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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호스트 시스템과 호스트 어댑터 사이에서 입출력 블록을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방법과 장치

(57) 요약

입출력(I/O) 시스템 상의 입출력 호스트 어댑터(116)는 호스트 시스템(102)으로부터 복수개의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다른

입출력 장치(132 내지 134)로 전송되는 입출력 요구들을 처리한다. 호스트 어댑터(116)는 호스트 메모리(106) 상의 요구

대기열(110)으로부터 호스트 어댑터 메모리(138)상의 요구 버퍼(210)로 입출력 요구(명령 블록)들을 자동적으로 전송하

는 회로(202)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호스트 어댑터는 호스트 어댑터 메모리(138) 상의 응답 버퍼(212)로부터 호스트 시

스템 메모리(102)상의 응답 대기열(212)로 입출력 응답(상태 블록)들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전송 작업

을 자동화함으로써, 호스트 어댑터(116) 상의 프로세서(112)의 처리부하가 감소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의 각 단계를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호스트 어댑터 상의 프로세서가 입출력 명령 블록을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 블록 버퍼(command block buffer)로, 입출력 명령 블록(I/O command block)을 자동적으로 적재하는 방

법:

어느 때에 요구 대기열(request queue)에 새로운 명령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 대기열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상기 요구 대기열에 있는 상기 새로운 명령의 주소를 결정하는 단계;

호스트 어댑터의 로컬 메모리상의 명령 블록 버퍼에 상기 새로운 명령을 저장할 공간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새로운 명령이 상기 명령 블록 버퍼에 적재될 경우, 입출력 명령 블록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를 저장할 공간이 있는

지를 결정하는 단계;

이용 가능한 버퍼 위치(buffer location) 목록으로부터 식별된 버퍼 주소(buffer address)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새로운 명령 주소로부터 상기 버퍼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버퍼 주소를 채워진 버퍼 위치(filled buffer location)의 목록에 기록하는 단계.

등록특허 10-0701419

- 2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대기열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는 호스트 시스템과 호스트 어댑터 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최소한 하나

이상의 호스트 어댑터 상의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출력 명령 블록을 자동적으로 적재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새로운 명령 주소로부터 버퍼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는 직접 메모리 접근(direct memory access, DMA) 작동방

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출력 명령 블록을 자동적으로 적재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어댑터는 파이버 채널(Fiber Channel) 호스트 어댑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출력 명령 블록을 자동적으로 적재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시스템 및 호스트 어댑터는 주변 구성요소 접속(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CI) 버스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출력 명령 블록을 자동적으로 적재하는 방법.

청구항 6.

다음의 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호스트 어댑터로 전송되는 입출력 명령의 처리를 촉진하는 회로:

호스트 어댑터 RAM;

호스트 메모리 상의 요구 대기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유닛(이때, 상기 모니터링 유닛은 입출력 요구들의 감지에

응답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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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니터링 유닛에 감응하는 데이터 검색 유닛(이때, 상기 데이터 검색 유닛은 입출력 요구를 포함하는 상기 요구 대기

열 상의 특정 위치로부터 호스트 어댑터 RAM 상의 버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버퍼 주소는 호스트 어댑터 RAM 상의 이

용 가능한 목록으로부터 판독되며, 상기 데이터 검색 유닛은 상기 버퍼 주소를 호스트 어댑터 RAM 상의 채워진 버퍼 목록

에 기록한다); 및,

상기 버퍼로부터 전송된 상기 입출력 명령을 판독하기 위한 프로세서(이때, 상기 버퍼주소는 상기 채워진 버퍼 목록으로부

터 판독되고, 상기 프로세서는 입출력 명령을 처리한 다음 상기 버퍼 주소를 이용 가능한 버퍼 목록에 기록한다).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유닛은 호스트 시스템과 호스트 어댑터 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호스트 어댑터 상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을 하는

회로.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검색 유닛은 직접 메모리 접근 작동방법을 설정함으로써 요구 대기열로부터 호스트 어댑터 RAM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어댑터는 파이버 채널(Fiber Channel) 호스트 어댑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시스템 및 호스트 어댑터는 주변 구성요소 접속(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CI) 버스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11.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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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니터링 유닛 및 상기 데이터 검색 유닛은 어댑터 RAM으로부터 전달된 지시를 실행하는 단일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12.

다음의 각 단계를 포함하는, 호스트 어댑터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입출력 상태 블록(I/O status block)들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방법:

어댑터 RAM 상의 채워진 버퍼 목록을 모니터링하는 단계(이때, 상기 목록은 입출력 상태 블록을 포함하는 어댑터 RAM

상의 버퍼들을 식별한다);

채워진 버퍼 목록의 엔트리로부터 전송된 입출력 상태 블록이 저장되는 버퍼 주소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어댑터 RAM으로부터 호스트 메모리 상의 응답 대기열로, 상기 입출력 상태 블록을 전송하는 단계; 및,

어댑터 RAM 상의 비어 있는 버퍼 위치에 상기 버퍼 주소를 기록하는 단계.

