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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산형버스액세스및제어조정에따라다수개의내부신호버스를공유하는다수개의회로기능요소를갖는집
적회로

요약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3개가 물리적이고 5개가 논리적인 다수 개의 내부 신호 버스들
을 공유하는 다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들을 포함하는 집적 회로(IC)가 개시되어 있다. 다수 개의 내부 신
호 버스들은 3가지 계층의 내부 회로 기능 요소, 즉 중앙 처리 유니트 및 DMA 콘트롤러; DRAM 콘트롤러 
및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 및 PCMCIA 및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와 같은 주변 인터페이스 회로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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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다. 상기 물리적 버스들 중 2개의 물리적 버스들은 상기 논리적 버스들 중 2개의 논리적 버스들에 
해당하며 상기 IC 내부의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제3의 물리적 버스는 상기 논리적 버스 중 3 개의 논리적 
버스에 해당하며 상기 IC 및 상기 IC 외부의 회로 사이의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여러 신호 버스들을 액세
스 및 제어하기 위한 조정은 3 가지 계층의 내부 회로 기능 요소내에서 그리고 3가지 계층의 내부 회로 
기능 요소 사이에서 분산된다. 그리하여, 가장 빈도가 높게 액세스되는 회로 기능 요소로부터 최대 성능
이 달성되고, 빈도가 낮게 액세스되는 그러한 회로 기능 요소로부터 여전히 고성능이 달성된다. 상기 IC
에는 내부 회로 에뮬레이션(ICE)을 지원하는 특징을 갖는 프로세서 코어가 제공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본 특허 서류의 일부 개시 내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본 저작권자는 본 특허
의 개시 내용이 특허청의 특허 서류 또는 기록물임이 분명한 때 어느 누구라도 본 특허의 개시 내용을 복
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저작권의 권리를 유보한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중앙  처리  유니트  및  다수  개의  주변  회로의  기능  요소들을  포함하는  집적  회로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중앙 처리 유니트 및 주변 회로의 기능 요소들이 중앙 처리 유니트 및 주
변 회로의 기능 요소들 간에 그리고 외부 회로의 기능 요소들과 통신하는 그러한 집적 회로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낙후된  구세대와의  역호환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x86은  가장  복잡한  명령어  세트  구조(complex 
instruction set architecture:CISC) 마이크로프로세서들중 하나이다. 예를들면, 대형이면서 복잡한 i486
은 낙후된 구세대 x86 프로세서들과의 역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구현되어야 하는 명령어들을 400개 이상 지
닌다. 그러한 복잡성 때문에, 내장형 제어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적합한, 예컨대, 설계가 간단하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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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호환가능한 프로세서들 또는 콘트롤러들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x86과 호
환성이 있으며 여전히 비용이 적게 드는 내장형 제어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적합한 프로세서 또는 콘트롤
러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는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다수개의 내부 신호 버스들을 공유
하는 다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빈도가 높게 액세스되는 그러한 집적 회로의 내부 
및 외부의 회로 기능 요소들로부터 최대의 성능을 달성하게 하면서도, 빈도가 낮게 액세스되는 내부 및 
외부의 회로 기능 요소들로부터 고 성능을 달성하게 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다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 및 신호 버스를 지니는 집적 회로(IC)는 3개의 신
호 버스들, 한 세트의 마스터 콘트롤러들 및 두 세트의 주변 회로들을 포함한다. 제1 신호 버스는 IC내에
서 제1 세트의 버스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것이고, 제2 신호 버스는 IC내에서 제2 세트의 버스 신호를 통
신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제3 신호 버스는 외부 회로에 연결되어 IC와 그러한 외부 회로 사이에서 제3 
세트의 버스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한 세트의 마스터 콘트롤러들은 상기 제1 신호 버스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1 신호 버스를 선택적으로 액세스하고 상기 제1 세트의 버스 신호의 통신을 제어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세트(제1 세트)의 주변 회로들은 상기 제1, 제2 및 제3 신호 버스들에 연결되어 있
으며 상기 제1 신호 버스 및 제1 세트의 버스 신호들을 통해 상기 마스터 콘트롤러와 선택적으로 통신하
고, 상기 제2 신호 버스를 선택적으로 액세스하며 상기 제2 세트의 버스 신호들의 통신을 제어하고, 그리
고 상기 제3 신호 버스를 선택적으로 액세스하며 상기 제3 세트의 버스 신호들의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한 세트(제2 세트)의 주변 회로들은 상기 제2 신호 버스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제2 신
호 버스 및 제2 세트의 버스 신호들을 통해 상기 한 세트(제1 세트)의 주변 회로와 선택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다수 개의 신호 버스들에 의
해 상호접속되어 있으며 다수 개의 신호 버스들을 공유하는 다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들을 지니는 집적 
회로(IC)는 한 세트의 신호 버스들, 한 세트의 마스터 콘트롤러들 및 두 세트의 주변 회로들을 포함한다. 
상기 한 세트의 신호 버스들은 한 세트의 버스 신호들을 통신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한 세트의 마스터 
콘트롤러들은 상기 신호 버스들 중 제1 서브세트의 신호 버스들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신호 버스들 중 제1 신호 버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신호 버스들 중 
제1 신호 버스를 제어하는 버스 마스터가 되는 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상기 버스 신호들 중 제1 
서브 세트의 버스 신호들의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한 세트(제1 세트)의 주변 회로들은 상기 신호 
버스들 중 제1 서브세트의 신호 버스들과 제2 서브세트의 신호 버스들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주변 회
로들은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버스 마스터와 통신하며 상기 신호 버스
들 중 제2 신호 버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신호 버스들 중 제2 신호 버스를 제어하는 지를 결정하며 그 결
정에 따라 상기 버스 마스터와 통신하고 상기 버스 신호들 중 제2 서브세트의 버스 신호들의 통신을 제어
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한 세트(제2 세트)의 주변 회로들은 상기 신호 버스들 중 제3 서브세트의 신호 
버스들에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한 세트(제2 세트)의 주변 회로들은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신호 버스들 중 제3 신호 버스를 액세스하는 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상기 
버스 신호들 중 제3 서브세트의 버스 신호들을 통신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실시예에 따르면,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클록의 주기 싸이클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실행 단, 복호화 단 및 라이트백(writeback) 단을 
포함한다. 상기 실행 단은 명령어들 및 상기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데 이용되는 오퍼랜드들을 참조하고, 
결과치들을 생성시키도록 상기 명령어들을 실행하며, 그리고 저장 요소로부터 상기 명령어들 및 오퍼랜드
들을 검색하고 결과치들을 저장 요소에 기록하는 데 이용되는 메모리 어드레스들을 연산한다. 상기 복호
화 단은 상기 실행 단에 의해 참조된 명령어들을 검색하고, 상기 실행 단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상기 검색된 명령어들을 복호화시키며, 상기 복호화된 명령어들을 상기 실행 단에 제공한다. 상기 라이트
백 단은 상기 실행 유니트에 의해 연산된 메모리 어드레스로 결과치들을 저장 요소에 기록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실시예에 따르면,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클록의 주기 싸이클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실행 단, 복호화 단 및 라이트백 단을 포함한다. 상
기 실행 단은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이행하는 데 마이크로코드 명령어들 및 오퍼랜드들을 이용하며, 상기 
명령어들 및 오퍼랜드들을 검색하고 결과치들을 저장 요소에 기록하는 데 이용되는 메모리 어드레스들을 
연산하는 실행 유니트를 포함한다. 상기 실행 단은 이러한 실행 유니트에 의해 이용된 오퍼랜드들을 저장
하고 특정의 판독 메모리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의 판독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파일 저장 장소로부터 오퍼랜드를 제공하며, 그리고 특정의 기록 메모리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
의 기록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파일 저장 장소에 오퍼랜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파일을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상기 복호화 단은 저장 요소로부터 명령어들을 검색하는 프리페치 유니트, 상기 실
행 유니트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상기 검색된 명령어들을 복호화시키는 복호화 유니트, 및 복호
화 명령어에 해당하는 일련의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코드 명령어들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시퀀서 유니트를 
포함한다. 상기 라이트백 단은 외부 판독 메모리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외부에 
있는 저장 요소로부터 상기 외부 판독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오퍼랜드 또는 명령어 중 어느 하나를 
검색하고, 외부 기록 메모리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외부에 있는 저장 요소에 상
기 외부 기록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결과를 저장하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특징들 및 이점들은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첨
부 도면을 숙지하면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회로 구조를 구현하는 집적 회로의 기능적인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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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A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집적 회로의 구조에 대한 기능적인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2B는 도1의 집적회로에서 구현된 바와 같은 도2A의 구조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는 기능적인 블럭 다이
어그램이다.

도3A 및 도3B는 모두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따라 버스들상의 트랜잭션들을 제어하기 위한 도1의 중
앙 처리 유니트, DMA 콘트롤러, DRAM 콘트롤러,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 및 PCMCIA 콘트롤러 사이에서의 
분산형 조정을 예시하는 플로우챠트들이다.

