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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소 버스 전력 제어에 관한 장치 및 방법

요약

  다양한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프런트 사이드 버스(front side bus; FSB)의 데이터 버스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감지 증폭기를 가지는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제1 방법: 주소 스트로보의 어서팅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인에이블된다. 그 후, 적어도 대기열(queue)이 비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된다.

대기열은 FSB를 통해 아직 수행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기록한다. FSB의 데이터 버스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감지 증폭기 및 상기 FSB의 주소 버스부로부터 주소를 수신하는 주소 감지 증폭기를 가지는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제

2 방법: 어서팅된 요구 지시(request indication)에 응답해서, 상기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한다. 그 후, 어서팅된 주

소 스트로보가 어서팅되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인에이블된다. 요구 지시의 디어서팅에 응답해서,

상기 주소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된다. 적어도 대기열이 비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된

다. 상기 대기열은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아직 수행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기록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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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색인어

프런트 사이드 버스, 전력 손실, CPU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2년 12월 11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번호 10/317,798의 일부 계속 출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는 일반적으로 집적 회로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본 발

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는 주소 버스 전력 제어에 관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시스템 내의 장치들간의 통신은 그 장치들을 상호결합(interconnect)하는 하나 이상의 버스들을 사용해 전형적으

로 수행된다. 이 버스들은 두 장치들을 결합해주는 전용 버스이거나 다수의 유닛 및 장치에 의해 다중송신하는

(multiplexed) 비전용 버스일 수 있다. 게다가, 컴퓨터 시스템 내의 버스들은 특정 유형의 정보를 전송하는데만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Intel사에 의해 개발된 x86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는 각각 주소, 데이터 및

제어 신호 전송을 위한 주소, 데이터 및 제어 버스의 세 개의 버스를 포함한다.

  Pentium®Pro, Pentium®II, Pentium®III 또는 Pentium®4와 같은 향상된 아키텍처 및 프로세서를 채용한 컴퓨터 시스

템에서, 버스 트랜잭션(transaction)은 전형적으로 파이프라인기법으로 생긴다. 구체적으로, 다음 메모리 액세스는 이전

트랜잭션 요구(request)가 발행된 후에 시작되고, 다른 버스 트랜잭션이 개시될 수 있기 전에 버스 트랜잭션의 모든 구성

요소(component) 또는 단계(phase)는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버스 에이전트(bus agent)로부터의 요구는

임의의 시간에 계류중일 수 있다. 버스 트랜잭션의 파이프라인기법은 별개의 데이터 및 주소 버스에 의해 촉진된다. 요구

주소가 주소 버스 상에 보내어지면, 상기 주소 버스 상에 이전에 발행된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또는 신호)가 데이터 버스

로 복귀될 수 있다.

  막대한 연구 및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노력이 컴퓨터 내의 데이터 처리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있어왔다. 데이터 파이프

라인기법, 비순차적 실행(out-of-order execution) 등과 같은 기술은 꽤 높은 클록 레이트 및 월드클래스 성능으로 향상

된 아키텍처 및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하였다.

  게다가, 아키텍처 설계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랩톱 컴퓨터, 핸드헬드 장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에 대한 모

바일 시장을 가능하게 한다. 불행하게도, 그런 모바일 플랫폼은 다른 전력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각 모일 플랫폼에 사용되

는 배터리의 수명에 의해 정해지는 수행 시간으로 한정될 수 있다. 모바일 플랫폼의 복잡함 때문에, 부착된 배터리로부터

의 전력원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고갈될 수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플랫폼의 많은 전자 소자가 사용되지 않을 때

도 전력 소비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가 첨부한 도면에 의해 예로서 도시되었지, 한정의 의도는 아니다.

  도 1은 선행 프로세서 및 메모리 제어 허브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일 실시예에 의한 입력 버퍼를 구비한 프로세서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일 실시예에 의한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 플랫폼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일 실시예에 의한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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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일 실시예에 의한 흐름도.

  도 6은 일 실시예에 의한 흐름도.

  도 7은 일 실시예에 의한 흐름도.

  도 8은 개시된 기술을 이용해 설계의 제조(fabrication), 에뮬레이션(emulation)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관한 다양

한 설계 표현(representation) 또는 포맷(format)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9는 일 실시예에 의한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 플랫폼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0은 일 실시예에 의한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address input sense amplifier)를 구비한 프로세서를 도시하는 블록

도.

  도 11은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 하는 기술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2는 일 실시예에 의한 데이터 감지 증폭기를 구비한 프로세서.

  도 13은 주소 감지 증폭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4는 일 실시예에 의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플랫폼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5는 다중 프로세서 환경에서 주소 값을 래치하는데(latch) 사용될 수 있는 회로.

  도 16은 다중 프로세서 환경에서 주소 감지 증폭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7은 데이터 및 주소 값들 모두를 래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회로.

