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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PCI")버스(220)가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전송(230a)을 지운할 수 있는 장치
와 방법.  그 장치는 복수의 DMA 제어기(230a-230n), 상태머신(360), 및 내부기억소자(340)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DMA 제어기(230a-230n)는 전자 디바이스에 대한 DMA 요청를 상태머신(360)에 전송하고 DMA 
긍정응답을 상태머신(360)에서 전자 디바이스로 전송한다.  상태 머신(360)은 각각의 DMA 전송에 대하여 
두개의 트랜잭션 즉 메모리 사이클과 입력/출력 사이클을, 수행함으로써 DMA 전송을 제어한다.  내부기억
소자(340)는 이 복수의 사이클 DMA 전송에 대하여 버퍼로서 동작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분야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 본 발명은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전송을 이용
하는 종래 디바이스를 업계규격 아키텍쳐("ISA")버스에서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PCI")버스로 이동시키
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초기 발달과정에서, 퍼스널 컴퓨터("PC")는 PC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메모리와, 모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제어기, 오디오 디바이스등과 같은 여러 입력/출력("I/O")디바이스 사이에 통신로를 제공하는 
업계규격 아키텍쳐("ISA")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공지된 바와같이, ISA버스는 대략 8메가헤르즈("MHz")
의 작동비율로 16비트 데이터와 24비트 어드레스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비다중 버스이다.  이 구성은 ISA
버스에 결합된 I/O디바이스가 그 특정 I/O디바이스와 메모리 사이에 DMA채널을 만드는 DMA제어기(예, 인

텔
R
 8237제어기)에 적절히 신호함으로써 DMA전송을 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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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PC의 버스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더 고속화되고 더 고성능이 
됨에 따라, PC의 더 나은 시스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버스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컴
퓨터 산업에서 급격히 통용되는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PCI")버스의 개발을 유발했다.  그 PCI버스는 대
략 33MHz의 비율로 작동하도록 구성된 다중화 32비트 버스이다.  DMA채널을 통해 DMA전송을 지원하는 ISA
버스와 달리, PCI버스는 하나의 버스 마스터가 하나 또는 다수의 버스 슬레이브를 제어하게 하는 멀티마
스터 버스이다.  "버스 마스터"는 버스 사이클을 개시함으로써 버스를 제어하는 디바이스(예, 마이크로프
로세서, 메모리, I/O디바이스, 등)이다.  "버스 슬레이브"는 버스 사이클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지 않고 버스 사이클을 수신만 한다.  이 버스 마스터와 버스 슬레이브는 카드슬롯을 포함하는 다수
의 내부접속을 통해 서로 결합될 수 있다. 

최근에,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PC(100)는 중앙처리장치("CPU")(105), 메인메모리(100)(예, 임의 접근 
메모리 "RAM", 판독 전용 메모리"ROM", 캐시등), 및 두개의 별개 버스, 즉 PCI버스(120)와 ISA버스(130)
로 구성되어 있다.  더 상세하게, CPU(105)와 메인 메모리(110)는 시스템제어기(115), 바람직하게 메모리 
제어기에 결합되어 있고, 이것은 상기 특성을 가진 PCI버스(120)에 결합되어 있다.  PCI버스(120)는 ISA
버스(130)에 결합된 다수의 I/O디바이스(135)와 CPU(105)  또는 메인메모리(110)사이에 통신로를 만드는 
PCI-ISA 브리지(125)를 통해 ISA버스(130)에 결합되어 있다. 

