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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제어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송수신 Command DMA, 송신전용 Data DMA, 및 수신전용 Data DMA로 구성하고 각 DMA의 특성과 사

용 빈도, 동시 처리 기능 등을 고려하여 호스트 버스와의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제어함으로써, 호스트 인터페이스 

버스의 효율적인 사용과 버스 사용률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데

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호스트 메모리의 Command 메시지에 대한 읽기 또는 쓰기 수행명령을 내리는 송수신 Command DMA부와, 

호스트 메모리의 데이터 메시지에 대해 읽기 수행명령을 내리는 송신전용 Data DMA부와,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에 

대해 호스트 메모리로 쓰기 수행명령을 내리는 수신전용 Data DMA부와, 상기 각 DMA부의 요청명령을 그 읽기 정보

또는 쓰기 정보 및 메시지 데이터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하고, 호스트 버스로부터의 전송 응답신호와 읽기 

수행 시의 메시지 데이터를 수신하여 해당 DMA부의 응답 버퍼를 통해 전달하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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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Command DMA, Data DMA, 프로토콜 제어장치, 호스트 채널 어뎁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에 대한 블록 구성도.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읽기 요청을 수행하는 Command DMA 버퍼의 구성 및 패킷을 보여주는 도면.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쓰기 요청을 수행하는 Command DMA 버퍼의 구성 및 패킷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읽기 요청을 수행하는 송신전용 Data DMA 버퍼의 구성 및 패킷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쓰기 요청을 수행하는 수신전용 Data DMA 버퍼의 구성 및 패킷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과정에 대한 흐름도로서,

도 5a는 Command DMA의 전송 요청에 대한 흐름도.

도 5b는 송신전용 Data DMA의 전송 요청에 대한 흐름도.

도 5c는 수신전용 Data DMA의 전송 요청에 대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호스트 버스 120: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

130: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

131: 프로토콜 처리 마스터

140: 송수신 Command DMA 141: Command DMA 요청 버퍼

142: Command DMA 응답 버퍼 150: 송신전용 Data DMA

151: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 152: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

153: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 160: 수신전용 Data DMA

161: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 162: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

163: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히는 단일 서

버 시스템(single server system)이나 클러스터 시스템(cluster system)에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인피니밴드 호

스트 채널 어댑터를 구현함에 있어 호스트 프로세서와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

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피니밴드(InfiniBand) 연결망(interconnect network)은 호스 트 채널 어댑터(host channel adapter), 

타겟 채널 어댑터(target channel adapter), 그리고 인피니밴드 스위치(InfiniBand switch)로 구성된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는 호스트 프로세서쪽에 위치하여 원격지의 호스트 채널 어댑터(remote host channel adapter) 

또는 타켓 채널 어댑터(target channel adapter)와 데이터를 상호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인피니밴드 스위치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와 원격지의 호스트 채널 어댑터 또는 타켓 채널 어댑터의 중간에 위치하여 인피니밴드 연결망을 

확장하거나 경로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쪽으로는 인피니밴드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다른 한 

쪽으로는 호스트 프로세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호스트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한편, 현재까지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수의 호스트 채널 어댑터들이 개발되었으나 각각 독자

적인 구성 및 구현 방법을 갖기 때문에 그 구현 결과가 서로 다르다.

예컨대, Yatin R. Acharya는 특허 USP 6,456,698호(발명의 명칭: Supporting Mapping of Layer 3 Priorities in an

InfiniBand Network)에서 기존 IP (Internet Protocol) 패킷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TOS 정보와 인피니밴드 패킷에

서 지원되는 SL (service level)의 설정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재 설정하여 인피니밴드 연결망에서 서비스 레벨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IP-to-InfiniBand 라우터내에 DS to SL 맵핑 테이블을 사용하여 맵핑을 

수행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또한, Aamer Latif 등은 특허 USP 6,400,730호(발명의 명칭: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ferring Data be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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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 IP network devices and SCSI and Fibre Channel devices over an IP network)에서 IP network devices간

에, SCSI devices간에, 그리고 Fibre Channel devices간에도 서로 데이터 패킷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동일

한 프로토콜에서만 지원되던 데이터 패킷 교환 방법을 확장하여 서로 다른 프로토콜 간에도 쉽게 데이터 패킷을 교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Raul A. Aguilar 등은 특허 USP 6,199,137호(발명의 명칭: Method and Device for controlling Data flow th

rough an IO controller)에서 하나의 디바이스에 리스트 프로세서,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포트 라우터를 내