청구항 13.

다음을 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호스트 어댑터로부터 호스트 컴퓨터로 입출력 상태 블록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회로:

호스트 어댑터의 RAM 상에 있는 채워진 버퍼 목록을 모니터 하는 모니터링 유닛(이때, 상기 모니터링 유닛은 채워진 버퍼

목록에 입력되는 새로운 엔트리의 감지에 응답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모니터링 유닛에 감응하는 데이터 검색 유닛(이때, 상기 데이터 검색 유닛은 채워진 버퍼 목록의 엔트리에 의하여 인

식된 호스트 어댑터 RAM 상의 버퍼로부터 호스트 시스템 상의 응답 대기열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버퍼 주소는 호스

트 어댑터 RAM 상의 채워진 목록으로부터 판독되며, 상기 데이터 검색 유닛은 호스트 어댑터 RAM 상의 비어 있는 버퍼

목록에 상기 버퍼 주소를 기록한다); 및,

상기 입출력 상태 블록을 상기 버퍼에 기록하는 프로세서(이때, 상기 버퍼주소는 상기 비어 있는 상태 블록을 기록한 다음,

상기 버퍼 주소를 채워진 버퍼 목록에 기록한다).

청구항 14.

다음의 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호스트 어댑터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호스트 시스템

으로부터 호스트 어댑터로의 입출력 명령 전송을 자동화하는 회로:

호스트 시스템의 메모리 내에 있는 요구 대기열을 모니터 하는 모니터링 회로(이때, 상기 모니터링 회로는 요구 대기열 상

의 입출력 명령 블록의 감지에 응답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및,

상기 모니터링 유닛에 감응하는 데이터 검색회로(이때, 상기 데이터 검색회로는 상기 신호에 감응하여 입출력 명령 블록을

호스트 어댑터의 버퍼로 전송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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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입출력 요구(input/output, I/

O)를 처리하는 때에 있어서, 로컬 프로세서 상의 처리 요구를 감소시키는 호스트 어댑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시스템에서,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호스트 시스템) 또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는 호스

트 어댑터에 입출력 요구를 전송하여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주변장치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상기 호스트 어댑터는 주변

장치로 향하는 입출력 요구를 처리한다. 통상, 하나의 어댑터에는 하나 이상의 입출력장치가 사용된다. 또한, 대부분의 호

스트 어댑터는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다중 입출력장치로 전송되는 다중 입출력 요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호스트 어댑터에는, 각 입출력 요구에 대응하는 여러 개의 저급 명령(low-level command)을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구비

되어 있다. 예를 들면,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버스에 장착된 입출력 장치의 경우, 단일 입출력 요구에

는 SCSI 버스 중재명령, 목적 입출력 장치의 선택명령, 데이터 전송 선택명령, SCSI 버스와 입출력 장치의 단속명령, 기타

SCSI 버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다른 명령 등 다양한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많은 양의 입출력 요구를 전송하는 경우, 즉, 부하가 큰 경우에는, 상기 어댑터 프로세서가 많은 양의

요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상기 요구를 처리하기 전에, 요구를 포함하는 프레임은 현재의 요구를 저장하기 위하여 호스트

어댑터에 의하여 사용되는 메모리로 이동되어야 한다. 통상, 상기 어댑터 프로세서는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어댑터 메모

리 영역으로 입출력 요구를 전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어떤 배열에서는, 호스트 시스템은 호

스트 메모리 상의 영역을 요구 대기열(request queue) 또는 응답 대기열(response queue)을 저장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한다. 요구 대기열은 입출력 요구를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호스트 어댑터로 전송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응

답 대기열은 입출력 명령 종료 상태 정보를 어댑터로부터 호스트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배열에서, 상기 어댑터 프로세서는 호스트 메모리 상의 대기열로 가는/오는 프레임을 모니터링하고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

용된다. 많은 양의 입출력 요구가 발생하여 처리되는 경우에는, (어댑터 처리장치가 데이터를 이동시켜야할 필요성에 의하

여 야기되는) 부담(overhead)으로 인하여, 실제 입출력 작업에서 어댑터 처리장치의 처리효율(throughput)을 현저하게

감소된다. 현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요구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데에 시

간이 소요되는 어댑터 프로세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효율의 저하가 보다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다.