도4는 도1의 집적 회로의 중앙 처리 유니트에 대한 구조 구현의 기능적인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5는 도1의 집적 회로의 중앙 처리 유니트에 대한 논리 구현의 기능적인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6은 ALS 신호 파형을 예시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7은 분기 명령어가 제공될 경우 NSR 표시(indication) 및 IXSTAT 및 IXQUAL 스테이터스 신호들 사이의 
관계를 예시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8은 제조 타켓 디바이스상에 클립-온(clip-on) 형태로서 에뮬레이터(emul-ator) 프로세서 칩의 설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9는 ICE가 존재할 경우 탑재된 프로세서의 디세이블 동작을 예시하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실시예

도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이 구현되어진 IC(10)는, 중앙 처리 유니트(CPU;12),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콘트롤러(14),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콘트롤러(16),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BIU;18), 
PCMCIA 콘트롤러(20), ECP 병렬 포트(22) 및 액정 디스플레이(LCD) 콘트롤러(24)를 포함하는, 내부에 집
적된 다수 개의 기능 요소들과 아울러, 도시된 바와 같은 다수 개의 기타 주변 회로들을 포함한다. 하기
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겠지만, 그러한 기능 요소들(12,14,16,18,20,22,24)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호 
버스들(50,52,54)을 거쳐 그들간에 통신하며 또한 상기 IC(10)의 외부 단자들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 기능 
요소(도시되지 않음)과 통신한다. (아래에 바로 기술되는 내용 이상의 부가적인 설명은 본원 명세서의 말
미에 기재된,  본원 명세서에 참조가 되며 본원 명세서에 참고로 기재된 여러 문헌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도2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러한 구조는 
대략 3-버스 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버스 마스터들 모두는 최고 성능의 버스(CPU 로컬 버스)를 구동시
킨다. 단지 액세스되고 빈도가 높게 사용되는 주변 장치들만이 이러한 버스에 접속된다. 이로 인해, 그러
한 주변 장치의 사용이 최적화될 수 있고 시스템 성능이 최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3-버스 구조를 사용함
으로써, 시스템을 이루는 IC의 전반적인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고, 좀 더 우수한 시스템 기능성을 위해 
시스템 설계자에게 추가의 외부 주변 장치들을 추가시킬 수 있는 융통성이 제공될 수 있다.

제2의 내부 고 성능 주변 장치 버스는 또한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액세스되며 사용되는 IC상의 주변 
장치들을 지원하도록 제공된다. 이와 같은 내부 주변 장치 버스상의 주변 장치들은 상기 CPU 로컬 버스상
의 주변 장치들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액세스된다. 이러한 내부 주변 장치 버스의 주변 장치들이 상기 
CPU 로컬 버스상의 주변 장치보다는 빈도가 낮게 액세스되기 때문에, 성능이 극히 높은 CPU 로컬 버스와 
최고 성능의 주변 장치들을 분리시키고 고 성능의 내부 주변 장치 버스와 다른 모든 내부 주변 장치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이 높아진다.

상기 구조의 제3 버스는 중간 성능의 외부 주변 장치 버스이다. 이러한 버스는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추
가되는 외부 주변 장치(들)를 지원한다. 이러한 버스는, 비록 외부 주변 장치들에 대한 액세스가 보다 적
절한 속도로 되지만, 외부 주변 장치들을 추가할 수 있는 융통성을 시스템 설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기에 보다 상세하게 논의되겠지만, 상기 구조는 3개의 물리적 버스들을 포함하며, 3개의 물리적 버스들
은 5개의 논리 버스들에 해당한다. 상기 구조는 또한 조정 및 싸이클 제어 논리를 그러한 설계 범위내에
서 5개의 개별 블럭들로 분산시킨다. 상기 개별 블럭들 각각의 조정 및 싸이클 제어 논리는 유일한 태스
크들을 이행하며, 그러한 태스크들은, 함께 동작할 경우, 버스 액세스를 이행하는 마스터, 요구되고 있는 
액세스의 유형 및 싸이클이 동작하게 될 물리적(및 논리적) 버스를 효과적으로 결정한다.

도2B를 참조하면, 도1의 IC(10)에서 구현된 바와 같은 상기에 논의된 회로 구조에 대하여, 제1 물리적(및 
논리적) 버스는 멀티-마스터이고, 동기식이며, 성능이 극히 높은 CPU 로컬 버스(50)이다. 구조적인 관점
에서 볼 때, CPU 로컬 버스(50)는 (이러한 버스를 멀티-마스터 버스로 구성하는) 다수 개의 버스 마스터
들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구동시키기 전에, 한 버스 마스터는 먼저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조정하고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제어하여야 한다. 도1의 IC(10)에서는, 두 개의 버
스 마스터들, 즉 CPU(12) 및 DMA 콘트롤러(14)가 있다. 상기 CPU(12)는 디폴트(default) 버스 마스터이고 
상기 DMA 콘트롤러(14)가 제어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상기 CPU 로컬 버스(50)의 제어를 유
지하는 데, 상기 DMA 콘트롤러(14)가 제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기 CPU(12)가 예컨대, 현재의 CPU 버
스 트랜잭션 시퀀스의 실행이 완료됨에 따른 절호의 기회에 상기 CPU 로컬 버스(50)의 제어를 상기 DMA 
콘트롤러(14)에 부여한다. 상기 CPU 로컬 버스(50)의 제어를 획득한 후, 상기 DMA 콘트롤러(14)는, 계속
된 지배를 위한 그의 요구가 없어질 때까지 상기 DMA 콘트롤러(14)가 제어를 유지하는 데, 계속된 지배를 
위한 그의 요구가 없어진 경우에는 상기 CPU(12)가 상기 CPU 로컬 버스(50)의 제어를 재개한다.

상기 CPU(12)는 상기 CPU 로컬 버스(50)의 '주 마스터(primary master)' 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상기 DMA 
콘트롤러(14)는  '교호  마스터(alternate  master)'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구조는  하나의  '주 
마스터'와 개수에 제한이 없는 '교호 마스터'를 지원한다.

상기 CPU 로컬 버스(50)는 동기식인 데, 이는 상기 버스상의 신호들 모두가 단지 상기 버스의 클록 신호
와 관련하여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1의 IC(10)에서는, 신호들 모두가 단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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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CPU 로컬 버스(50)에 대한 클록의 상승 구간과 관련하여서만 유효하다. 더욱이, 상기 CPU 로컬 버스
(50)는 극히 높은 성능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데, 그 이유는 상기 버스가 한 클록 주기 당 1번의 
액세스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상기 한 클록당 1번의 액세스는 동기식 버스의 이론상 최대 성능에 
해당한다.

상기 CPU 로컬 버스(50)의 동작 주파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단지 소수의 최고 성능의 동기식 주변 장치
들만이  상기  CPU  로컬  버스(50)에  접속된다.  이와  같은  2개의  주변  장치들은  DRAM  콘트롤러(16)와 
BIU(18)이다. 상기 DRAM 콘트롤러(16)는 빈도가 높게 이용되는 DRAM 시스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에 대
한 모든 액세스를 이행하지만, 상기 BIU(18)는 내부의 비동기식 고성능 주변 장치 버스(52)와 외부의 비
동기식 중간 성능 주변 장치 버스(54)를 제공한다.

상기 DRAM 콘트롤러(16)와 상기 BIU(18) 모두는 동시에 CPU 로컬 버스(50)의 액세스를 받아 들이며 이러
한 두 개의 블럭(16,18)은 싸이클의 유형과 그의 타겟의 결정을 개시한다.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상기 
DRAM 콘트롤러(16) 또는 상기 BIU(18), 또는 상기 DRAM 콘트롤러(16) 및 상기 BIU(18) 모두는 상기 두 개
의 블럭 중 어느 한 블럭이 그러한 액세스를 이행할 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1의 IC(10)에서
는, 상기 DRAM 콘트롤러(16)가 그러한 싸이클을 받아 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상기 BIU(18)는 상
기 DRAM 콘트롤러(16)에 의해 거부된 모든 싸이클들을 받아 들이고 상기 DRAM 콘트롤러(16)에 의해 받아 
들여진 모든 싸이클들을 거부한다.

상기 DRAM 콘트롤러(16)는, 상기 CPU 로컬 버스(50)상에서 요구된 액세스를 이행할 경우, 공유된 외부 버
스(54)의 핀들을 통해 IC(10)에 연결된 외부 DRAM(도시되지 않음)을 액세스함으로써 상기 CPU 로컬 버스
(50)상에서 요구된 액세스를 이행한다. 이와 같은 공유된 외부 버스(54)의 핀들은 제2의 물리적 버스를 
형성하지만, 그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핀들은 다수 개의 논리적 버스들에 의해 공유된다. 
상기 DRAM 콘트롤러(16)는 이와 같은 공유된 외부 버스(54)의 핀들을 제어할 경우, 그러한 시점에서의 논
리적 버스는 외부 DRAM 인터페이스 버스이다.

상기에 주지된 바와 같이, 상기 BIU(18)는 상기 DRAM 콘트롤러(16)에 의해 거부된 모든 CPU 로컬 버스
(50)의 액세스들을 받아 들인다. 만약 PCMCIA 콘트롤러(20)가 이네이블되는 경우, 상기 BIU(18)는 기타의 
액세스를 이행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상기 PCMCIA 콘트롤러(20)에 그러한 액세스를 전송한다. 만약 상기 
PCMCIA 콘트롤러(20)가 그러한 액세스를 받아 들이는 경우, 상기 PCMCIA 콘트롤러(20)는 상기 공유된 외
부 버스(54)의 핀들상에 적절한 신호을 생성시킴으로써 그러한 액세스를 완료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이 
단일의 물리적 세트의 공유된 외부 버스(54)의 핀들상으로 멀티플렉싱될 제2의 논리적 버스(PCMCIA 카드 
인터페이스 버스)이다.