장하여 처리함으로써 언제든지 가상 입출력 포트에 대한 구성을 바꾸거나 가상 입출력 포트를 삽입하거나 가상 입출

력 포트를 삭제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의 입출력 포트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상기 제시된 종래의 호스트 채널 어댑터 장치 및 방법들은 호스트 인터페이스 버스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스의 사용률을 적절히 분배하여 최적의 전송 흐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 장치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 적은 송수신 Command DMA, 송신전용 D

ata DMA, 및 수신전용 Data DMA로 구성하고 각 DMA의 특성과 사용 빈도, 동시 처리 기능 등을 고려하여 호스트 

버스와의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제어함으로써, 호스트 인터페이스 버스의 효율적인 사용과 버스 사용률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

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Command DMA 요청 버퍼와 Command DMA 응답 버퍼를 구비하

여, Command 메시지의 읽기 동작수행 시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에 읽기 수행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의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Command 메시지 쓰기 동작수행 시는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에 쓰기 수행

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의 주소 정보 및 Command 메시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송수신 Command DMA부;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와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

)와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를 구비하여, 상기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에 읽기 수행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

리의 주소와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의 저장위치 주소를 제공하는 송신전용 Data DMA부;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와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와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를 구

비하여, 상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에 쓰기 수행 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 주소와 수신전용 데이터 버

퍼의 저장위치 주소 정 보를 제공하는 수신전용 Data DMA부; 및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의 수행 명령이 읽

기 명령일 경우, 그 읽기 정보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한 후 호스트 메모리로부터의 Command 메시지 데이터

와 그 읽기동작의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 응답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상기 Command DMA 응답 버퍼에 저장하고, 상

기 Command DMA 요청 버퍼의 수행 명령이 쓰기 명령일 경우, 그 쓰기 정보와 Command 메시지 데이터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한 후 그 쓰기동작의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 응답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Command DMA 응답 버

퍼에 저장하며, 상기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의 명령내용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정보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한 후 그에 따른 호스트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의 저장 위치 주소에 정렬하

고 그 읽기동작의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에 저장하며, 상

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의 명령내용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정보와 상기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

메시지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한 후 그 쓰기동작의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 D

ata DMA 응답 버퍼에 저장하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장치;로 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에 대한 블록 구성 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와, 송수신 Command DMA(140)

와, 송신전용 Data DMA(150)와, 수신전용 Data DMA(1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PCI/PCI-X 호스트 버스(110)의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

20)를 호스트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로서 갖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에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장치이며, 내

부적으로 프로토콜 처리 마스터(131)와, 인터럽트 제어기(132)와, 프로토콜 처리 타켓(133)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와 상기 각 DMA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버퍼장치들을 구비한다.

즉, 상기 송수신 Command DMA(140)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와 Command DMA 

응답 버퍼(142)를 구비하며, 상기 송신전용 Data DMA(150)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151

)와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와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를 구비하고, 수신전용 Data DMA(160)와의 인터

페이스를 위해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161)와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162)와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3)를 

구비한다.

이하에서는 수행 동작(읽기, 쓰기 등)에 따른 상기 각 구성요소들의 역할 및 수행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상기 송수신 Command DMA(140)를 통해 호스트로부터 소정의 메시지를 읽어오고자 할 경우, 상기 송수신 Co

mmand DMA(140)는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의 패킷 헤더에 읽기 수행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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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에 저장된 패키 헤더의 명령

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읽기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읽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PCI/PCI-X 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확인된 정보를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PCI/PCI-X 호스트 버스 인

터페이스(120)는 PCI/PCI-X 버스(110)를 구동시킨다.

이때, 응답으로 PCI/PCI-X 호스트 버스(110)에 해당 주소의 메시지가 실리면,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

120)는 이 메시지를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에게 제공하고,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

는 패킷 포맷에 맞추어 Command DMA 응답 버퍼(142)에 이 메시지를 저장함으로써 읽기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 송수신 Command DMA(140)를 통해 호스트 메모리로 소정의 command 메시지를 쓰고자 할 경우, 상기 

송수신 Command DMA(140)는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의 패킷 헤더에 쓰기 수행 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

트 메모리 주소 및 Command 메시지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에 저장된 패킷 헤더의 명령 내용

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즉,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PCI/PCI-X 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확인된 정보(호스트 메모리 

주소 및 메시지)를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에게 제공하고,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

)는 해당 신호를 PCI/PCI-X 버스(110)에 구동한다.