주변 입출력장치가 입출력 요구를 처리하는 비율은 호스트 처리장치의 처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어 왔다. 상기 비

율의 향상은 파이버 채널(Fiber Channel) 장치와 같은 보다 빠른 입출력장치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호스트 어댑터가

입출력 요구를 빠르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결국, 입출력 요구와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능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 어댑터와 호스트 시스템 사이의 입출력 요구 및 응답을 촉진하여 하여, 어댑터

처리장치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입출력 명령 블록 및 입출력 상태 블록을 저장하기 위하여 호스트 어댑터 상의 프로세서에 의하여

사용되는 버퍼에/상기 버퍼로부터 상기 입출력 명령 블록 및 입출력 상태 블록을 적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댑

터 버퍼에 입출력 명령 블록을 적재하는 방법은 요구 대기열을 검색하여 새로운 명령이 상기 요구 대기열에 존재하는지를

모니터한다.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버퍼 위치의 목록으로부터 버퍼 주소가 검색된다. 요구 대기열의 데이터는 검색된 주

소가 지시하는 위치에서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어댑터로 전송된다. 일단, 데이터가 버퍼로 전송된 다음에는, 버퍼의 주소

가 채워진 버퍼 위치 목록에 기록된다. 어댑터 프로세서는 상기 버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하여 채워진 목록

의 주소를 이용하여 입출력 명령 블록을 판독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호스트 어댑터 버퍼로부터 전송된 입출력 상태 블록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방

법은 어댑터 RAM 상의 응답 버퍼 목록을 모니터링하는 바, 상기 목록에는 입출력 상태블록이 포함되어 있다. 입출력 상태

블록 버퍼의 주소는 채워진 응답 버퍼의 목록으로부터 결정된다. 다음으로, 입출력 상태 블록이 어댑터 RAM으로부터 호

스트 메모리 상의 응답 대기열로 전송된다. 마지막으로, 버퍼가 또 다른 입출력 상태 블록에 이용될 수 있도록 버퍼주소가

비어 있는 버퍼 위치 목록에 기록된다. 상기 어댑터 프로세서는 응답 정보를 포함하는 입출력 상태 블록들을, 비어 있는 목

록 엔트리에 의하여 인식된 버퍼에 기록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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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태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처음에는 호스트 버스 어댑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일반적인 형태

와 작업 방법을 설명한 다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의 구체적인 형태와 작업방법을, 호스트 버스 어댑터의 상기 일

반적인 형태와 작업방법을 참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태양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100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상기 컴퓨터 시스템 100은 호스트 컴퓨

팅 시스템 102, 첫 번째 버스 114, 호스트 버스 어댑터 116, 두 번째 버스 130 및 다수의 주변 입출력 장치 132 내지 134

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호스트 시스템 102는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 및 메모리 106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메모리 106의 최소한 일

부는, 요구 대기열 110 및 응답 대기열 112와 같이,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와 호스트 버스 어댑터 116사이에 공유

되어 있는 메모리이다. 상기 요구 대기열 110 및 응답 대기열 112는 입출력 요구 및 입출력 응답에 관련된 명령 및 상태정

보를 저장한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버스 114 및 130은 시스템 버스, 입출력 버스, 또는 네트워크버스라 불리기도 한다. 한 배열에서, 첫 번

째 버스 114는 주변 구성요소 접속(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CI) 버스이고, 두 번째 버스 130은 파이버 채

널(Fiber Channel)일 수도 있다. 상기 파이버 채널은 SCSI(Small Computer Standard Interface) 명령 형식에 따라 배열

될 수도 있다. 또한, 두 번째 버스 130은 SCSI 버스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 상기 첫 번째 버스 114는 호스트 시스템

102와 호스트 버스 어댑터 116사이의 정보소통을 도와주고, 두 번째 버스 130은 호스트 어댑터 116과 주변 입출력 장치

132 내지 134의 정보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116은 시차 신호(differential signal), SCSI 한방향 신호(SCSI single-ended signal), 파이버 채널 신

호(Fiber Channel) 등을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도록 배열될 수도 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116은 호스트 어댑터 118, 리드

-온리 메모리(ROM) 136 및 임의-접근 메모리(RAM) 138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상기 ROM 136은 부팅 가능한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메모리(flash programmable ROM, FROM)를 이용하여 배열될 수도 있다.

호스트 어댑터 118은 프로세서 122, DMA 제어기(Direct Memory Access controller) 125 및 SCSI 실행 프로토콜(SCSI

executive protocol, SXP) 엔진 128을 포함한다. 한 배열에서, 상기 프로세서 122로서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가 사용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DMA 제어기는, 어댑터 프로세서 122의 도움없이 어댑터 RAM으로/어댑터 RAM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

는데 이용되는 다수의 DMA 채널을 제어한다. 한 예시적인 실시태양에서, DMA 제어기는 명령을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명령 DMA 채널(참조: 도 2) 및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이터 DMA 채널(참조: 도 2)을 제어한다.

ROM 136은, 호스트 메모리 106 상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또는 어댑터 보드 ROM 상의 부팅 가능한 (플래시)코드에 의

하여 부팅시 RAM으로 다운로드되는(즉, 초기화되고, 적재 또는 배열되는) RISC 코드 또는 펌웨어를 저장한다. 상기 펌웨

어는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로부터 전송된 입출력 요구 및 입출력 명령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세서 122에 의

하여 실행된다. SXP 엔진 128은 입출력 요구에 대응하는 저급 명령(low-level command)들을 처리한다.

주변 입출력 장치 132 내지 134는 테이프 드라이브, 디스크 드라이브, 비디오 디스크 드라이브(VDD), 디지털 비디오 디스

크 드라이브(DVD), RAID(Redundant Arrays of Inexpensive Disks), CD-ROM, 스캐너 및 프린터와 같은 것들이다.

