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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서용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a 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의 일반 계통도.

제 1b 도는 제 1a 도에 도시한 시스템내에 사용된 프로세서의 구성 계통도.

제 2a 도 및 제 2d 도는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타이밍도.

제  3  도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에  특히  관련하여  제  1b  도에  도시한 
프로세서의 일부를 상세하게 도시한 계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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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중앙 프로세서 유니트(CPU)    11 : 메모리

12 : 입/출력 서브시스템                13 : 버스

15 : 메모리 제어기                        17 : 어레이

20 : 입/출력 유니트                       21 : 장치 버스

22 : 입/출력 제어기                        23 : 기입 버퍼

24 : 전용 버스                                25 : 시스템 제어 회로

30 : 프로세서                                 31 :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

33 :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               34 : 내부 IDAL 버스

35 : 캐쉬 메모리                             36 : 데이타 통로

37 : 메모리 관리 유니트(가상 어드레스 변환 회로)

38 : 데이타 격납 영역                       40 : 프로세서 제어 회로

41 : 태그                                         42 : 스테일 플랙

50 : DAL 라인                                  250 : 기입 데이타 레지스터(래치)

251 : 기입 어드레스 레지스터(래치)    252 : 해독 어드레스 레지스터(래치)

253, 261, 263, 264 : 멀티플렉서         254 : 입력 데이타 레지스터(래치)

255 : 레지스터                                   256 : 산술 및 논리 회로

257 : 소오스 레지스터                         260 : 변환 버퍼

262 : 히트/미스 논리회로                     265 : 리프레쉬 카운트

270 : 상태기                                       271 : IDAL 상태기

272 : FPP 논리 회로                            273, 276, 277 : 제어 논리 회로

274 : 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은  3개의  기본  소자,  즉  프로세서  소자,  메모리  소자,  및 
입/출력  소자를  포함한다.  메모리  소자는  어드레스  가능한  격납  장소  내에  정보를  격납시킨다.  이 
정보는  데이타와  데이타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한다.  프로세서  소자는  각각  메모리 소자
로부터  정보가  전송  또는  페치(fetch)되게  하고,  인입  정보를  명령  또는  데이타로서  변환  하며, 명
령에  따라  데이타를  프로세스하는  1개  이상의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유니트,  또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그 결과는 메모리 소자내의 어드레스된 장소 내에 격납된다.

또한,  입/출력  소자는  정보를  시스템  내로  전송하고  이로부터  프로세서된  데이타를  얻기  위해서 메
모리  소자와  통신한다.  입/출력  소자를  구성하는  유니트들은  통상적으로  프로세서  소자에  의해 공급
된  제어  정보에  따라  동작한다.  제어  정보는  입/출력  유니트에  의해  수행될  동작을  정한다.  입/출력 
유니트에  의해  수행된  동작들의  최소한  1가지  부류는  입/출력  유니트와  메모리  소자  사이에서 사용
자  정보,  즉  사용자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입/출력  소자를  구성하는 전
형적인  유니트들은  예를들어  프린터,  텔리타이프라이터,  및  비디오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포함하고, 
또한 디스크 또는 테이프 기억 장치와 같은 2차 정보 기억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입/출력  장치로서  작용하는  것외에,  디스크  기억  장치  및  때때로  테이프  기억  장치는  메모리  소자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전형적으로,  메모리  소자는  내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프로세서에 억
세스가능한  주(main)  메모리를  포함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고가의  기억  장치이다. 최근
의  주  메모리들은  전형적으로  MOS  또는  바이폴라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여  실행되고,  수  메가  바이트 
내지 수십 메가바이트의 기억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프로세서에  의해  데이타를  프로세스할  때의  주요  장애는  프로세스될  명령  및  데이타를  프로세서에 
전송하는  것과  프로세스된  데이타를  시스템내의  다른  부분에  전송하는  것이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소자간에  전송되는  것을  전형적으로  데이타  및  명령이고,  프로세서와  입/출력  소자  간에  전송되는 
것은  전형적으로  입/출력  소자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정보이지만,  프로세서는  데이타를  다른 
형태의  입/출력  유니트와  전송시킬  수  있다.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내의  프로세서는  이 유
니트들과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전형적으로  프로세서는  즉시  사용된  데이타  및  명령을  격납시키  위한  캐쉬  메모리,  명령을 프
로세스하기 위해 원시적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타 통로 회로,  및  명령을 번역하고 
프로세스될  오퍼런드  또는  데이타가  획득되도록  엔에이블시키며  수행되도록  명령에  의해  식별된 연
산을  엔에이블시키기  위해  일련의  연산을  수행하도록  데이타  통로를  엔에이블시키고  격납되도록 프
로세스된  데이타를  엔에이블시키기  위한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몇가지  기능부로  구성된다. 프로세서
의  다수의  내부  기능부들  간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특히  프로세서가  캐쉬  메모리를  포함하고  가상 
프로세싱을 원조할 때 매우 복잡하므로, 가상-실제 어드레스 변환 동작을 제공해야 한다.

본 발명은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 내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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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면,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  내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세서는  시스템내의  다른 
유니트에  및  다른  유니트로부터  데이타를  전송하고  내부  버스를  거치는  프로세서  내에서의  정보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한다.  이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는  2개의 상태기
를  포함하는데,  이들  중  하나의  상태기는  정보의  내부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외부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상태기들은  외부  동작들이  미결상태일  때를  표시하는 
플랙을  통해  통신한다.  프로세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기입  데이타,  기입  어드레스  및  해독 어드레
스를  수신하기  위해  다수의  래치들이  제공되고,  입력  래치는  시스템  내의  다른  유니트로부터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기입  동작  및  해독  동작이  동시에  개시되게  한다.  프로세서는  다른  동작이  요구되지 
않는한 계속 동작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겠다.

제  1  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을  포함하는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은  기본  소자로서,  중앙  프로세서 
유니트(CPU,  10),  메모리(11)  및  1개  이상의  입/출력  서브시스템(12)(1개의  입/출력  서브시스템이 
제  1  도에  도시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버스(13)은  CPU(10),  메모리(11)과  입/출력 서브시스템(12)
를  병렬로  상호접속시킨다.  CPU(10)은  메모리(11)  내의  어드레스  가능한  격납장소  내에  격납되는 명
령을  실행한다.  이  명령은  역시  메모리  유니트  내의  어드레스  가능한  장소내에  격납되는 오퍼런드상
에서  수행될  동작을  식별한다.  이  명령  및  오퍼런드는  필요시에  CPU(10)에  의해  페치되고, 프로세스
된  데이타는  메모리(11)내에  격납되기  위해  복귀된다.  또한,  CPU(10)은  제어  정보를  입/출력 서브시
스템(12)로  전송하여,  이들이  데이타를  메모리(11)로  전송하거나  메모리(11)로부터의  데이타를 검색
하는 것과 같은 선택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데이타는 메모리(11)로  전송될 수  있는 
명령  또는  오퍼런드,  또는  격납  또는  디스플레이되기  위해  메모리(11)로부터  검색되는  프로세스된 
데이타를 포함할 수 있다.

조작자 콘솔(14)는 조작자의 인터페이스로서 작용한다. 이것은 조작자가 데이타를 검사 및 
격납하고,  CPU(10)의  동작을  정지시키거나  명령  순차를  통해  CPU(10)을  스템(step)시키며,  이에 응
답하여  CPU(10)의  응답을  결정하게  한다.  또한,  이것은  조작자가  부트  스트랩(boot  strap)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초기화시키고  전체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
게 한다.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은  디스크  및  테이프  2차  기억장치,  텔리타이프라이터,  비디오  디스플레이 
단말기,  라인  프린터,  전화기  및  컴퓨터  회로망  유니트등을  포함하는  몇가지  형태의  입/출력 유니트
(20)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모든  유니트들은  1개  이상의  제어기(22)를  통해  장치버스(21)을  거쳐 버
스(13)과  통신한다.  제어기(22),  이것에  접속되는  장치  버스(21),  및  제어기와  통신하는  입/출력 유
니트(22)는 1개의 입/출력 서브시스템(12)를 정한다.

메모리(11)은  버스(13)  및  다수의  어레이(17)에  직접  접속되는  메모리  제어기(15)를  포함한다. 어레
이(17)은  정보가  격납되는  다수의  어드레스가능한  격납  장소를  갖고  있다.  메모리  제어기(15)는 버
스(13)을  거쳐  CPU(10)  또는  입/출력  서브시스템(12)로  부터  전송  요구를  수신한다.  몇가지  형태의 
전송  요구는  버스(13)를  거쳐  전송될  수  있는데,  이  요구들은  2가지  일반적인  부류로  구분된다. 한
가지  부류내에서  정보는  격납  장소내에  기입되거나,  격납되고,  다른  부류내에서  정보는  격납 장소로
부터 검색 되거나 해독된다.