공지된 바와 같이, PCI-ISA브리지(125)는 다른 것중 하나, 두개의 DMA제어기(예, 인텔
R
8237제어기), 두 개

의 인터럽트 제어기, 및 타이밍 메카니즘(도시생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PCI-ISA 브리지(125)는 I/O 디
바이스(135), 예를들어 휘발성 메모리(예, EEPROM)(140) 및 슈퍼 I/O(145)를 메인 메모리(110)에 접근하
게 한다.  슈퍼 I/O(145)는 각각, 실시간 클록에 대한 인터페이스, 병렬 및 직렬 포트를 통해 결합된 디
바이스, 및 데이터 경로(146-149)에 의해 도시된 DMA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제
어기이다.  그 I/O 디바이스(135)는 DMA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오디오 디바이스와 유사한 다른 I/O 디바
이스(100)와 모뎀, 오디오 디바이스, 네트워크카드, 또는 DMA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다른 디바이
스를 ISA버스에 접속하는 "J"카드슬롯(155)(여기서 "J"는 임의의 정수)을 더 포함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ISA 버스(130)에 접속된 대다수의 I/O 디바이스(135)는 어떤 구조상 문제를 초래함이 없이 
대안으로 PCI버스(120)에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DMA를 사용하는 I/O디바이스(예, 플로피 디스크 드라
이브 제어기, 카드슬롯(155)에 삽입된 DMA를 사용하는 어미기판과 레게시 카드에 결합된 디바이스(150), 
특히 디스크 운용 시스템("DOS")계 응용과 접속하여 사용되는 레게시 카드)는 PCI버스(120)가 DMA를 지원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PCI버스(120)에 결합될 수 없다.  명백하게, 어미기판에 결합되어 DMA 전송을 수
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 카등은 "DMA 디바이스"로 총칭적으로 불리운다.  결과적으로, 현재 버스구조의 
두가지 별개 유형은 다수의 단점을 가진 PC내에 구현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제 1단점은 ISA버스에 관련된 속도 제한이 8MHz 보다 큰 비율에서 작동할 수 있는 특정 DMA 디바
이스를 적정 레벨에서 작동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이것은 PC가 적정 운용 속도로 작동
하는 것을 방해한다.  다른 단점은 단일 버스 구조 대신, 두개의 상이한 유형의 버스구조를 지원하는 것
이 컴퓨터 제조자에게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단점은 어느 I/O버스가 어느 버스유형
에 결합되어 있는지를 다수의 컴퓨터 사용자가 혼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SA버스에 전형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DMA가 대안으로 PCI버스에 결합될 수 있게 하고, 운용 소프
트웨어에 완전히 투명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PCI")버스가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전송과 같은 더 큰 기능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와 관련 방법에 관한 것이다.  PCI버스에 결합된 본 장치는 복수의 DMA제어기, 상태
머신 및 내부 기억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DMA제어기는 본 장치가 PCI버스상에 행해질 DMA 전송
을 지원할 준비가 될때마다, DMA 긍정응답신호를 발생함으로써 DMA디바이스("목표 DMA 디바이스")중 하나
로부터의 DMA요청에 응답한다.  상태 머신은 DMA요청에 응답하여 두개의 트랜잭션을 수행함으로써 본 장
치의 작동을 제어한다.  이 트랜잭션은 메모리 사이클과 입력/출력 사이클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다.  내
부 기억 소자는 복수 사이클 DMA 전송이 전형적인 단일 사이클 DMA 전송을 대신하여 수행되게 하는 내부
버퍼링을 제공한다.  적절하게, 본 장치는 목표 DMA디바이스가 PCI버스나 업계규격 아키텍쳐 버스상에 존
재하는지를 보다 좋게 예측하기 위해 위치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특징과 장점이 다음의 본 발명의 상세할 설명으로 분명해 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업계규격 아키텍쳐("ISA")버스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PCI")버스 모두를 구현한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ISA버스 대신 PCI버스에 결합된 DMA를 이용한 다수의 I/O 디바이스를 갖춘 퍼스널 컴퓨터의 블록
도,

도 3은 도 2의 PCI-ISA브리지의 작동을 제어라인을 통해 총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DMA제어기, 상태머신, 
내부기억소자, 및 위치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PCI I/O 디바이스의 블록도,

도 4는 도 3의 위치 레지스터의 비트 표시의 블록도,

도 5는 PCI버스 내지 ISA버스중 어느 하나에 결합되어 메인메모리와 정보를 교환하는 DMA 디바이스를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한 작동 단계를 설명하는 흐름도,