실시예

  다음의 설명에서, 로직 구현, 신호 및 버스의 크기 및 명칭, 시스템 구성요소의 유형 및 상호관계 및 로직 분리/통합 선택

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사항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된다. 그러나 당업자는 그런 특정 상세사항 없이도 본 발

명이 실시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제어 구조 및 게이트 레벨 회로는 본 발명을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았다. 당업자는 첨부된 상세한 설명으로 과잉 실험 없이 적절한 로직 회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선행 프로세서(CPU)(110) 및 메모리 제어기(memory controller; MCH) 구성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대로, CPU(110)는 프로세서 시스템 버스 또는 프런트 사이드 버스(front-side bus; FSB)(102)의 데

이터 라인을 통해 수신한 데이터를 갭처 하도록 동작하는 입력 버퍼(112)를 포함할 수 있다. CPU(110)의 입력 버퍼(112)

는 FSB(102)의 데이터 버스부(data bus portion)를 통해 CPU(110)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감지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는

복수의 주소 버스 입력 감지 증폭기(address bus input sense amplifier)(114)(114-1, ..., 114-N)를 포함한다.

  CPU(110)에 관해서, 데이터 버스 입력 감지 증폭기(114)는 시스템 초기화 뒤에도 인에이블(enable) 되어 있다. 인에이

블 되어 있는 동안, 데이터 입력 감지 증폭기(114)는 전력을 소모한다.

  도 2에서, 일 실시예의 프로세서(CPU)가 기술되어있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CPU(300)는 모바일 플랫폼 CPU이

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CPU(300)은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그래픽 프로세서, 혼재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다른 유형의 프

로세서일 수 있음이 인식될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CPU(300)는 총괄적으로 입력 버퍼(310)로 도시된 입력 버퍼를 포함한다. 입력 버퍼(310)는 N 개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320)(320-1, ...,320-N)를 포함한다. 감지 증폭기(320)는 내부 주소 버스 신호 라인(internal

address bus signal line)(paddr)(322)(322-1, ..., 322-N)에 결합된 출력을 가진다. 입력 버퍼(310)는 부가적인 내부 데

이터 및/또는 제어 라인에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 감지 증폭기(320)는 프런트 사이드 버스(330)의 복

수의 주소 라인 FSB A[0.. N-1]#에 결합된 입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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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실시예에서, FSB(330)은 Pentium®4 프로세서 FSB 프로토콜과 호환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2001년 11월 1일 공

개된 Singh 등의 미국 특허 출원 번호 US 2001/0037421 A1에 기술되어 있다. FSB가 Pentium®4 프로세서 FSB와 호환

되면, FSB(330)는 64 데이터 라인 FSB[0… 63]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FSB(330)은 다른 버스 프로토콜과 호환

될 수 있고/있거나 다른 수의 데이터 라인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에서, 일 실시예에 관해서, 입력 버퍼(310)는 버스 클록(BCLK) 신호 및 FSB(330)과 연관된 주소 버스 전력 제어

(BPRI#) 신호(350)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래치(352)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예컨대, BPRI# 신호는 FSB(330)를

통해 CPU(330)에 추가로 결합되는 (도시 안 된) 칩셋 장치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래치(352)의 출력은 각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320)의 입력을 인에이블 하기 위해 결합되어 있다.

  동작 중에, BCLK 신호가 변환됨에 따라, 래치(352)는 BPRI# 신호를 래치한다. 어서팅된(asserted) BPRI# 신호에 응답

해, 입력 버퍼(310)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320)는 주소 라인 FSB A[0..N-1]#를 통해 FSB(330)로부터 주소를 캡처할

수 있게 된다. 역으로, 디어서팅된 BPRI# 신호에 응답해,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된다. 입력 감지 증폭기가 디

스에이블되면, 전력 손실 주로, 입력 버퍼에 제공하는 바이어스 전류에 의한 TDP(thermal dissipation power)가 감소한

다.

  도 3은 도 2의 CPU(300)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 실시예의 컴퓨팅 시스템(500)의 블록도이다. CPU(300)에 부가

해, 시스템(500)은 일 실시예에서 MCH(memory control hub)(510)로서의 메모리 제어기 및 일 실시예를 참조해 ICH(I/

O control hub)(530)로서의 입력/출력(I/O) 제어기를 포함한다. MCH(510) 및 ICH(530)는 함께 칩셋(502)이라 부를 수

있다. MCH(510)는 FSB(330)을 통해 CPU(300)에, 버스(150)를 통해 ICH(530)에 결합된다. 또한, 주메모리(520) 및 하

나 이상의 그래픽 장치(550)가 MCH(510)에 결합된다. MCH는 (예컨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을 위해) 통합

그래픽 지원도 가질 수 있다.

  시스템(500)의 I/O 서브시스템은 ICH(530)에 결합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210)와 같은 다양한 다른 유형의 입

력 및/또는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USB 포트(190)는 ICH(530)에 USB(universal serial bus)(192)를

통해서 결합될 수 있고/있거나 하나 이상의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장치(180)는 해당 버스(182)를 통

해서 ICH에 결합될 수 있다. 부가해, 일부 실시예에서는 하나 이상의 오디오 채널(170) 및/또는 LAN(local area network)

인터페이스(220)도 ICH(530)에 결합될 수 있다.

  다양한 프로세서 및 FSB 기술의 구현이 가능하다. FSB(330)가 P4 프로세서 FSB와 호환되는 실시예에서, FSB(330)는

주소, 데이터 및 제어부(다른 식으로, 본 명세서에서는 주소, 데이터 및 제어 버스로 언급됨)을 포함하는 파이프라인기법의

데이터 버스이다.