또한,  제  1  도에  도시한  시스템은  버스(13)  및  메모리  제어기(15)에  접속되고  CPU(10)에  의해 메모
리(11)로  보내지는  기입전송  요구를  차단하는  기입  버퍼(23)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내에서,  메모리 
제어기(15)는  CPU(10)  또는  입/출력  제어기(22)에  의해  버스(13)을  거쳐  전송되는  기입  요구에 응답
하지  않는다.  특히,  기입  버퍼(11)은  기입될  데이타와  데이타가  격납될  어레이  내의  장소를 식별하
는  관련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기입  정보를  버퍼한다.  메모리  제어기가  기입  동작을  허용할  수 있으
면, 기입 버퍼는 어드레스 및 관련 데이타를 전용 버스(24)를 거쳐 메모리 제어기(15)로 
전송하므로,  어레이(17)이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된  장소  내에  데이타를  격납  시킬  수  있게  한다. 그
러므로,  버스(13)을  거치는  CPU(10)에  의한  기입  데이타의  전송률이  메모리(11)이  허용하기에  너무 
크게  되면,  기입  버퍼(23)은  메모리(11)이  이들을  허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요구를  버퍼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제어기(15)는  CPU(10)  또는  입/출력  제어기(22)로  부터의  해독  요구에  응답하고  해독 
데이타를 복귀시키기 위해 버스(13)에 직접 접속된다.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들은  기입  버퍼(23)이  제  1  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유니프로세서내에 유리하
게  사용될  수  있지만,  다중프로세서  시스템(도시하지  않음)내에  가장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게  된다.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내에서  메모리(11)은  다수의  CPU  및  관련된  입/출력 서브시스템(1
2)로부터  해독  및  기입요구를  수신하게  된다.  기입  동작을  수행하기를  대기하는  CPU(10)에  의한 프
로세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입  버퍼(23)은  기입  어드레스  및  데이타를  취하고,  CPU(10)은 프로
세싱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기입  버퍼는  CPU(10)으로부터  버스(13)을  거치는  해독  요구를  모니터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
다.  해독  요구가  버퍼되고  있고  메모리(11)로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타를  식별하는  버스(13)을 거
쳐  전송되었다는  것을  기입  버퍼(23)이  결정하면,  기입  버퍼는,  전용  버스(24)를  거쳐,  메모리 제어
기가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  그  대신,  기입  버퍼(23)은  해독  동작을  완료  하기  위해 버스
(13)을 거쳐 요구된 데이타를 전송한다.

또한,  제  1  도에  도시한  시스템은  CPU(10)의  제어하에서  중재(arbitration)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1
개  이상의  입/출력  서브시스템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버스(13)으로의  다수의  입/출력 서브
시스템(12)의 억세스를 조절하는 시스템 제어 회로(25)를 포함한다.

CPU(10)은  프로세서(30)  및  선택적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을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는  선택적이고,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  또는  CPU(10)  내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는  선택된  형태의  데이타,  즉  부동  소숫점  포오맷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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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의  명령을  프로세스하기에  최적한  회로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프로세서(30)은  동일한 데이
타를 프로세스할 수 있지만, 프로세싱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제  1b  도에는  시스템내에  사용된  1개의  프로세서(30)의  상세한  기능  계통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  1b 
도를  참조하면,  프로세서(30)은  [참조  번호(13A)로  집합적으로  표시한]  버스(13)의  다수의  제어 라
인들에  접속되고  다음에  기술한  바와같이  버스의  다수의  라인을  거쳐  신호들을  송신  및  수신하는 버
스  인터페이스  회로(33)을  포함한다.  또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는  신호들을  캐쉬(35),  데이타 통
로(36),  메모리  관리  유니트(37),  및  프로세서  제어  회로(40)에  및  이들로부터  전송하는  내부  IDAL 
버스(34)에  접속된다.  프로세서(30)의  한  실시예에  대한  버스  인터  페이스  회로(33)에  대해서  제  3 
도에 관련하여 다음에 기술하겠다.

또한,  다수의  레지스터들은  내부  IDAL  버스(34)에  접속되고,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3)의 제어하에
서 내부 IDAL 버스(34)와 버스(13)의 DAL 라인(50) 사이에서 데이타를 전송한다. 상세하게 
말하자면,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3)의  제어하에서  기입  데이타  레지스터(250)  및  기입  어드레스 
레지스터(251)은  기입  데이타  및  이  기입  데이타가  격납될  메모리(11)  또는  입/출력  유니트(12) 내
의  장소의  어드레스를  각각  수신한다.  적당한  때에,  다음에  기술한  바와같이,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
트(33)은  이  레지스터들의  내용이  기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멀티플렉서(253)을  통해  DAL  라인(50) 
상에  전송될  수  있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3)의  제어하에서,  해독 어드레
스  레지스터(252)는  해독될  데이타를  갖고  있는  장소의  어드레스를  수신한다.  적당한  때에  버스 인
터페이스  유니트(33)은  해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해독  어드레스  레지스터(252)의  내용이 멀티플렉
서(253)을  통해  DAL  라인(50)상에  결합될  수  있게  한다.  해독  데이타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
3)의  제어하에서  입력  레지스터(254)내에  래치된다.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3)은  입력 레지스터
(254)의 내용이 RCV DAT 수신 데이타 신호로서 내부 IDAL 버스(34)상에 결합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프로세서  제어  회로(40)은  메모리(11)로부터  검색되는  프로그램  명령을  디코드하고,  연속  프로세싱 
싸이클  내에서  데이타  통로(36)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데이타  통로(36)은  프로세스될  데이타를  기억하기  위한  한  셋트의  레지스터(255),  및 
프로세싱을 수행하기 위한 산술 및 논리 회로(256)을 포함한다.

프로세서(30)의  한  실시예는  가상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가상  어드레스를  실제  어드레스로 변환
(translate)  시키기  위해  가상  어드레스  변환  회로(37)을  제공한다.  가상  어드레스  변환  회로는 프
로세서(30)  내의  다른  회로들,  특히  데이타  통로(36),  및  소정의  변환  정보를  포함하는  변환 버퍼
(260)으로부터  가상  어드레스를  수신하는  한  셋트의  소오스  레지스터(257)을  포함한다.  변환  동작은 
프로세서  제어  회로(40)의  제어하에서  필요시에  수행된다.  실제  어드레스들은  멀티플렉서(261)을 통
해  변환  회로(37)로  부터  내부  IDAL  버스(34)상에  결합된다.  또한,  데이타  통로(36)은  실제 어드레
스를  포함할  수  있고,  멀티플렉서(261)용  제  2  소오스  입력을  제공한다.  프로세서  제어  회로(40)은 
멀티플렉서(261)을 제어한다.

캐쉬  메모리(35)는  CPU(10)내의  종래의  정보  기억  회로이다.  캐쉬  메모리들은  케이.  황(K.  Hwang) 
및  에프.  브릭스(F.  Briggs)  저.  Computer  Architecture  And  Parallel  Processing(McGraw-Hill, 
1984),  단원  2.4,  98페이지,  및  브리,  해마쳐(V.  Hamacher)  저  Computer Organization(McGraw-
1984),  단원  8.6,  306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  캐쉬  메모리(35)는  다수의  격납  장소를  포함하는 데
이타  격납  영역(38)을  포함한다.  데이타  격납  영역(38)은  블럭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블럭은 2개
의 격납 장소를 갖고 있다.  각각의 격납 장소는 정보의 1개의 워드(word),  즉  한번에 버스(13)을 거
쳐  전송될  수  있는  정보량을  격납한다.  한  특수한  실시예내에서,  정보의  워드는  정보의  4개의 바이
트,  또는  32개의  이진수(binary  digit)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블럭은  정보의  8개의 바이트
를 격납할 수 있다.

캐쉬  메모리(35)는  가상  어드레스  변환  회로에  의해  발생된  실제  어드레스가  캐쉬  메모리(35)  내의 
어드레스에  대응할  때를  결정하는  히트/미스  (hit/miss)  논리  회로(262)를  포함한다.  소오스 레지스
트(257)로부터의  가상  어드레스의  하위(low  order)부,  즉  한  실시예내에서  VA  SRCE(8  :  3)  신호는 
데이타  격납  영역  및  관련  태그(41)의  엔트리내의  한  블록을  선택하기  위해  멀티플렉서(264)를  통해 
결합된다.  히트/미스  논리  회로(262)는  관련  태그(41)  엔트리의  내용이  변환된  실제  어드레스에 대
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대응  관계가  있으면,  히트/미스  논리  회로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3)에  전송되는  발생  HIT  신호를  발생시킨다.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3)이  발생  HIT 신호
를  수신하지  못하면,  이  유니트는  종래  방식대로  어드레스된  장소의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 버스(1
3)을  거쳐  동작을  엔에이블  시킨다.  HIT  신호가  발생하면,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3)은 버스(13)
을  거쳐  동작을  엔에이블시키지  않지만,  그  대신에  캐쉬  데이타  격납  영역(38)로부터의  데이타가 멀
티플렉서(263)을  통해  내부  IDAL  버스(34)를  거쳐  전송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타는 데
이타 통로(36)에 전송된다.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들은,  캐쉬  메모리(35)내의  블럭  내에  격납된  정보는  이것이  메모리 유니트
(11)로부터  검색될  때  메모리  유니트(11)내에  격납된  정보의  카피(copy)라는  것을  알게된다.  캐쉬 
메모리(35)내의  각각의  블럭은  정보가  카피된  메모리  유니트(11)내의  장소들을  식별하기  위해 내용
이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6)에  의해  설정되는  관련  태그(41)을  갖고  있다.  부수적으로,  각각의 블
럭은  블럭의  내용이  실제로  태그에  의해  식별된  장소들의  카피인지의  여부,  즉  블럭의  내용이 스테
일(stale)  한지의  여부를  표시하기  위해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에  의해  리셋트  또는  클리어되는 스테
일 플렉(42)를 포함한다.

캐쉬  메모리(35)의  한  실시예  내에서,  데이타  격납영역(38),  태그(41)  및  플렉(42)는  동적 메모리들
이다.  리프레쉬  카운트(refresh  counter,  265)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의  제어하에서  동적 메모리
들을 리프레쉬하기 위해 멀티플렉서(264)를 통해 결합되는 리프레쉬 어드레스를 발생시킨다.