도 6a 및 6b는 DMA 디바이스를 위치시킬 때의 연속 체크로 야기된 대기 시간을 없애는 추가 작동 단계뿐
만 아니라 도 5에 설명된 작동단계를 합친 설명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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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본 발명은 DMA를 이용한 I/O 디바이스가 PCI 버스에 의해 지원되게 함으로써 PCI버스의 기능적 관계를 증
가시키는 시스템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을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하는 
블록도와 흐름도로 주로 주어지지만, 본 발명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공지된 회로나 진행단계는 논의하
지 않는다.  흐름도는 바라는 결과를 유도하는 일련의 단계를 설명한다.  이 단계는 저장되고, 전송되고, 
결합되고, 비교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조작될 수 있는 전기신호나 자기 신호의 형태로 물리적인 양의 물
리적인 조작을 필요로 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을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200)의 예시적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200)은 시스템 제어기(215)에 결합된 CPU(205)와 메인 메모리소자(210)(예, RAM, ROM, 캐시등)로 
구성되어 있다.  메모리 제어기로서 바람직하게 작동하기 위해, 시스템 제어기(215)는 내장된 다수의 디
바이스를  상호접속하는  PCI버스(220)에  결합되어  있지만,  어미기판에  결합된  "n" DMA디바이스(230a-
230n)(여기서, "n"은 임의의 정수)와 PCI I/O 디바이스(225)에 제한되지 않는다.  종래의 시스템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브리지처럼 작용하는 PCI I/O 디바이스(225)는 도시된 제어라인(235)을 포함한 버스를 통
해 업계규격 아키텍쳐("ISA")버스(도시생략)에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PCI I/O 디바이스(225)
는  운용  소프트  웨어에  투명한  PCI  I/O  디바이스(225)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DMA 디바이스(230a-
230n)에 사용되는 제어라인(240a-240n)을 지원한다.  

여기서, 도 3을 참조하면, 바람직하게, PCI I/O 디바이스(225)는 한쌍의 DMA제어기(300,310), 상태머신
(320),  내부기억소자(340),  PCI상태머신(360)  및  ISA  상태머신(370)으로  구성되어  있다.   DMA제어기

(300,310)(예, 인텔
R
8237제어기)는 복수의 DMA요청("DRQ")제어라인(330)과  대응되는 복수의 DMA긍정응답

("DACK")제어라인(335)에 결합되어 있다.  DRQ제어라인(330)은 ISA버스(245)  내지 PCI버스(220)중 어느 
하나에 접속된 DMA 디바이스가 발생하는 DMA 전송을 요청하는 DMA제어기(300,310)에 신호를 보내는데 사
용되고, DACK 제어라인(335)은 DMA 전송이 시작할 수 있음을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도 3에 추가 도시된 바와 같이, DMA제어기(300)는 DRQ라인(330), 즉 "DRQ[3:0]"을 통해 DMA 요청을 지원
된 DMA 디바이스중 하나로 부터 검출하여 제어라인(311)을 통해 제 1홀드요청("HRQ1")신호를 상태 머신
(320)에 표명한다.  추가로, DMA 제어기(310)는 남은 DMA 채널 "DRQ[7:4]"을 통하여, 그 지원된 DMA 디바
이스중 하나로부터 DMA요청을 검출하여 제어라인(312)을 통해 DMA 제어기(300)로 제 2홀드요청("HRQ2")을 
표명한다.  HRQ2신호가 DMA 요청이 수신되었음을 지시하도록 표명되고 어텐션을 기다리고 있다면, DMA제
어기(300,310)는 DMA제어기(300)가 표명한 HRQ1 신호에 의해 집합 유니트로서 작동하도록 서로 종속접속
되어 있다.  어느 DMA 채널이 DRQ 신호를 전파했는가에 따라, 상태머신(320)은 DMA 전송이 메모리 판독인
지 메모리 기억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DMA 제어기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도시된 8이상의 DMA채널은 
PCI I/O 디바이스(225)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RQ라인중 표명한 하나에 응답하여, PCI I/O디바이스(225)는 작동을 두 개의 PCI 사이클; 즉 하나의 메모
리와 하나의 I/O 사이클로 분할함으로써 DMA 작동을 수행한다.  PCI 버스에 결합된 DMA 디바이스에 의해 
개시된 DMA 메모리 판독 작동에 있어서, PCI I/O 디바이스(225)는 (i) PCI 메모리 판독 사이클을 발생하
고, 그 다음  (ii) PCI버스(220)상에 모조어드레스로 I/O 기록사이클을 발생한다.  그 모조 어드레스는 
PCI버스(220)에 결합된 임의의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목표 DMA 디바이스가 I/O 기
록사이클에 응답하는지를 체크하는 완전성(completeness)을 위해서 보내진다. 

