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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보조기억장치의 교체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서, IDE 인터페이스부(11)를 통해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IDE 콘트롤러(12)가 내장되어 있는 사우스 브리지(10); 상기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

널에 접속되는 하드디스크(20); CD-ROM 드라이브 등의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되는 스왑 베이(30); 상기 스왑 

베이(30)에의 보조기억장치 장착시 스위칭 연결되는 스위치 로직(40); 및 키보드 콘트롤러인 H8 콘트롤러(50)를 포

함하여 구성되어,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에서 장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형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휴대용 컴퓨터, Primary 채널, Secondary 채널, Swap Bay, ID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두 개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IDE 콘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는 칩셋을 도

시한 것이고,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

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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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우스 브리지 11 : IDE 인터페이스부

12 : IDE 콘트롤러 20 : 하드디스크

30 : 스왑 베이 40 : 스위치 로직

50 : H8 콘트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보조기억장치의 교체사용이 가능하도

록 한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컴퓨터(Portable Computer)는 데스크 탑 컴퓨터(Desk Top Computer)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

벼워 휴대가 간편한 시스템으로서, 휴대용 컴퓨터의 경우에도 데스크 탑 컴퓨터와 동일하게 2개의 채널, 즉 프라이머

리 채널(Primary Channel)과 세컨더리 채널(Secondary Channel)을 갖는 IDE(Integrated Drive Electronics) 인터

페이스 방식을 사용한다.

휴대용 컴퓨터는 데스크 탑 컴퓨터와 달리 주변장치를 내장하기 위한 공간이 적음으로 대부분의 경우 최대 2개의 ID

E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그 예로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두 개의 채널중에서 프라이머리 채널에는 주기억장

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세컨더리 채널에는 시디롬 드라이브(또는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보조기억장

치가 접속되며, 이때 휴대용 컴퓨터의 소형화를 위해 대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휴대용 컴퓨터에 내장되지만 시디

롬 드라이브는 스왑(Swap), 즉 착탈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와 같이, 스왑 가능한 형태의 IDE 디바이스를 장착하기 위해 휴대용 컴퓨 터에 구비된 영역을 스왑 베이(Swap Bay

)로, 이 스왑 베이에 장착되는 보조기억장치들을 스왑 베이 디바이스로 부른다.

상기 스왑 베이 디바이스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가 두 개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마스터(Master

)로 설정되고,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슬레이브(Slave)로 설정된다.

한편, 휴대용 컴퓨터를 위한 칩셋 개발자들은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에 탑재되는 칩셋들을 보다 향상된 성능과 효율적

인 전원소비, 그리고 가능한 적은 사이즈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텔사에서

는 휴대용 컴퓨터를 위한 440MX 칩셋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440MX 칩셋은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 즉 프라이머리 채널만을 지원하므로 보조기억장치의 Swap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서, 주기억장치 접속을 위한 단일 IDE 인터페

이스 채널만을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보조기억장치의 교체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는, 단일 IDE 인

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IDE 인터페이스 채널에 접속되는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

치가 착탈되는 스왑 베이; 상기 스왑 베이에의 보조기억장치 장착시, 내부적으로 스위칭 연결되는 스위칭수단; 및 상

기 스왑 베이에의 상기 보조기억장치 착탈여부에 따라 상기 스위칭수단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여, 장착된 상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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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장치를 상기 IDE 인터페이스 채널에 접속시키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

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

로서, IDE 인터페이스부(11)를 통해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IDE 콘트롤러(12)가 내장되어 있는 사

우스 브리지(10); 상기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에 접속되는 하드디스크(20); CD-ROM 드라이브 등의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되는 스왑 베이(30); 상기 스왑 베이(30)에의 보조기억장치 장착시 스위칭 연결되는 스위치 로직(40)

; 및 키보드 콘트롤러인 H8 콘트롤러(5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에서, 상기 사우스 브리지(10)는 내장된 IDE 콘트롤러가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프라이머리 채널)을 지원

하는 440MX 칩셋이다.