이때, PCI/PCI-X 호스트 버스(110)에 해당 주소 및 메시지가 실리고 호스트 메모리로 전송이 완료되면, PCI/PCI-X 

호스트 버스(110)에 전송 종료 신호가 구동되고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는 이 신호를 감지하여 데

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에게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패킷 헤더에 전송 완료 정보를 실어 Command DMA 응답 버퍼

(142)에 응답 패킷을 저장한다.

한편,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 메시지를 가져오고자 할 경우, 상기 송신전용 Data DMA(150)는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151)의 패킷 헤더에 읽기 수행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의 주소와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의 

저장위치 주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151)에 저장된 패킷 헤더의 명령내

용을 확인한 후, PCI/PCI-X 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확인된 정보를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에게

제공함으로써 읽기 동작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상기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는 해당 신호를 PCI/PCI-X 호스트 버스(110)에 구동시키

고, 그 응답으로서 PCI/PCI-X 버스에 호스 트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 메시지가 실리면, 이 메시지를 데이터 전송 프

로토콜 제어장치(130)에게 전달한다.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이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확인된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의 저장 위

치 주소에 정렬하고, 패킷 헤더에 송신데이터 저장완료 정보를 실어 상기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에 응답 패

킷을 저장한다.

한편, 호스트 메모리로 소정의 데이터 메시지를 쓰고자 할 경우, 상기 수신전용 Data DMA(160)는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161)의 패킷 헤더에 쓰기 수행 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 주소와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3)의 저

장 위치 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상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161)에 저장된 패킷 헤더의

명령내용을 확인하고 PCI/PCI-X 버스 프로토콜에 따라 필요한 정보(호스트 메모리 주소 및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

63)에 저장된 데이터 메시지)를 읽어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에게 제공한다.

상기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는 해당 신호를 PCI/PCI-X 호스트 버스(110)에 구동한다.

이때, PCI/PCI-X 호스트 버스(110)에 해당 주소 및 메시지가 실리고 호스트 메모리로 전송이 완료되면, PCI/PCI-X 

버스에는 전송종료 신호가 구동되고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는 이 신호를 감지하여 상기 데이터 전

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에게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이에 따라,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패킷 헤더에 수신 데이터 쓰기 완료 정보를 실어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162)에 응답 패킷을 저장한다.

이하에서는 도 2a내지 도 4를 참조하여 각 DMA에 대한 버퍼 구성 및 데이터 패킷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읽기 요청을 수행하는 Command DMA 버퍼의 구성 및 패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Command DMA 버퍼는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와 Command DMA 응답 버퍼(1

42)로 구성된다.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에는 최대 8개의 패킷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패킷은 요청 패킷 헤더(211)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212)를 포함한다.

상기 요청 패킷 헤더(211)는 4비트의 명령 필드와, 8비트의 바이트 유효(byte enable) 필드와, 4비트의 DMA 아이디

필드와, 3비트의 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와, 12비트의 메시지 크기 필드로 이루어진다.

상기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212)는 64비트로 표현되며 32비트 크기의 2개 필드로 분할되어 저장된다.

또한, 상기 Command DMA 응답 버퍼(142)도 동일하게 최대 8개의 패킷을 저장할 수 있는데, 각 패킷은 응답 패킷 

헤더(213)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214)를 포함한다.

상기 응답 패킷 헤더(213)는 상기 요청 패킷 헤더(211)에 비해 2비트의 상태 필드가 추가된 형태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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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버퍼의 구조를 이용하여 상기 송수신 Command DMA(140)는 호스트 메모리에 대해 메시지 읽기를 요청

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된다.

즉, 상기 송수신 Command DMA(140)는 호스트 메모리에서 메시지를 가져오기 위하여 상기 요청 패킷 헤더(211)의 

명령 필드에 읽기 수행명령 비트를 설정하고, 메시지 크기에 맞추어 바이트 유효 필드에 해당 값을 정해준다.

DMA 아이디 필드와 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에 분별 가능한 DMA 아이디 값 및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의 패

킷임을 나타내는 트랜잭션 아이디 값을 설정하고, 해당 요청 메시지의 크기정보를 메시지 크기 필드에 실어준다.

또한, 상기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212)에는 읽어올 메모리 주소를 실어 줌으로써 하나의 요청 패킷을 완성하게 된다.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이러한 요청 패킷을 확인하여 호스트 메모리에 대해 읽기 동작을 수행

하게 되는데, 해당 메시지의 읽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상기 응답 패킷 헤더(213)의 상태 필드에 오류 정보를 설

정하여 읽기 전송 오류임을 알리고, 정상적으로 읽기 전송이 완료된 경우 완료 정보를 설정하여 읽기 전송이 무사히 

종료되었음을 알린다.