만약 상기 PCMCIA 콘트롤러(20)가 그러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나, 또는 만약 상기 PCMCIA 콘트롤러
(20)가 이네이블되지 않는 경우, 상기 BIU(18)는 그러한 액세스가 내부 주변 장치에 대한 것인 지 아니면 
외부 주변 장치에 대한 것인 지를 결정한다. 상기 BIU(18)는 내부 주변 장치들이 이네이블되도록 프로그
램되어졌는지, 그와 같이 이네이블된 내부 주변 장치들이 상주하는 어드레스(들) 및 현재 액세스의 어드
레스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

만약 상기 BIU(18)가 그러한 액세스는 내부 주변 장치에 대한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상기 BIU(18)는 
그러한 액세스를 완료시키도록 비동기식 내부 주변 장치 버스(52)의 액세스를 생성시킨다. 상기 비동기식
의 고성능 내부 주변 장치 버스(52)는 상기 구조의 제3의 물리적 버스와 상기 구조의 제4의 논리적 버스
를 구성한다.

그 반면에, 만약 상기 BIU(18)가 액세스는 외부 주변 장치 버스(54)에 대한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상
기 BIU(18)는 이러한 액세스를 완료하여 상기 공유된 외부 주변 장치 버스(54)의 핀들상에 적절한 신호들
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것이 상기 구조와 관련된 제5의 논리적 버스이다. 온-칩 주변 장치들 중 어느 한 
주변 장치에 대한 것도 아닌 액세스는 항상 상기 공유된 외부 버스(54)의 핀들상에서의 외부 주변 장치 
버스의 액세스가 된다.

마지막으로, 좀 더 효율적인 데이타의 전송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DMA 콘트롤러(14)는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통해 시스템 메모리 액세스들을 이행하면서, 또한 그러한 액세
스들의 개시점과 종료점을,  상기  BIU(18)와의  직접적인 접속을 통해서 및  상기  BIU(18)와의  협동으로 
DMA-요구 디바이스들에 대한 액세스들과 오버래핑시킨다. 상기 DMA-요구 디바이스들은 (ECP 콘트롤러(22) 
또는 LCD 콘트롤러(24)와 같은) 내부 주변 장치 버스(52)상에나 또는 외부 주변 장치 버스(54)상에 있을 
수 있다.

도3A 및 3B를 함께 참조하면, CPU(12), DMA 콘트롤러(14), DRAM 콘트롤러(16), BIU(18), 및 PCMCIA 콘트
롤러(20) 간의 분산 형태의 조정이 보다 양호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스템 파워-업 또는 리셋 
다음에 이어지는 초기 시스템 상태(200) 동안, 상기 CPU(12)는 초기화되고 유휴 싸이클들은 상기 CPU 로
컬 버스(50)상에서 동작된다. 다음 동작(202)은 CPU 액세스 시퀀스가 진행중인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
약 CPU 액세스 시퀀스가 진행중이지 않으면, 다음 동작(204)은 상기 DMA 콘트롤러(14)가 버스 마스터이도
록  요구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상기  DMA  콘트롤러(14)가  버스  마스터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면, 다음 동작(206)은 CPU 버스 싸이클이 계속중에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CPU 버스 싸
이클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다음 동작(208)은 상기 CPU(12)가 제어 상태에 있는 경우, 상기 CPU 로컬 
버스(50)상에서 또 다른 유휴 싸이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휴 싸이클 동작(208)은 상기 CPU 로컬 
버스(50)의 제어를 위해 상기 DMA 콘트롤러(14)로부터 어떠한 요구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어떠한 CPU 버
스 싸이클도 계속중에 있지 않는 한 반복된다.

만약 CPU 액세스 시퀀스가 진행중에 있었다면, 시스템은 상태(210)에 진입하며, 상기 상태(210)에서는 상
기 CPU(12)가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제어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상기 DMA 콘트롤러(14)로부터의 DMA 
버스 마스터 요구가 상기 CPU(12)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면, 상기 CPU(12)가 상기 CPU 로컬 버스(50)의 제
어를 상기 DMA 콘트롤러(14)에 부여하는 동작(212)이 이행되고 시스템은 상태(214)로 진입하며, 상기 상
태(214)에서는 상기 DMA 콘트롤러(14)가 현재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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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동작(216)은 싸이클이 DRAM 싸이클인 지에 대하여 DRAM 콘트롤러(16)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다.  만약  싸이클이 DRAM  싸이클이라면,  다음  동작(218)은  상기  공유된  외부  버스(54)의  핀들상에서의 
DRAM 액세스 시퀀스를 동작하는 것이다. 만약 싸이클이 DRAM 싸이클이 아니라면, 다음 동작(220)은 싸이
클이 PCMCIA 싸이클인 지에 대하여 상기 BIU(18)와 PCMCIA 콘트롤러(20)에 의해 협동으로 결정이 내려지
는 것이다. 만약 싸이클이 PCMCIA 싸이클이라면, 다음 동작(222)은 상기 공유된 외부 버스(54)의 핀들상
에서의 PCMCIA 액세스 시퀀스를 실행하는 것이다. 만약 싸이클이 PCMCIA 싸이클이 아니라면, 다음 동작
(224)은 싸이클이 내부 싸이클인 지에 대하여 상기 BIU(18)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만약 싸이클
이 내부 싸이클이라면, 다음 동작(226)은 내부 주변 장치 버스 액세스 시퀀스를 동작시키고 상기 공유된 
외부  버스(54)의  핀들상에서의  유휴  싸이클을  동작시키는  것이다.  만약  싸이클이  내부  싸이클이 
아니라면, 다음 동작(228)은 상기 공유된 외부 버스(54)의 핀들상에서의 외부 주변 장치 버스(54)의 액세
스를 동작시키는 것이다.

이들 각각의 액세스 동작(218,222,226,228)에 이어서, 다음 동작(230)은 상기 CPU(12)가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제어하는 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상기 CPU(12)가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제어
하고 있다면, CPU 액세스 시퀀스가 진행되고 있는 지를 결정하는 동작(202)으로부터 개시하는 이전의 과
정이 반복된다. 만약 상기 CPU(12)가 상기 CPU 로컬 버스(50)를 제어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 동작(232)은 
동작될 DMA 싸이클들이 더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실행될 DMA 싸이클들이 더 있다면, 시스템은 
상기 CPU 로컬 버스(50)가 상기 DMA 콘트롤러(14)에 의해 제어되는 상태 (214)를 지속하거나, 또는 그러
한 상태로 재-진입 한다. 만약 실행될 DMA 싸이클들이 더 이상 없다면, 다음 동작(208)은 상기 CPU(12)가 
제어 상태에 있는 경우, 상기 CPU 로컬 버스(50)상에서의 유휴 싸이클을 동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IC(10)의 기본 구조는 빈도가 높게 액세스되는 주변 장치들로 부터 성능을 최대화시키면서
도, 빈도가 낮게 액세스된 온-칩 주변 장치들로부터 성능을 높이고 또한 오프-칩 주변 장치들에 대한 액
세스에 대하여 적정한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멀티-마스터의 분산형 조정 및 분산형 액세스 제어 설계를 
보여준다.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되겠지만, 상기 CPU(12)는 전형적인 인텔(Intel) 486 프로세서와 호환될 수 
있는 명령어 세트를 갖는 32-비트 프로세서이다. 그의 성능은 클록 속도, 명령어 당 클록 싸이클들의 개
수 및 실행되는 명령어들의 개수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타겟(target) 클록 주파수는 제조상의 제약, 전
형적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요건 및 구현 방법에 의해 대부분 미리 결정되었고, 게다가 실행되는 
명령어들의 개수는 x86 명령어 세트 구조(instruction set architec-ture;ISA)의 사용에 의해 제약을 받
았다. 따라서,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초점은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 평균적으로 필요한 클록 싸이클의 
개수, 즉 명령어당 클록들(clocks per instruction ;CPI)의 개수이었다.

따라서, CPU 구조는 최소한의 클록 싸이클들의 개수로 명령어들을 실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바이패스들의 
개수, 인터록들 및 다이(die)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3-단 파이프라인이 사용된다. 이것은 또한 조
건부 분기가 사용되는 경우 분기 위반(branch penalty)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최적화되고자 하는 명령
어들 모두에 대한 명령어당 클록들은 이러한 구조에 기초하여 평가되었고 추가적인 논리는 그러한 개수들
을 획득하도록 상기 구조내에 설계되었다.

도4를 참조하면, 상기 CPU(12)의 구조는 마이크로프로그램된 제어를 사용하는 3-단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다. 상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3개의 주요 단은 복호화 단(70), 실행 단(72) 및 라이트백(writeback) 
단(74)이다. 상기 라이트백 단(74)은 두개의 보조 단(74a, 74b)으로 더 나뉘어진다. 제2의 라이트백 보조 
단(74b)은 단지 일부 메모리 액세스들용으로만 사용된다.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간의 동작에 대하여는, 단
지 3개의 단만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기 파이프라인은 주로 이러한 3개의 단(70,72,74)을 사용하여 기능
을 이행한다.

