 버리면, 데이터의 기록면을 손상시켜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 시스템(10)이 통상의 가동 상태로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컴퓨터 시스템(10)의 장치 본체(이하, 간단히

장치 본체라고 기재함)에 큰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배려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스템 상태가 스탠바이 상태

나 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상의 전원 OFF의 상태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컴퓨터가 진동을 받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중지 상태로 이행하거나, 중지 상태로부터 자동적으로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하는 동작 제어가 행해지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 상태의 이행시에 큰 진동이나 충격을 받으면,

HDD(31)가 손상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본 실시예는 가속도 센서(60)로써 취득되는 가속도 정보를 임베디드 컨트롤러(41)로써 처리함으로써, 장치 본체의 운동을

검지한다. 즉, 소정의 시간 내에 가속도 정보가 변동하고 있으면, 그 변동의 내용에 따라, 장치 본체가 진동하거나, 이동하

거나, 회전하거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치 본체가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물리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시스템 상태를 이행하는 동작을 연기하는 제어를 행한다. 컴퓨터 시스템(10)의 시스템 상태의

이행은 I/O 브리지(21)에 의해 실행된다. 따라서,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I/O 브리지(21)를 제어함으로써, 시스템 상태

를 이행하기 위한 제어 동작의 실행을 연기시킨다. 여기서,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컴퓨터 시스템(10)의 시스템 상태에

관계없이, 각종 디바이스(주변 장치나 센서, 전원 회로(50) 등)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원 칩 마이크로 컴퓨터(one-chip

microcomputer)이다.

도 2는 본 실시예에 의한 컴퓨터의 상태 관리 및 동작 제어를 실행하는 임베디드 컨트롤러(41)의 기능(펌웨어) 구성을 도

시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하는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ISA 버스(40)와 접속하기 위한 ACPI 임베디드 컨트롤러 인터페이스(101),

SMI(System Management Interrupt) 인터페이스(102)와,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입력 디바이스를 제어하여 입력 신호를

CPU(11)로 보내는 KMC(키보드/마우스 컨트롤러; 103)를 구비하는 동시에, 전원의 상태(배터리 구동인지 여부, 배터리의

전압 등)를 감시하는 배터리 모니터(104) 및 AC & DC-DC 모니터(105)와, 배터리의 온도를 감시하기 위한 온도 센서 모

니터(106)와, 가속도 센서(60)를 감시하여 가속도 정보를 취득하는 가속도 센서 모니터(107)와, 파워 버튼이나 소정의 기

능과 대응된 핫 키의 조작, 미디어 베이나 디바이스 베이 등의 확장 베이에의 기기의 장착 등을 감시하는 확장 이벤트 모니

터(108)를 구비한다. 또한, SM 버스를 통해 EEPROM(33)에 접속하기 위한 SM 버스 제어부(109)와, 음성 볼륨이나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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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장치의 휘도를 제어하기 위한 볼륨 제어부(110)와, 비프음이나 장치 본체에 설치된 LED의 점등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인디케이터 제어부(111)와, CPU(11)나 전원 회로(50)의 냉각용 팬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팬 제어부(112)와, 이

들 각종 기능에 필요한 처리를 실행하는 태스크 처리부(113)와, 임베디드 컨트롤러(41) 자신의 전원 관리를 행하기 위한

파워 매니지먼트 코어(114) 및 파워 스테이트 제어부(115)를 구비한다.

임베디드 컨트롤러(41)에 있어서의 이들의 기능은 EEPROM(33)에 저장된 임베디드 컨트롤러(41)의 제어 프로그램의 제

어에 의해 실현된다. EEPROM(33)의 기억 내용은 전기적으로 재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베디드 컨트롤러(41)

에 대하여, 본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를 행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3은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임베디드 컨트롤러(41)와 I/O 브리지(21)와 가속도 센서(60)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가속도 센서(60)는 컴퓨터 시스템(10)의 장치 케이스에 설치되고, FET 스위치를 통해 VCC 전원으로부터의 전력 공급을

받아 동작하며, 장치 케이스에 발생한 가속도를 계측하여, 계측치에 따라 신호를 출력한다. 출력된 신호는 증록기를 통해

증폭되어, 가속도 정보로서 임베디드 컨트롤러(41)에 입력된다. 도시한 예에서는, X 방향(X-AXIS)과 Y 방향(Y-AXIS)의

직교 2축 방향에 대한 가속도 정보가 임베디드 컨트롤러(41)에 입력되지만, 3축 방향에 대한 가속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

여도 좋다.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I/O 브리지(21)로부터 현재의 컴퓨터 시스템(10)의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예컨대, ACPI

에 있어서의 스테이터스(S0∼S5))를 취득하여, 현재의 시스템 상태를 인식한다. 또한, 가속도 센서(60)로부터의 가속도

정보를 입력하여 해석하고, 컴퓨터 시스템(10)의 시스템 상태를 어떤 상태로 이행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10)을 전력 절약화를 위한 스탠바이 상태나 중지 상태로 이행 혹은 유지하기 위한 신호 "LOWBAT#"이나,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신호 "WAKE#"을 발행하여, I/O 브리지(21)에 송신한다.