이때, 읽기가 완료된 응답 패킷은 응답 패킷 헤더(213)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214)와, 읽기 메시지 데이터(215)로 

구성되며, 읽기 메시지 데이터(215)는 상기 설정된 요청 메시지 크기만큼 저장된다.

이로써, 상기 송수신 Command DMA(140)는 상기 저장된 읽기 메시지 데이터를 그 필요에 따라 활용하게 된다.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쓰기 요청을 수행하는 Command DMA 버퍼의 구성 및 패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Command DMA 버퍼는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와 Command DMA 응답 버퍼(1

42)를 가지고 읽기와 쓰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에 대한 각각의 버퍼를 두지 않고 공유하여 사용

한다.

Command DMA 쓰기 동작의 경우, 요청 패킷은 패킷 헤더(221)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222)와, 쓰기 메시지 데이

터(223)로 이루어지며, 쓰기 요청 패킷 헤더(221)는 상기 읽기 요청시의 요청 패킷 헤더(211)와 동일한 데이터 구조

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응답 패킷 헤더(226)의 상태 필드를 통해 메시지 쓰기 동작에 오

류가 발생하였는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상기 송수신 Command DMA(140)에 알린다.

이때, 쓰기가 완료된 응답 패킷의 경우 응답 패킷 헤더(226)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225)만으로 이루어진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읽기 요청을 수행하는 송신전용 Data DMA 버퍼의 구성 및 패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전용 Data DMA 버퍼는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151)와, 송신 Data DMA 응답 버

퍼(152)와,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로 구성된다.

상기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151)는 최대 16개의 패킷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패킷은 요청 패킷 헤더(311)와 호

스트 메모리 주소부(312)를 포함한다.

상기 요청 패킷 헤더(311)는 4비트의 명령 필드와, 8비트의 바이트 유효(byte enable) 필드와, 11비트의 송신전용 데

이터 버퍼 주소와, 2비트의 패킷 연결 필드와, 4비트의 DMA 아이디 필드와, 3비트의 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와, 2비트

의 서브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와, 12비트의 메시지 크기 필드로 구성된다.

상기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312)는 64비트로 표현되며 32비트 크기의 2개 필드로 분할되어 저장된다.

또한, 상기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는 상기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151)와 마찬가지로 최대 16개의 패킷

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패킷은 하나의 응답 패킷 헤더(313)만으로 구성된다.

상기 응답 패킷 헤더(313)는 상기 요청 패킷 헤더(311)에 비해 2비트의 상태 필드가 추가된 형태이며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또한, 상기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는 순수 메시지 데이터로 구성되며, 상기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151)의 

요청에 따른 결과 메시지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버퍼 구조를 통해 상기 송신전용 Data DMA(150)가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소정의 메시지를 읽어오는 동작

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즉, 상기 송신전용 Data DMA(150)는 상기 요청 패킷 헤더(311)의 명령 필드에 읽기 수행 명령비트를 설정하고, 메

시지 크기에 맞추어 바이트 유효 필드에 해 당 값을 정해주며, 읽은 메시지가 저장될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의 주

소값을 설정한다.

이때, 송신전용 Data DMA(150)의 경우 메시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송수신 Command DMA(140)와는 달리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즉, 독립된 하나의 메시지를 요청할 경우는 상기 패킷 연결 필드에 '00' 값을 설정한다. 또한, 데이터를 분할 요청할 

경우, 분할된 메시지의 첫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는 상기 패킷 연결 필드에 '01'값을 설정하고, 분할된 메시지의 연속된

중간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는 '10'값을, 그리고 분할된 메시지의 마지막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는 '11'값을 각각 설정

하여 요청한다.

또한, 상기 DMA 아이디 필드와 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에는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151)의 패킷임을 나타낼 수 있

는 분별 가능한 DMA 아이디값과 트랜잭션 아이디값을 각각 설정하며, 추가로 더 세분화해서 메시지를 요청할 필요

가 있을 경우는 상기 서브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에 값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또한, 상기 메시지 크기 필드에 해당 요청 메시지의 크기를 실어주고,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312)에는 읽어올 호스트 

메모리 주소를 실어 줌으로써 하나의 요청 패킷을 완성하여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에게 데이터 메시지 

읽기 전송을 요청한다.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해당 메시지 읽기 전송 요청을 수행하여 그 응답으로서 받은 메시지를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의 상기 설정된 주소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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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응답 패킷 헤더(313)의 상태 필드에 오류 발생 또는 정상 동작 여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고 이 응답 패킷을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에 저장한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쓰기 요청을 수행하는 수신전용 Data DMA 버퍼의 구성 및 패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수신전용 Data DMA 버퍼는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161)와, 수신 Data DMA 응

답 버퍼(163)와,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3)로 구성된다.