이하에서는, 도 1을 참조하여 컴퓨터 시스템 100의 일반적인 사용 및 작업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호스트 마이크로프로

세서 104는 요구 대기열 110에 주변 입출력 장치 132 내지 134로 향하는 입출력 요구들을 저장한다. 호스트 어댑터 118

은, 호스트 메모리 106으로부터 PCI 버스 114를 경유하여 전송되는 입출력 요구들을 검색한다. 한 배열에서, 상기 호스트

어댑터 118은 호스트 메모리 106으로부터 DMA를 경유하여 전송된 입출력 요구들을 판독한다. 호스트 어댑터 118은 호

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여러 개의 입출력 작업들 및 데이터 전송들을 관리할 수 있다.

프로세서 122는 입출력 요구들을 분석하고, SXP 엔진 128을 프로그램하여 입출력 작업을 설정한다. 이어, SCSI 버스

130을 경유하여, 요구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또는 저장하기 위한 주변 입출력 장치 132 내지 134로 명령들을 전송함으

로써, 상기 입출력 요구들이 실행된다. 한 배열에서는, 호스트, 어댑터 118은 호스트 106으로부터 DMA 작업을 경유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이들을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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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호스트 어댑터 118의 입출력 명령 전송 자동화 부분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들을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호스트 어댑

터 118은 한 쌍의 DMA 채널 124 및 126을 통하여 첫 번째 버스 114에 연결되어 있다. 명령 DMA 채널 124는 입출력 명

령 정보를 호스트 메모리 108로 전송하거나, 또는 이로부터 전송받는데 사용된다. 상기 명령 DMA 채널 124는 중개장치

(arbiter) 206에 의하여 제어되는 경로를 통하여 인바운드 논리 회로(inbound logic circuit, 이하, `인바운드 로직`이라고

도 함) 202 및 아웃바운드 논리 회로(outbound logic circuit, 이하, `아웃바운드 로직`이라고도 함) 204에 연결되어 있

다. 중개장치 206은 인바운드 로직 202 및 아웃바운드 로직 204가 명령 DMA 채널 124 및 데이터 DMA 채널 126에 실질

적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인바운드 로직 202 및 아운바운드 로직 204는 어댑터 RAM 138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바운드 로직 202 및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어댑터 레지스터 세트 120에 있는 메일박스 레지스터(mailbox

register) 208에 연결되어 있다. 어댑터 프로세서 122는 어댑터 RAM 138 및 어댑터 레지스터 세트 120에 연결되어 있다.

어댑터 프로세서 122는 또한, 인바운드 로직 122 및 아웃바운드 로직 204에 추가로 연결되어 있어서, 채워진 목록, 또는

논리회로에 대응되는 비어 있는 목록 상의 포인터 값(pointer value)이 갱신된다.

도 3은 입출력 명령 처리 요소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상태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호

스트 시스템 102에는 요구 대기열 110 및 응답 대기열 112를 포함하는 메모리 106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 호스트 시스템

102는 데이터의 전송을 촉진하며, 호스트 버스 어댑터 116을 포함하는 주변장치와 통신하는 버스 114에 연결되어 있다.

명령 DMA 채널 124는 메모리 106으로 또는 이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첫 번째 버스 114에 연결되어 있다. 중개

장치 206은 명령 DMA 채널 124와, 인바운드 로직 202 및 아웃바운드 로직 204 유닛들 사이에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중개장치 206은 명령 DMA 채널 124로의 접근을 제어하는데 사용되어, 로직 유닛 202, 204중 어느 하

나가 명령 DMA 채널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다. 중개장치 206은 이미 당업계에 널리 알려진 순차순환(round robin) 중개

방법을 이용하여 인바운드 로직 202 및 아웃바운드 로직 204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상기 중

개장치는 데이터 DMA 채널 126 및 명령 DMA 채널 124가 첫 번째 버스 114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여, 이들 채널 중 어

느 것도 상기 버스를 균형이 맞지 않게 제어할 수 없도록 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 및 채워진 요구목록 304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인바운드 로직 202는 채워

진 요구목록 304로 향하는 기록 액세스(write access)를 가지고 있으며,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로 향하는 리드-온리 액

세스(read-only access)를 가지고 있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어댑터 RAM 138에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또한, 인바

운드 로직 202는 메일박스 레지스터 208에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바운드 로직 202를 요구 대기열 110을 향하는

트랙 포인터(track pointer)에 인에이블 시킨다.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 및 채워진 응답목록 308에 연결된다. 상기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채워

진 응답목록 308로 향하는 리드-온리 액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으로 향하는 기록 액세스를 가지고

있다.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어댑터 RAM 138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으며, 또한,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메

일박스 레지스터 208에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웃바운드 로직 204를 응답 대기열 112를 향하는 트랙 포인터(track

pointer)에 인에이블시킨다.