명령은  데이타  통로(367)내의  레지스터들  내의  오퍼런드의  위치를  식별하거나  가상  어드레스  공간 
내의  오퍼런드의  위치를  식별하는  1개  이상의  오퍼런드  식별자를  갖고  있다.  예를들어,  198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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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자  더블유.  디.  스트렉커(W.D.  Strecker)  등에게  허여된  Central  Processor  Unit  For  Executing 
Instructions  of  Variable  Length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4,236,206호를  참조한다.  프로세서 
제어  회로(40)은  데이타  통로와  함께,  오퍼런드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각각의  오퍼런드  식별자를 
디코드한  다음,  식별된  위치들로부터  오퍼런드의  위치를  얻기  위해  진행된다.  오퍼런드  식별자는 오
퍼런드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즉,  오퍼런드  식별자는  “리터럴(literal)”로  될  수  있는데],  이 
오퍼런드  식별자는  오퍼런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데이타  통로의  레지스터(도시하지  않음)들  중 1
개의 레지스터를 식별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오퍼런드는  프로그램의  가상  메모리  공간내의  한  위치내에  있을  수  있고,  오퍼런드 식
별자는  이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오퍼런드가  가상  메모리  공간내에  있으면, 
제어  회로(40)은  가상  어드레스를  실제  어드레스로  변환하도록  메모리  관리  회로(37)을 엔에이블시
킨다.  오퍼런드의  실제  어드레스가  얻어진  후,  버스  인터페이스(33)은  오퍼런드를  얻는다.  먼저 오
퍼런드가  캐쉬  메모리(35)내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오퍼런드가  캐쉬  메모리내에  있으면,  버스 인터
페이스는  오퍼런드를  데이타  통로(36)에  전송한다.  한편,  오퍼런드가  캐쉬  메모리(35)내에  없으면,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3)은  오퍼런드를  검색하기  위해  해독  요구를  버스(13)을  거쳐  메모리(11)에 
전송한다.  모든  오퍼런드들이  얻어진  후,  데이타  통로(36)은  명령에  의해  요구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오퍼런드  식별자는  프로세스된  데이타가  격납될  장소를  식별할  수  있다.  제어회로(40)  및 메
모리  관리회로(37)은  실제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 프로세
스된  데이타가  메모리(11)내에  격납된  경우에,  버스  인터페이스(33)은  버스(13)을  거쳐  요구된  기입 
동작을  수행한다.  부수적으로,  실제  어드레스가  캐쉬(35)내의  적합한  태그에  대응하면,  버스 인터페
이스(33)은 데이타가 캐쉬(35)내에 격납되게 할 수 있다.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3)은  버스(13)을  거치는  데이타의  전송을  제어하는  상태기(state  machine, 
270),  및  내부  IDAL  버스(34)을  거치는  데이타의  전송을  제어하는  IDL  상태기(271)을  포함한다. 또
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는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과의  통신을  제어하는  FPP  논리회로(272)를 
제어한다.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33)에 대해서는 제 3 도에 관련하여 더욱 상세하게 후술하겠다.

[버스(13)을 거치는 동작]

버스(13)은  접속된  다수의  유니트들  간에  정보를  나타내는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다수의  라인들을 
포함한다. 특히, 버스(13)은 DAT(data) 및 ADRS(address)신호들을 전송하는 DAL(31 : 0)(data 
address  line,  50)을  포함한다.  CPU(10),  특히  프로세서(30)이  전송을  개시하여  이것이  전송용  버스 
마스터가 되게하면, 프로세서(30)은 먼저 DAL(31 : 0)(data address line, 50)을 거쳐 
ADRS(address)신호들을  전송하고,  라인(52)상에  거쳐  ADRS(address)신호들을  전송하고, 라인(52)상
에  TR  TYPE(2  :  0)(tranfer  type)  명령신호들을  동시에  전송  동작이  해독  동작인지  또는  기입 동작
인지를  표시하게  된다.  ADRS(address)신호  및  TR  TYPE(2  :  0)(transfer  type)명령신호들이 정착
(settle)되게 하기에 충분한 짧은 시간 후에, 프로세서(30)은 라인(51)상에 ADRS STR(address 
strobe)신호를 발생시킨다.

ADRS  STR(address  strobe)신호가  발생되면,  버스(13)에  접속된  모든  다른  유니트들은 ADRS(addres
s)신호 및 TR TYPE(2 : 0)(transfer type)명령신호들을 수신 및 디코드하는데, 이 유니트는 
ADRS(address)신호들에  의해  식별된  위치를  갖고  있으므로,  전송용  응답  유니트  또는 슬레이브
(slave)로  된다.  전송  동작이  기입  동작이고,  ADRS(address)신호들이  메모리(11)내의  위치를 식별하
면,  기입  버퍼(23)은  슬레이브(유니트)이다.  프로세서(30)이  ADRS  STR(address  strobe)신호를 발생
시킨 선택된 시간후에, 프로세서는 각각의 라인들로부터 ADRS(address)신호들 및 TR TYPE(2 : 
0)(transfer type) 명령신호들을 제거한다.

전송된  TR  TYPE(2  :  0)(transfer  type)명령신호들이  기입  동작을  의미하면,  마스터  유니트 라인(5
0)을  거쳐  데이타신호를  발생시킨다.  슬레이브  유니트는  전송된  데이타를  수신  및  격납시킨다. 데이
타가 격납되었으면, 어드레스된 유니트는 동작이 에러 없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라인(54)상에 
RDY(ready)신호를  발생시키고,  격납  동작중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라인(55)상에  ERR(error)신호를 
발생시킨다.

한편,  전송된  TR  TYPE(2  :  0)(transfer  type)명령신호들이  해독  동작을  의미하면,  슬레이브 유니트
는 어드레스 신호들에 의해 식별된 장소로부터의 데이타를 검색하고, 라인(54)를 거쳐 발생된 
RDY(ready)신호를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프로세서(30)은  데이타를  수신하고,  라인(53)을  거쳐 
발생된 DATA STR(data strobe)신호를 전송한다.

해독 또는 기입 동작시에, 슬레이브가 전송중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RDY(ready)신호 또는 
ERR(error)신호를 발생시킨 후,  프로세서(30)은  DATA  STR(data strobe)신호를 
무효화(negate)시킨다.  슬레이브  유니트는  RDY(ready)  또는  ERR(error)신호를  무효화시키고, 프로세
서(30)은 전송을 완료하기 위해 ADRS STR(address strobe)신호를 무효화시킨다.

프로세서(30)이  아닌  버스(13)에  접속된  유니트들은  버스  마스터를  구성할  수  있고,  메모리(11)과의 
전송을  개시할  수  있다.  입/출력  서브시스템(2),  특히  입/출력  제어기(22)는  버스  마스터로  될  수 
있다. 버스 마스터로 되기 위해, 입/출력 제어기(22)는 라인(56)을 거쳐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를  발생시킨다.  프로세서(30)은  라인(57)상에  DMG(direct  memory  grant)신호를 발생시
키는데,  이  신호는  입/출력  제어기(22)에  의해  수신된다.  이  지점에서,  입/출력  제어기는 프로세서
(30)에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메모리와의  전송을  개시한다.  입/출력  제어기는  전송을 
완료할  때까지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를  계속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입/출력  제어기가 다
중  전송을  요구하면,  이  입/출력  제어기는  전송을  완료할  때까지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가  발생되는  한,  프로세서(30)은 스툴
(stall)상태내에  있게된다.  즉,  프로세서(30)은  버스(13)의  다수의  라인들  상의  신호들을 모니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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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명령도 실행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다수의  입/출력  서브시스템(12)를  포함하면,  버스  마스터로  되기  위한  입/출력 제어기(2
2)에  의한  별도  요구  신호들은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를  발생시키고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의  상태를  모니터하는  시스템  제어기에  전송된다.  프로세서(30)이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를  발생시키면,  시스템  제어기는  소정의  우선  중재  기법(priority  arbitration schem
e)에  따라  버스  마스터로  되도록  입/출력  제어기(22)들  중  1  개의  입/출력  제어기를  인에이블 시킨
다.

또한,  버스(13)은  상태  및  제어신호들을  전송하는  다수의  다른  라인들을  갖고  있다.  라인(60)은 시
스템내의  동작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CLK(clock)신호들을  전송한다.  버스(13)상의  다수의 
신호들은 CLK (clock)신호에 응답하여 타임(time)된다.

라인(61)은 2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CCTL(cache control)신호를 전송한다. 풀 루빈펠드(Paul 
Rubinfeld)가  1986.  9  12자  출원한  Cache  Invalidate  Protocol  for  Digital  Data  Processing System
이란 명칭의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908,825호 내에 기술된 바와 같이, CCTL(cache 
control)신호는  버스  마스터이고  메모리(11)로의  기입  동작을  수행할  때  예를들어  입/출력 제어기
(22)에  의해  발생된다.  입/출력  제어기(22)는  DAL(  data  address  line,  50)상에 ADRS(address)신호
를  전송하고  라인(52)상에  TR  TYPE(transfer  type)신호를  전송하며  라인(51)상에  ADRS  STR(address 
strobe)신호를  전송하는  동안에  CCTL신호를  발생시킨다.  CCTL(cache  control)신호가  발생되고,  TR 
TYPE(transfer  type)신호들이  메모리(11)로의  기입  동작을  표시하면,  버스  인터페이스(33)은  모든 
캐쉬  엔트리들의  태그(41)의  내용을  검사한다.  버스(13)의  DAL(data  address  line,  50)상의 ADRS신
호들이  태그(41)의  내용에  대응하면,  버스  인터페이스(33)은  이  캐쉬  블럭용  S(stale)플랙(42)를 리
셋트시킨다.