상기 복호화 단(70)은 명목상 복호화 유니트(100)를 포함하지만 오직 명령어 복호기의 기능 이상으로 기
능을 이행한다. 이러한 단(70)은 또한 프리페치 버퍼(102), 명령어 캐시(104) 및 마이크로시퀀서(106)를 
포함한다. 상기 프리페치 버퍼(102)는 16바이트 폭이고 두개의 계층(tier) 유니트(102a, 102b)로서 설계
되어 있다. 상기 프리페치 유니트(102)는, 명령어 복호기(100)가 현재 복호화 중에 있고 15 바이트의 길
이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명령어의 모든 바이트들로 상기 명령어 복호기(100)가 완전히 보충되게 하려고 
시도한다. 상기 프리페치 유니트(102)는 명령어 캐시(104)와 인터페이스한다. 상기 프리페치 유니트(10
2)는 상기 명령어 복호기(100) 보다 이전에 페치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록-어헤드(look-ahead) 메카니
즘은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킨다.

상기 명령어 캐시(104)는 8바이트의 라인 사이즈로 직접 매핑된 것으로서 편성되어 있는 1K바이트를 포함
한다. 상기 명령어 캐시(104)는 자체-수정 코드(self-modifying code)로 인한 스테일 데이타(stale dat
a)를 회피하기 위하여 버스상에서 스눕(snoop)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은 상기 CPU(12)의 설계에 대한 성
능 향상 방법의 또 다른 예이다.) 대부분의 타겟 어플리케이션 코드(target application code)가 작기 때
문에,  1K  캐시는  상당한  성능  향상을  제공하며,  그보다는  큰  캐시의  구현은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상기 칩(10)의 면적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상기 칩(10)의 가격을 낮춘다. 또한, 
대부분의  타겟  어플리케이션들이  판독  전용  메모리(ROM)로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증가된다.

상기 복호기(100)는 단일의 싸이클내에서 간단한 명령어들을 복호화시킬 수 있다. 프리픽스들 및 복잡한 
명령어들은 복호화하는 데 하나 이상의 싸이클을 취한다. 그후, 상기 마이크로시퀀서(106)는 명령어들을 
인수하고 그러한 명령어들을 마이크로코드로 처리한다. 그러한 마이크로코드 대부분은 i486의 보호 메카
니즘(pro-tection mechanism)를 지원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하여 복잡한 명령어들을 제외하고는 단일
의 싸이클이다. 상기 복호기(100)와 상기 마이크로시퀀서(106) 모두는 전력 및 면적을 절약하는 논리 설
계를 이용한다.

상기 실행 단(72)은 오퍼랜드를 페치하고 명령어들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메모리 어드레스를 연산한다. 
x86 구조는 세그먼트된 메모리 공간을 지니며, 상기 세그먼트된 메모리 공간은 이러한 어드레싱 공간을 
액세스하기 위해 다수의 복잡한 어드레싱 모드들을 갖는다. 상기 세그먼트된 메모리 공간이란 실제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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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상에 발생하는 물리적 어드레스를 얻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추가, 즉 세그먼트 베이스와 그러한 세그
먼트내의 옵셋의 추가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3 개에 이르는 추가 성분, 즉 베이스, 
인덱스 및 변위를 가질 수 있는 세그먼트 옵셋의 연산으로 훨씬 복잡해진다. 단일의 싸이클내에서 이러한 
성분들 모두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어드레스를 연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것이기 때문에, 주된 경우들, 
즉 단지 기준화된 인덱스 및 변위, 또는 베이스 및 변위만을 가지는 주된 경우들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었
다. 상기 실행 유니트(108)는 단일의 싸이클내에서 총체적인 어드레스 연산을 이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상기 실행 유니트(108)은 동일 싸이클내에서 두개의 어드레스 추가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는 세그먼트 오버런을 방지하도록 세그먼트 한계 검사가 이행된다.  결과적으로 연산된 리니어
(linear)  어드레스(이것 또한 물리적 어드레스임)는 외부로의 디스패치(dis-patch)를 위해 버스 유니트
(하기에 보다 상세하게 논의됨)에 전송된다. 이러한 설계는 빈도가 높게 사용된 로드, 저장, 푸시(push) 
및 팝(pop) 명령어들의 단일-싸이클 실행을 허용한다.

상기 실행 단(72)은 또한 구조적인 레지스터 파일(110)과 보호 논리 메카니즘 (112)을 포함한다. 상기 레
지스터 파일(110)은 상기 실행 단(72)에서의 모든 동작들에 대한 발신지와 수신지 정보를 분해한다. 상기 
레지스터 파일(110)은 또한 산술 및 논리 유니트(ALU;114)의 출력으로부터나 또는 메모리로부터의 로드 
동작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바이패스시킬 수 있다. 이는 데이타 종속에 기인하는 파이프라인 버블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Virtual86 모드 지원 외에는 완전한 i486 보호 메카니즘이 구현되었으며, 타
겟 어플리케이션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 외에는 대부분의 i486 예외들이 구현되었다.

상기 라이트백 단(74)은 버스 유니트(116), 디버그 논리(118) 및 레지스터 라이트백 논리(120)를 포함한
다. 이러한 단(74)에서는 메모리 액세스가 개시 및 완료되고, 상기 레지스터 파일(110)이 갱신된다. 제2
의 라이트백 보조 단(74b)은, 메모리 기록 액세스가 아직 계속중인 동안 독립적인 레지스트 동작이 불완
전한 상태로 완료되게 한다. 그러한 메모리 액세스는 새로운 판독/기록 동작이 매 싸이클마다 개시되게 
하도록 파이프라인된다. (25MHz에서의 초기 구현에서, 이는 단일-싸이클 메모리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타 캐시는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키지 못한다).

도5를 참조하면, 상기 CPU(12)는 설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11개의 블럭들, 프리페치 유니트(102); 복
호기 유니트(100); 마이크로시퀀서(106); 레지스터 파일 유니트(110); 실행 유니트(108); 보호 논리 유니
트(112); 예외 논리 유니트(130); 디버그 논리 유니트(118); 버스 유니트(116); 범용 제어 유니트(132); 
및 명령어 캐시(104)로 나뉘어진다.

상기 프리페치 유니트(102)는 상기 명령어 캐시(104)로부터 또는 메모리로부터 직접 내부에 충전되는 두
개의 8-바이트 레지스터(102a,102b;도4)로 이루어진다. 상기 복호기 유니트(100)는 상기 프리페치 유니트
(102)로부터 명령어를 입수하고 이를 사용하여 상기 명령어용 엔트리 마이크로코드, 레지스터 어드레스, 
즉시값, 변위값 및 세그먼트 정보를 생성시킨다. 상기 복호기 유니트(100)는 또한 예외의 일부에 대한 정
보를 생성시키며 비-실행 명령어, 다시 말하면 상기 CPU(12)상에서 실행되지 않는 x86 명령어의 경우를 
처리하는 데에도 또한 사용된다.

상기 마이크로시퀀서(106)는 상기 명령어 마이크로코드의 단계별 진행(ste-pping  through)를 제어한다. 
상기 마이크로시퀀스(106)는 다음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마이크로코드 ROM을 조사한다. 상기 
마이크로-ROM 어드레스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명령어가 개시되면 상기 복호기 유니
트(100)로부터; 현재 명령어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기 명령어 마이크로코드로부터; 또는 예외들의 경우에
는 예외 논리(130)로부터 생길 수 있다.

상기  레지스터  파일  유니트(110)는  오퍼랜드를  판독하고,  바이패스를  분해하며,  콘스탄트,  즉 상수
(constant)를 생성하고, 그리고 오퍼랜드를 정렬한다. 구조적인 레지스터와 선택기(즉, 세그먼트 조사 레
지스터)는 이러한 블럭에서 구현된다. 상기 구조적인 레지스터 파일은 이중 판독 및 기록 포트를 가진다. 
레지스터들이 단일 바이트, 한 워드(2바이트) 또는 2워드(4바이트) 중 어느 하나로서 액세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지스터 파일(110)에서의 이중 판독 및 기록 포트는 복잡하다. 상기 이중 기록 포트들은 
로드 명령어들 및 명령어들의 동시적인 완료를 최적화시킨다.

상기 실행 유니트(108)는 두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그 중 첫번째 기능은 산술 및 논리 동작 모두를 이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상기 실행 유니트(108)는 산술 및 논리 유니트(114;도4))와 배럴 시
프터를 가진다. 두번째 기능은 어드레스 연산(리니어 어드레스 생성) 및 한계 검사이다. 이러한 실행 유
니트(108)는 어드레스 옵셋과 리니어 어드레스를 연산하고 단일 싸이클내에서 한계 검사를 이행한다.

상기 버스 유니트(116)는 CPU(12)와 CPU 로컬 버스(50) 사이에 대한 인터페이스이다. 상기 버스 유니트
(116)는 32-비트 어드레스를 구현하고 패키지 핀출력 제한에 기인하여, 16-비트 데이타 버스를 구현한다. 
(이는  타겟형  운영  체계들  및  어플리케이션들이  16-비트이기  때문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버스 유니트(116)의 중요한 특징은 이전의 메모리 액세스가 완료하기 전에 한 메모리 액
세스가 개시되는 파이프라인 메모리 액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모드에서는, 외부 DRAM이 
전형적으로는 길이가 4K바이트인 페이지들로 나뉘어진다. 그러한 액세스가 DRAM의 한 페이지 범위내에 있
는 동안에는, 메모리에 대한 단일 싸이클 판독 및 기록이 유지될 수 있다. 만약 페이지 누락이 있으면, 
그러한 액세스를 완료시키는 데에는 세개의 싸이클이 취해진다.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RAM)와 ROM에 
대한 액세스에는 또한 대기 상태와 비-파이프라인형의 메모리 액세스가 지원된다.