어댑터 프로세서 122는 어댑터 메모리 138에 연결되어 있어서, 요구 버퍼 210으로부터 전송된 입출력 명령들을 판독하

며, 응답 버퍼 212에 상태정보를 기록한다. 상기 어댑터 프로세서 122는 채워진 요구목록 304 및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

으로 향하는 리드-온리 액세스를 가지고 있다.

도 4는 요구 대기열 110으로부터 어댑터 RAM 138 상의 입출력 요구 버퍼 영역 210로 입출력 요구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적 저장 소자(local storage element)들을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상기

저장 소자들에는 요구 대기열 110, 입력 우펀함(IMB) 레지스터 세트 410(이하, `입력 메일박스`라 함), 출력 메일박스

(OMB) 레지스터 세트 412(이하, `출력 메일박스`라 함), 비어 있는 요구 버퍼 목록 302(이하, `비어 있는 요구목록`이라

함), 채워진 요구 버퍼 목록(이하, `채워진 요구목록`이라 함), 입출력 요구 버퍼들 210 및 DMA 버퍼 대기열 418가 포함

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요구 대기열 110은, 호스트 어댑터 118로 가는 중개장치인 바, 이를 통하여 호스트마이

크로프로세서 104가 다양한 명령들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입출력 명령 블록들(IOCBs) 전송하기 위하여 입출력 명령들을

전송하게 된다. 요구대기열 110은 원형의 고정된 길이의 선입선출(first-in-first-out, FIFO) 엔트리로 배열되는 것이 유

리하다. 설명된 실시예에서는, 요구대기열 110은 각각 64 바이트씩을 포함하는 128 개의 엔트리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

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명령 및 상태정보가 원형의 대기열 대신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 구조(예를 들면, 스택)에 저장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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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대기열 110 및 응답 대기열 112 각각에는 지표 역할을 하는 인-포인터(in-pointer) 및 아웃-포인터(out-pointer, 미

도시)가 구비되어 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116의 펌웨어는 어댑터 램 138에 인-포인터 변수(in-pointer variable) 및 아

웃-포인터 변수(out-pointer variable)로 구성된 세트를 저장한다. 호스트 메모리 106은 자신의 인-포인터 변수와 아웃-

포인터 변수(미도시) 세트를 이용한다. 인-포인터 변수 및 아웃-포인터 변수 각각은 하기의 식을 이용하여, 대기열 110 및

112 중 하나의 주소에 대응하는 주소로 전환된다:

주소 = 기본 주소(base address) + (프레임 크기 X 포인터 지표 값)

요구 대기열 110이 가득 채워진 상태인가 있는가, 비어 있는 상태인가 또는 부분적으로 채워진 상태인가에 대한 결정은,

입력 메일박스 410의 요구 대기열 인-포인터(REQ_IN_POINTER) 402 및 출력 메일박스 412의 요구 대기열 아웃-포인터

(REQ_OUT_POINTER) 404를 참조하여 결정된다. 요구 대기열 인-포인터 402는 요구 대기열 110의 엔트리 중 마지막

엔트리를 표시한다. 요구 대기열 아웃-포인터 404는 요구 대기열 110의 첫 번째 엔트리를 가리킨다. 요구 대기열 인-포인

터 402가 요구 대기열 아웃-포인터 404보다 적은 때에는(환상의 대기열을 둘러싸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는 요구 대기열

110이 가득 채워진 상태임을 있음을 의미한다. 가득 채워진 요구 대기열 110은 대기열 전체의 길이보다 하나 적은 수의 엔

트리를 포함한다. 요구 대기열 인-포인터 402가 요구 대기열 아웃-포인터 404와 같은 때에는, 요구 대기열 110이 비어 있

음을 의미한다. 요구 대기열 110의 비어 있는(이용 가능한) 대열 엔트리의 수는, 요구 대기열 아웃-포인터 404로부터 요

구 대기열 인-포인터를 뺀 값으로(둘러 싸는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요구 대기열 110의 엔트리들은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에 의하여 정렬되는 바,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104는 입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402의 요구 대기열 인-포인터 402를 제어한다. 요구 대기열 110의 엔트리들은 호스트 어댑터 118의

인바운드 로직(참조: 도 5)에 의하여 정렬상태가 흩어지게 되는 바, 상기 인바운드 로직은 출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412의

요구 대기열 아웃-포인터 408을 제어한다. 요구 대기열 110의 각 엔트리는 하나의 IOCB를 보유한다.