  FSB(330)에 결합된 장치들도 본 명세서에서는 FSB(330)에 관한 버스 에이전트로 언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3가

지 유형의 에이전트가 FSB(330) 상에 있을 수 있는데, 요구 에이전트(request agent), 반응 에이전트(response agent)

및 스누프 에이전트(snoop agent)이다. 요구 에이전트는 예컨대, 메모리 또는 I/O 판독/기입 요구과 같은 요구을 발행하여

트랜잭션을 개시하는 장치이다. 반응 에이전트는 예컨대, I/O 타깃 또는 메모리 타깃과 같은 트랜잭션의 타깃이다. 스누프

에이전트는 전형적으로 캐시 메모리와 연관된 버스 상의 장치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버스 에이전트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

  FSB(330)가 파이프라인기법 버스이면, 버스 트랜잭션은 단계들로 분리될 수 있고, 다중 트랜잭션들이 중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버스 트랜잭션의 모든 구성요소 또는 단계들이 다른 버스 트랜잭션이 개시될 수 있기 전에 완료되도록 요구되

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트랜잭션(transaction)"은 단일 버스 액세스 요구에 관한 버스 활동을 지칭한다. 트랜잭션은

여러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데, 각 단계는 특정 버스 신호의 세트와 연관되어 특정 유형의 정보를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서, 예시적인 단계들은 예컨대, 중재 단계, 요구 단계, 스누프 단계, 반응 단계 및/또는 데이터 단계를 포함한다.

  요구 단계에서, 요구 에이전트는 FSB(330) 상의 요구 제어 및 주소 정보를 드라이브한다. 후속 스누프 단계 동안에, 데이

터 탐지가 국소적으로 저장할 것인지 및/또는 트랜잭션이 이전에 발행된 트랜잭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될 것 같은 지를

판단한다. 반응 단계에서, 반응 에이전트는 요구 에이전트에 요구된 트랜잭션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보

고한다. 요구된 트랜잭션이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면, (데이터 전송 단계로도 언급되는) 데이터 단계가 데이터 준비

(DRDY#) 신호의 어서팅에 응답해 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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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의 일 실시예에서, 상술한 BPRI# 신호는 FSB(330)의 부분으로서 MCH(510)에 의해 어서팅되고 디어서팅된다. 일

실시예에서, MCH는 BPRI# 신호의 어서팅 및 디어서팅을 발생하는 제어기(512)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어기

(512)는 FSB(330)에 결합된 다른 장치/에이전트 상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어기(512)가 BPRI# 신호의 어서팅 및 디어서

팅을 발생하는 방식은 후술한다.

  일 실시예에서, 제어기(512)는 BPRI# 신호의 어서팅 및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FSB(330) 상에 주소 활동이 없는 동안

에는 CPU(300)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320)를 디스에이블되게 하고 주소 전송 동작 전에 인에이블되게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어기는 BPRI# 신호를 정시에 인가해서 프로세서가 주소 정보를 취득하도록 한다. 상기 다른 방법으로, 제어기

(512)는 BPRI# 신호의 어서팅을 만들어서 CPU(300)의 감지 증폭기(320)가 정시에 인에이블되어 FSB(330) 상에 제공되

는 주소 값들을 감지하도록 한다. 일단 주소 값이 FSB(330)을 통해서 프로세서에 전송된 때에, 미리 정해진 타임 프레임

(predetermined timeframe) (예컨대, 소정의 클록 주기 수들(given number of clock periods)) 내에 후속 주소 값의 전

송이 없으면, 제어기(512)는 BPRI# 신호의 디어서팅을 만들어서 감지 증폭기의 전력 소비를 줄인다.

  도 4는 (예컨대, 도 3에서 보인) 컴퓨팅 시스템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시예에 관한 BPRI# 신호 타이밍도이다. 도 4의

타이밍도는 클록 주기 T1-T10 동안의 (1) 도 2의 논의에서 참조로 언급된 버스 클록(BCLK) 신호(410), 2) 컴퓨팅 시스

템 프로세서로 제어되는 버스 요구 신호 BREQ[0]# 신호(420), 3) BPRI# 신호(350), 4) 버스를 잠그기(locking) 위한

LOCK# 신호(430), 5) 주소 스트로보 신호(ADS#)(440), 6) 주소 버스 상에 나타난 주소 값의 표현을 도시한다

  상기 신호들에 관해, 신호 이름의 말단의 '#'는 연관된 신호가 활성 로우 신호(active low signal)(즉, 낮은 로직 레벨에 있

을 때, 어서팅된 것으로 간주함) 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관된 회로 내에 해당 변화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활성 하

이 신호(active high signal)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일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FSB(330) 신호가 (풀 스윙

보다 작은 전압 스윙을 가지는) 저전압 스윙 신호이다.