I/O 브리지(21)는 임베디드 컨트롤러(41)로부터 입력된 신호 "LOWBAT#", "WAKE#"에 기초하여 컴퓨터 시스템(10)의

각 장치에의 공급 전력을 제어하고,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를 행한다.

즉,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가속도 센서(60)와 임베디드 컨트롤러(41)에서, 장치 본체가 놓여진 물리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장

치 상태 판단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임베디드 컨트롤러(41)와 I/O 브리지(21)에서,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를 행하는 시

스템 상태 제어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4는 본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 상태의 전환 제어에 있어서의 임베디드 컨트롤러(41)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

다.

도 4를 참조하면,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컴퓨터 시스템(10)이 통상의 가동 상태로 동작하고 있을 때, 그 시스템 상태에

서 실행되어야 할 처리를 실행하는 동시에, I/O 브리지(21)로부터 임베디드 컨트롤러(41)에 보내지는 현재의 컴퓨터 시스

템(10)의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취득하여 시스템 상태를 감시한다(단계 401, 402).

시스템 상태가 통상의 가동 상태로부터 전력 절약화를 위한 상태(스탠바이 상태나 중지 상태)로 이행하면, 우선 I/O 브리

지(21)로부터 보내지는 정보가 변화된다. 여기서는, ACPI에 있어서의 스테이터스가 통상의 가동 상태의 S0에서 스탠바이

상태의 S3으로 변한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신호 "LOWBAT#"을 유효(Active)하게 한다(단

계 403).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컴퓨터 시스템(10)이 스탠바이 상태에서 주요한 구성 요소에의 전력 공급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기한 바와 같이 키보드나 마우스에 의한 입력, 전원의 상태, 배터리의 온도, 가속도 정보 등을 감시하여 필요

한 제어를 행한다. 이 경우,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일정 시간마다(예컨대 250 밀리 초마다) 동작하여, 각종의 입력 정보

를 검사하고, 시스템 상태를 전환하는지 여부(즉,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서, 전원의 상태, 배터리의 온도 및 가속도 정

보를 검사하는 것으로 한다(단계 404).

우선, 전원의 상태에 대해서, 배터리 구동의 경우에 전원 전압이 저하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가 체크된다(단계 405). 다음

에, 배터리의 온도에 대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하는 온도로 상승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가 체크된다(단계 406).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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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센서(60)로부터 출력되는 가속도 정보에 대해서, 변동의 유무가 체크된다(단계 407). 가속도 정보에 대한 체크에

관해서는 이후에 상세히 설명한다. 또, 이들의 체크는 반드시 이 순서로 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들 외에, 시스템 상태의

변경시에 조사해야 되는 체크 항목을 적절하게 추가할 수도 있다.

단계 405∼407에 있어서, 모든 체크 항목의 결과가 양호하면(시스템 상태를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시켜도 문제가 없으

면), 신호 "LOWBAT#"을 무효(Inactive)로 한다(단계 408). 이에 따라, 시스템 상태는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허용되고, 타이머 제어나 핫 키의 입력 등에 의한 통상의 가동 상태로의 복귀 조건이 만족되어 복귀 이벤트가 발생함으로

써 복귀가 가능해진다.

한편, 단계 405∼407의 체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량이었을(시스템 상태를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시킬 수 없거나

또는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호 "LOWBAT#"을 유효(Active)인 채로 유지한다(단계 409). 이에 따

라, 통상의 가동 상태로의 복귀 이벤트가 발생하여도, 시스템 상태는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상의 처리 후,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일정 시간 동안 동작을 정지한다(단계 410). 이 시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예컨대 전술한 바와 같이 250 밀리 초로 한다. 그리고, 설정 시간 경과 후, 동작을 재개하고, 통상의 가동 상태로의 복귀 이

벤트의 발생(즉, 타이머 제어에 있어서의 설정 시간을 경과했는지, 핫 키의 입력이 행해졌는지 등)을 체크하여(단계 411),

시스템 상태를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412).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의 가동 상태로의 복

귀 이벤트가 발생하여도, 단계 409에서 신호 "LOWBAT#"이 유효(Active)인 경우에는, 시스템 상태는 통상의 가동 상태

로 복귀하지 않고,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한다.