또한,  CCTL(cache  control)신호는  프로세서(30)이  해독  동작중에  요구된  캐쉬(35)  내의  데이타를 격
납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메모리(11)에  의해  발생된다.  이것은  예를들어  메모리(13)이  다중 포오
트  메모리인  경우,  즉  별도  버스를  거쳐  메모리(11)을  각각  억세스하는  다수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공유(share)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고,  검색되고  있는  데이타는  모든  프로세서들에  유용한  한 셋
트의  어드레스가능한  격납장소로부터  나온다.  캐쉬(35)내에  격납된  이러한  데이타를  갖는  것은 바람
직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다른  프로세서들이  공유  장소들의  내용을  갱신(update)할  수  있고, 갱신
이  버스(13)을  거치지  않아  프로세서(30)에  의해  검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세서(30)이 캐쉬로
부터의  이러한  데이타를  사용한  경우에,  메모리  내의  적합한  장소의  내용을  대응할  수  없다.  이 
CCTL(cache  control)신호  사용에  관련하며,  메모리(11)은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쳐 데이
타를  전송함과  동시에  CCTL(cache  control)신호를  발생시키고,  데이타를  제거할  때까지  CCTL(cache 
control)신호를 계속 발생시킨다.

또한,  버스(13)은  CLR  WRT  BUF(clear  write  buffer)신호를  전송하는  라인(62)를  포함한다.  CLR  WRT 
BUF(clear  write  buffer)신호를  프로세서(30)  외부에서  검출할  수  없게되는  프로세서(30)  내부의 소
정의  상태에  응답하여  프로세서(30)에  의해  발생된다.  예를들어  프로세서(30)은  프로세서 콘텍스트
(context)를  스위치시키는  명령을  실행하거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interrupt  service  routine) 또
는 예외(exception) 루틴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 CLR WRT BUF(clear write buffer)신호를 
발생시킨다.  CLR  WRT  BUF(clear  write  buffer)신호는  명령들을  실행하는  동안에  프로세서 제어회로
(40)에 의해 발생되는 마이크로명령 내의 휠드(field)에 의해 제어된다.

CLR  WRT  BUF(clear  write  buffer)신호가  발생되면,  기입  버퍼(23)은  메모리(11)내에  격납될 데이타
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입  버퍼(23)이  메모리(11)내에  격납될  데이타를  갖고  있으면  DMR(direct  memory reques
t)신호를  발생시키고,  메모리(11)내에  나머지  데이타를  계속  격납한다.  발생된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에  응답하여,  프로세서는  기입  버퍼(23)에  의해  무시되고  스톨되는  DMG(direct  memory 
grant)신호를  발생시킨다.  기입  버퍼(23)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타가  메모리(11)내에  적합하게 격납
될  때까지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를  발생된  상태로  유지한다.  격납시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입  버퍼(23)은  DMR(direct  memory  request)신호를  무효화시켜,  프로세서(30)을 계속시키
게 된다.

에러가  메모리(11)로의  기입  중에  발생하면,  기입  버퍼(23)은  에러를  프로세서에  신호하여, 프로세
서(30)이  현재  콘텍스트  내의  에러를  배치  및  수정하기  위한  루틴을  프로세스하게  된다.  이것은 에
러  회복(recovery)을  매우  간략화시킨다.  프로세서가  에러가  검출되기  전에  콘텍스트를 스위치시키
게  되면,  데이타를  처음  발생시킨  콘텍스트를  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콘텍스트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에러  회복은  간략화되므로,  기입  버퍼(23)은  현재  콘텍스트로부터의  모든  데이타가  메몰(11) 
내에 적합하게 격납될 때까지 프로세서가 콘텍스트를 스위칭하지 못하게 한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과의 전송]

또한,  프로세서(30)은  (1)  제  2a  도에  관련하여  후술한  바와  같이  수행될  동작을  표시하기  위해 부
동 소숫점 명령의 연산 코드를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전송하고,  (2)  제  2b  도  및  제  2c  도에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세스하기  위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전송되도록  오퍼랜드 데
이타를  엔에이블시키며,  (3)  제  2d  도에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로부
터  프로세서된  데이타를  얻기  위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접속된다.  프로세서(30)  및  부동 소
숫점  프로세서(31)은  2셋트의  라인(70  및  71)에  의해  상호  접속되는데,  라인(70)은  CP  STA(1  :  0)( 
floating  point  status)신호를  전송하고,  라인(71)은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들을 
전송한다.  또한,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DAL(  data  address  line,  50),  CLK신호를  수신하기 위
한  라인(60),  ADRS  STR(  address  strobe)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라인(54),  ERR(error)신호를 수신하
기  위한  라인(55),  및  DMG(direct  memory  grant)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라인(57)을  포함하는 버스
(13)의  다수의  라인들에  접속된다.  CP  STA(1  :  0)(  floating  point  status)신호  및  CP  DAT(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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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loating point data)신호는 라인(60)상의 CLK신호와 동시에 전송된다.

유휴  상태인  동안,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라인(60)상의  CLK신호와  동시에  라인(70  및  71)상의 
신호들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샘플한다.  라인(71)들  중  최소한  1개의  라인이  발생된  레벨  신호를 전
송하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이  라인들  상의  신호들  및  라인(70)상의  신호들을  래치시킨다. 
제  2a  도를  참조하면,  프로세서(30)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명령을  전송하면, CLK(clock)신
호들의  선택된  수의  틱(tick)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라인(71)을  거쳐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로서  명령의  연산  코드의  최소한  일부를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전송한다.  이 
기간동안,  CLK(clock)신호들의  틱들중  1개의  틱과  동시에,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신호들을 래
치 및 격납시킨다. 이 기간의 종료시에, 프로세서(3)은 라인(70 및 71)로부터 신호들을 제거한다.

라인(71)을  거쳐  전송된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들은  수행될  부동  소숫점  산술 연
산을  식별하기에  충분하고,  연산시에  사용될  오퍼런드의  수를  식별한다.  라인(71)을  거쳐  연산 정보
를  전송함과  동시에,  다른  정보는  부동  소숫점  프로세싱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라인(70)을 
거쳐  CP  STA(1  :  0)(floating  point  status)신호로서  전송된다.  특히,  부동  소숫점  오퍼랜드는 다수
의  포오맷,  즉  데이타  형태로  엔코드될  수  있고,  오퍼런드의  포오맷에  관한  정보는  라인(70)을  거쳐 
CP  STA(1  :  0)(  floating  point  status)신호로서  전송된다.  한  실시예  내에서,  또한  오퍼런드의 포
오맷에 관한 몇개의 정보는 연산 정보와 함께 라인(71)을 거쳐 전송된다.

연산  코드를  수신할  때,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수행될  연산  및  요구되는  다수의  오퍼랜드를 
결정하기  위해  이  연산코드를  디코드한다.  프로세서(30)(연산  코드  전송에  응답할)  및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연산  코드  수신에  응답함)은  오퍼런드들이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쳐 전송된
다.  데이타  형태정보는  각각의  오퍼런드들의  포오맷을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몇가지  오퍼랜드  포오맷에  관련하여,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치는  단일  전송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트들이 몇가지 오퍼런드 포오맷 내에서 요구되므로,  단일 오
퍼런드를  전송하기  위해  다중  전송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데이타  형태  정보는  각각의  오퍼런드를 
전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DAL(data address line, 50)를 거치는 전송 수를 표시한다.

오퍼런드는 3개의 소오스들 중  1개의 소오스,  즉  메모리(11,  제  1  도),  캐쉬(35),  또는  데이타 통로
(36)내의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내에  격납될  수  있다.  또한,  단일  연산용으로  요구된  상이한 오퍼런
드들은  3개의  소오스들중  소정의  소오스내에  격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오퍼런드를  전송하기 위
해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치는  다중  전송이  요구되면,  모든  전송들은  통상적으로  단일 소
오스에  관련된다.  제  2b  도는  메모리로부터의  오퍼런드를  검색하기  위해  전송되는  신호들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제  2c  도는  캐쉬(35)  또는  데이타  통로(36)내의  레지스터들로부터의  오퍼런드를 전
송하기  위해  전송된  신호들을  도시한  것이다.  특히,  제  2b  도  및  제  3c  도는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치는  단일  전송을  실행하기  위한  신호들의  상태를  도시한  것인데,  다중  전송이  단일 
오퍼런드용으로 요구될 수 있다. 

제  2b  도를  참조하면,  오퍼런드가  메모리(11)내에  있으면,  프로세서(30)은  메모리(11)로부터의 검색
을  개시한다.  특히,  프로세서(30)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해독  동작을  수행하여  ADRS(address)신호들을 
DAL(data  address  line,  50)상에  배치시키고,  ADRS  STR(address  strobe)신호를  발생시킨다.  잠시후, 
프로세서(30)은  CP  STA(1  :  0)(floating  point  status)신호들을  이진값  0을  갖고  있는  라인(70)상에 
배치시킨다. 즉, 24개의 CP STA(1 : 0)( floating point status)신호들을 무효화시킨다. 
부수적으로,  프로세서(30)은  CP  DAT(5  :  4)(floating  point  data)신호들이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쳐  전송된  얼마나  많은  데이타가  오퍼런드내에  사요될지를  표시하는  어드레스  정렬  코드를 
갖고 있는 라인(71)상에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들을 전송한다. 오퍼런드가 
DAL(5:0)(data  address  line)들  상의  짧은  리터럴인  경우에  CP  DAT(0)(floating  point  data)신호가 
발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P DAT(1)(floating point data)신호가 발생된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이  제  2a  도에  관련하여  상술한  과정내에서  연산  정보를  이미  수신하였기 
때문에,  오퍼랜드를  수신할  상태  내에  있게  된다.  발생된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
는  버스(13)의  선택된  라인,  특히  ADRS  SRT(address  strobe)신호를  전송하는  라인(51)상의  신호들을 
샘플할  것을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표시한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오퍼런드가 메모리
(11)로부터  검색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ADRS  STR(address  strobe)신호의  발생된  상태를 사
용한다.  발생된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를  수신할  때  ADRS  STR(address strobe)신
호가  발생되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라인(54)상의  RDY(ready)신호의  메모리(11)에  의한 발
생에  응답하여  DAL(data  address  line,  50)  데이타신호들을  래치시킨다.  프로세서(30)은  전송을 완
료하기 위해 DATA STR( data strobe)신호와 응답한다.