  도 4에 도시된 예시적인 트랜잭션에서, 주소 값의 전송에 관해 클록 사이클 T1에서 FSB는 "조용(quiet)"하고 그 결과로

프로세서의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된 저전력 소비 상태에 있다. 그 후, 송신 버스 에이전트(sending bus agent)의 제어

기는 T2에서 BPRI# 신호(350)의 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주소 값들을 FSB를 통해 수신(receiving) 버스 에이전트로 전송하

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예컨대, 송신 버스 에이전트가 수신 버스 에이전트로 요구를 보낼 필요를 상기 프로세스가

인식한다면 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요구는 (예컨대, 버스 프로토콜의 요구 단계 동안에) 주소 값을 주소 버스에 제시해서

만들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송신 버스 에이전트는 MCH(예컨대, 도 3의 MCH(512))이고 수신 버스 에이전트는 프로세

서(예컨대, 도 3의 CPU(300))이다. 이 경우에, MCH가 FSB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MCH는 우선 에이전트 상태

(priority agent status)를 수여받아 MCH가 FSB의 제어를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송신 에이전트(예컨대, 도 3의 MCH)는 (예컨대, 요구가 버스를 통해 송신되었는 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주소 값의 전송이 수행되었는 지를 인식하는 제어기(512)를 포함하고 그 결과로 주소 값이 수신 에이전트에 의해 수신되

기 충분히 전에 BPRI# 신호(350)의 어서팅을 발생시킨다(그래서, 수신 에이전트의 감지 증폭기가 주소 값을 수신하도록

적절히 인에이블됨). 여기서, 수신 버스 에이전트는 BPRI# 신호(350)의 어서팅을 탐지하고 이에 반응해, 감지 증폭기가 인

에이블된다. 더 일반적으로, 제어기가 전력 신호(예컨대, 도 4의 BPRI# 신호)의 어서팅을 발생시키는데, 다음에는 수신 에

이전트의 감지 증폭기가 인에이블된다.

  도 4의 실시예에서, 수신 버스 에이전트는 자신의 감지 증폭기를 BPRI# 신호(350)가 어서팅된 클록 사이클을 따르는 다

음 클록 사이클에서 인에이블을 시작한다. 감지 증폭기가 FSB로부터 주소 값을 적절히 수신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풀

클록 사이클이 소진된다(클록 사이클 T3). 즉, 도 4의 실시예를 따라서, BPRI# 신호(350)는 클록 사이클 T2 및 T3 사이

의 클록 에지에서 수신 버스 에이전트에 의해 래치된다. 수신 에이전트에 의한 BPRI# 신호 탐지에 응답해, 수신 에이전트

는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 시킨다. 그 후, 감지 증폭기는 풀로, 후속 클록 사이클(클록 사이클 T3)이 주어져서 감지 버스

에이전트로부터 주소 값을 수신하도록 충분히 인에이블된다. 클록 사이클 T3에서 발생하는 디스에이블로부터 인에이블로

의 변환 의해, 감지 증폭기는 클록 사이클 T3에서 "디스에이블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 4의 실시예의 클록 사이클 T4에서

송신 버스 에이전트는 주소 스트로보 신호(ADS#)(440)의 어서팅으로 (도 4의 "Req A" 및 "Req B"로 표시된) FSB의 주소

값들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도 4의 실시예에서, Req A 및 Req B 주소 값이 적절히 배치된(positioned) 클록 에지(예컨대, Req A 값을

래치하기 위한 클록 사이클 T4 동안에 버스 클록(410)의 하강 에지; 및 Req B 값을 래치하기 위한 클록 사이클 T4 및 T5

사이의 버스 클록(410)의 상승 에지)를 통해서, 수신 버스 에이전트로 래치된다. 송신 버스 에이전트는 클록 사이클 T5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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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주소 스트로보(440)를 디어서팅해서 바로 다음에, 주소 값들(사이클 T6 동안에 "Req A" 및 "Req B")의 전송이 클록

사이클 T4 동안에 일어난 주소 값들의 전송으로부터 명확히 기술될 수 있다. 주소 스트로보(440)은 다음에 클록 사이클

T6 동안에 리어서팅(re-asserted) 되어서 제2 주소 값 전송에 영향을 준다.

  도 4의 실시예에서, 송신 에이전트의 제어기(512)는 클록 사이클 T6 동안에 주소 스토브 신호(440)의 리어서팅으로

BPRI# 신호(350)의 디어서팅을 발생시킴을 주목하라. 일 실시예에서, 송신 버스 에이전트의 제어기(예컨대, 상술한 도 3

의 제어기)는 1) 주소 값의 "다음(next)" 전송이 최소한 일부 시간 주기(예컨대, 주소 값의 "현재(current)" 전송(클록 사이

클 T6에서는 "현재" 전송은 Req A 및 Req B 값의 제2 전송임)을 지난 다수의 클록 사이클) 동안에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인

식하고 및 2) 그 결과로, 현재 주소 값 전송이 수신 버스 에이전트에 의해 수신된 바로 후에,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하

기 위해 BPRI# 신호(350)의 디어서팅을 발생하도록 설계된다. 여기서, 다시, 실시예에서, 제어기는 FSB 상에 요구가 만들

어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다음" 전송 주소가 발생할지 않을지를 인식한다. 즉, FSB의 주소 버스부 상에

주소 값을 두어서 요구가 버스 상에 존재한다.

