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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휴대형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 사이의 버스 공유구조를 개선하여 프로그램의 실시간 실행과, 데이터 및 주변기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된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개시된 도킹시스템은, 제1운영체계가 저장된 보조 기억장치와, 입출력기기와, 복수의 확장스롯과, 복수의 포트를 

포함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결여된 도킹스테이션과; 제2운영체계가 저장된 롬(ROM)과, 마이크로프로세

서와, 명령어와 데이터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도킹스테이션의 도킹 여부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운영체계 중 어느 한 운영체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도킹 콘트롤러를 구비한 휴대형 컴퓨터와; 상기 도킹스테이션과

휴대형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도록, 상기 휴대형 컴퓨터와 상기 도킹스테이션 각각에 마련된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의 종래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을 보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을 보인 블록도.

도 3은 도 2의 신호전송유니트 Ⅰ 및 Ⅱ의 일 실시예를 보인 블록도.

도 4는 도 2의 신호전송유니트 Ⅰ 및 Ⅱ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블록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휴대형 컴퓨터 40, 40'...제1신호전송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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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도킹스테이션 60, 60'...제2신호전송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휴대형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 사이의 버스 

공유구조를 개선하여 프로그램의 실시간 실행과, 데이터 및 주변기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된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형 컴퓨터는 데스크 탑(Desk Top)형 컴퓨터에 비하여 기능 이 축약되고 휴대가 용이하도록 된 기기

로, 노트북 컴퓨터 뿐만 아니라 개인휴대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이하, PDA라 함) 및, 핸드 헬드 퍼스널 

컴퓨터(Hand-held Personal Computer; 이하, HPC라 함) 등이 있다.

통상 PDA는 최소한의 정보 저장과, 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RAM), 롬(ROM)을 포함

하여 구성되며, 터치스크린을 통해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된 구조를 가진다. 한편, 이 PDA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와 같은 보조기억장치 대신, 크기가 작고, 별도의 구동장치가 필요없는 프래시 메모리 등의 정보기억장치를 이

용한다.

그리고, 상기 HPC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은 물론, 워드프로세

서, 통신프로그램 등을 탑재하고 있는 기기로, 데스크탑 PC, 노트북 컴퓨터를 보조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PDA, HPC는 직렬포트, 적외선 포트 등을 통하여 데스크 탑 PC, 노트북 컴퓨터 등에 연결되어 사

용된다.

종래의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PDA, HPC와 같은 휴대형 컴퓨터(10)와, 이 

휴대형 컴퓨터(10)가 도킹되는 데스크 탑형 컴퓨터(20)를 구비한다.

도 1을 참조하면, 휴대형 컴퓨터(10)는 소형으로, 최소한의 정보 저장 및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RAM), 롬(ROM),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터치 스크린 및,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액정표시소자(LCD)를 포함한

다. 이 휴대형 컴퓨터는 데스크 탑 컴퓨터와의 연결을 위한 포트I(15)를 가진다. 이 포트I(15)는 직렬포트 또는 적외선

포트로 구성된다.

데스크 탑 컴퓨터(20)는 고성능 및 다기능화를 위한 것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이외에도 하드디스크 드라

이브(HDD), CD-ROM 등의 보조 기억장치, 여러 가지의 확장슬롯, 포트 등을 포함한다. 이 데스크 탑 컴퓨터(20)는 

상기 포트I(15)과의 연결을 위한 포트Ⅱ(25)를 가진다.