더 상세하게, 표명된 HRQ1 신호를 DMA 제어기(300)로부터 수신함과 동시에, 상태 머신(320)은 PCI버스의 
점유권을 요청하기 위해 제어라인(321)을 통해 PCI상태 머신(360)에 신호한다.  PCI  상태 머신(360)이 
PCI I/O 디바이스에 대하여 PCI버스(220)의 점유권을 수신할 때, PCI상태 머신(360)은 응답하여 데이터를 
PCI버스(220)에 배치시키는 메인 메모리 소자(도시생략)에 의해 수신되도록, 요청된 메모리 어드레스를 
PCI버스(220)상에 배치시킨다.  상태 머신(320)은 데이터 라인(341)을 통하여 병렬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내부기억소자(340)에 제어신호를 제어라인(322)을 통해 표명한다.  그 내부기억소자(340)는 DMA  메모리 
기록  작동시의  목표  DMA  디바이스와  DMA  메모리  판독작동시의  메모리로부터  소정된  수의  비트(예, 
32비트)를 저장하기 위해 일시 버퍼로서 작동한다.  DMA 작동을 수행하는데 두개의 PCI사이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다음, 상태 머신(320)은 PCI 메모리 판독 사이클이 완료되었음을 DMA제어기(300)에 지시하는 제 1홀드
인식("HLDA1")제어라인(313)을 표명한다.  목표 DMA 디바이스가 DMA제어기(310)에 의해 지원되면, 제 2 
HLDA제어라인("HLDA2")(314)이 표명된다.  따라서, 목표 DMA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DMA 제어기는 DACK신호
를 발생한다. 

그다음, 상태머신(320)은 PCI버스(220)상에 모조어드레스와 내부기억소자(340)에 기억된 데이터를 배치시
킴으로써 I/O기록사이클을 PCI버스에 발생시키기 위해 PCI상태머신(360)에 신호를 보낸다.  목표 DMA디바
이스가 PCI버스(220)에 결합되어 있으면,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DMA전송이 완료된다.  그러나, 
목표 DMA디바이스가 ISA버스(245)에 결합되어 있음을 지시하는 I/O기록사이클에 응답이 없으면, 상태머신
(320)은 공지된 복수의 ISA I/O기록사이클을 수행하는 것을 ISA상태머신(370)에 요청한다.