메모리(11)이  발생된  RDY(ready)신호  대신에  발생된  ERR(error)신호와의  검색  요구에  응답하면, 부
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DAL(data  address  line,  50)상의  전송된  데이타신호들을  래치시키지  않게 
된다.  프로세서(30)은  요구될  수  있는  재시도(retry)와  같은  소정의  요구된  에러  회복동작을 수행하
고, 제 2b 도내에 도시한 동작을 반복한다.

제  2c  도는  오퍼런드가  캐쉬(35)내에  있든지  또는  데이타  통로(36)내에  있든지간에 프로세서(30)으
로부터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로의  오퍼런드의  전송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타이밍도를  도시한 것
이다.  어느  한  경우에,  프로세서는  DAL(data  address  line,  50)상의  데이타신호,  및  제  2b  도에 관
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엔코딩을  갖고  있는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를 배치시키
고,  2개의  CP  STA(1  :  0)(floating  point  status)신호를  무효화시킨다.  이  신호들은 CLK(clock)신호
들의  선택된  수의  틱  용으로  프로세서(30)에  의해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
(31)은 DAL(data address line, 50)상의 신호들을 래치시킨다.

전체  오퍼런드를  전송하기  위해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치는  다중  전송이  요구되면,  제  2c 
도에 도시한 순차가 반복된다.

오퍼런드의  데이타  형태가  전체  오퍼런드를  전송하기  위해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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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송이  요구되도록  되면,  메모리(11)  및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완전한  오퍼런드가 전송될
때까지 제 2b 도 및 제 2c 도 내에 도시한 동작을 반복한다.

2b  도  내에  도시한  동작들의  순차는  제  2c  도  내에  도시한  동작들의  순차와  유사한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가  발생될때  ADRS  STR(address  strobe)신호가 
라인(51)상에  발생되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오퍼런드(또는  오퍼런드의  일부)가  DAL  (data 
address  line,  50)  상에  있다는  것의  표시로서  발생된  RDY(ready)신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가 발생될때 ADRS STR(address strobe)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오퍼런드(또는  오퍼런드의  일부)가  DAL(data  address  line, 
50)상에  있다는  것의  표시로서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의  발생을  사용한다.  2가지 
경우에,  첫번째  경우에는  RDY(ready)신호를  수신한  후  및  두번째  경우에는  발생되는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를  수신한  후에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라인(60)상의 CLK(clock)
신호들과 동시에 DAL(data address line, 50)상의 신호들을 래치시킨다.

오퍼런드들이  전송된  후,  프로세서(30)  및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이 
결과를  전송할  준비를  프로세서(30)이  결과를  수신할  준비를  하는  상태로  된다.  제  2d  도는 프로세
스된  데이타를  프로세서(30)에  전송하기  위해  프로세서(30)  및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의해 사
용된 동작들의 순차를 상세하게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프로세스된 데이타는 결과가 네가티브
(negative)인지  또는  0인지를  표시하고  이  결과에  관련하여  선택된  다른  사실을  표시하는  상태 코드
와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의해 수행된 계산 값을 나타내는 데이타 신호들로 구성된다.

제  2d  도를  참고하면,  처음에  프로세서(30)은  라인(70  및  71)을  거쳐  신호  코드를  전송하여, 프로세
스된 데이타를 수신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게 된다. 한 실시예 내에서 CP STA(1 : 
0)(floating  point  status)  신호들은  모두  무효화되고,  CP  DAT(3)  (floating  point  data)신호는 발
생되는데,  다른  것들은  무효화된다.  그  다음에,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라인(70  및  71)을  거쳐 
전송할 수 있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이  프로세스된  데이타를  전송할  준비를  하면,  이  프로세서(31)은  상태 코
드를  나타내는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들과  동시에  이런  취지로  코드를  나타내는 
CP  STA(1  :  0)(floating  point  status)신호들을  전송한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CLK(clock)
신호들의  선택된  수의  틱용으로  이  신호들을  유지시킨  다음,  이런  취지로  라인(70  및  71)상의 코드
와  함께  DAL(data  address  line,  50)상에  데이타  신호들을  배치시킨다.  프로세스된  데이타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해  DAL(data  address  line,  50)을  거쳐  다중  전송되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CLK(clock)신호들과 동시에 이 신호들을 전송한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이  오퍼런드를  프로세서하는  동안,  및  그  결과를  프로세서(30)에  전송하기 
전에,  프로세서(30)은  입/출력  서브시스템(12)를  메모리(11)과  전송시에  결합시키도록  DMG(direct 
memory  grant)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프로세서(30)이  프로세스된 데
이타를  수신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한  후에  라인(57)의  상태를  모니터한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
서(31)이  프로세스된  데이타를  복귀시킬  준비를  할때  DMG(direct  memory  grant)신호가  라인(57)상에 
발생되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DMG신호가  무효화된  후까지  프로세스된  데이타의  복귀를 지
연시킨다.

부수적으로,  에러가  예를들어  메모리(11)로부터의  오퍼런드를  검색할  때  발생하면,  프로세서(30)은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로부터  프로세스된  데이타를  수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프로세서(30)은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의  동작을  포기(abort)하지  않고,  그  대신  프로세서(30)이 
새로운  연산  코드를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에  전송하면,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은  이 연산코
드에  따라  동작한다.  프로세스된  데이타를  수신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라인(70  및 
71)을  거쳐  프로세서(30)에  의해  전송된  CP  STA(1  :  0)(floating  point  status)신호  및  CP  DAT(5  : 
0)(floating  point  data)신호들은  소정의  연산  코드에  대응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동  소숫점 프로세
서(31)이 이들 사이를 구별하게 한다.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3)]

프로세서(30)의  한  실시예  내의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3)은  제  3  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  3  도를 
참조하면,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3)은  버스(13,  제  1a  도)을  제어하는  상태기(270)  및  내부 IDAL버
스(34)를  거치는  동작을  제어하는  제  2  상태기(271)을  포함한다.  이  2개의  상태기(270  및  271)은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상태기(271)이  버스(13)을  거치는  동작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상태기(270)에 표시
하게  하는  몇개의  플랙과  제어신호들,  및  동작들의  완료를  상태기(271)에  표시하기  위해 상태기
(270)에 의해 제공된 응답 신호들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내부  IDAL버스(34)를  제어하는  상태기(271)은  제어논리회로(273)으로  표시되어  있는 프로세서(30)내
의  다수의  소오스들,  버스(13)의  핀(274)로  표시되어  있는  버스(13)상의  몇개의  단자들,  및 제어회
로(40,  제  1b  도)로부터의  마이크로  명령들로부터  입력신호들을  수신한다.  상태기(271)은  부동 소숫
점  프로세서(31)과의  전송을  제어하는  논리회로(272)를  포함하는  프로세서(30)내의  회로들의  수를 
제어하기  위한  출력신호,  및  캐쉬  및  어드레스  입력  멀티플렉서(264,  제  1b  도)의  기능을  제어하는 
몇개의  신호들을  전송한다.  부수적으로,  상태기(271)로부터의  출력신호들은  해독동작이  미결  상태에 
있다는  것[RD  REQ(read  request)신호의  상태에  의해  표시됨],  기입  동작이  미결상태로  있다는 것
[WRT  REQ(write  request)신호의  상태에  의해  표시됨],  및  프로세서(30)으로부터  부동  소숫점 프로세
서(31)로의  오퍼런드의  전송이  미결상태에  있다는  것[BRDCST  REQ(broadcast  request)신호의  상태에 
의해 표시됨]을 표시하는 플랙(도시하지 않음)을 갖고 있는 논리회로(276)을 제어한다.

또한,  제어논리회로(276)은  동작시스템의  제어하에서,  해독  동작  중에  버스(13,  제  1a  도)을  거쳐 
수신된  소정의  정보가  캐쉬(35,  제  1b  도)내에  격납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동작 
시스템은  해독하는  모든  정보를  캐쉬(35)내에  격납시키기  위해  프로세서(30)을  조절할  수  있다. 선
택적으로,  동작  시스템은  프로세서  명령을  캐쉬(35)내에  격납시키지  못하게  하고,  단지  프로세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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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만을 캐쉬내에 격납시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작 시스템은 제  1a  도  내에 도
시한  시스템의  다른  부분  내의  다수의  제어  레지스터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캐쉬(35)내에 격납시키
지 못하게 하고, 단지 프로세서될 데이타만을 캐쉬내에 격납시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작  시스템은  제  1a  도  내에  도시한  시스템의  다른  부분  내의  다수의 제어레지스터로
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캐쉬(35)내에  격납시키지  못하게  된다.  제어논리회로(276)은  버스(13)을  거쳐 
수신된 정보의 캐슁을 제어하기 위해 CACHE ACC(cacheable access)신호를 조절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프로세서(30)외부의  유니트는  라인(61,  제  1a  도)상의  CCTL(cache control)신호
에 의해 전송이 캐쉬될지의 여부를 제어할 수도 있다.

상태기(271)은  다른  제어논리회로(도시하지  않음)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해,  래치(250  내지 
252)내로의  기입  데이타  및  해독  및  기입  어드레스의  로딩을  제어하고,  또한  핀(274)상의  신호들의 
상태에 기초를 두고 입력 데이타 래치(254)로부터의 해독 데이타의 전송을 제어한다.