이 종래의 도킹 시스템에 있어서, 휴대형 컴퓨터(10)와, 데스크 탑 컴퓨터(20) 각각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마련된 독

립 시스템을 이루며, 포트I(15)과 포트Ⅱ(25)를 전기커넥터를 통해 직렬로 연결함에 의하여 데이터를 비 실시간으로 

상호 전송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시스템은 작업의 주체가 휴대형 컴퓨터(10)와 데스크 탑 컴퓨터(20)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두 컴퓨터(10)(20) 사이에는 데이터 전송만이 가능하다는 단점과, 작업 중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안되므로 프로그램의 실시간 실행이 불가능하여 다운로드에 의하여 두 컴퓨터 사이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휴대형 컴퓨터(10)의 프로그램 실행시에 고성능 데스크 탑 컴퓨터(20)의 HDD, 입출력장치, 메모리, 포트 등의 

자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극히 제한된 작업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휴대형 컴퓨터(10)는 롬(ROM)에 저장된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므로, 구입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확정되므로 성능이 개선된 데스크 탑 컴퓨터(20)에서 수

행 중이던 특정 작업의 수행이 어렵다. 또한, 휴대형 컴퓨터(10)와 데스크 탑 컴퓨터(20) 각각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다르므로 호환성이 떨어진다. 또한, 휴대형 컴퓨터(10)의 기능 확장이 제한되고, 데스크 탑 컴퓨터(20)의 비디오 카드

, 사운드 카드, 랜 카드, 입출력장치 등의 확장유닛의 성능이 개선되어도 이 개선된 확장유닛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단점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휴대형 컴퓨터와 도킹 스테이션 사이의 버

스 공유구조 및, 도킹 스테이션의 구조를 개선하여 프로그램의 실시간 실행과, 데이터 및 주변기기를 공유할 수 있도

록 된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은, 제1운영체계가 저장된 보조 기억장

치와, 입출력기기와, 복수의 확장스롯과, 복수의 포트를 포함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결여된 도킹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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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 제2운영체계가 저장된 롬(ROM)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명령어와 데이터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는 메모

리와, 상기 도킹스테이션의 도킹 여부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운영체계 중 어느 한 운영체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도킹 

콘트롤러를 구비한 휴대형 컴퓨터와; 상기 도킹스테이션과 휴대형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도록, 상기

휴대형 컴퓨터와 상기 도킹스테이션 각각에 마련된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시스템은 제1운영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도킹스테이션(50)과, 

독립된 경우 제2운영체계에 따라 운영되다가 상기 도킹스테이션(50)에 도킹시 제1운영체계로 운영되도록 된 휴대형 

컴퓨터(30) 및, 상기 휴대형 컴퓨터(30)와 상기 도킹스테이션(50) 각각에 마련된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40)(6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도킹스테이션(50)은 통상의 데스크탑 컴퓨터와는 달리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결여되어 있어서, 독자적

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편, 상기 도킹스테이션(50)은 제1운영체계가 저장된 보조 기억장치(HDD),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등의 입출력기기,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모뎀, 랜카드 등이 장착될 수 있도록 된 복수의 확장스롯 및, 직렬 

및 병렬포트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휴대형 컴퓨터(30)가 상기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40)(60)을 통해 도킹시, 상

기 휴대형 컴퓨터(30)의 성능을 고성능화하고, 멀티미디어 구현 등의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휴대형 컴퓨터(30)는 휴대가 용이하도록 된 소형의 컴퓨터로, 제2운영체계가 저장된 롬(ROM), 마이크로프로세

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도킹스테이션의 도킹 여부에 따라 운영체계의 

선택을 콘트롤하는 도킹 콘트롤러(33)를 구비한다. 또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터치 스크린 및, 정보를 표시하기 위

한 액정표시소자(LCD)를 포함한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는 상기 도킹스테이션(50)에 도킹 후에도 계속

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휴대형 컴퓨터(30)와 도킹스테이션(50) 사이의 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다. 상기 

도킹 콘트롤러(33)는 휴대형 컴퓨터(30)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기 롬(ROM)에 저장된 제2운영체계를 선

택하도록 하고, 휴대형 컴퓨터(30)가 상기 도킹스테이션(50)에 도킹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운영체계를 선택하도

록 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도킹 콘트롤러(33)는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40)과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60) 사이의 도킹

상태를 감지하고, 감지된 상태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시키고, 상기 제1 및 제2전호전송유닛(40)(60)의 도킹시 운영

체계가 상기 제1운영체계로 바뀌도록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리셋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서, 휴대형 컴퓨터