상기 범용 제어 유니트(132)는 전체 구조의 수퍼바이저(supervisor)이다. 이러한 범용 제어 유니트(132)
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의 단계별 진행을 제어한다. 인터록, 예외 처리의 제어, 및 프로세서의 동작 차단은 
또한 이러한 범용 제어 유니트(132)에 의해 처리된다. 상기 예외 논리(130)는 모든 예외 및 외부 인터럽
트를 우선화하여 분해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산술 예외, 보호 모드 예외 및 기타 장해 및 트
랩을 포함한다. 상기 보호 논리 유니트(112)는 Intel 486 구현예에서 정의된 보호 메카니즘의 기능을 이
행한다. 이러한 보호 논리 유니트(112)에 의해 생성된 모든 예외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이 4가지 레벨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보호 논리 유니트(112)는 i486의 세그먼트형 메모리 구조의 구현에 필요하다.

상기  디버그  논리(118)는  모든  디버그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명령어  및  데이타의 브레이크포인트
(breakpoint)들을 구현한다. 상기 버스 유니트(116)와 함께, 상기 디버그 논리(118)는 또한 외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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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회로 에뮬레이션(in-circuit emulation;ICE) 지원을 위한 요건들도 구현한다.

위에서 설명한 집적 회로에는 또한 내부 회로 에뮬레이션(ICE)을 지원하는 특징들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코어가 제공될 수도 있다. 프로세서의 선택적인 ICE 특징들에 관한 이후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
들이 사용될 것이다:

클록: 이러한 설명 전체에서 인용되는 클록은 시스템 클록 출력 신호(SYSCLK)와 논리적인 면에서 동일하
며, 이러한 시스템 클록 출력 신호는 다시 온-칩 'CPU 클록' 신호와 기능적인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
된다. 온-칩 구현예는 전파 지연의 이유로 인해 서로 다른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ICE 모드-정상 모드: 이것은 ICE 시스템의 일부인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일부인 디바이스와
의 구별이다. ICE 모드에서의 디바이스는 많은 입력/출력 신호 핀들을 제공한다.

ICE 예외 모드-정상 예외 모드: 만약 디바이스가 ICE 모드에 있다면, 디버그 레지스터 세트는 IM비트를 
세팅함으로써, ICE 예외 모드에 놓여질 수 있다. 이것은 ICE 시스템 모니터에 대한 트랩을 위한 디버그 
레지스터 및 ICEBP 명령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중단 모드-동작 모드: 이것은 ICE 모니터 프로그램의 동작과 어플리케이션에 속하는 코드의 동작과의 구
별이다. 중단 모드는 인터럽트 1(디버그 트랩)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ICE 예외만에 의해 진입된다.

ICE 맵-사용자 맵: 이들 맵은 동일하다. ICE 모니터는 사용자의 코드와 같은 어드레싱 공간에서 동작하지
만, 단지 ICE 사용을 위해서만 예약되어 있는 영역(80000000--83FFFFFF)에서 동작한다.

오버레이(overlay)-타겟 메모리: 사용자 코드에 의해 가시화되는 메모리는 물리적으로 타겟 회로 메모리
에 존재할 수도 있고 ICE 시스템내에 에뮬레이션될 수도 있다(오버레이). DRAM 콘트롤러가 항상 활성 상
태이라는 사실로 인해, 오버레이 메모리는, DRAM의 어드레스 공간내로 매핑되는 경우 페이지 모드 DRAM을 
에뮬레이션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내부 회로 에뮬레이터 프로세서는 바람직하게는 모놀리식 형태로 패키징되며 ICE가 에뮬
레이션해야 할 위에서 설명한 프로세서에서 제공되지 않은 ICE-전용 신호 핀을 제공한다. 그러나, 상기 
에뮬레이터 프로세서의 칩 다이는 타겟 프로세서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표1에는 내부 회로 에뮬레이터 프로세서의 '에뮬레이터 모드' 동안 제공되는 신호들이 기재되어 있다.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에뮬레이터 모드는 시스템 리셋시 ICE 모드 입력 신호 핀에 걸리는 신호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선택된다. 시스템 리셋시 ICE 모드 입력 신호 핀에 걸린 신호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전용 
ICE 출력 신호 핀에 제공되는 신호들은 불확정적이며, 그리고 칩상의 모든 ICE 특징들은 디세이블된다. 
선택된 모드는 그러한 디바이스가 리셋되는 다음 시간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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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에뮬레이터 전용 신호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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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열거된 버스 스테이터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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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서의 디버그 레지스터에 2개의 비트가 추가된다:

IM  레지스터 DR7의 비트 12

BI  레지스터 DR6의 비트 12

상기 디버그 레지스터의 IM 비트가 세팅되면 브레이크포인트가 사용자 공급 코드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럽
트보다는 오히려 ICE 예외(즉, 모니터 코드)를 트리거시킨다. 또한, IM=1인 동안, ICEBP 명령어(소프트웨
어 트랩(TRAP) 명령어)는 사용자 공급 코드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럽트 대신에 ICE 예외를 트리거시킨다.

ICE 모드 또는 정상 모드 중 어느 것이 총체적인 디바이스용으로 선택되는지에 관계없이 IM 비트는 칩 리
셋에 의해 0으로 리셋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동작에 의하여 '1'로 셋팅되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생성된 브레이크포인트(BPREQ핀에서 전송됨)가 ICE 예외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일 때마다 ICE 
모드내의 BI 비트가 하드웨어에 의해 셋팅된다. 상기 BI 비트는 소프트웨어 동작에 의해 클리어된다.

도6은 ALS 신호의 타이밍을 예시한 것이다.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ALS는 그의 상승 구간상에서 어드레
스를 래치하기에 적합한 고 레벨 진행 펄스이다. 하강 구간은 대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데, 그 이유는 
어드레스가 상기 하강 구간과 동시에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LS는 오프-칩 버스상의 모든 유효 어드레
스와 동기식으로 제공된다.

NSF, IXSTAT 및 IXQUAL 신호의 주 목적은 오프-칩 하드웨어가 실행시 현재의 EIP(명령어 포인터)값에 의
해 참조된 리니어 어드레스를 따라 동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순차적인 페치 표시(NSF)가 제공될 
때마다 어드레스 버스로부터 오프-칩 리니어 EIP(LEIP) 레지스터를 로딩시킴으로써, 그리고 IXSTAT가 고 
레벨인 어느 한 클록 싸이클에서 IXQUAL 값의 내용을 LEIP 레지스터에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추적 모드
로 이행된다. 그러나, 분기 명령어와 예외 서비스 마이크로코드 시퀀스에서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하는 
IXSTAT 표시가 있다.

도7에 제공된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명령어가 분기될 때 NSF 표시와 IXSTAT 및 IXQUAL 스테이터스 신호 사
이의 관계를 예시한 것이다. NSF 표시는, 이러한 NSF 표시가 존재하고 있다(IXSTAT=1)는 것을 분기 명령
어가 나타내는 시점에나 그 시점 전에 생긴다는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NSF 표시가 나타날 때, 연관된 
IXSTAT=1 표시가 LEIP를 증분시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시점에서 LEIP이 증분되면 분기 명령
어의 길이를 타겟 어드레스에 추가함으로써 불량한 값이 생성될 것이다. 예외 서비스의 경우에, IXSTAT=1
일 때 제공되는 길이의 값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IXSTAT 신호가 이러한 상황에서 LEIP 값을 증분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분기 명령어들이 NSF를 전송한 후에 그 분기 명령어는 장해
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IXQUAL=1 상태의 존재 또는 부재는 예외가 취해지기 전에 명령어가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에 관한 신뢰성있는 표시이다.

 핀은 어드레스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어드레스를 따라 동작한다. 이것은 ICE 모드와 정상 

모드 사이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나타낸다.

 및  스트로브 신호는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든 I/O 액세스에 대해 활성화된다.

입력 신호(ICE 모드,BPREQ)는 SYSCLK의 래칭 구간에 대해 제로(0) 유지 시간이 제공되도록 허용된다.

에뮬레이터 지원 프로세서는 도8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현존하는 탑재된 칩상의 클립에 의해 사
용자 하드웨어(예컨대, 제조 보드)상에 설치된다. 그러한 칩은, ICE내의 에뮬레이터 지원 프로세서가 시
스템을 구동시킬 수 있도록 모든 핀이 부동 상태로 되는 경우에 디세이블된다.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것은 리셋동안 두개의 핀, 즉 신호(TEST,SA0)를 구동시킴으로써 이행된다. SAO의 정상 리셋 상태는 저
(low) 레벨이 되게 한다; 그러나, 만약 PWGOOD 신호가 저 레벨인 동안(즉, 칩이 리셋 상태에 있는 동안) 
TEST 핀이 저 레벨로 된다면, 칩은 미약한(weak) 디바이스에 대하여 SAO를 고 레벨로 구동시키려고 할 것
이다. 만약 SAO가 외부의 영향으로(ICE 디바이스의 대응하는 핀에 의해) 저 레벨로 유지된다면, 다른 모
든 핀들은 즉시 부동 상태로 될 것이다. 리셋의 종료에 따라(PWGOOD가 고 레벨로 진행됨에 따라), 부동 
상태는 불변 상태로 될 것이며, SAO상의 미약한 구동기도 또한 턴오프됨으로 인해, 그것 또한 부동 상태
로 된다. 이러한 상태는 다음 리셋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다른 어떤 TEST 모드
에서도 출력들이 TEST가 저 레벨로 되는 시간과 SAO가 상승되는 시간 사이에서 잠깐 부동 상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CE 시스템의 부착을 허용할 어느 시스템에서라도 TEST 핀을 VCC에 직접 접속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86 구조에 대하여 정의된 바와 같이, 디버그 레지스터의 문서화된 특징들은 에뮬레이터 프로세서에서 
완전하게 구현된다.