그리고, 상기 스왑 베이(30)는 IDE 인터페이스 방식의 스왑 베이 디바이스(FDD, CD-ROM, DVD-ROM, DVD-COM

BO 등)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마더보드에는 바이오스(BIOS) 프로그램과, 각종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및 

O/S가 저장되어 있는 플래시 롬(ROM)이 장착되어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에서 마스터로 설

정된 상기 하드디스크(20)는 하나의 IDE 인터페이스 채널(P-Ch)만을 갖는 상기 IDE 콘트롤러(12)의 하나의 채널(P

-Ch)에 접속되고, 상기 스왑 베이(30)에 장착되는 스왑 베이 디바이스는 슬레이브로 설정되어 상기 P-Ch에 접속된

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에서는, 우선 상기 휴대용 컴

퓨터의 전원인가 상태에서, 상기 스왑 베이(30)에 스왑 베이 디바이스(예를 들어, CD-ROM 드라이브)가 장착되면 상

기 H8 콘트롤러(50)는 BayAttached#을 폴링(Polling)하고 있다가 디바이스 장착을 감지한다.

상기 스왑 베이 디바이스 장착을 감지한 상기 H8 콘트롤러(50)는 SCI(System Control Interrupt)#을 사용해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장착됨을 상기 사우스 브리지(10)에 통보하고, OS는 상기 H8 콘트롤러(50)에 쿼리(Query)하고 상

기 H8 콘 트롤러(50)로부터 발생한 Query ID에 맞는 이벤트를 실행한다.

그리고, 상기 이벤트에서 BIOS는 SMI(System Management Interrupt) Handler(상기 스왑 베이(30)에 연결된 GPIO

포트를 통해 Bay ID를 리드함)를 실행하는데, 상기 SMI Handler는 시스템 BIOS가 파워 매니지먼트(Power Manage

ment)나 디바이스의 상태(Status)를 변경하고자 할 때 Priority 1로 실행되어지는 서비스 루틴이다.

다음으로, 상기 스왑 베이(30)에 장착된 디바이스가 IDE 디바이스이면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위한 상기 IDE 콘트롤러

(12)의 Slave IDE Timing Register를 인에이블(Enable)하고 SMI Handler를 실행한다.

상기 SMI Handler에서는 상기 스왑 베이(30)를 파워온시키고, BayIDE_EN#을 어서트(Assert)하도록 하는 커맨드를

상기 H8 콘트롤러(50)로 전송하며, 현재 마스터인 상기 하드디스크(20)의 동작모드를 저장한 후 BayIDEReset#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상기 스위치 로직(40)은 내부적으로 스위치 연결된다.

상기 BayIDEReset# 수행후, 상기 SMI Handler에서는 상기 하드디스크(20)의 리셋후 이전 저장된 상기 하드디스크(

20)의 동작모드로 복귀하는 한편, OS에 상기 스왑 베이(30)에 장착된 IDE 디바이스(CD-ROM 드라이브)를 체크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OS는 상기 스왑 베이(30)에 장착된 스왑 베이 디바이스를 체크하고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본 발명에서는 별도의 세컨더리 채널 없이도 프라이머리 채널만을 이용하여 보조기억장치를 교

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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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는, 주기억장치의 접속을 위

한 단일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보조기억장치를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

치의 효율성 증대 및 소형화를 추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일 IDE 인터페이스 채널을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IDE 인터페이스 채널에 접속되는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가 착탈되는 스왑 베이;

상기 스왑 베이에의 보조기억장치 장착시, 내부적으로 스위칭 연결되는 스위칭수단; 및

상기 스왑 베이에의 상기 보조기억장치 착탈여부에 따라 상기 스위칭수단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여, 장착된 상기 보

조기억장치를 상기 IDE 인터페이스 채널에 접속시키는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

능한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IDE 인터페이스 채널은 프라이머리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기억장치는 IDE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접속된 주기억장치는 마스터로, 보조기억장치는 슬레이브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왑 베이 디바

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장착된 상기 보조기억장치를 파워온시키고 상기 파워온된 보조기억장치의 리셋전에 상기 주기억장

치의 현재의 동작모드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보조기억장치의 리셋후에 상기 저장된 주기억장치의 동작모드를 복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왑 베이 디바이스가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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