버스(13)을  거치는  전송을  제어하는  상태기(270)은  핀(274)로부터의  신호들  뿐만  아니라 제어논리회
로(276)으로부터 RD REQ(read request), WRT REQ(write request), 및 BRDCST REQ(broadcast 
request)신호들을  수신하고,  버스(13)을  구성하는  몇개의  신호들의  상태를  제어하는 논리회로(277)
에 전송되는 신호들을 발생시킨다. 부수적으로, 상태기(270)은 신호들이 버스(13)의 
DAL(data/address  line,  50)상에  결합되고  이  DAL(50)으로부터  수신되게  하도록  래치(250,  251,  252 
및  254)  및  멀티플렉서(253,  제  1b  도)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논리회로(280)에  전송된  신호들을 발
생시킨다.  해독동작이  완료된  후,  상태기(270)은  제어논리회로(276)이  RD  REQ(read  request)신호를 
무효화시키게 할 수 있는 CLR RD FLAGS(clear read flags)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배경을  참조하여,  이제부터  제  3  도에  도시한  버스  제어회로(33)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기입  동작중에,  제어회로(40)에  의해  엔에이블된  바와  같이,  DMA  OR  WRT  PND(DMA  or  write pendin
g)신호가  제어논리회로(273)에  의해  발생되지  않으면,  상태기(271)은  먼저  기입될  장소의 어드레스
를 기입 어드레스 래치(251,  제  1b  도)  내에 로드시키고,  이 장소가 캐쉬(35,  제  1b  도)내에 캐쉬되
는지를 결정한다.  DMA  OR  WRT  PND신호가 발생되면,  제  1a  도  내에 도시한 시스템내의 다른 유니트는 
버스(13)을  사용하고  있거나,  상태기(271)은  각각  버스(13)을  거쳐  전송되지  않은  래치(251  및  250, 
제 1b 도)내에 로드되도록 기입 어드레스 및 데이타를 엔에이블 시킨다.

DMA  OR  WRT  PND(DMA  or  write  pending)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면,  기입될  장소가  캐쉬되든지  여부의 
결정이  행해진다.  이  장소가  캐쉬되면,  이  장소에  대응하는  캐쉬(35)내의  엔트리는  새로운  데이타로 
갱신되어야 한다.

이  장소가  캐쉬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태기(271)은  캐쉬가  해독되게  할  수  있는  CACHE 
FTN(1  :  0)(cache  function)신호들,  가상  어드레스  변환회로(37)에  의해  발생된  실제  어드레스를 사
용하기 위해 멀티플렉서(264)를 엔에이블시키는 CACHE ADRS(1 : 0)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동작중에,  IDAL  CACHE  XMIT(cache  transmit)신호는  내부  데이타  버스(34)  상에  결합될  캐쉬로부터의 
데이타를 억제하기 위해 무효화된다.

장소가  캐쉬되면,  HIT신호가  AND게이트(312)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제어논리회로(273)으로부터의 
MISS신호의 상태내에 반영된다.

MISS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면,  기입될  장소는  캐쉬된다.  무효화된  MISS신호에  응답하여, 상태기(27
1)은  캐쉬,  기입동작을  엔에이블시키는  CACHE  FIN(1  :  0)(cache  function)신호  및  가상  어드레스 변
환회로(37)로부터의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멀티플렉서(264)를 엔에이블시키는 CACHE 
ADRS(1:0)(cache  address)신호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캐쉬  엔트리내에  기입된  데이타는  기입 데이
타  래치(250,  제  1b  도)내에  격납되고,  제어논리회로내의  플랙들은  발생된  WRT  REQ(write request)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조절된다.  이  동작중에,  가상  어드레스  변환회로가  동작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MBOX STALL신호가 발생된다.

한편,  MISS신호가  발생되면,  기입될  장소는  캐쉬되지  않는다.  발생된  MISS신호에  응답하여, 상태기
는  기입  데이타  래치(250,  제  1b  도)내에  래치되도록  기입데이타를  엔에이블시키고 제어논리회로
(276)에  의해  발생되도록  WRT  REQ신호를  엔에이블  시킨다.  부수적으로,   CACHE  ADRS(1  :  0)(cache 
address)신호들은  리프레쉬  카운터(265,제  1b  도)를  증가시키고,  리프레쉬되게  하기  위해 어드레스
를  플랙(42),  태그(41)  및  데이타  격납회로(38,  제  1b  도)에  결합시키도록  멀티플렉서(264)를 엔에
이블시키도록  조절된다.  또한,  이  동작중에,  다른  실제  어드레스를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도록  가상 
어드레스 변환회로가 동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MBOX STALL신호가 발생된다.

기입  동작이  완료된  후,  DMA  OR  WRT  PND(DMA  or  write  pending)신호는  무효화된다.  이것은  다른 어
드레스  및  기입  데이타가  래치(250  및  251,  제  1b  도)내에  로드되게  한다.  또한,  리프레쉬  동작은 
엔에이블  된다.  해독  동작중에  상태기(271)에  의해  수행되거나  엔에이블된  동작들은  요구된  정보가 
명령인지  데이타인지의  여부,  또는  요구된  정보가  캐쉬(35,  제  1b  도)내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된  장소가  캐쉬되는  경우,  및  캐쉬  엔트리를  사용불가능하게  만드는  태드(41) 
또는  데이타(38,  제  1b  도)상에  패리터  에러가  없는  경우에  정보는  캐쉬내에  있다.  명령을  검색하기 
위해  해독  동작이  요구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어논리회로(273)은  IB  REQ(instruction  buffer 
request)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제어회로(40)은  RD(read)신호를  발생시킨다.  요구된 정
보가  캐쉬(35)내에  있지  않으면,  제어논리회로(273)은  READ  MISS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READ MISS
신호는 제 1b 도에 도시한 HIT신호의 보수이다. 

제어회로(40)으로부터의  발생된  RD(read)신호  또는  IB  REQ(  instruction  buffer  request)신호의 발
생에 응답하여, 상태기(271)은 캐쉬 해독을 엔에이블 시키는 CACHE FIN(1 : 0)(cache 
function)신호,  및  가상  어드레스  변환  논리회로(37)로부터의  어드레스를  사용하기  위해 멀티플렉서
(264,  제  1b  도)를  엔에이블시키는  CACHE  ADRS(1  :  0)  (cache  address)신호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상태기(271)은  해독  어드레스  래치(252)내에  로드되도록  가상  어드레스  변환논리회로(37)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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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를  엔에이블시키는  ARM  ADRS  STR(arm  address  strobe)신호를  발생시킨다.  동작이  IB REQ신
호에  응답하였으면,  상태기(271)은  PREV  IB  REQ(previous  instruction  buffer  request)신호의 발생
을 엔에이블시키는 플랙을 셋트시키기 위해 제어논리회로(273)을 엔에이블시키는 INIT IB 
REQ(initiate  instruction  buffer  request)  신호를  발생시킨다.  정보가  캐쉬(35)  내에  있으면, 상태
기 (271)은 정보가 캐쉬(35)로부터 결합되게 하고, 동작은 종료된다.

정보가  캐쉬(35)  내에  있지않고,  DMA  OR  WRT  PND(DMA  or  write  pending)신호가  발생되며, 상태기
(271)은  프로세서(30)을  스톨시키기  위해  STALL  및  MBOX  STALL신호를  발생시키고,  리프레쉬  동작을 
허용하는  CACHE  FIN(1  :  0)신호를  발생시킨다.  스톨은  기입  동작이  해독동작이  진행되기  전에 완료
되게 한다.

DMA  OR  WRT  PND(DMA  or  write  pending)신호가  무효화되면,  해독동작이  진행된다.  상태기(271)은  RD 
REQ(read  request)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제어논리회로(276)을  엔에이블시킨다.  그다음, 상태기(271)

은 해독 동작의 종료부를 결정하기 위해 CACHEABLE, CCTL(cache control), RDY(ready) 및 
ERR(error)신호들을  모니터  한다.  CACHEABLE  또는  CCTL(cachem  control)신호들이  정보가  캐쉬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버스(13)을 거치는 1회 전송이 있게 된다.

한편,  정보가  캐쉬될  경우에,  캐쉬  엔트리(제  1b  도)내의  각  워드마다  1회씩,  2회  전송이  요구된다. 
한  특수한 실시예 내에서,  제  2  최하위 어드레스 비트가 검색되고 있는 워드를 식별하기 때문에,  제 
2  검색중에  해독  어드레스  레지스터  내의  제  2  어드레스  비트는  검색될  제  2  워드를  식별하기  위해 
인버트된다.  그러므로  워드들은  이  워드들이  메모리(11)내의  어드레스  가능한  장소내에  배치되는 순
서와 반대순서로 검색될 수 있다.

전송이  캐쉬되면,  RDY(ready)신호가  수신될때,  DAL  PAR  ERR(parity  error)신호가  발생되지  않아, 수
신된  정보  내에  패리티  에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게  되면,  상태기(271)은  캐쉬(35)내의  엔트리를 
선택하기  위해  가상  어드레스  변환  회로로부터의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멀티플렉서(264,  제  1b 
도)를  엔에이블시키고,  선택된  상위  또는  하위  워드  내에  로드되도록  정보를  엔에블시킨다.  정보가 
로드될  캐쉬(35)내의  워드는  VA(2)  (virtual  address)비트의  상태에  따른다.  그  다음,  이  정보는 데
이타 통로(36,제 1b 도)에 결합된다.