ICE 예외의 발생시에 하드웨어 동작에 의해 임의의 프리-러닝(free-running) 타이머를 정지시키도록 의도
하는 것은 아니다. 워치도그(watchdog)는 NMI상의 록아웃( lockout)에 의해 지원받는다.

ICE 매핑된 공간은 정상적인 사용자 매핑된 공간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ICE 매핑된 메
모리는 32-비트 어드레스(어드레스 80000000-83FFFFFF hex)의 최상위 6비트로 이루어진 100000(2진)로 구
성된 모든 어드레스를 점유한다. 사용자-프로그램가능 칩 선택은 결코 이러한 어드레스 범위에 응답하도
록 프로그래밍되어서는 안되지만, 이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하드웨어 온-칩도 존재하
지 않는다. 결코 여기에서는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발 소프트웨어의 이행 능력이다. ICE 
예외를 트리거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공간을 액세스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시도를 검출하는 것이 ICE 시
스템의 이행 능력이다.

ICE 매핑된 공간은 또한 ICE 모드가 이네이블될 때 16 비트 폭이라고 가정된다. CS16 신호는 이러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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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액세스를 위해 무시될 것이다. ICE 맵내의 위치들에 대한 액세스 동안, ISA와 같은 메모리 타이
밍이 사용된다. 디바이스가 ICE 모드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ICE 모드 타이밍 제어 레지스터라고 불
리우는 IO 어드레스 EF5Fh에 있는 레지스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디바이스가 ICE 모드에 있지 않는 경우, 
이러한 레지스터는 어떠한 효과도 발휘하지 않으며 판독도 기록도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드 타이밍 제어 레지스터내에서의 비트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_CD:  비트  3.  ICE  명령  지연,  이러한  비트는  명령  지연이  ICE  메모리  어드레스 범위(80000000h--
83FFFFFFh)에 대한 액세스들에 연관되어 있는 지를 결정한다. 리셋 상태는 '1'이다.

I_WS2-0:  비트  2-0.  ICE  대기  상태  비트  2-0,  이들  비트는  ICE  메모리  어드레스 범위(80000000h-
83FFFFFFh)에  대한  액세스들에  연관된  대기  상태의  개수를  결정한다.  리셋  상태는  '111'(7개의  대기 
상태)이다.

예약됨: 비트 4-7, 예약됨(reserved): 이들 비트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음.

만약 DRAM이 ICE 맵 공간에서 RAM용으로 사용된다면, 오프-칩 DRAM 콘트롤러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실행의 흐름을 포획하기 위하여는 2가지 모드, 즉 적극적 모드와 소극적 모드가 정의된다.

적극적 모드에서는, 분기가 취해질 때마다, (SA25--SA1 및 ODD 상의) 타겟 어드레스는 NSF 신호와 ALS 스
트로브 펄스와 함께 버스에 전송된다. 그 이외에도, 명령어가 실행을 종료할 때마다, IXSTAT 및 IXQUAL 
신호들은 얼마나 많은 바이트들로 실행 어드레스를 진행시킬 지를 나타낸다. 이들 신호를 조사함으로써, 
ICE 시스템은 거의 실시간으로 코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드는 '적극적인 추적'이라 불리는 데, 
그 이유는 이것이 실시간 성능 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최고로 가능한 추적 보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때문
이다: 명령어가 캐시 어드레스에 분기될 때, 그것은 타겟 어드레스가 보고될 수 있도록 오프-칩 버스가 
이용가능해질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ICE 환경 이외에는, 그것이 대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실시간으로 동작하기 위하여는, 소극적 추적 모드가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드에서, NSF 표시는 
버스가 명령어 캐시 히트(hit)상에서 이용가능해질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그래서 분기들이 SA핀들상에 
타겟 어드레스를 제공하도록 보장받지 못한다.

ICE 매핑된 메모리에서 ICE 모니터 코드를 실행하기 위하여, ICE 예외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ICE 예외는 
최고의 우선순위 예외이다. 그것은 디바이스가 ICE 모드에 있고 BPREQ 핀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트리거된
다. (그렇지 않은 경우, BPREQ 핀의 활성화는 어떠한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이외에도, 만약 디버
그 레지스터가 ICE 예외 모드(DR7 비트 IM=1)에 있다면, ICEBP 명령어(opcode F1 hex), 또는 디버그 레지
스터에 의해 트리거되는 임의의 브레이크포인트, 또는 (EFLAGS 레지스터내의 TF 비트로부터의) 단일 단계 
트랩의 실행은 ICE 예외를 야기시킨다.

만약 디버그 레지스터가 ICE 예외 모드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ICEBP 명령어와 디버그 레지스터는 
디버그 트랩, 즉 인터럽트 1을 트리거시킨다. DR6 레지스터의 비트12의 스테이터스는 BPREQ 신호가 ICE 
예외의 원인인 지를 나타낸다.

IM 비트는 (모든 경우에 인터럽트 1을 트리거하는) 2바이트 INT 1 명령어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소프트
웨어 '트랩' 명령어인) 'INT 3'을 포함하여, 다른 INT 명령어들 중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모든 경우에 ICE 예외를 생성시키는 BPREQ 핀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에뮬레이터가 ICE 예외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ICE 모니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제어를 사용
자 코드(하기의 RSM)로 복귀시키는 시간까지는, 또 다른 ICE 예외나 또는 어떠한 마스킹가능하지 않은 인
터럽트(Non-Maskable  Interrupt;NMI)도 인식되지 않는다. 임의의 NMI  요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상태로 
유지되고 동작 모드로 탈출할 때 제공된다. 어떤 추가적인 BPREQ 요구들은 (ICE 모니터로부터의) BPREQ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오프-칩 회로에 의해 계속 상태로 유지되는 데; 이것은 또한 사용자 코드로 탈출할 
때에야 비로소 발생한다.

바람직하게는, ICE 모니터 프로그램은 진입시 워치도그 특징을 디세이블시키고, 동작 모드로 복귀하기 전
에 워치도그를 다시 이네이블시켜 워치도그를 제공한다. 이를 이행함으로써, 워치도그 이벤트들은 비-ICE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확률이 많지 않다.

ICE 예외의 발생시, 총체적인 기계 상태는 어드레스 80000000 hex에서 개시하는 ICE 출력 테이블내로 저
장된다. 정보는 먼저, 어드레스 80000100에서 개시하여, 출력된 다음에 80000000으로 복귀된다. 값들은 
32-비트 2중-워드의 단위로 저장되고, 만약 이들이 완전한 2중-워드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0이 충전된 
상태로 우단 정렬된다. 섀도(shadow) 레지스터들의 내용들은 두개의 2중 워드로, 바람직하게는, 메모리 
세그먼트 디스크립터(descriptor)의 포맷과 유사한 포맷으로 저장된다.

기계 상태를 출력한 후에는, EIP 레지스터가 값(83FFFFF0)으로 로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프로세서 코어
가 리셋과 유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내부 섀도 레지스터는 0의 베이스 값과 최
대 세그먼트 길이(4Gbyte)로 셋팅된다. 프로세서는 또한 부호화를 위해 USE32 모드로 배치된다.

만약 BPREQ 입력이 리셋으로부터 탈출하는 동안에 활성화된다면, 정상적인 리셋 처리 직후에 앞서 설명한 
서비스가 생긴다. ICE 예외가 진입되었다는 것을 IXSTAT/ IXQUAL 신호들이 응답할 때까지 BPREQ 신호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단 모드에서, 사용자-매핑된 메모리 데이타 또는 코드에 대한 참조는 일반적인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메모리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ICE 맵내의 코드는 캐시될 수 없고; 따
라서, 중단 모드에서의 코드의 실행은 사용자의 코드로 복귀하는 인터럽트가 ICE 시스템의 모니터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한 명령어 캐시를 수정하지 못한다. 기록이 중단 모드에서 이행되는 임의의 캐시 라인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버스상에의 스누핑(snooping) 동작이 계속된다. 중단 모드로의 진입시에는 캐시를 무
효화시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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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모드로 복귀하기 위해, 모니터는 프로세서로 하여금 명령어 RSM(opcode OF, AA hex)을 실행하게 하
는 데, 이로 인해 CPU의 구조적인 레지스터와 섀도 레지스터가 ICE 출력 테이블로부터 로딩된다. 그후, 
복원된 EIP 및 CS 이미지에 의해 표시되는 지점으로부터 실행이 계속된다. 일시 레지스터들은 전혀 복원
되지 않는다.

만약 RSM 명령어가 동작 모드에서 실행된다면, 그것은 '무효 명령어' 트랩을 야기시킨다.