PCI버스(220)에 결합된 목표 DMA 디바이스에 의해 개시된 DMA메모리 기록작동에 있어서, PCI I/O 디바이
스(225)는 모조어드레스로 I/O판독사이클을 발생하고, 그 다음 메모리 어드레스로 PCI버스상에 I/O기록사
이클을 발생한다.  이 PCI사이클은 ISA버스(245)에 결합된 디바이스에 의해 DMA 작동이 수행되지 않고 있
음을 소프트웨어가 검출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목표 DMA 디바이스는 대응하는 DRQ라인(330)을 표명할 수 있다.  응답하여, DMA제어기(300)는 HRQ1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표명된 HRQ1 신호를 DMA 제어기(300)으로부터 수신할 때, 상태머신(320)은 제
어라인(321)을 통하여 PCI상태머신(360)에 신호를 보내고 PCI버스(220)의 제어권을 요청한다.  일단 PCI
버스(220)가 입수되면, 상태머신(320)이 DMA제어기(310)에 의해 지원된 DRQ 신호에 응답한다면 HLDA2제어
라인(314)의 표명을 가능하게 야기시켜 HLDA1제어라인(313)을 표명하고, DACK신호를 목표 DMA디바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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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음을 DMA제어기(300,310)에 지시한다.   다음 상태머신(320)은 PCI 상태머신에 지시하여 모
조어드레스로 I/O판독 사이클을 발생하게 한다.  목표 DMA디바이스가 응답하면, 다음 PCI메모리 기록사이
클의 메인 메모리 소자에 기록되는 내부기억소자(340)에 동시에 데이터의 32비트를 배치시킨다.  그러나, 
목표 DMA디바이스가 응답하지 않으면, 목표 DMA디바이스가 ISA버스(245)에 결합되어 있음을 암시하여, 상
태머신(320)은 ISA상태머신(370)에 신호하여, 데이터 라인(342)을 통해 내부기억소자(340)로의 데이터 전
파를 제어한다.  내부기억소자(340)가 충만하면, 상태머신(320)은 PCI상태머신(360)에 신호하여 데이터를 
메인메모리 소자에 기록한다.

선택적으로, 위치 레지스터(350)는 PCI I/O디바이스(225)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그 위치 레지스터(350)는 16비트 데이터 버스(351)와 제어라인(352)을 통해 상태머신(320)에 결합되어 있
다.  최소한, 도 4에 도시된 위치레지스터(350)는 16비트 길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개의 비트가 각각의 
포텐셜 DMA채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16비트 데이터 버스가 필요하다. 각각이 4개의 DMA 채널까지 제공하
는  두개의  DMA  제어기가  있으므로,  총  8개의  DMA  채널("CH"로  라벨)(360-367)이  지원될  수  있다.   
그러나, PCI I/O디바이스(225)에 의해 지원된 DMA채널의 수에 따라 위치 레지스터(350)가 조절될 수 있음
이 기대된다. 

각각의 DMA채널에 대응하는 하나의 비트는 설정될 때(논리 레벨"1") 목표 DMA 디바이스가 버스상에 존재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앞서 결정되어진 식별비트("IB")이다.  "식별"비트는 DMA 제어기의 I/O어드레스 범
위가 기록되자 마자 플러시된다.  각각의 DMA채널과 관련된 다른 비트는 명백해질때(논리레벨"0"), 목표 
DMA디바이스가 PCI버스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버스비트("BB")이다. 

그렇지 않고, 버스비트가 설정(논리"1")되면, 목표 DMA디바이스는 ISA버스상에 존재한다.  물론, 전원작
동시, 위치레지스터(350)는 "0"에 디폴트(default)된다.

여기서, 도 5를 참조하면, 흐름도는 PCI버스에 결합된 DMA디바이스에 의해 DMA전송을 지원하는 PCI I/O디
바이스의 상태머신에 의해 수행되는 작동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단계(405)에서, DMA디바이스(이하"목표 
DMA 디바이스")는 DMA를 요청하는 PCI I/O디바이스에 DRQ신호를 발생한다.  다음, PCI I/O디바이스는 목
표 DMA 디바이스가 DMA판독작동을 요청하는지 DMA기록작동을 요청하는지를 결정한다(단계 410).  이것은 
사용되는 DMA채널의 구성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목표 DMA 디바이스가 DMA메모리 기록작동을 요청하고 있으면, PCI I/O 디바이스는 시스템 제어기내에서 
전형적으로 실행된 PCI버스 아비터에 전송된 요청("REQ")신호를 표명함으로써 PCI버스의 점유권을 요청한
다.   PCI버스  아비터가  인가("GNT")신호를  반송함으로써  PCI버스의  제어권을  PCI  I/O디바이스에 
인가할때, PCI I/O 디바이스는 DMA긍정응답("DACK")신호를 목표 DMA 디바이스에 전송한다(단계 420,425). 
그 이후, PCI I/O 디바이스는 모조어드레스를 가진 PCI버스상에 I/O판독사이클을 발생시킨다.  모조어드
레스는 디바이스가 우연히 I/O판독 사이클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CI버스에 결합된 임의의 디
바이스에서 이용불가능한 소정의 어드레스이다.  결과적으로, 목표 DMA디바이스만이 PCI버스에 결합되어 
있으면, I/O판독사이클을 요청할 수 있다. 