  도 4의 예에서, 다른 주소 값의 전송이 클록 사이클 "T6" 전송을 최소한 4 사이클 동안 따르지 않고(왜냐하면, 도 4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클록 사이클 T6 및 클록 사이클 T10 사이에서는 주소 값의 전송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제어기(512)는

BPRI#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클록 사이클 T6에서 디어서팅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수의 클록 주기들 또는

후속 주소 전송 간의 시간이 BPRI# 신호(440)의 디어서팅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주소 버스 전력 제어를 위한 방법이 도 5에 도시된 흐름도(500)에 기술되어 있다. 프로세스 블록(502)에서, 발신 에이전

트(예컨대, MCH)는 주소가 수신 에이전트(예컨대, 프로세서)로 전송되는 것을 탐지한다. 프로세스 블록(504)에서 발신 에

이전트는 언제 BPRI# 신호를 어서팅할 지를 결정한다. 프로세스 블록(506)에서 발신 에이전트는 BPRI# 신호의 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수신 에이전트의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한다.

  프로세스 블록(508)에서 발신 에이전트는 수신 에이전트로의 주소 전송의 완료에 기반해, 언제 BPRI# 신호의 디어서팅

을 발생할지를 결정한다. 프로세스 블록(510)에서 발신 에이전트는 수신 에이전트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

되게 하는 BPRI#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킨다.

  도 6은 일 실시예를 따른, 주소 전력 제어 신호 BPRI#의 디어서팅을 발생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기술을 도시하는 흐름도

(600)를 도시한다. 프로세스 블록(602)에서, 발신 에이전트는 부가적인 주소(수신 에이전트에 전송된 현재 주소에 대한 부

가적인 주소)가 수신 에이전트로 발신될 것인지를 판정한다. 그런 부가적인 주소가 탐지되지 않으면, 프로세스 블록(608)

에서 주소 버스 전력 제어 신호 BPRI#은 디어서팅되고 현재 주소 전송의 완료를 따르면서, 수신 에이전트의 주소 입력 감

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 시킨다.

  역으로, 발신 에이전트가 부가적인 주소가 수신 에이전트로 전송되는 것을 탐지한다면, 프로세스 블록(604)에서, 발신 에

이전트는 부가적인 주소가 미리 정해진 클록 주기 내에 수신 에이전트로 송신될지를 판정한다. 부가적인 주소가 미리 정해

진 주기를 넘어서 전송되면, 프로세스 블록(608)에서 주소 버스 전력 제어 신호 BPRI#은 디어서팅되고 현재 주소 전송의

완료를 따르면서, 수신 에이전트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 시킨다.

  부가적인 주소가 미리 정해진 클록 주기 내에 전송된다면, 프로세스 블록(606)에서, 송신 에이전트는 주소 버스 전력 제

어 신호 BPRI#의 디어서팅을 지연해서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가 계속 인에이블 되도록 한다. 프로세스 블록(608)에서, 송

신 에이전트는 수신 에이전트의 주소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 시키기 위해 BPRI# 신호를 디어서팅해서, 부가적인 주소

전성의 완료 후에, 수신 에이전트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 시킨다.

  데이터 버스 전력 제어 방법이 도 7에 도시된 흐름도(700)에 기술되어 있다. 프로세스 블록(702)에서, 수신 에이전트(예

컨대, CPU)는 별개 에이전트로부터 주소를 수신한다. 프로세스 블록(704)에서 주소를 수신하기 전에, 수신 에이전트는 수

신 에이전트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가 주소를 수신하도록 인에이블 시키는 BPRI# 신호의 어서팅을 탐지한다. 프로세스

블록(706)에서 수신 에이전트는 주소를 수신한다. 프로세스 블록(708)에서 수신 에이전트는 수신 에이전트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 시키는 BPRI# 신호의 디어서팅을 탐지해서 전력 소비를 줄인다.

  도 8은 개시된 기술을 이용해서 설계의 제작, 에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설계 표현 또는 포맷을 도시하는 다

이어그램이다. 설계를 표현하는 데이터는 많은 방식으로 설계를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유용한 것으로, 하

드웨어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 또는 다른 기능적 기술 언어를 사용해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설계된 하드웨

어가 어떻게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의 컴퓨터화된 모델을 제공한다. 하드웨어 모델(810)은 컴퓨터 메모리와 같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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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800)에 저장될 수 있고 상기 모델이 특정 테스트 슈트(830)를 하드웨어 모델에 적용해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지를

판단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820)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매

체 내에 저장, 캡처 또는 보관되지 않는다.

  부가적으로, 로직 및/또는 트랜지스터를 가진 회로 수준 모델은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 단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모델

은 유사하게 프로그램 가능 로직을 이용해 모델을 형성하는 전용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로 시뮬레이션 된다. 이런 유형의 더

나아간 시뮬레이션은 에뮬레이션 기술일 수 있다. 임의의 경우에, 재설정가능(reconfigurable) 하드웨어는 개시된 기술을

채용한 모델을 저장하는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실시예이다.