본원 명세서에 첨부된 부록들은 본 발명이 구현되었던 집적 회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원 명
세서에 참고로 합체된 것이다. 부록 A는 앞서 논의된 설명에 따른 집적 회로를 위한 CPU 설계에 대한 C-
언어 코드 리스트로 이루어진, Copy-right 1995, National Semiconductor Corporation의 저작권으로 보호
받아야 할 자료를 포함하는 마이크로피치(microfiche;총 302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는 5장의 시트)이다. 
부록 B는 그러한 집적 회로에 대한 예비 사양서 및 데이타 시트이다. 부록 C는 그러한 집적회로의 코어용 
내부 신호 버스에 대한 예비 사양서이다. 부록 D는 그러한 집적 회로의 내부 주변장치용 내부 신호 버스
에 대한 예비 사양서이다.

본원 명세서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이하 본원과 함께 계류중에 있으며 각각의 개시 내용이 본원 
명세서에 참고가 되는 일반 양도된 특허출원들, 즉 발명의 명칭이 '그레이 스케일 변조 데이타용의 외부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콘트롤러(DISPLAY CONTROLLER CAPABLE OF ACCESSING AN EXTERNAL 
MEMORY FOR GRAY SCALE MODULATION DATA)'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319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
62700호);  발명의  명칭이  '2가지의  서로  다른  직렬  데이타  전송  모드로  동작가능한  직렬 인터페이스
(SERIAL INTERFACE CAPABLE OF OPERATING IN TWO DIFFERENT SERIAL DATA TRANSFER MODES)'인 미합중국 특
허출원 제08/451,965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2800호); 발명의 명칭이 '고성능의 다기능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콘트롤러(HIGH PERFORMANCE MULTIFUNCTION DIRECT MEMORY ACCESS (DMA) CONTROLLER)'인 미합
중국 특허출원 제08/453,076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2900호); 발명의 명칭이 '최소 펄스 폭을 갖는 
개방 드레인 다중-소오스 클록 발생기(OPEN DRAIN MULTI-SOURCE CLOCK GENERATOR HAVING MINIMUM PULSE 
WIDTH)'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2,001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3000호); 발명의 명칭이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다수 개의 내부 신호 버스들을 공유하는 다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들을 
갖는 집적 회로(INTEGRATED CIRCUIT WITH MUL-TIPLE FUNCTIONS SHARING MULTIPLE INTERNAL SIGNAL BUSES 
ACCORDING TO DISTRI-BUTED BUS ACCESS AND CONTROL ARBITRATION)'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503호
(포기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3100호); 발명의 명칭이 'x86 명령어 세트 및 x86 세그먼트 어드레싱을 
지원하기 위한 연산 유니트 구조(EXECUTION UNIT ARCHI-TECTURE TO SUPPORT x86 INSTRUCTION SET AND x86 
SEGMENTED  ADDRESSING)'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924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655,139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3300호); 발명의 명칭이 '배럴 시프터(BARREL SHIF-TER)'인 미합중
국  특허출원  제08/451,444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652,718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
NSC1-63400호); 발명의 명칭이 '32-비트 데이타 경로를 사용하는 8, 16 또는 32-비트 오퍼랜드를 통한 비
트 탐색(BIT SEARCHING THROUGH 8, 16, OR 32-BIT OPERANDS USING A 32-BIT DATA PATH)'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8/451,204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3500호); 발명의 명칭이 '32-비트 데이타 경로를 사용하는 
배정밀도(64-비트)  시프트 연산(DOUBLE  PRECISION(64-BIT)  SHIFT  OPERATIONS  USING  A  32-BIT  DATA PAT
H)'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195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3600호); 발명의 명칭이 '부호 구분을 
이행하는 방법(METHOD FOR PERFORMING SIGNED DIVISION)'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571호(대리인 서
류번호 제NSC1-63700호); 발명의 명칭이 '32-비트 배럴 시프터 및 카운터를 사용하여 캐리를 통한 순환을 
이행하는  방법(METHOD  FOR  PERFORMING  ROTATE  THROUGH  CARRY  USING  A  32-BIT  BARREL  SHIFTER  AND 
COUNTER)'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2,162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3800호); 발명의 명칭이 '구역 
및 시간 유효 필드 추출 회로(AREA AND TIME EFFICIENT FIELD EXTRACTION CIRCUIT)'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434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3900호); 발명의 명칭이 '비-산술 순환 버퍼 셀 이용률 상태 표
시기 회로(NON-ARITHMETICAL CIRCULAR BUFFER CELL AVAILABILITY STATUS INDICATOR CIRCUIT)'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535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617,543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
64000호); 발명의 명칭이 '가변 길이 명령어 세트용의 태깅된 프리페치 및 명령어 복호기 및 작동 방법
(TAGGED  PREFETCH  AND  INSTRUCTION  DECODER  FOR  VARIABLE  LENGTH  INSTRUCTION  SET  AND  METHOD  OF 
OPERATION)'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45,563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4100호); 발명의 명칭이 '저
전력 동작용 구분 복호기 회로(PARTITIONED DECODER CIRCUIT FOR LOW POWER OPERATION)'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8/450,153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546,353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4200
호);  발명의  명칭이  '프로세서  복호기에  의한  용도로  명령어  포인터를  지정하는  회로(CIRCUIT  FOR 
DESIGNATING  INSTRUCTION  POINTERS  FOR  USE  BY  A  PROCESSOR  DECODER)'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8/451,495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649,147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4300호); 발
명의 명칭이 '요구에 기초한 게이트된 클록을 생성시키는 회로(CIRCUIT FOR GENE-RATING A DEMAND-BASED 
GATED CLOCK)'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219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4500호); 발명의 명칭이 '
증분기/감분기(INCREMENTOR/DECREMENT-OR)'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214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598,112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4700호); 발명의 명칭이 '메모리 요구를 외부 메모
리에 파이프라인 처리하는 파이프라인형 마이크로프로세서(A  PIPELINED  MICROPROCESSOR  THAT  PIPELINES 
MEMORY REQUESTS TO AN EXTERNAL MEMORY)'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150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583,453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4800호); 발명의 명칭이 '코드 브레이크포인트 복
호기(CODE BREAKPOINT DECODER)'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198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4900호); 
발명의  명칭이  '바이패스  기능을  갖는  2계층  프리페치  버퍼  구조  및  방법(TWO  TIER  PREFETCH  BUFFER 
STRUCTURE AND METHOD WITH BYPASS)'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45,569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5000
호); 발명의 명칭이 '마이크로프로세서용의 명령어 한계 검사(INSTRUCTION LIMIT CHECK FOR 
MICROPROCESS-OR)'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45,564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5100호); 발명의 명칭
이 '동일 클록 사이클 동안 캐시 메모리 및 외부 메모리 콘트롤러에 메모리 요구를 이행하는 파이프라인
형 마이크로프로세서(A PIPELINED MICROPROCESSOR THAT MAKES MEMORY REQUESTS TO A CACHE MEMORY AND AN 
EXTERNAL MEMORY CONTROLLER DURING THE SAME CLOCK CYCLE)'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2,306호(포기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5200호); 발명의 명칭이 '486
TM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호환

가능한  팝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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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 OF A 486
TM
 MICROPROCESSOR COMPATIBLE POP INSTRUCTION)'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2,080

호(대리인 서류번호 제 NSC1-65700호); 발명의 명칭이 '메모리에 저장된 오정렬 데이타용 어드레스를 효
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APPARATUS AND METHOD FOR EFFICIENTLY DETERMINING ADDRESSES FOR MIS-
ALIGNED DATA STORED IN MEMORY)'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0,154호(포기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

65800호);  발명의  명칭이  '고속 486
TM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호환가능한  스트링  동작을  이행하는 방법

(METHOD OF IMPLEMENTING FAST 486
TM
 MICRO-PROCESSOR COMPATIBLE STRING OPERATION)'인 미합중국 특허출

원 제08/451,742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5900호); 발명의 명칭이 '캐시의 내용이 무효인 경우 캐시가 
판독되지  않게  하는  파이프라인형  마이크로프로세서(A  PIPELINED  MICROPROCESS-OR  THAT  PREVENTS  THE 
CACHE  FROM  BEING  READ  WHEN  THE  CONTENTS  OF  THE  CACHE  ARE  INVALID)'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
08/452,659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659,712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6000호); 발
명의 명칭이 '메모리 요구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DRAM  콘트롤러(DRAM  CONTROLLER 
THAT REDUCES THE TIME REQUIRED TO PROCESS MEMORY REQUESTS)'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507호(포
기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6300호); 발명의 명칭이 '핀 개수가 감소된 통합 프라이머리 버스 및 세컨
더리 버스 콘트롤러(INTEGRATED PRI-MARY BUS AND SECONDARY BUS CONTROLLER WITH REDUCED PIN COUNT)'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420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6400호); 발명의 명칭이 '공급원 및 인터페
이스로 구성가능한 입/출력 버퍼(SUPPLY AND INTERFACE CONFIGURABLE INPUT/OUTPUT BUFFER)'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2,365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612,637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
66500호); 발명의 명칭이 '미세 조정가능한 프레임 속도를 갖는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용의 클록 발생 회로
(CLOCK GENERATION CIRCUIT FOR A DISPLAY CONTROLLER HAVING A FINE TUNEABLE FRAME RATE)'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744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6600호); 발명의 명칭이 '구성가능한 전력 관리 방법
(CONFIGURABLE POWER MANAGEMENT SCHEME)'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1,206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
66700호);  발명의 명칭이 '양방향 병렬 신호 인터페이스(BIDIRECTIONAL  PARALLEL  SIGNAL  INTERFACE)'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2,350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7000호); 발명의 명칭이 '액정 표시기(LCD) 
보호 회로(LIQUID CRYSTAL DISPLAY(LCD) PRO-TECTION CIRCUIT)'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2,094호(대
리인 서류번호 제NSC1-67100호); 발명의 명칭이 '공유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그래픽 데이타를 액세스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콘트롤러(DISPLAY  CONTROLLER  CAPABLE  OF  ACCESSING  GRAPHICS  DATA  FROM  A  SHARED 
SYSTEM MEMORY)'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0,156호(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7500호); 발명의 명칭이 
'테스트 신호 버스 및 테스트 제어 회로를 지니는 집적 회로(INTEGRATED CIRCUIT WITH TEST SIGNAL BUSES 
AND TEST CONTR-OL CIRCUITS)'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50,726호(현재에는 미합중국 특허 제5,541,935
호로 특허부여됨:대리인 서류번호 제NSC1-67600호);  발명의 명칭이 '복호화 블럭 테스트 방법 및 장치
(DECODE  BLOCK  TEST  METHOD  AND  APPARATUS)'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445,568호(대리인 서류번호 제
NSC1-68000호);에 기재되어 있는 다수의 추가적인 기능들 및 특징들을 포함하는 집적 회로에서 구현되었
다.