단계 412에 있어서, 시스템 상태를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시킨다고 판단한 경우,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신호

"WAKE#"을 발행하여 I/O 브리지(21)에 송신하고(단계 413), 단계 401로 되돌아가 통상의 가동 상태에서의 처리를 실행

한다. 한편, 시스템 상태를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단계 404로

되돌아가 각 체크 항목의 체크를 행하고, 신호 "LOWBAT#"의 유효(Active) 무효(Inactive)를 제어하여, 일정 시간 동안

정지하는 공정을 반복한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가속도 정보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5는 가속도 센서(60)로부터 취득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한 임베디드 컨트롤러(41)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임 차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 상태가 스탠바이 상태이든 중지 상태이든 간에,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일정 시간마다 기동

(Wake)하고, 가속도 센서(60)로부터 가속도 정보를 수신하여 평가를 행함으로써, 신호 "LOWBAT#"의 유효(Active) 무효

(Inactive)를 제어한다.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소정의 외부 신호(EC Wake)에 의해 동작을 시작하면, 우선, 버튼이나

베이 등의 하드웨어의 상황을 조사하고, 전원의 상태(전압, 온도 등)를 조사한다. 그리고,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속도

센서(60)를 동작시키는 신호 "SENSOR ON"을 제어하여(도시한 예에서는 로우 레벨로 하여), 가속도 센서(60)를 동작 가

능 상태로 한다.

그리고,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가속도 센서(60)의 동작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린 후(2 밀리 초 정도), 가속도 센서(60)로

부터 가속도 정보를 수집(Sensor Read)하여 평가하는 동시에, 그 데이터를 내장 메모리에 세이브한다. 이 때, 취득한 가속

도 정보에 기초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신호

"LOWBAT#"을 유효(도시한 예에서는 로우 레벨)인 채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통상의 가동 상태로의 복귀 조건을 만족하

여 복귀 이벤트가 발생하여도, 시스템 상태가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해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가속도 센서(60)로부터 취득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 본체가 운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

다면, 다음에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내장 메모리에 세이브된 과거의 일정 시간 동안의 가속도 정보의 이력을 참조한다.

여기서, 가속도 정보의 이력을 참조하는 것은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나서 단시간밖에 경과하

지 않은 경우, 장치 본체의 운동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 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력으로써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의 가속도 정보의 이력을 참조할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가속도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장치 본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지(임계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도 6은 가속도 정보의 이력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간단하기 하기 위해, 도 6에서는 한 방향(X 방향)의 가속도 정보의

이력만을 도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Y 방향이나 Z 방향의 가속도 정보도 가미하여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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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에 있어서, 기간 a는 어느 정도의 길이의 시간 동안 가속도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 등의 심한 움직임이 장치 본

체에 생기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기간 b는 가속도의 값이 연속적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치 본

체에 심한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 상태를 전환하여 HDD(31) 등의 주변 장치를 기동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기간 c는 가속도의 값이 일정하지만, 가속도의 값이 변동하고 있던 기간 b의 종료로

부터 단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b에 있어서의 장치 본체의 운동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도, 시스템 상태를 전환하여 HDD(31) 등의 주변 장치를 기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속도 정보의 이력을 참조하여 일정 시간 안에 장치 본체가 운동한 형적(가속도의 변동)이 없으면, 임베디드 컨트롤러

(41)는 신호 "LOWBAT#"을 무효(도시한 예에서는 하이 레벨)로 하여, 시스템 상태가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다(도 5의 굵은 선).

한편, 마지막으로 가속도의 변동을 기록하고 나서 일정 시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신호

"LOWBAT#"을 유효(도시한 예에서는 로우 레벨)인 채로 유지한다(도 5의 파선). 이에 따라, 통상의 가동 상태로의 복귀

이벤트가 발생하여도, 시스템 상태가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해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상의 동작 후,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일단 정지하고, 일정 시간(250 밀리 초) 후에 재기동한다. 여기서, 이 정지 중에

복귀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재기동 후에, 우선, 버튼이나 베이 등의 하드웨어의

상황을 조사하고, 전원의 상태(전압, 온도 등)를 조사하여, 복귀 이벤트를 검출한다. 그렇게 하면, 임베디드 컨트롤러(41)

는 신호 "LOWBAT#"을 조사하여, 유효하면(도 5의 파선), 현재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고, 시스템 상태를 통상의 가동 상

태로 복귀시키지 않는다. 한편, 신호 "LOWBAT#"이 무효라면(도 5의 굵은 선), 임베디드 컨트롤러(41)는 신호 "WAKE#"

을 발행하여 I/O 브리지(21)에 송신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 상태는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통상의 가동 상태로 이행한다.