단계(435)에서, 목표 DMA  디바이스가 3클록 주기내의 I/O판독사이클에 응답하는 지를 체크한다.  목표 
DMA디바이스가 그것에 응답하여, 목표 DMA 디바이스가 PCI버스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지시하면, 목표 
DMA 디바이스는 데이터(사이클당 32비트)를 PCI I/O 디바이스의 내부기억소자로 전송한다(단계 440).  내
부기억소자가 채워지거나 데이터가 DMA 기록작동과 관련된 최종 바이트인 다음에, 목표 DMA 디바이스는 
PCI 메모리 기록사이클을 발생시켜 내부기억소자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기록한다(단계 445).  DMA
판독작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메인메모리에 전송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된다.  그러나, 목표 DMA 
디바이스가 응답에 실패하면, PCI I/O 디바이스는 (i) 목표 DMA 디바이스가 데이터(사이클당 8비트)를 내
부기억소자로 전송하는 ISA버스에 ISA I/O사이클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 (ii) 단계(440-450)를 통해 도시
된 PCI 메모리 기록 사이클을 발생시킨다.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목표 DMA디바이스가 DMA 메모리 판독작동을 요청하고 있다면, PCI I/O디바이스
는 PCI 버스의 점유권을 요청하고 이러한 점유권을 기다린다(단계 455, 460).  다음, PCI I/O디바이스는 
PCI 메모리 판독사이클을 PCI버스상에 발생시켜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얻는다(단계 465).  PCI I/O 
디바이스는 이 데이터를 수신하고 내부기억소자내에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단계 470).  그러면, 
PCI I/O디바이스는 긍정응답 신호("DACK")를 목표 DMA 디바이스에 전송한다(단계 475).  내부기억소자가 
채워지거나 그 데이타가 DMA 판독작동과 관련된 최종 바이트인 이후에, PCI I/O 디바이스는 I/O기록사이
클을 모조어드레스를 가진 PCI 버스상에 발생시킨다(단계 480).

단계(485)에서,  목표 DMA  디바이스가 거의 3클록사이클내의 I/O기록사이클에 응답하는 지를 체크한다.   
그 목표 DMA 디바이스가 그것에 의해 응답하여, 목표 DMA 디바이스가 PCI버스에 결합되어 있으면, 목표 
DMA 디바이스는 내부기억소자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DMA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목표 DMA 디바이스에 전
송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단계(490)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목표 DMA 디바이스가 응답에 실패
하면, PCI I/O 디바이스는 목표 DMA 디바이스가 동시에 데이터의 8비트를 받는 ISA 버스에서, 내부기억소
자가 비어있을 때까지, ISA I/O 기록사이클을 발생시킨다.

도 6a와 6b를 참조하면, 상태머신의 작동은 위치 레지스터의 플래그비트(즉, "식별" 및 "버스"비트)가 그 
위치가 앞서 결정된 후에 DMA디바이스를 신속히 위치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도 5에서 설명된 
것과 유사하다.

단계(426)에 도시된 바와같이, PCI I/O디바이스가 DACK신호를 목표 DMA디바이스에 보낸후에, 목표 DMA 디
바이스의 위치가 전에 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목표 DMA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된 채널
과 관련된 식별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실행한다.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세서는 
단계(430)로 계속되고, 그 다음 단계(436)또는 대안으로 단계(437)에서, 적절한 식별과 버스 비트는 목표 
DMA 디바이스가 각각 PCI 또는 ISA버스에 결합되어 있음을 지시하도록 설정된다. 