상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161)는 최대 16개의 패킷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패킷은 요청 패킷 헤더(411)와 호

스트 메모리 주소부(412)를 포함한다.

상기 요청 패킷 헤더(411)는 4비트의 명령 필드와, 8비트의 바이트 유효 필드와, 11비트의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 주

소와, 2비트의 패킷 연결 필드와, 4비트의 DMA 아이디 필드와, 3비트의 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와, 2비트의 서브트랜

잭션 아이디 필드와, 12비트의 메시지 크기 필드로 이루어진다.

상기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412)는 64비트로 표현되며 32비트 크기의 2개 필드로 분할되어 저장된다.

또한, 상기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162)는 상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161)와 마찬가지로 최대 16개의 패킷

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패킷은 하나의 응답 패킷 헤더(413)로만 이루어진다.

상기 응답 패킷 헤더(413)는 상기 요청 패킷 헤더(411)에 비해 2비트의 상태 필드만이 추가된 형태이며 나머지 부분

은 동일하다.

또한, 상기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3)는 순수 메시지 데이터로 구성되며, 수신전용 Data DMA(160)의 쓰기 동작 과

정에서 호스트 메모리로 전달할 메시지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는 공간이다.

상기 수신전용 Data DMA(160)는 상기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3)에 저장된 메시지 데이터를 호스트 메모리에 쓰기

위하여, 상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161)의 패킷 헤더에 각 필드값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설정 내용은 송신 Dat

a DMA 요청 버퍼(151)에 대해 상기 설명된 바와 유사하다.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상기 요청 패킷 헤더(411)의 각 필드 내용과 호스트 메모리 주소를 확인

하고 상기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3)에서 해당 크기만큼 메시지 데이터를 읽은 다음 이에 따라 호스트 메모리로 메

시지 쓰기 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상기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를 통해 그 쓰기 

전송에 대한 오류 발생 또는 정상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상기 응답 패킷 헤더(413)의 상태 필드에 

설정하고, 이 응답 패킷을 상기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163)에 저장한다.

한편, 도 5a내지 도 5c는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특히 프로토콜 처리 마스터(131)

)의 동작 과정에 대한 흐름도이다.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의 프로토콜 처리 마스터(131)는 준비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전송 요청

이 감지되면,(S501) 내부 DMA로부터의 전송 요청인지 아니면 PCI/PCI-X 버스 상에서 구동한 버스 요청인지를 파악

한다.(S502)

이때, 내부 DMA로부터의 전송 요청일 경우, 그 요청이 Command DMA 전송 요청인지, 송신전용 Data DMA 요청인

지, 또는 수신전용 Data DMA 요청인지를 판단하여 각각에 대한 동작을 수행한다.(S503)

송수신 Command DMA(140)의 전송 요청일 경우,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프로토콜 처리 마스터(131)는 먼

저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S504) Command DMA 요청 버퍼(141)의 요

청 패킷 헤더(211)를 읽어 읽기 전송 요청인지 쓰기 전송 요청인지를 파악한다.(S505)

이때, 상기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가 전송 가능한 상태이고 읽기 요청일 경우,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로 해당 읽기 정보를 전달하고 호스트 버스(110)로 신호가 구동된 후,(S506) 호스트 버스의 전

송 응답 신호를 기다린다.(S507)

호스트 버스(110)로부터 전송 응답 신호가 전달되면, 이를 분석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를 확인한다.(S508)

읽기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상기 프로토콜 처리 마스터(131)는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

20)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를 응답 패킷 형태로 가공하여 Command DMA 응답 버퍼(142)에 저장하고 응답 패킷 헤더

(213)의 상태 필드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한 후 다시 준비 상태로 천이한다.(S509)

버스 전송 응답 신호가 전송 에러를 나타낼 경우,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 콜 제어장치(130)는 응답 패킷 헤더(213)

의 상태 필드에 오류 비트를 설정한 후 Command DMA 응답 버퍼(142)에 저장하고 준비 상태로 천이한다.(S510)

또한, 버스 전송 응답 신호가 분리 응답일 경우, 나중에 메시지를 응답해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상태의 요청 패킷