  나아가, 일부 단계에서 대부분 설계은 하드웨어 모델에서 다양한 장치의 물리적 배치를 표현하는 수준에 이른다. 기존 반

도체 제조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서는, 하드웨어 모델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마스

크 계층 또는 마스크 상의 다양한 특징(feature)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특정하는 데이터일 수 있다. 다시, 집적회로를 나타

내는 이 데이터는 회로 로직에 개시된 기술을 구체화하고 이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또는 제조되어 이 기술을 수행한다.

  설계의 임의 표현에서, 데이터는 기계 판독 가능 매체의 임의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변조

된 또는 다르게 생성된 광파 또는 전자파(850), 메모리(850) 또는 디스크와 같은 자기 또는 광학 저장소(840)는 기계 판독

가능 매체일 수 있다. 이런 매체의 임의는 설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전달(carry)" (예컨대, 정보를 전달하는 기계 판독

가능 매체)이라는 용어는 저장 장치상에 저장된 정보 또는 전달 파로 인코딩 또는 변조된 정보를 포함한다. 설계 또는 설계

의 상세부를 기술하는 일련의 비트는 (전달 또는 저장 매체와 같은 기계 판독 가능 매체로 실세화될 때) 그 자체로부터 및

그 자체로 봉인되거나 또는 추가 설계 또는 제조를 위해 다른 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시스템 구성이 사용될 수 있음이 인식될 수 있다. 예컨대, 시스템(500)은 단일 CPU(300)를 포함

하지만, 다른 실시에에 관해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가 상술한 CPU(300)의 구성 및 동작과 유사한) 다중 프로세서 시스

템이 다양한 실시예의 주소 버스 전력 제어 접근방식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유형의 시스템 또는 다른

유형의 컴퓨터 시스템 (예컨대, 서버,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 블레이드 서버 등이

다른 실시예를 관해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가 개시되었음에도, 다음 청구항에 의해 정의된 발명의 실시예의 범위 내에서 개시된 실시예에 변형과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향 호환 전력 절약 버스 설계

  도 9는 CPU(901)가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단일 컴퓨팅 시스템(900)의 블록도이다. CPU(901)에 부가해서, 시스템

(900)은 일 실시예를 참조해, 언급한 메모리 제어 허브(MCH)(910)로서의 메모리 제어기, 일 실시예를 참조해 언급한 I/O

제어 허브(ICH)(930)로서의 입/출력(I/O) 제어기를 포함한다. 복수의 반도체 칩으로 함께 구현시에, MCH(910) 및

ICH(930)은 칩셋(902)으로 언급될 수 있다. MCH(910)는 CPU(901)에 FSB(931)를 통해서 결합하고 ICH(930)에 버스

(950)를 통해 결합한다. 또한, 주메모리(920) 및 하나 이상의 그래픽 장치(940)는 MCH(910)에 결합된다.

  컴퓨팅 시스템(900)의 I/O 서브 시스템은 ICH(930)에 결합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911)와 같은 다양한 다른 유

형의 입력 및/또는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USB 포트 장치(912)는 ICH(930)에 하나 이상의 USB(913)

를 통해서 결합될 수 있고/있거나 하나 이상의 PCI 장치(914)는 해당 PCI 버스(915)를 통해서 ICH에 결합될 수 있다. 부

가해, 일부 실시예에서는 하나 이상의 오디오 채널(916) 및/또는 LAN(local area network) 인터페이스(917)도 ICH(930)

에 결합될 수 있다. 최소한 하나의 실시예에서, FSB(931)는 인텔 코퍼레이션의 P4 프로세서와 호환된다.

  FSB(931)에 결합된 장치는 본 명세서에서 FSB(931)에 관하여 버스 에이전트로 언급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3 가

지 유형의 에이전트(요구 에이전트, 반응 에이전트 및 스누프 에이전트)가 FSB(931) 상에 있을 수 있다. 요구 에이전트는

예컨대, 메모리 또는 I/O 판독/기입 요구과 같은 요구을 발행하여 트랜잭션을 개시하는 장치이다. 반응 에이전트는 예컨대,

I/O 타깃 또는 메모리 타깃과 같은 트랜잭션의 타깃이다. 스누프 에이전트는 전형적으로 캐시 메모리와 연관된 버스 상의

장치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버스 에이전트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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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B(931)가 파이프라인기법 버스이면, 버스 트랜잭션은 단계들로 분리될 수 있고, 다중 트랜잭션들이 중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버스 트랜잭션의 모든 구성요소 또는 단계들이 다른 버스 트랜잭션이 개시될 수 있기 전에 완료되도록 요구되

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트랜잭션"은 단일 버스 액세스 요구에 관한 버스 활동을 지칭한다. 트랜잭션은 여러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데, 각 단계는 특정 버스 신호의 세트와 연관되어 특정 유형의 정보를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서, 예시적인

단계들은 예컨대, 중재 단계, 요구 단계, 스누프 단계, 반응 단계 및/또는 데이터 단계를 포함한다.

  요구 단계에서, 요구 에이전트는 FSB(931) 상의 요구 제어 및 주소 정보를 드라이브한다. 후속 스누프 단계 동안에, 데이

터 탐지이 국소적으로 저장할 것인지 및/또는 트랜잭션이 이전에 발행된 트랜잭션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될 것 같은 지를

판단한다. 반응 단계에서, 반응 에이전트는 요구 에이전트에 요구된 트랜잭션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보

고한다. 요구된 트랜잭션이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면, (데이터 전송 단계로도 언급되는) 데이터 단계가 데이터 준비

(DRDY#) 신호의 어서팅에 응답해 개시될 수 있다.