그 반대로, 목표 DMA  디바이스가 상기 체크된 식별 비트에 대응하는 버스의 논리상태를 결정함으로써, 
PCI버스에 결합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다(단계 427).  그러하다면, 목표 DMA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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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단계(430)로 진행되지만, ISA 버스에 목표 DMA 디바이스가 결합되면, 단계(430,435)를 무시하고 연
속적으로  단계(450,440,445)를  수행한다.   같은  유형의  추가  작동은  DMA  작동이  단계(476-477, 486-
487)에서 도시된 메모리 판독인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 예측된다. 

여기서 설명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설명된 것보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다수의 상이한 
실시예로 설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평가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연결된 전자디바이스와 메인 메모리 소자 사이의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에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지원하도록 구성된 장치에 있어서;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전자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복수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

상기 복수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상기 복수
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로부터 수신하고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조정하는 상태 머신; 및

상기 상태 머신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구성된 내부기
억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머신은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메모리 사이클 및 입력/출력 사이클로 
분할함으로써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머신은 전자디바이스에 의해 요청된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이 메모리 판
독 작동인지를 초기에 결정함으로써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이 상기 메모리 판독동작이면, 상기 상태머신은 본장치에게 
(i)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의 점유권을 얻는 것, (ii) 메인 메모리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iii) 직접 메모리 액세스 긍정응답 신호를 전자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것, 및 (iv) 상기 데이터와 모
조어드레스를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에 배치시킴으로써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에서 기록사
이클을 수행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이 메모리 기록 작동이면, 상기 상태 머신은 본 장치에게, 
(i)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의 점유권을 얻는 것, (ii) 직접 메모리 액세스 긍정응답 신호를 전자 디
바이스로 전송하는 것, (iii) 전자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및 (iv) 메인 메모리 소자에 
의해 지원된 상기 데이터와 어드레스를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에 배치시킴으로써 주변구성요소 내
부접속 버스상에서 기록사이클을 수행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는 복수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채널중 제 1직
접 메모리 액세스 채널을 통해서 전자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전자 디바이스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시하도록 구성된 
위치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레지스터는 상기 상태 머신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복수의 직접 메모리 액
세스 채널의 각각과 관련된 식별 비트와 버스비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결합된 전자디바이스와 메인 메모리 소자 사이의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에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지원하도록 구성된 장치에 있어서;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전자 디바이스로 부터 수신하는 제어기 수단;

상기 제어기 수단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상기 복수의 제어기 수단으로 부
터 수신하고 직접 메모리 액세스를 조정하는 상태 수단;

상기 상태 수단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억수단; 및

상기 상태 수단에 결합되어 있으며, 전자 디바이스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결합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위치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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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

메인 메모리 소자;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

상기 중앙처리장치와 상기 메인 메모리 소자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주변구성요소 상호접속 버스를 상
기 중앙처리장치와 상기 메인 메모리 소자에 접속시키는 시스템 제어기;

상기 주변구성요소 상호접속 버스에 연결되어 있으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상기 메인 메모리 소자
로 수행하도록 구성된 복수의 전자 디바이스; 및

상기 시스템 제어기와 상기 복수의 전자 디비이스에 연결되어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지원하고,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상기 복수의 전자 디바이스중 목표 전자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복수의 직
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 

상기 복수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상기 복수
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대응시키는 상태머신, 및