도 4를 이용하여 도 1의 인터페이스 레지스터 120의 일부분인 내부 메일박스 레지스터(internal mailbox register)들을

설명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각 메일박스 레지스터들의 길이는 16비트이다. 입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410은 호스트 마

이크로프로세서 104에 의하여 기록되고, 호스트 어댑터 118에 의하여 판독된다. 입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410는 호스트마

이크로프로세서 104로부터 호스트 어댑터 118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출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412는 호스트 어

댑터 118에 의하여 기록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104에 의하여 판독된다. 출력 레지스터 412는 호스트 어댑터 118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 104로 상태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 및 채워진 요구목록 304는 어댑터 RAM 138의 입출력 요구 버퍼 210을 추적하는데 사용된다. 비

어 있는 요구목록 302 및 채워진 요구목록 304는 FIFO 데이터 구조로 장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는, 프로세서 122가 입출력 요구 프레임에 할당한, 어댑터 RAM 138의 요구 버퍼 210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입출력 버퍼 210의 기본 주소는 인바운드 로직 202에 판독 가능한 레지스터(미도시)에 저장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상

기 기본 주소를,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의 엔트리 및 채워진 요구목록 304의 엔트리들에 의하여 지시된 입출력 버퍼들의

메모리 주소들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DMA 버퍼 418 세트는 명령 DMA 채널 124가 현재의 DMA 요구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DMA 버퍼 418은 FIFO 데이터 구조로 장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바운드 로직 202의 작업방법을 도 1 내지 도 4 및 도 5의 상태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초기화 상

태 502로부터 시작되는 바, 여기에서, 어댑터 프로세서 122가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를 설정하여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

표가 입출력 버퍼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일단, 어댑터 프로세서 122가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를 적재하면, 인바운드

로직 202는 메일박스 검사 상태 504로 이동한다.

이어,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IOCB를, 요구 대기열 인-포인터 변수에 의하여 지정된 첫 번째

이용가능 엔트리로부터 출발하여, 요구 대기열 110의 다음 엔트리에 적재한다. 포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는 요구 대

기열 인-포인터 변수의 사본을, 요구 대기열 110에 적재된 새로운 숫자로 증가시킨다. 증가된 요구 대기열 인-포인터 변

수는, 요구 대기열 110 내의 다음 순서로 이용 가능한 엔트리의 주소가 된다. 이어,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는 새로

이 증가된 요구 대기열 인-포인터 변수 값을, 입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세트 410에 있는 메일박스 레지스터 3의 요구 대기

열 인-포인터 402에 기록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입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세트 410에 있는 메일박스 레지스터 3을 검

색한다. 요구 인-포인터 402가 요구 아웃-포인터 404와 같아서, 요구 대기열이 비어 있는 상태인 한, 인바운드 로직 202

가 메일박스 검사 상태 504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 일단, 요구 인-포인터 402가 요구 아웃-포인터 404가 더 이상 같지

않게 되면, 호스트가 새로운 요구를 요구 대기열에 기록한 다음과 동일하게, 인바운드 로직 202가 판독 버퍼 상태 506으로

이동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계속하여 요구 대기열 110으로부터 IOCB를 검색한다(또한,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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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로직 202는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로부터 지표를 판독하여, 어댑터 RAM 상의 공간이 새로운 IOCB를 저장하

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검색한다. 만약,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로부터 유효한 공간이 판독되는 경우라면, 즉, 공간

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인바운드 로직 202는 DMA 설정 상태 508로 이동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채워진 요구목록 305

에서 엔트리가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색하여, 버퍼 영역 410으로 전송되면 IOCB의 주소를 허용할 공간

이 있는지를 검색한다. 채워진 요구목록 304가 가득 찬 상태인 한, 인바운드 로직 202는 DMA 설정 단계 508에서 대기하

게 된다. 채워진 요구목록 304에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때에는, 인바운드 로직 202가 DMA 출발 상태 510으로 이동하

게 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명령을 DMA 버퍼 418에 기록하여 DMA 작업을 시작한다. 명령은 소스(source)로서 요구

아웃포인터 404를 하여 결정된 호스트 주소(host address)를 포함하며, 크기(size)로서 입출력 요구 프레임의 크기를 포

함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명령 DMA 120으로부터 오는 “DMA 종료” 메시지를 기다린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명령 DMA 채

널 124로부터 “?DMA 종료” 메시지가 전송되어 오면, 판독 DMA상태 512로 이동한다. 인바운드 로직 202는 DMA 상태

레지스터(미도시)로부터 DMA 상태를 판독한다. 만약, 에러가 발생하면, 인바운드 로직 202는 재시도 상태(retry state)

518으로 이동하여, 이를 프로세서 122에 알린다. 이어, 다시 출발 DMA 상태로 이동한다. 다른 경우, 즉, 명령 DMA 채널

124에 아무런 에러가 없는 경우라면, 인바운드 로직 202는 데이터 이동 상태 514로 이동한다. 이어, 어댑터 프로세서 122

는 요구 대기열 아웃-포인터 변수를 증가시켜, 이 값을 출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세트 412의 메일박스 레지스터 3에 기록

한다. 계속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104가 출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세트 412의 메일박스 레지스터 3을 판독하여, 요구 대

기열 아웃-포인터의 사본을 갱신한다. 또한, 인바운더 로직 202는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로부터 이전에 판독되었던 엔트

리로부터 결정된, 데이터 채널 FIFO(미도시)의 데이터를 요구 버퍼 210으로 이동시킨다. 전송이 종료되면, 인바운드 로직

202는 기록 충전 목록 상태 516으로 이동한다. 이어, 인바운드 로직 202는 비어 있는 요구목록 302로부터 판독된 값을 채

워진 요구목록 304에 기록하여 IOCB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다시, 메일박스 검사 상태 504로 이동한다.