  후술할 바와 같이, 요구 신호는 MCH(910)에 의해 어서팅 되어 FSB(931)를 사용할 수 있다. 자주, 메모리(920)가 전체

컴퓨팅 시스템의 전체 효율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으로, MCH(910)은 FSB(931) 상에서 "우선(priority)" 에이전트라 언급

된다. 그래서, 다양한 실시예에서, 이전에 언급한 MCH(910)가 FSB(931) 상에 어서팅한 요구 신호는 "BPRI"이라 언급된

다. MCH(910)가 FSB(931)의 사용을 원할 때, MCH는 BPRI# 신호를 어서팅하고, MCH(910)이 FSB(931)의 사용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MCH는 BPRI# 신호를 디어서팅한다(기호 '#'는 활성 저신호를 나타냄을 주시). MCH는 BRPI# 신호

의 어서팅 및 디어서팅을 제어하는 제어기(918)(또는 제어 로직(918))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제어기(918)는 BPRI# 신호의 어서팅을 발생시켜 CPU(901) 내의 감지 증폭기가 정시에 MCH(910)에 의

해 FSB(931) 상에 제공된 주소 값을 감지하도록 한다. 주소 값이 FSB(931)를 통해 프로세서(901)로 전송된 때, 후속 주

소 값이 미리 정해진 타임프레임(예컨대, 소정의 클록 주기의 수들) 내에 전송되지 않으면, 제어기(918)는 BPRI#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 감지 증폭기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킨다.

  도 10을 참조해, CPU(1001)가 보인다. 도 10의 CPU(1001)는 도 9에 관해 앞에서 참조된 CPU(901)의 실시예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CPU(1001)는 함께 입력 버퍼(1010)로 도시된 입력 버퍼를 포함한다. 도 10의

입력 버퍼(1010)는 (N-1)-3개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1020)(1020-3, ...,1020-(N-1))를 포함한다. 감지 증폭기

(1020)는 내부 주소 버스 신호 라인(paddr)(1022)(1022-3, ..., 1022-(N-1))에 결합된 출력을 가진다. 입력 버퍼(1010)

는 부가적인 내부 데이터 및/또는 제어 라인에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 감지 증폭기(1020)는

FSB(330)의 복수의 주소 라인 FSB A[3.. N-1]# 상에 있는 입력을 가진다. 도 10의 FSB 주소 버스(1031)(본 명세서에

서는 FSB(1031)로 언급함)는 예컨대, 도 9의 FSB(931)의 주소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최소한 일 실시예에서, FSB(1031)은 인텔 Pentium®4 프로세서(P4) FSB와 호환된다. 다른 실시예에 대해, FSB(1031)

는 다른 버스 프로토콜과 호환될 수 있음이 인식될 것이다. 도 10의 실시예에서 입력 버퍼(1010)는 버스 클록(BCLK) 신호

및 FSB(1031)과 연관된 상술한 BPRI# 신호(1050)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래치(1052)를 포함한다. 래치(1052)의 출력은

각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1020)의 입력을 인에이블하도록 결합되어 있다.

  동작 중에, BCLK 신호 변환할 때, 래치(1052)는 BPRI# 신호의 상태를 래치한다. BPRI# 신호의 어서팅에 응답해, 입력

버퍼(1010)의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1020)는 FSB(1021)로부터 주소 라인 FSB A[3..N-1]#을 통해 주소를 캡처하도록

인에이블 된다. 역으로, BPRI# 신호의 디어서팅에 응답해, 주소 입력 감지 증폭기(1020)는 디스에이블된다. 입력 감지 증

폭기가 디스에이블되면, 그들의 전력 손실 주로, 입력 버퍼에 제공하는 바이어스 전류에 의한 TDP(thermal dissipation

power)가 감소한다.

  도 11은 (예컨대, 도 9에서 보인) 단일 프로세서 컴퓨팅 시스템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시예에 관한 BPRI# 신호를 도시

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11의 타이밍도는 (1) 상술한 버스 클록(BCLK) 신호(1110), 2) BREQ0# 신호(1120), 3) 상술한

BPRI# 신호(1150), 4) LOCK# 신호(1130) 5) 주소 스트로보 신호(ADS#)(1140), 6) 주소 버스 상에 나타난 주소 값의 표

현(1102, 1104), 7) 입력 버퍼 감지 증폭기의 상태의 클록 주기 T1-T10를 도시한다. 상기 신호들에 관해, 신호 이름의 말

단의 '#'는 연관된 신호가 활성 로우 신호(active low signal)(즉, 로직이 로우 레벨에 있을 때, 어서팅된 것으로 간주함)임

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관된 회로 내에 해당 변화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활성 하이 신호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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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1에 도시된 예시적인 트랜잭션에서, 주소 값의 전송에 관해 클록 사이클 T1에서 FSB는 "조용(quiet)"하고 그 결과로

프로세서의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된 저전력 소비 상태에 있다. (예컨대, MCH와 같은 우선 버스 에이전트와 같은) 송

신 버스 에이전트의 제어기는 그 후, 주소 값들을 FSB를 통해 T2에서 BPRI# 신호(1150)의 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수신 버

스 에이전트(예컨대, 프로세서/CPU)로 전송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도 11의 실시예에서, 수신 버스 에이전트(예

컨대, CPU)는 BPRI# 신호(1150)가 어서팅된 클록 사이클을 다음의 상기 클록 사이클 후에 주소 값을 수신하기 위해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되게 한다. 이것은 "디스에이블"(클록 T3에서)로부터 "인에이블"(클록 T4)로 변환하는 도 11에서 도시

되어 있다.