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내부 테이블에 저장하고 준비 상태로 천이한다. 추후 응답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면 상기 S509

과정을 통해 최종 전송을 마무리하게 된다.(S511)

한편,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가 전송 가능한 상태이고 쓰기 요청일 경우,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

콜 제어장치(130)는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로 해당 쓰기 정보를 전달하고 호스트 버스(110)로 신

호가 구동된 후,(S512) 메시지 크기 만큼 메시지 데이터를 연속하여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로 전

달하여 호스트 버스(110)에 구동시킨다.(S513, S514)

메시지 데이터 전부를 호스트 버스(110)에 구동시킨 후 버스 전송 응답 신호를 기다린 다음 전달된 버스 전송 응답 

신호를 해석하여 메시지 전송의 정상 동작 여부를 판단한다.(S515)

이때, 쓰기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응답 패킷 헤더(226)의 상태 필드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고 다시 

준비 상태로 천이하고,(S516) 버스 전송 응답 신호가 전송 에러를 나타낼 경우는 응답 패킷 헤더(226)에 오류 비트를

설정하고 준비 상태로 천이한다.(S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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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신전용 Data DMA(150)의 전송 요청일 경우,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

치(130)는 먼저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 페이스(120)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S521) 송신 Data DMA 요청 버

퍼(151)에 저장된 패킷의 헤더(311)를 읽어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로 해당 읽기 정보를 전달하여 

호스트 버스(110)로 신호를 구동한다.(S522)

그리고, 호스트 버스(110)의 전송 응답 신호를 기다린 후,(S523)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를 통해 

버스 전송 응답 신호가 전달되면 이를 분석하여 에러 발생, 정상 전송, 분리 전송 등을 확인한다.(S524)

이때, 정상적인 전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기 패킷 연결 필드를 확인하여, 단일 메시지 또는 마지막 메시지의 전송인

지 아니면 처음 메시지의 전송 또는 중간 연속 메시지의 전송인지를 확인한다.(S525)

단일 메시지의 전송이거나 메시지의 마지막 전송일 경우는 수신된 메시지 데이터를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에 저

장한 후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를 닫는다. 또한, 응답 패킷 헤더(313)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한 후 이 응답 패

킷을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에 저장하고 준비 상태로 천이한다.(S526)

메시지의 처음 전송이거나 중간의 연속 전송일 경우는 수신된 메시지를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에 저장하고, 응답

패킷 헤더(313)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여 이 응답 패킷을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에 저장한 후 준비 상

태로 천이한다.(S527) 이때,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153)는 닫지 않고 다음 메시지가 연속된 주소 공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버스 전송 응답 신호의 분석을 통해 전송 에러가 확인되면,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응답 패

킷 헤더(313)에 오류 비트를 설정하고 이 응답 패킷을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152)에 저장한 후 준비 상태로 천

이한다.(S528)

또한, 상기 버스 전송 응답 신호가 분리 응답일 경우, 나중에 메시지를 응답해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상태의 요청

패킷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내부 테이블에 저장하고 준비 상태로 천이한다.(S529) 추후에 그 응답 메시지가 도착되면

상기 S525내지 S527과정을 거쳐 최종 전송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수신전용 Data DMA(160)의 전송 요청일 경우, 상기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

어장치(130)는 먼저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S531)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161)에 저장된 패킷의 헤더(411)를 읽어 PCI/PCI-X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120)로 해당 쓰기 정보를 전달하

여 호스트 버스(110)로 신호를 구동한다.(S532)

또한, 상기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3)에 저장된 메시지를 읽어 그 메시지 크기만큼 연속하여 PCI/PCI-X 호스트 버

스 인터페이스(120)로 전달하여 호스트 버스(110)에 구동시킨다.(S533, S534)

수신 메시지의 모든 데이터를 전달하여 버스에 구동시키게 되면, 호스트로부터의 버스 전송 응답신호를 기다리고 이 

버스 전송 응답신호가 전달되면 이를 해석하여 오류 발생 또는 정상 전송 여부를 확인한다.(S535)

이때, 오류 없이 쓰기 전송이 완료되었을 경우 상기 패킷 연결 필드를 확인하여 그 전송이 단일 메시지의 전송 또는 

메시지의 마지막 전송인지 아니면 메시지의 처음 전송 또는 중간 연속 전송인지를 판단한다.(S536)

단일 메시지 전송이거나 메시지의 마지막 전송일 경우,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3) 내용을 비우고, 응답 패킷 헤더(413)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한 후 이 응답 패킷을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162)에 저장하고 준비 상태로 천이한다.(S537)

메시지의 처음 전송이거나 중간의 연속 전송일 경우, 응답 패킷 헤더(413)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고 이 응답 패킷

을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162)에 저장한 후 준비 상태로 천이한다.(S538) 이때,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162)의 

내용은 최종 전송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우지 않는다.