(30)의 재시동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도킹스테이션(50) 내의 롬으로부터 롬 바이오스(BIOS) 프로그램을 

읽고, 도킹스테이션(50) 내의 자원을 파악하며, 상기 제1운영체계를 실행시킨다. 따라서, 도킹 후에는 휴대형 컴퓨터(

30)의 운영체계가 제2운영체계에서 도킹스테이션(50)의 운영체계인 제1운영체계로 전환되고, 상기 도킹스테이션의 

자원을 이용하여 일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도킹시스템은 휴대형 컴퓨터(30)와 도킹 스테이션(50)의 도킹에 의하여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자원

공유가 가능하여, 휴대형 컴퓨터(30)를 통해서도 고성능과 다기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40)(60) 각각은 상기 휴대형 컴퓨터(30)와 도킹스테이션(50)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도록, 상기 휴대형 컴퓨터(30)와 상기 도킹스테이션(50) 각각에 마련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른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40)(60)은 입력 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40)은 휴대형 컴퓨터(30)에서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는 제1직렬변환기(42), 

구동용 제1드라이버(43), 입력된 전기적 정보신호를 광학적 정보신호로 변환하는 제1발광부(44), 제1수광부(46), 제

1증폭기(47) 및, 제1병렬변환기(4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제1직렬변환기(42)는 상기 휴대형 컴퓨터(30)로부터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병렬신호를 직렬신호로 변환

한다. 상기 제1드라이버(43)는 상기 제1직렬변환기(43)에서 출력된 신호에 따라 상기 제1발광부(44)를 구동한다. 상

기 제1발광부(44)는 상기 제1드라이버(43)에 의해 구동 발광되어 입력된 전기적 정보신호를 광학적 정보신호로 변환

하여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60)에 전달한다. 이 제1발광부(44)는 반도체 레이저 어레이, 특히 표면광 레이저 어레이

로 구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수광부(46)는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60) 쪽에서 입력된 광학적 정보신호를 수

광하여 전기적 정보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제1증폭기(47)는 변환된 전기신호를 증폭한다. 상기 제1병렬변환기(48)는

상기 제1증폭기(47)를 통해 증폭된 직렬신호를 병렬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60)은 제2직렬변환기(62), 제2드라이버(63), 입력된 전기적 정보신호를 광학적 정보신호로 

변환하는 제2발광부(64), 제2수광부(66), 제2증폭기(67) 및, 제2병렬변환기(6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제2직렬

변환기(62)는 도킹 스테이션에서 출력된 병렬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직렬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2드라이버(63)에 전

달한다. 상기 제2발광부(64)는 상기 제2 드라이버(63)에 의해 구동 발광되어 입력된 전기적 정보신호를 광학적 정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40)의 제1수광부(46)에 전달한다. 상기 제2증폭기(67)는 상기 제1발광부(44

)에서 조사되고 상기 제2수광부(66)를 통해 수광된 후 변환된 전기적 신호를 증폭한다. 이 증폭된 직렬신호는 상기 제

2병렬변환기(68)에서 병렬신호로 변환된다.

여기서, 상기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30)(50) 사이의 광학적 신호의 전송 즉, 제1발광부(44)와 제2수광부(66) 사이 

및, 제2발광부(64)와 제1수광부(46) 사이의 광학적 신호의 전송은 자유공간 또는 광섬유를 매개로 전송된다.

여기서, 상기 제1 및 제2직렬변환기(42)(62)에 입력되는 송신신호 각각은 프리프로세서(Pre-processor)를 통해, 분

석, 분류, 오류정정, 부호화 및 신호 동기화 등이 수행되어 소망하는 프로토콜에 맞게 전송신호가 변경된다.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병렬변환기(48)(68)를 통해 출력되는 수신신호 각각은 포스트프로세서(Post-processor)는 오류정

정 및 신호 동기화를 수행하여 수신된 신호를 제어신호와 데이터 신호로 분류하여, 원래의 전송신호와 같게 변환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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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40')(60')은 전기 접속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즉,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40'