상기 상태 머신에 연결되어 있으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구성된 내부기억소
자를 포함한 브리지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브리지 디바이스의 상기 복수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는 복수의 직접 메모
리 액세스 채널중 제 1직접 메모리 액세스 채널을 통하여 상기 목표 전자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브리지 디바이스의 상기 상태 머신은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메모리 
사이클과 입력/출력 사이클로 분할함으로써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브리지 디바이스의 상기 상태 머신은 목표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 요청된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이 메모리 판독 작동인지를 초기에 결정함으로써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이 상기 메모리 판독작동이면, 상기 상태 머신은 상기 
브리지 디바이스에게 (i) 상기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의 점유권을 얻는 것, (ii) 상기 메인 메모리 
소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iii) 직접 메모리 액세스 긍정응답 신호를 상기 목표 전자 디바이스
에 전송하는 것, 및 (iv) 상기 데이터와 모조 어드레스를 상기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에 배치시킴
으로써 상기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에서 기록 사이클을 수행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이 메모리 기록 작동이면, 상기 상태 머신은 상기 브리
지 디바이스에게 (i) 상기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의 점유권을 얻는 것, (ii) 직접 메모리 액세스 긍
정응답 신호를 상기 목표 전자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것, (iii) 상기 목표 전자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및 (iv) 상기 메인 메모리 소자에 의해 지원된 상기 데이터와 어드레스를 상기 주변구성요
소 내부접속 버스상에 배치시킴으로써 상기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서 기록 사이클을 수행하는 것
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브리지 디바이스는 상기 목표 전자 디바이스가 상기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
스에 결합되어 있는 지를 지시하도록 구성된 위치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
터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머신에 결합되어 있는 상기 위치 레지스터는 각각의 상기 복수의 직접 메모
리 액세스 채널과 관련된 식별 비트와 버스 비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8 

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수단;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

최소한의 상기 처리수단과 상기 메모리 수단 사이에 정보를 전송하는 버스수단;

상기 처리수단과 상기 메모리 수단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버스수단을 상기 처리수단과 상기 메모리 수
단에 접속시키는 제어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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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스수단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메모리 수단으로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수행하는 디바이스 
수단; 및

상기 제어기 수단과 상기 디바이스 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지원하고,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상기 디바이스 수단으로부터 수신하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 수단,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 수단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상기 제어기 
수단으로부터 수신하고 그 직접 메모리 액세스를 조정하는 상태 수단, 및

상기 상태 수단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의 메모리 판독 동작동안 상기 메모리 
수단으로 부터, 그리고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의 메모리 기록동작동안 상기 전자수단으로부터 교
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억수단을 포함한 브리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9 

메인 메모리 소자와 전자 디바이스 사이의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에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전자 디바이스로부터 검출하는 단계; 및

(2)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을 메모리 사이클과 입력/출력 사이클로 분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하는 단계는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이 직접 메모리 액세스 메모리 
판독에 대한 것인지를 결정하고, 여기서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이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메모
리 판독에 대한 것이면, 그 후 

(a)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의 점유권을 얻는 단계,

(b) 메인 메모리 소자에게 기억 소자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c) 직접 메모리 액세스 긍정응답 신호를 전자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데이터와 모조 어드레스를 주변 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배치함으로써 입력/출력 기록 사이클
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요청이 상기 결정 단계동안 직접 메모리 액세스 메모리 기
록이 되도록 결정되면,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e)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의 점유권을 얻는 단계;

(f) 직접 메모리 액세스 긍정응답 신호를 전자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단계;

(g)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의 모조어드레스로 입력/출력 판독 사이클을 수행하는 단계;

(h) 전자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기 기억소자에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i)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상의 메모리 어드레스로 기록 사이클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단계(d)이전에; 

전자 디바이스의 위치가 이미 식별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위치가 식별 되었다면, 

전자 디바이스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전자 디바이스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단계(d)를 수행하고, 전자 디바이스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다음 직접 메모리 액세스에 대한 전자 디바이스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위치 레지스터내에서 적절한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 및 대안으로 

전자 디바이스가 공업 표준 규격 버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복수의 입력/출력 기록사이클을 수행하는 단계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긍정응답 신호를 전자 디바이스에 전송한 후와 상기 입력/
출력 판독 사이클을 수행하기 전에;

전자 디바이스의 위치가 앞서 식별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위치가 식별되었다면, 

전자 디바이스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결합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전자 디바이스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결합되어 있으면 상기 입력/출력 사이클을 수행하고, 전
자 디바이스가 주변구성요소 내부접속 버스에 결합되어 있으면, 다음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전송에 대한 전
자 디바이스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해 위치 레지스터내에서 적절한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 및 대안으로

전자 디바이스가 업계규격아키텍쳐 버스에 결합되어 있으면, 복수의 입력/출력 판독 사이클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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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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