이상 설명한 동작예에서는, 컴퓨터 시스템(10)의 시스템 상태가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통상의 가동 상태로 복귀하는 경우

를 예로 하여, 임베디드 컨트롤러(41), 가속도 센서(60) 및 I/O 브리지(21)의 동작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실시예는

HDD(31)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스템 상태의 전환을 장치 본체가 정지할 때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시스템 상태의 전환에 따

라 HDD(31)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 널리 적용 가능하다. 즉, 스탠바이 상태에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동적으로

중지 상태로 이행하는 제어에 있어서도, 중지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16)에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를 HDD

(31)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 의해,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스템 상태의 전환을 행하

지 않고,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통상의 가동 상태로부터 스탠바이 상태로 이행하는 경우와 같이, HDD

(31)에의 액세스를 수반하지 않고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실시예에 의한 가속도 센서(60)의 검지 정보에 기초한 제

어를 행하지 않고 시스템 상태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는, HDD(31)에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태의 전환에 따르는 HDD(31)를 포함한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을 제어하기 위해서, HDD(31) 이외에도 장치 본체의 진동이나 이동이라는 물리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

기 쉬운 주변 장치를 보호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진동이나 이동이라는 컴퓨터의 물리적인 운동의 유무에 기초하여 시스템 상태

의 전환 제어를 행함으로써,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컴퓨터의 각종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력 소비량이 다른 복수의 상태로 전환 가능한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

장치 본체가 놓여진 물리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장치 상태 판단 수단과,

상기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제어하는 시스템 상태 제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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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비하며,

상기 시스템 상태 제어 수단은 상기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환하고자 할 때에, 상기 장치 상태 판단 수단의 판단에 있어서

상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행하지 않고, 현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

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상태 제어 수단은 상기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에 따라 상기 컴퓨터 장치에 탑재된 하드

디스크 장치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기 현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상태 제어 수단은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의 스테이터스에

기초하여 상기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4.

소정의 주변 장치를 탑재한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제1 제어 회로와,

상기 컴퓨터 장치의 상태를 감시하여 상기 제1 제어 회로에 의한 제어 동작을 제어하는 제2 제어 회로와,

상기 컴퓨터 장치의 장치 본체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

를 구비하며,

상기 제2 제어 회로는 상기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 본체의 상태를 판단하며, 상기 제1

제어 회로에 대하여, 비동작 상태의 주변 장치에 대한 전력 공급을 연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제어 회로는 상기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상기 제1 제어 회로에 대하여, 비동작 상태의 주변 장치에 대한 전력 공급을 연기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제어 회로는 상기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의 이력을 고려하여, 상기 장치 본체의 현

재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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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제어 회로는 컴퓨터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가동 상태에 있어서 정지하고

있는 주변 장치에 대하여 상기 제1 제어 회로가 전력 공급을 재개하는 제어를 연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

치.

청구항 8.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력 소비량이 다른 복수의 상태로 전환 가능한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

하드 디스크 장치와,

상기 시스템의 가동 상태에 따라 상기 하드 디스크 장치에의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와,

컴퓨터 장치 본체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

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가동 상태의 전환에 따르는 상기 하드 디스크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제어를 상기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되는 가속도 정보를 가미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컴퓨터 장치 본체가 운동하

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상기 가동 상태의 전환에 따르는 상기 하드 디스크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개시를 연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의 이력에 기초하여, 상기 컴퓨터 장치 본체

가 운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11.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력 소비량이 다른 복수의 상태로 전환 가능한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의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

제어 방법으로서,

장치 본체의 상태에 관하여 운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환하고자 할 때에, 상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행하지 않고, 현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에 탑재된 하드 디스크 장치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기 현재의 가동 상태

를 유지하는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 제어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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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주변 장치를 탑재한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의 그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제어 방법으로서,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에 기초하여 컴퓨터 장치 본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단계와,

시스템의 가동 상태에 따라 상기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

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에 따르는 상기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개시를 연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 본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가속도 센서로써 검지된 가속도 정보의 이

력이 고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 제어 방법.

청구항 15.

컴퓨터를 제어하여,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력 소비량이 다른 복수의 상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령어와,

상기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컴퓨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시스템

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행하지 않고, 현재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를 행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16.

컴퓨터를 제어하여,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전력 소비량이 다른 복수의 상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령어와,

상기 시스템의 가동 상태의 전환을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컴퓨터 장치 본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시스템

의 가동 상태의 전환에 따르는 주변 장치에의 전력 공급의 개시를 연기하는 제어를 행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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