DAL  PAR  ERR(parity  error)신호가  발생되거나,  ERR(error)신호가  라인(55,  제  1a  도)상에  발생되어 
전송시에  결합된  다른  유니트에  의한  에러  응답을  표시하게  되면,  동작은  PREV  IB  REQ(previous 
instruction  buffer  request)신호가  발생되는  지의  여부에  따른다.  PREV  IB  REQ  신호가  발생되면, 
제어회로(40,  제  1b  도)는  수정동작은  취하게  하도록  발생된  IB  FILL  ERR(instruction  buffer  fill 
error)신호에  의해  통보를  받는다.  PREV  IB  REQ(previous  instruction  buffer  request)신호가 발생
되지 않으면, 프로세서(30)을 스톨시키기 위해 STALL 및 MBOX STALL신호들이 발생되고, TRAP 
REQ(trap  request)신호가  발생되므로,  프로세서  제어회로(40)이  선택된  회복동작들을  수행하게 

한다.

수신된  정보가  캐쉬되고,  데이타가  수신될때  ERR(error)신호도  DAL  PAR  ERR(parity  error)신호도 발
생되지  않으면,  상태기(271)은  캐쉬(35)  내에  수신  및  격납되도록  제  2  워드를  엔에이블시키도록 진
행된다.  제  2  워드가 적합하게 수신되면,  이  제  2  워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캐쉬(35)내에 격납된다. 
상태기(271)은  가상  어드레스  변환회로(37)로부터의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멀티플렉서(264)를 엔에
이블시키는  CACHE  ADRS(1  :  0)(cache  address)신호,  및  캐쉬  엔트리내에  격납되도록  제  2  워드를 엔
에이블시키는  CACHE  FTN(1  :  0)(cache  function)신호들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상태기(271)은 데이
타 통로(36)에 전송되도록 정보를 엔에이블시키지 않는다.

한편,  ERR(error)신호  또는  DAL  PAR  ERR(parity  error)신호들이  발생되면,  가상  어드레스  변환 회로
(37)을  스톨시키기  위해  MBOX  STALL  신호가  발생되고,  제  1  워드가  기입된  캐쉬내의  엔트리는  무효 
엔트리로  표시된다.  동시에,  CACHE  ADRS(1  :  0)  신호들은  캐쉬(35)의  내용을  리프레쉬하기  위해 리
프레쉬  카운터(265)로부터의  리프레쉬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이  카운터를  증가시키도록 멀티플렉서
(264)를 엔에이블시키기 위해 조절된다.

상태기(271)은  이  상태기(271)이  캐쉬(35)내에  기입되거나  이  캐쉬(35)로부터  해독되도록  정보를 엔
에이블시키지  않을  때마다  수행되도록  리프레쉬  동작을  엔에이블시킨다.  동작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태기(271)은  종래  방식으로  격납회로(38,  41  및  42,  제  1b  도)의  내용을  리프레쉬하기  위해 리프
레쉬  카운터(265)로부터의  리프레쉬  어드레스  신호들을  사용하도록  멀티플렉서(264)를 엔에이블시키
는 CACHE ADRS 신호들을 발생시킨다.

또한,  상태기(271)은  제어  논리  회로(273)으로부터의  DMA  INV  REQ(  invalidate  request)신호에 응답
하여 무효화되도록 캐쉬(35)내의 엔트리들을 엔에이블시킨다. 제 1b 도에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같이,  이  신호는  발생된  CCTL(cache  control)신호와  발생된  ADRS  STR(address  strobe)신호가  제 
1a  도내에  도시한  시스템내의  다른  유니트에  의해  발생될  때  발생된  CCTL  (cache  control)신호와 발
생된  ADRS  STR(address  strobe)신호의  동시  발생에  응답하여  발생된다.  이것은  다른  유니트가 메모
리(11)과의  DMA(direct  memory  access)동작을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하므로,  DMG(direct  memory 
grant)신호가  발생된다.  다른  유니트가  캐쉬(35)내에  캐쉬되는  메모리(11)내의  장소로  데이타를 전
송하면,  캐쉬  엔트리는  무효  엔트리로  표시된다.  제  1b  도를  참조하면,  DMG와  ADRS  STR(address 
strobe)신호의  동시  발생에  응답하여,  AND게이트(401)은  이경우에  DAL(data/address  line,  50)상의 
어드레스 신호들인 신호들을 래치시키도록 입력 데이타 래치(254)를 엔에이블시킨다.

DMA  INV  REQ(invalidate  request)신호에  응답하여,  상태기(271)은  먼저  캐쉬로부터의  데이타가 내부
버스(34)상에  결합되게  하지  않고서  입력  데이타  래치(254)내의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캐쉬(35)의 해
독 동작을 수행한다. MISS 신호가 발생되면, 장소는 캐쉬되지 않고, 아무동작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MISS  신호가  무효화되면,  입력  데이타  래치(254)내의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된  장소는 캐쉬
되고,  상태기는  캐쉬  무효화  동작을  개시한다.  이  경우에,  상태기는  무효화  동작을  엔에이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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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  FIN(1  :  0)  (cache  function)  신호  및  무효화시에  입력데이타  래치의  내용을  사용하도록 멀티
플렉서(264)를 엔에이블시키는 CACHE ADRS(1 : 0)(cache address)신호들을 발생시킨다.

상태기(270)은  CCTL  (cache  control),  DMR(direct  memory  requst),  버스(13)으로부터의  RDY(ready) 
및 ERR(error)신호, RD REQ(read request), WRT REQ(write request), BRDCST REQ(broadcast 
request),  제어  논리  회로(276)으로부터의  CACHE  ACC(cache  access)신호,  및  상태기(271)로부터의 
INH  DMA(inhibit  direct  memory  access)  및  ARM  RD  REQ(arm  read  request)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한
다.  상태기(270)이  발생된  DMR(direct  memory  requst)신호를  수신하여,  INH  DMA(inhibit  DMA)  또는 
BRDCST  REQ(broadcast  request)신호들이  발생되지  않는한  제  1a  도  내에  도시한  시스템  내의  다른 
유니트가  버스(13)을  거쳐  전송을  수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표시하게  되면,  상태기는  DMG(direct 
memory  grant)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제어  논리  회로(277)을  엔에이블시키는  DIS  DMG(disable  direct 
memory  grant)신호를  무효화  시킨다.  발생된  DMG(direct  memory  grant)  신호는  버스(13)을  거쳐 전
송을  수행하도록  다른  유니트를  엔에이블시킨다.  부수적으로,  상태기(270)은  시스템  내의  다른 유니
트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  DAL(data/address  line,  50)을  조절하도록  DAL  제어  논리  회로(280)을 
엔에이블시키는  DATA  IN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상태기(270)은  다른  유니트들이  DATA  STR(data 
strobe),  ADRS  STR(address  strobe),  및  TR  TYPE(transfer  type)  신호들을  사용하게  하도록  제어 논
리 회로를 엔에이블시키기 위해 TRI-STATE STR 신호를 발생시킨다.

선택적으로,  시스템내의  다른  유니트가  버스(13)을  거쳐  전송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 상태기(27
0)은  제어  논리  회로(276)으로부터의  RD  REQ,  WRT  REQ  및  BRDCST  REQ(broadcast  request)신호들에 
응답하여  전송을  엔에이블  시킨다.  WRT  REQ(write  request)신호가  발생되어  랫치(251  및  250,  제  1b 
도)내의  기입  어드레스  및  기입데이타를  표시하는  경우에,  DMR  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면, 상태기
(270)은  래치(251)로부터의  기입  어드레스를  DAL(data/address  line,  50)상에  결합시키도록 멀티플
렉서(253)을  엔에이블시키는  DAL  CONT(1  :  0)(DAL  contents)  신호들을  발생시킨다.  동시에, 상태기
(270)은  ADRS  STR(address  strobe)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제어  논리  회로(277)을  엔에이블시키는  ADRS 
STR EN(address strobe enable)신호를 발생시킨다.

다음에,  상태기(270)은  기입  데이타  래치(250)의  내용을  DAL(data/  address  line,  50)상에 결합시키
도록 멀티플렉서(253)을 엔에이블시키는 DAL CONT(1 : 0)(DAL contents) 신호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상태기(270)은  DATA  STR(data  strobe)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제어  논리  회로(277)을 엔에이블
시키는  DATA  STR  EN(data  strobe  enable)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상태기는  RDY(ready)  또는 
ERR(error)신호가  발생될  때까지  대기한다.  발생된  RDY  신호가  수신되면,  동작은  ADRS  STR(address 
strobe)  및  DATA  STR(  data  strobe)  신호들을  무효화시키도록  제어  논리  회로(277)을 엔에이블시키
는  ADRS  STR  EN(address  strobe  enable)  및  DATA  STR  EN(data  strobe  enable)신호들을  무효화 시킴
으로써 종료되고, 제어 논리 회로(276)을 WRT REQ 신호를 무효화시키도록 엔에이블된다.

한편,  발생된  ERR(error)신호가  수신되면,  상태기  (270)은  래치(250)으로부터의  기입  데이타  신호를 
DAL(data/address  line,  50)상에  결합시키도록  멀티플렉서(253)을  엔에이블시키는  DAL  CONT(1  : 

0)(DAL contents)신호를 발생시키는 재시도를 수행한다.

RDY(ready)와 ERR(error)신호들이 발생되면, 재시도가 신호되고, 전송이 다시 시도된다.