호스트 어댑터 118은 두 번째 버스 130에 접근하여, 주변 입출력장치 132 내지 134에 요구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이들

로부터 검색하여 IOCB(들)을 처리한다. 바람직한 실시 태양에서, 입출력 요구 도중, 호스트 어댑터 118은 지정된 입출력

장치 132 내지 134호부터 데이터를 검색하여, 직접 메모리 106내에 기록한다(참조: 도 1). 상기 설명된 바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처리장치 122는 IOCB를 판독할 수 있게 되기 전에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호스트 RAM으로 정보가 전송되도

록 설정할 필요 없이, 단지 어댑터 IOCB 버퍼 영역의 IOCB 만을 판독하면 된다. 본 발명에 의하여, 프로세서가 IOCB를 처

리하기 전에 처리장치의 사이클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는 바, 결과적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도 6은 어댑터 RAM 138로부터 응답 대기열 112로 입출력 응답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

역적인 저장 소자들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저장 소자들은 응답 대기열 112, 입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세트(이하, `입력 메일박스` 이라 함) 410, 출력 메일박스 레지스터 세트(이하, `출력 메일박스` 이라 함) 412,

비어 있는 응답 버퍼 목록(이하, `비어 있는 응답목록`이라 함) 306, 채워진 응답 버퍼 목록(이하, `채워진 응답목록`이라

함) 308, 입출력 응답 버퍼 212 및 DMA 버퍼 418의 세트를 포함하고 있다.

응답 대기열 112의 엔트리들은 호스트 어댑터 118 내의 아웃바운드 로직 204에 의하여 정렬되는 바, 상기 아웃바운드 로

직 204는 응답 대기열 인-포인터 406을 제어한다. 응답 대기열 112의 엔트리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 104에 의하여 정렬

상태가 흩어지게 되는 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104는 응답 대기열 아웃-포인터 408을 제어한다. 응답 대기열 112의

각 엔트리는 하나의 IOCB를 보유한다.

요구 대기열 110이 IOCB를 보유할 수 있도록 배열된 반면, 응답 대기열 112는 입출력 상태 블록(IOSB)를 보유할 수 있도

록 배열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응답 대기열 112의 구조는 요구 대기열 110의 구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응답 대기

열 112는, 호스트 어댑터 118이 IOSB의 전송에 대한 입출력 응답을 통과시키는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중개하는 바,

이는, SCSI 상태 및 입출력 요구에 관한 기타 다른 정보들을 포함한다. IOSB에는 입출력 요구의 종료나 또는 입출력 요구

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마이크로프로세서 104에 알리는 상태 정보(status information)가 포함되어 있다.

입출력 명령 종료 정보의 처리 및 검색이 준비되면, 호스트 어댑터 118은 엔트리를 응답 대기열 112에 기록함으로써, 호스

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에 보고한다. 만약, 종료된 입출력 명령이 판독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

서 104는 입출력 장치 132 내지 134로부터 검색되어 메모리 106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된다. 응답 대기열

인-포인터 406은 아웃바운드 로직 204에 의하여 제어되어, 응답 대기열 112에 응답이 매번 기록되는 때마다 증가하게 된

다. 응답 대기열 아웃-포인터 408은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에 의하여 제어되어, 응답 대기열 아웃-포인터 408이

응답 대기열 112로부터 응답이 매번 판독되는 때마다 증가한다.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 및 채워진 응답목록 308은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어댑터 RAM상의 입출력 버퍼를 추적하는 데에

사용된다.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 및 채워진 응답목록 308은 FIFO 데이터 구조로 장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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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목록 306은, 프로세서 122가 입출력 요구 프레임에 할당한, 어댑터 RAM 138의 응답 버퍼 212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

고 있다. 입출력 응답 버퍼 212의 기본 주소는 아웃바운드 로직 204에 판독 가능한 레지스터(미도시)에 저장된다. 아웃바

운드 로직 204는 상기 기본 주소를,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의 엔트리 및 채워진 응답목록 308의 엔트리들에 의하여 지시

된 입출력 버퍼들의 메모리 주소들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아웃바운도 로직 204의 작업과정을, 도 1 내지 도 3, 도 6 및, 도 7의 상태 기계 도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아운바운드 로

직 204는, 어댑터 프로세서 122를 기다리는 초기화 상태 702로부터 출발하여,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을 초기화시킴으로

써, 입출력 버퍼 212에 대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표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일단,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이 적재되

면,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가득 채워진 검사상태 704로 이동한다. 이어, 어댑터 프로세서 122는 버퍼의 지표를 채워진

응답목록 308에 기록한다. 아웃바운드 로직 204가 채워진 응답목록 308이 유효한 엔트리인지를 검사한다. 일단, 유효한

엔트리로 판독된다면, 이는 응답이 버퍼에 적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DMA 설정 상태 706

으로 이동한다.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응답 대기열 112에 또 다를 엔트리가 입력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한다.