)은 상기 휴대형 컴퓨터(30)로부터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병렬신호를 직렬신호로 변환하는 제1직렬변환기(42'

)와, 전기커넥터를 통해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60')으로부터 입력된 직렬신호를 병렬신호로 변환하는 제1병렬변환기

(48')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60')은 상기 도킹 스테이션(50)에서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병렬신호를 직렬신

호로 변환하는 제2직렬변환기(62')와, 상기 제1직렬변환기(62') 쪽에서 입력된 직렬신호를 병렬신호로 변환하는 제2

병렬변환기(68')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40')(60') 각각은 오류정정 및 신호 동기화 등을 수행하는 프리프로세서 및 포

스트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시스템은 작업의 주체가 휴대형 컴퓨터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휴대형 

컴퓨터와 도킹스테이션 사이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프로그램의 실시간 실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을 통해, 휴대형 컴퓨터의 프로그램 실행시에 고성능 도킹 스테이션의 HDD, 입출력장치, 메모리, 포트 등의 자원

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도킹 스테이션의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상기 휴대형 컴퓨터를 도킹 사용시 성능 

개선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운영체계가 저장된 보조 기억장치와, 입출력기기와, 복수의 확장스롯과, 복수의 포트를 포함하고, 마이크로프로세

서와 메모리가 결여된 도킹스테이션과;

제2운영체계가 저장된 롬(ROM)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명령어와 데이터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도킹스테이션의 도킹 상태를 감지하여 감지된 상태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시키고 상기 도킹스테이션이 도킹시 

운영체계가 상기 제1운영체계로 바뀌도록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리셋시키는 도킹 콘트롤러를 구비한 휴대형 컴

퓨터와;

상기 도킹스테이션과 휴대형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도록, 상기 휴대형 컴퓨터와 상기 도킹스테이션 

각각에 마련된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은,

상기 휴대형 컴퓨터로부터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구동하는 제1드라이버와; 상기 제1드라이버에 의해 구동 발

광되어 입력된 전기적 정보신호를 광학적 정보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에 전달하는 제1발광부와;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 쪽에서 입력된 광학적 정보신호를 수광하여 전기적 정보신호로 변환하는 제1수광부와; 이 제1수광

부에서 출력된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제1증폭기;를 포함하고,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은,

상기 도킹 스테이션에서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구동하는 제2드라이버와; 상기 제2드라이버에 의해 구동 발광

되어 입력된 전기적 정보신호를 광학적 정보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에 전달하는 제2발광부와;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 쪽에서 입력된 광학적 정보신호를 수광하여 전기적 정보신호로 변환하는 제2수광부와; 이 제2수광

부에서 출력된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제2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은,

상기 제1드라이버의 입력단에 마련되어, 상기 휴대형 컴퓨터로부터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병렬신호를 직렬신

호로 변환하는 제1직렬변환기와; 상기 제1증폭기에서 증폭된 직렬신호를 병렬신호로 변환하는 제1병렬변환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은,

상기 제2드라이버의 입력단에 마련되어, 상기 도킹 스테이션에서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병렬신호를 직렬신호

로 변환하는 제2직렬변환기와; 상기 제2증폭기에서 증폭된 직렬신호를 병렬신호로 변환하는 제2병렬변환기;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신호전송유닛 사이의 광학적 신호는 자유공간 또는 광섬유를 매개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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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신호전송유닛은,

상기 휴대형 컴퓨터로부터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병렬신호를 직렬신호로 변환하는 제1직렬변환기와; 상기 제

2신호전송유닛 쪽에서 전기커넥터를 통해 입력된 직렬신호를 병렬신호로 변환하는 제1병렬변환기;를 포함하고,

상기 제2신호전송유닛은,

상기 도킹 스테이션에서 출력된 송신신호를 입력받아 병렬신호를 직렬신호로 변환하는 제2직렬변환기와; 상기 전기

커넥터에 접속되어 상기 전기커넥터를 통해 입력된 직렬신호를 병렬신호로 변환하는 제2병렬변환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도킹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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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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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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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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