다른 동작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상태기(270)은 해독 어드레스 래치(252)의 내용을 
DAL(data/address  line,  50)상에  결합시키도록  멀티플렉서(253)을  엔에이블시키는  DAL  CONT(1  : 
0)(DAL  contents)신호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다른  신호들  및  상태들이  해독  동작을  발생시킬  때 상
태기(270)이  신속히  해독  동작을  개시하게  한다.  해독  동작중에,  RD  REQ(read  request)신호가 발생
되면,  상태기(270)은  ADRS  STR(address  strobe)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제어  논리  회로(277)을 엔에이
블  시키는  ADRS  STR  EN(address  strobe  enable)신호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  상태기(270)은 시스템
내의  다른  유니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DAL(data/address  line,  50)을  조절하도록  제어 논
리  회로(280)을  엔에이블시키는  DATA  IN(data  in)신호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이  상태기는  DATA 
STR(  data  strobe)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제어  논리  회로(277)을  엔에이블시키는  DATA  STR  EN(data 
strobe enable)을 발생시킨다.

다음  동작들은  CACHE  ACC(cacheable  access)신호가  제어  논리  회로(276)에  의해  발생되는지의 여부
에  따른다.  신호가  발생되면,  검색된  데이타는  캐쉬가능하게  되므로,  2개의  워드들이  버스(13)을 거
쳐  해독된다.  한편,  CACHE  ACC(cacheable  access)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면,  검색된  데이타는 캐쉬불
가능하게  되고,  단지  1개의  워드만이  버스(13)을  거쳐  해독된다.  CACHE  ACC(cacheable access)신호
가  발생되지  않으면,  상태기(270)은  발생시에  DAL(data/address  line,  50)상의  신호들을  수신하도록 
입력  래치(254,  제  1b  도)를  엔에이블시키는  RD  DATA  LAT(read  data  latch)신호를  발생시킨다.  RD 
DATA  LAT(read  data  latch)신호가  그  후에  무효화되면,  신호들은  입력  래치에  의해  래치된다. 상태
기(270)은  ERR(error)신호가  무효화될  경우에  발생된  DAL(ready)신호에  응답하여  RD  DATA  LAT(read 
data  latch)신호를  무효화시키고,  CLR  RD  FLAGS(clear  read  flags)신호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CLR 
RD REQ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 논리 회로(276)은 RD REQ(read request)신호를 무효화시킨다.

한편,  CACHE  ACC(cacheable  access)신호가  발생되면,  해독  동작이  상술한  바와같이  수행된다. 데이
타가  입력  데이타  래치내에서  래치될  때  CCTL  (cache  control)신호가  발생되지  않으면,  제  2  동작도 
수행된다.  한편,  CCTL(cache  control)신호가  발생되어  전송시에  결합된  다른  유니트가  데이타의 캐
싱을 배제(precluding)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 2 동작은 수행되지 않는다.

상태기(271)은  상태기(270)이  다른  유니트로부터의  DMR(direct  memory  requst)신호의  수신에 응답하
여  DMG(direct  memory  grant)신호를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INH  DMA(inhibit  direct  memory 
access)신호를  사용한다.  INH  DMA(inhibit  direct  memory  access)신호는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 
제 1a 도)와의 소정의 전송중에 발생된다.

제어  회로(40)으로부터의  RD  BRDCST(read  broadcast)  및  BASIC  BRDCST(basic  broadcast)신호는 캐쉬
(35)  또는  레지스터(255)로부터의  부동  소숫점  오퍼런드  정보를  데이타  통로(36)내에  전송하도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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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271)을  엔에이블  시킨다(제  1b  도  참조).  또한,  제어  논리  회로(276)은  상술한  바와같이  이 정
보를  전송하도록  상태기(270)을  엔에이블시키기  위해  BRDCST  REQ  (broadcast  request)신호를 발생시
키도록  엔에이블된다.  또한,  상태기(271)은  FPP  PND(floating  point  processor  pending)신호를 발생
시키는  플랙을  셋트  시키도록  제어  논리  회로(273)을  엔에이블시킨다.  상태기(271)은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로부터의  부동  소숫점  연산의  결과를  수신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FPP  인터페이스 회로
(272)에  표시하도록  SIG  FPP(floating  point  processor)신호를  발생시킨다.  상술한  바와같이  조건 
코드들이  준비되면,  인터페이스  회로(271)은  CP  OK  신호를  발생시키고,  결과  데이타가  준비되면, 인
터페이스  회로(272)는  CP  RDY(ready)신호를  발생시킨다.  CP  RDY(  ready)  신호에  응답하여, 상태기
(271)은  결과  데이타를  수신하도록  상태기(270)을  엔에이블시킨다.  부동  소숫점  프로세서(31)이 에
러를  신호하면,  인터페이스  회로(271)은  CP  ERR(error)신호를  발생시킨다.  CP  OK,  CP  RDY  또는  CP 
ERR  신호에  응답하여,  상태기(271)은  리셋트되도록  FPP  PND(floating  point  processor pending)신호
를 제어함으로써 이 신호를 무효화시키는 플렉을 엔에이블 시킨다.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3)은  다수의  장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각각  상이한  동작을  제어하고  플랙을 
통해 통신하는 2개의 상태기(270 및 271)을 사용함으로써, 회로가 현저하게 간략화된다.

또한,  상태기(271)은  캐쉬(35)의  리프레슁을  엔에이블시켜,  동적  메모리  소자들을  사용하게  한다. 
이것은  캐쉬의  물리적  크기를  감소시키거나,  선택적으로  과거의  경우와  동일한  면적  내에  더  많은 
캐쉬 격납량을 제공한다.

또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3)은  캐쉬가능한  데이타를  검색할  때,  먼저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타를 검색한 다음, 캐쉬 엔트리내에 격납시키기 위해 다른 워드를 검색한다. 종래 
시스템내에서,  데이타  워드들은  메모리내에  격납된  순서로  검색되었으므로,  제  1  데이타  워드는 프
로그램에 의해 즉시 요구된 데이타 워드로 될 수 없었다.  이것은 제 2  워드가 검색될 때까지 프로세
싱의 재개시를 지연시켰다.

부수적으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33)은  해독  어드레스가  발생되고  해독  어드레스  래치(252)내에서 
래치되는  크기로  해독  동작이  개시되게  하지만,  기입  동작은  미결  상태로  있게  된다.  해독  동작은 
미결  상태인  기입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되지  않지만,  기입  동작이  완료  되었을때  해독 어드레스
는 즉시 전송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는  해독  동작  또는  기입  동작이  프로세서(30)내에  셋  업 되었는지
에 관계없이 제 1a  도  내에 도시한 시스템내의 다른 유니트들에 의해 수행된 직접 메모리 억세스 동
작에  의해  캐쉬  엔트리들이  무효화되게  한다.  즉,  캐쉬  엔트리  무효화  동작은  입력  래치(254)에 수
신된  DMA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행해질  수  있지만,  기입  데이타  및  기입  어드레스는  각각의  래치(251 
및  250)내에서  래치되고,  해독  어드레스는  래치(252)내에서  래치된다.  이것은  무효화  프로세스를 간
략화시킨다.

상술한  설명은  본  발명의  특수한  실시예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몇가지  또는  모든  장점을 
보유하면서,  본  발명은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  및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첨부한  청구의  범위의 
목적은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내에서 모든 이러한 변형 및 변경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를  프로세스하기  위한  프로세싱  회로,  및  정보를  프로세스하고  버스를  거쳐  프로세싱 회로로부
터  다른  유니트에  프로세스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버스를  거쳐  시스템  내의  다른  유니트로부터 프
로세싱  회로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하는 디지
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  내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세서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회로가  프로세싱 회
로에  접속되고  프로세싱  회로에  전송하기  위해  다른  유니트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래치시키기  위해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입력  래치  장치,  프로세싱  회로에  접속되고  다른  유니트에  전송하기  위해 프
로세싱  회로로  부터의  정보를  래치시키기  위해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출력  래치  장치,  프로세싱 장
치와  출력  래치  장치  및  입력  래치  장치간의  정보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프로세싱  회로,  출력 래
치 장치 및 입력 래치 장치에 접속된 내부 상태 장치,  입력 래치 장치 및 출력 래치 장치에 접속되
고  다른  유니트들과  입력  래치  장치  및  출력  래치  장치  간의  정보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외부  상태  장치,  및  내부  상태  장치  및  외부  상태  장치에  접속되고  입력  래치  장치 
및  출력  래치  장치의  조건에  응답하여  선택된  조건을  가짐으로써  외부  상태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도
록  내부  상태  장치에  의해  제어된  조건  장치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2 

버스에  접속된  최소한  1개의  다른  유니트를  포함하는  디지탈  데이타  프로세싱  시스템내의  프로세서 
내에  사용하기  위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에  있어서,  프로세서가  정보를  프로세스하기  위한 프로세
싱  회로를  포함하고,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가  버스를  거쳐  다른  유니트로부터  프로세싱  회로에 정보
를  전송하고  버스를  거쳐  프로세싱  회로로부터  다른  유니트에  프로세스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버
스에  접속되고,  프로세싱  회로에  접속되고  프로세싱  회로에  전송하기  위해  다른  유니트로  부터 수신
된  정보를  래치시키기  위해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입력  래치  장치,  프로세싱  회로에  접속되고  다른 
유니트에  전송하기  위해  프로세싱  회로로부터의  정보를  래치시키기  위해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출력 
래치  장치,  프로세싱  회로와  출력  래치  장치  및  입력  래치  장치간의  정보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프로세싱 회로, 출력 래치 장치 및 입력 래치 장치에 접속된 내부 상태 장치, 입력 래치 장치 및 출
력 래치 장치에 접속되고 다른 유니트와 입력 래치 장치 및 출력 래치 장치간의 정보의 전송을 제어
하기 위해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외부 상태 장치, 및 내부 상태 장치 및 외부 상태 장치에 접속되고 
입력  래치  장치  및  출력  래치  장치의  조건에  응답하여  선택된  조건을  가짐으로써  외부  상태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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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제어하도록  내부  상태  장치에  의해  제어된  조건  장치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제어  장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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