응답 대기열 112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응답 대기열 인-포인터 값과 응답 대기열 아웃 포인터

값의 차이가 이용된다. 만약, 응답 대기열 112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계속하여 데이터

상태 708로 이동한다. 채워진 응답 대기열 308의 엔트리에 의하여 지시된 위치에 있는 데이터는 DMA 채널 FIFO(미도시)

로 이동한다. 일단, 데이터가 DMA 채널 FIFO에 준비되면,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DMA 출발 상태 710으로 이동한다. 이

어, 응답 대기열 인-포인터에 의하여 목표로 확인된, 그리고, 응답 엔트리의 크기를 크기로서 확인된 주소를 제공하여,

DMA 작업 과정이 시작된다. 이어,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재시도 상태 716으로 이동한다.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프로

세서 122가 에러 상태에 있음을 알린 다음, 다시 출발 DMA 상태 710으로 이동한다. 이와는 달리, 명령 DMA 체널 124로

부터 아무런 에러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비어 있는 기록 상태 714로 이동한다. 이어, 아웃바

운드 로직 204는 채워진 응답목록 308로부터 판독된 지표를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에 기록하여, 버퍼가 다시 프로세서

122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계속하여,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응답 대기열 인-포인터를 증가시키고, 출력 메일박스 레

지스터 세트 412에 있는 메일박스 레지스터 4에 상기 증가된 응답 대기열 인-포인터 값을 기록하여, 호스트 마이크로프로

세서 104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아웃바운드 로직 204는 충전 검사 상태 704로 이동하는 바, 여기에서는, 채워

진 응답목록 308을 모니터한다.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는 응답 대기열 112의 엔트리를 검사하고, 응답 대기열 아

웃-포인터 변수의 사본을 증가시킨다. 일단, 응답 대기열 아웃-포인터 변수와 응답 대기열 인-포인터 변수의 값이 같은 경

우에는, 호스트 마이크로프로세서 104가 응답 대기열 112의 모든 응답들을 판독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댑터 프로

세서 112는 비어 있는 응답목록 306으로부터 검색된 주소에 IOSB를 기록하기만 하면 되고, 이어, 어댑터 RAM 138로부

터 호스트 메모리 106으로의 IOSB 전송을 실질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채워진 요구목록 308에 주소를 허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로직 유닛들이 어댑터 프로세서 122가 수행하여야 할 여러 기능들을 대신

하여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댑터 프로세서 122는 IOCB등이나 IOSB들의 전송을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

었다. IOCB들이 어댑터 RAM에 자동적으로 적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댑터 프로세서 122가 데이터 DMA 채널에 입출

력 요구들을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OSB들이 어댑터 RAM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분담될 수 있게 됨에 다

라, 어댑터 프로세서 122가 응답들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상기 입출력 장치의 속도 증가로 인하여, 어댑터 프

로세서 122로부터 오는 설정 작업의 일정량에 대한 분담이 가능하게 되어, 시템의 성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입출력 처리 효율의 향상을 이용할 수 있는 예로서는 인터넷 서버, RAID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런트 엔드

(database front end) 및 다른 입출력형 컴퓨터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은 입출력 요구의 작업부하량(많은 작업부하 또는 적은 작업 부하), 접근 형태(연속적 또는 임의 접근), 시스템 배열

의 형태, 입출력 장치의 숫자 및 입출력 요구의 형태(대기열 또는 비-대기열 형태)에 관계 없이 응용될 수 있다. 즉, 다른

실시태양에서는 많거나 또는 적은 작업부하량, 연속적 또는 임의 입출력 접근, 다른 수의 입출력 요구 장치 및, 대기열 또

는 비-대기열 형태의 입출력 요구를 가질 수 있다.

이상에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을 예로 들어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당업자에게 자명한 또 다른 실시 태양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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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상기 설명된 본 발명의 특징과 또 다른 특징들을, 호스트 버스 어댑터의 바람직한 실시 태양에 관한 도면을 참

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여러 개의 도면들에서, 동일한 구성요소는 동일 참조번호로 표시되어 있다. 설명된 실시태양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호스트 컴퓨팅 시스템, 다수의 주변 입출력 장치 및 호스트 버스 어댑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설명하는 블

록도이고;

도 2는 호스트 버스 어댑터가 입출력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며;

도 3은 도 2의 호스트 버스 어댑터에서 입출력 명령 처리과정 부분에 관계되는 구성요소들의 논리적인 연결상태를 설명하

는 블록도이고;

도 4는 입출력 요구 인바운드(inbound) 작업에 대응하는 저장 소자(storage element)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상태를 설

명하는 블록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인바운드 논리회로 작업과정을 설명하는 상태도이고;

도 6은 입출력 응답 아웃바운드(outbound) 작업에 대응하는 저장 소자(storage element)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상태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며; 및,

도 7은 본 발명의 아웃바운드 논리회로의 작업과정을 설명하는 상태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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