본 발명의 구조 및 동작 방법에 있어서의 다른 여러 변형 및 수정예들이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서도 당업자에게는 자명해질 것이다. 본 발명이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연관지어 설명되
었지만, 청구된 바와 같은 발명은 그러한 특정의 실시예에 부당하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하
여야 한다. 첨부된 청구의 범위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들 청구항들의 범위 및 그들의 등가 범위
에 속하는 구조들 및 방법들이 본 발명에 포함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IC)를 포함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IC는,

상기 IC내에서 제1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제1 신호 버스;

상기 IC내에서 제2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제2 신호 버스;

외부 회로에 연결되어 상기 IC 및 상기 외부 회로 사이에서 제3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제3 신호 버스;

상기 제1 신호 버스를 선택적으로 액세스하고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통신을 제어하도록 상기 
제1 신호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복수 개의 마스터 콘트롤러;

상기 제1 신호 버스와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를 통해 상기 복수 개의 마스터 콘트롤러와 선택적
으로 통신하고, 상기 제2 신호 버스를 선택적으로 액세스하며 상기 제2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통신을 
제어하고, 상기 제3 신호 버스를 선택적으로 액세스하며 상기 제3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통신을 제어
하도록 상기 제1, 제2 및 제3 신호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제1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 및

상기 제2 신호 버스와 상기 제2의 버스 신호를 통해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와 선택적으로 통신
하도록 상기 제2 신호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제2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 버스는 동기식 신호 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회
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호 버스는 비동기식 신호 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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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신호 버스는 비동기식 신호 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마스터 콘트롤러는 부가적으로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제1 신호 버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통신을 제어하는 지를 결
정하기 위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
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마스터 콘트롤러는 중앙 처리 유니트(CPU) 및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는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제2 신호 버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제2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통신을 제어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
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는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제3 신호 버스를 액세스하고 상기 제3의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통신을 제어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
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는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콘트롤러 및 버
스 인터페이스 유니트(BIU)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는 PCMCIA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는 부가적으로 상기 IC 외부에 있는 복수 개의 다른 회
로에 연결되어 상기 IC 외부에 있는 복수 개의 다른 회로와 통신하기 위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와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2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수 개의 신호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의 신
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를 갖는 집적 회로(IC)를 포함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IC는,

복수 개의 버스 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복수 개의 신호 버스;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의 제1 부분을 액세스하고 
이를 제어하는 버스 마스터가 되는 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상기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제1 부분
의  통신을  제어하도록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의  제1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복수  개의  마스터 
콘트롤러;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버스 마스터와 통신하며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의 제2 부분을 액세스하고 이를 제어하는 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상기 버스 마스터와 통신하
며 상기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제2 부분의 통신을 제어하도록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의 제1 부분 및 
제2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제1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 및

서로 통신하고 서로 통신함에 따라 그 중 어느 것이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의 제3 부분을 액세스하는 
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상기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제3 부분을 통신하도록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의 제3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제2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형 버
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수 개의 신호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의 제 2 부분 중 하나는 외부 회로에 연결되어 복수 개의 외
부 버스 신호를 통해 상기 외부 회로와 통신하기 위한 것이며,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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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가적으로 상기 제2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 중 하나와 통신하고 그러한 통신에 따라 상기 복수 개의 
버스 신호의 제4 부분 및 상기 복수 개의 외부 버스 신호의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수 개의 신호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 중  하나는 동기식 신호 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수 개의 신호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
의 신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신호 버스 중 하나는 비동기식 신호 버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수 개의 신호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마스터 콘트롤러는 중앙 처리 유니트(CPU) 및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수 개의 신호 버스
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를 갖는 집적 회
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는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콘트롤러 및 버
스 인터페이스 유니트(BIU)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
수 개의 신호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
소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는 PCMCIA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수 개의 신호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의 신
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복수 개의 주변 회로는 부가적으로 상기 IC 외부에 있는 복수 개의 다른 회
로에 연결되어 상기 IC 외부에 있는 복수 개의 다른 회로와 통신하기 위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
산형 버스 액세스 및 제어 조정에 따라 복수 개의 신호 버스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고 복수 개의 신호 
버스를 공유하는 복수 개의 회로 기능 요소를 갖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클록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
로프로세서에 있어서,

명령어들 및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데 이용되는 오퍼랜드들을 참조하고, 결과치들을 생성시키도록 상기 명
령어들을 실행하며, 저장 요소로부터 상기 명령어들 및 오퍼랜드들을 검색하고 저장 요소에 결과치들을 
기록하는 데 이용되는 메모리 어드레스들을 연산하는 실행 단;

상기 실행 단에 의해 참조된 명령어들을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명령어들을 상기 실행 단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복호화시키며 상기 복호화된 명령어들을 상기 실행 단에 제공하는 복호화 단; 및

상기 실행 단에 의해 연산된 메모리 어드레스들로 저장 요소에 결과치들을 기록하는 라이트백 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클록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단은 상기 시스템 클록의 단일 싸이클에서 검색된 명령어들을 복호화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클록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
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 단은 상기 시스템 클록의 단일 싸이클에서 메모리 어드레스들을 연산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클록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
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백 단은 상기 시스템 클록의 단일 싸이클에서 결과치들을 기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클록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
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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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클록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
로프로세서에 있어서,

(a) (i)결과치들을 생성시키도록 산술 및 논리 연산들을 이행하는 데 마이크로코드 명령어들 및 오퍼랜드
들을 이용하고, 상기 명령어들 및 오퍼랜드들을 검색하고 결과치들을 저장 요소에 기록하는 데 이용되는 
메모리 어드레스들을 연산하는 실행 유니트; 및

(ii)상기 실행 유니트에 의해 이용되는 오퍼랜드들을 저장하고 특정의 판독 메모리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의 판독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파일 저장 장소로부터 오퍼랜드를 제공하며, 그
리고 특정의 기록 메모리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의 기록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파일 저장 장소에 오퍼랜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파일를 포함하는 실행 단;

(b) (i)저장 요소로 부터 명령어들을 검색하는 프리페치 유니트;

(ii)상기 검색된 명령어들을 상기 실행 유니트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복호화시키는 복호화 유니
트; 및

(iii)복호화 명령어에 해당하는 일련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코드 명령어들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시퀀서 유니트를 포함하는 복호화 단; 및

(c) (i)외부 판독 메모리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외부 판독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명령어 또는 
오퍼랜드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외부에 있는 저장 요소로부터 검색하며, 외부 기록 메모리 어드레스
에 응답하여 상기 외부 기록 메모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결과치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외부에 있는 
저장 요소에 저장하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포함하는 라이트백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
로세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단은 교체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여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상기 프리페치 유
니트에 명령어들을 제공하는 명령어 캐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 단은 상기 실행 유니트에 대한 보호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보호 논리 유니트
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백 단은 명령어 및 데이타 브레이크포인트들을 구현하는 디버그 논리를 부
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
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디버그 논리는 내부 회로 에뮬레이션(ICE) 지원을 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
로세서.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모든 예외들 및 외부 인터럽트들을 우선화하여 이를 분해하는 예외 논리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명
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30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 단, 상기 복호화 단 및 라이트백 단에 제어 신호들을 제공하는 범용 제어 논
리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주기 싸이클들에 따라 데이타
를 처리하도록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청구항 31 

타겟 프로세서의 원시 명령어 실행을 에뮬레이션하는 내부 회로 에뮬레이터에 있어서,

캐시 프리페치 알고리즘에 따라 외부 메모리로부터 프리페치된 명령어들을 유지하는 캐시 메모리 수단;

실행 수단에 연결되어 명령어 길이를 누산하는 수단; 및

누산된 명령어 길이를 포함하는 명령어 포인터를 추적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겟 프
로세서의 원시 명령어 실행을 에뮬레이션하는 내부 회로 에뮬레이터.

도면

29-18

1019970700551



    도면1a

29-19

1019970700551



    도면1b

29-20

1019970700551



    도면2a

29-21

1019970700551



    도면2b

29-22

1019970700551



    도면3a

29-23

1019970700551



    도면3b

29-24

1019970700551



    도면4a

29-25

1019970700551



    도면4b

29-26

1019970700551



    도면5

29-27

1019970700551



    도면6

    도면7

29-28

1019970700551



    도면8

    도면9

29-29

1019970700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