또한, 상기 버스 전송 응답 신호가 전송 에러를 나타낼 경우,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응답 패킷 

헤더(413)에 오류 비트를 설정하고 이 응답 패킷을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162)에 저장한 후 준비 상태로 천이한

다.(S539)

한편, 상기 S502과정에서 전송 요청이 PCI/PCI-X 버스 상에서 구동된 분리 응답에 대한 버스 요청인 것으로 파악되

면,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130)는 내부 테이블에 저장된 메타 데이터를 비교하여 Command DMA 읽

기 요청에 대한 분리 응답인지 송신전용 Data DMA(150) 읽기 요청에 대한 분리 응답인지를 판단한다.(S518)

이때, Command DMA 읽기 요청에 대한 분리 응답일 경우는 상기 S509 과정으로 천이하고, 송신전용 Data DMA(15

0) 읽기 요청에 대한 분리 응답일 경우는 상기 S525 과정으로 천이하여 그 이후는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남은 동작

을 마무리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은, Command D

MA 및 Data DMA의 특성과 사용 빈도, 동시 처리 기능 등을 고려하여 송수신 Command DMA, 송신전용 Data DMA,

및 수신전용 Data DMA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각 DMA의 버퍼 구조 및 패킷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호스트 인터페

이스 버스의 효율적인 사용과 버스 사용률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최적으로 전송 흐름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및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

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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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Command DMA 요청 버퍼와 Command DMA 응답 버퍼를 

구비하여, Command 메시지의 읽기 동작수행 시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에 읽기 수행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

스트 메모리의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Command 메시지 쓰기 동작수행 시는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에 쓰기

수행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의 주소 정보 및 Command 메시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송수신 Command DM

A부;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와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와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를 구비하여, 상기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에 읽기 수행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의 

주소와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의 저장위치 주소를 제공하는 송신전용 Data DMA부;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와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와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를 구비하여, 상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에 쓰기 수행 명령을 내리고 해당 호스트 메모리 

주소와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의 저장위치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수신전용 Data DMA부; 및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의 수행 명령이 읽기 명령일 경우, 그 읽기 정보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한 후

호스트 메모리로부터의 Command 메시지 데이터와 그 읽기동작의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 응답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상기 Command DMA 응답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의 수행 명령이 쓰기 명령일 경우, 그 쓰기 정보와 Command 메시지 데이터를 호스

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한 후 그 쓰기동작의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 응답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Command DMA 응답

버퍼에 저장하며,

상기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의 명령내용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정보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한 후 그에 

따른 호스트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 메시지를 상기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의 저장 위치 주소에 정렬하고 그 읽기동작

의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에 저장하며,

상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의 명령내용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정보와 상기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에 저장된 데이

터 메시지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하여 전달한 후 그 쓰기동작의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

Data DMA 응답 버퍼에 저장하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

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ommand DMA 요청 버퍼는 최대 8개의 패킷이 저장 가능하며, 각 요청 패킷은 읽기 요청 시

는 요청 패킷 헤더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로, 쓰기 요청 시는 요청 패킷 헤더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와 쓰기 메시지

데이터부로 이루어지며,

상기 Command DMA 응답 버퍼는 최대 8개의 패킷이 저장 가능하며, 각 응답 패킷은 읽기 응답 시는 응답 패킷 헤더

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와 읽기 메시지 데 이터부로, 쓰기 응답 시는 응답 패킷 헤더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 패킷 헤더는 명령 필드와, 바이트 유효 필드와, DMA 아이디 필드와, 트랜잭션 아이디 필

드와, 메시지 크기 필드로 이루어지고, 상기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는 64비트로 표현되며 32비트 크기의 2개 필드로 

분할되어 호스트 메모리 주소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

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패킷 헤더는 상기 요청 패킷 헤더에 비해 정상적인 전송동작 완료여부에 대한 전송응답

신호가 저장되는 2비트의 상태 필드가 추가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는 최대 16개의 패킷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패킷은 요청 패킷 헤

더와 호스트 메모리 주소부로 이루어지고,

상기 송신 Data DMA 응답 버퍼는 최대 16개의 패킷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패킷은 하나의 응답 패킷 헤더만으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Data DMA 요청 버퍼 또는 상기 수신 Data DMA 요청 버퍼의 요청 패킷 헤더는 명령 필

드와, 바이트 유효 필드와,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 주소 필드와, 패킷 연결 필드와, DMA 아이디 필드와, 트랜잭션 아이

디 필드와, 서브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와, 메시지 크기 필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용 Data DMA 또는 상기 수신전용 Data DMA는, 호스트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 메시

지를 요청함에 있어, 독립된 하나의 메시지를 요청할 경우는 상기 패킷 연결 필드에 '00' 값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분

할 요청할 경우 분할된 처음 메시지 데이터 요청은 상기 패킷 연결 필드에 '01'값을, 분할된 중간 메시지 데이터의 요

청은 '10'값을, 그리고 분할된 마지막 메시지 데이터의 요청은 '11'값을 각각 설정하여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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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용 Data DMA 또는 상기 수신전용 Data DMA는, 그 요청 패킷 헤더의 DMA 아이디 필

드와 트랜잭션 아이디 필드에 송신전용 Data DMA 요청 버퍼의 패킷임을 나타낼 수 있는 분별 가능한 DMA 아이디값

과 트랜잭션 아이디값을 각각 설정하며, 추가로 더 세분화해서 메시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서브트랜잭션 아

이디 필드에 값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는, 상기 송수신 Command DMA의 읽기 명령 수행 시, 읽기 정

보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시킨 후 호스트 버스로부터의 전송 응답신호를 분석하여, 그 전송 응답신호가 정상 전송임을

나타내면 상기 Command DMA 응답 버퍼의 응답 패킷 헤더의 상태필드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고, 전송 에러를 

나타낼 경우는 응답 패킷 헤더의 상태 필드에 오류 비트를 설정하며, 분리 응답을 나타낼 경우는 현재 상태의 요청 패

킷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내부 테이블에 저장한 후 추후 응답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면 최종 전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는, 상기 송수신 Command DMA의 쓰기 명령 수행 시, 쓰기 정

보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시킨 후 호스트 버스로부터의 전송 응답신호를 분석하여, 그 전송 응답신호가 정상 전송임을

나타내면 상기 Command DMA 응답 버퍼의 응답 패킷 헤더의 상태필드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고, 전송 에러를 

나타낼 경우는 응답 패킷 헤더의 상태 필드에 오류 비트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는, 상기 송신전용 Data DMA의 읽기 명령 수행 시, 읽기 정보

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시킨 후 호스트 버스로부터의 전송 응답신호를 분석하고,

그 전송 응답신호가 정상 전송임을 나타내면, 패킷 연결 필드를 통해 단일 메시지 또는 마지막 메시지의 전송인지 아

니면 처음 메시지의 전송 또는 중간 연속 메시지의 전송인지를 확인하여, 단일 메시지의 전송이거나 메시지의 마지막

전송일 경우는 수신된 메시지 데이터를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에 저장한 후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를 닫고 응답 패킷 

헤더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며, 메시지의 처음 전송이거나 중간의 연속 전송일 경우는 수신된 메시지를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에 저장한 후 송신전용 데이터 버퍼는 닫지 않고 응답 패킷 헤더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고,

그 전송 응답신호가 전송 에러를 나타내면, 응답 패킷 헤더에 오류 비트를 설정하며,

그 전송 응답신호가 분리 응답을 나타내면, 현재 상태의 요청 패킷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내부 테이블에 저장한 후 추

후에 그 응답 메시지가 도착되면 최종 전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 시스템.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제어장치는, 상기 수신전용 Data DMA의 쓰기 명령 수행 시, 쓰기 정보

를 호스트 버스에 구동시킨 후 호스트 버스로부터의 전송 응답신호를 분석하고,

그 전송 응답신호가 정상 전송임을 나타내면, 패킷 연결 필드를 통해 단일 메시지 또는 마지막 메시지의 전송인지 아

니면 처음 메시지의 전송 또는 중간 연속 메시지의 전송인지를 확인한 후, 단일 메시지 전송이거나 메시지의 마지막 

전송일 경우는 상기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의 내용을 비우고 응답 패킷 헤더에 전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며, 메시지의 

처음 전송이거나 중간의 연속 전송일 경우는 상기 수신전용 데이터 버퍼의 내용을 비우지 않고 응답 패킷 헤더에 전

송 완료 비트를 설정하며,

그 전송 응답신호가 전송 에러를 나타내면, 응답 패킷 헤더에 오류 비트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갖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 콜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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