  클록 사이클 T4 동안에 감지 증폭기가 FSB로부터 주소 값을 적절히 수신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풀 클록 사이클(클록

사이클 T3)이 소진된다. 도 11에 표현된 최소한 일 실시예를 따라서, BPRI# 신호(1150)가 클록 사이클 T2 및 T3 사이에

클록 에지에서 수신 버스 에이전트 수신에 의해 래치된다(이 후에, 감지 증폭기가 인에이블되기 시작함). 감지 증폭기는 그

후, 풀로, 후속 클록 사이클(클록 사이클 T3)이 주어져서 송신 버스 에이전트로부터 주소 값을 수신하도록 충분히 인에이

블된다. 클록 사이클 T4에서 송신 버스 에이전트는 (도 11의 "Req A" 및 "Req B"로 표시된) FSB의 주소 값들을 제시하고

주소 스트로보 신호(ADS#)(1140)를 어서팅한다.

  결과적으로, Req A 및 Req B 주소 값이 적절히 배치된 클록 에지(예컨대, Req A 값을 래치하기 위한 버스 클록(1110)의

상승 에지; 및 Req B 값을 래치하기 위한 버스 클록(1110)의 하강 에지) 상에서 감지 증폭기를 통해서, 수신 버스 에이전

트로 래치된다. 송신 버스 에이전트는 클록 사이클 T5 동안에 주소 스트로보(1140)를 또한 디어서팅해서 바로 다음에, 주

소 값들(사이클 T6 동안에 "Req A" 및 "Req B")의 전송이 클록 사이클 T4 동안에 일어난 주소 값들의 전송으로부터 명확

히 기술될 수 있다. 주소 스트로보(1140)는 다음에 클록 사이클 T6 동안에 리어서팅 되어서 제2 주소 값 전송에 영향을 준

다.

  도 11의 실시예에서, 송신 에이전트는 클록 사이클 T6 동안에 주소 스토브 신호(1140)의 리어서팅과 함께 BPRI# 신호

(1150)를 또한 비활성화시킴을 주목하라. 일 실시예에서, 송신 버스 에이전트(예컨대, 상술한 도 9의 제어기(918))는 1)

주소 값의 "다음" 전송이 주소 값의 "현재" 전송(클록 사이클 T6에서는 "현재" 전송은 Req A 및 Req B 값의 제2 전송임),

뒤의 최소한 일부 클록 사이클 수 동안에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2)그 결과로, 현재 주소 값 전송이 수신 버스 에이

전트에 의해 수신된 바로 후에, 감지 증폭기를 자동으로 디스에이블하기 위해 BPRI# 신호(1150)의 디어서팅을 발생하도

록 설계된다.

  도 11의 예에서, BPRI#이 다시 어서팅하지 않는 한, MCH에 의해 더 이상의 트랜잭션이 FSB로 발행될 수 없다. 그래서

입력 버퍼 감지 증폭기는 프로세서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디스에이블이 유지될 있다. 도 11의 예에서, BPRI#는 T7에

서 디어서팅된 것으로 샘플링되고 ADS#이 T7 및 T10 사이에서 버스로 발행되지 않는다. 적절한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수의 클록 주기들 또는 후속 주소 전송 간의 시간이 BPRI# 신호(1150)의 디어서팅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은 프런트 사이드 버스 상에서 버스 요구 신호의 상태에 기반해 주소 감지 증폭기의 인에이블을 트리거하

는 저전력 버스 트랜잭션 접근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도 12 및 도 13은 다른 프런트 사이드 버스 신호 상에서 데이

터 감지 증폭기의 인에이블을 트리거하는 저전력 버스 트랜잭션에 관한 것이다(더 자세히 후술함). 도 10과 유사하게, 도

12는 제어 로직 회로(1252)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복수의 데이터 감지 증폭기(1220-1 내지 1220-N)를 가지는 CPU를 도

시한다. 데이터 감지 증폭기(1220-1 내지 1220-N)는 FSB 트랜잭션의 데이터 단계 동안에 FSB의 데이터 버스 상에 제시

된 데이터를 캡처한다. 데이터 감지 증폭기(1220-1 내지 1220-N)는 FSB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는 주기 시간 동안

디스에이블되어 있고 그 결과로 전력 소모가 적다. 도 10 내지 도 13의 교시내용에서 독자는 단일 프로세서로도 설계가능

함을 인식할 것이다.

  여기서, 제어 로직 회로(1252)는 데이터 감지 증폭기(1220-1 내지 1220-N)를 적절하게 인에이블/디스에이블 하기 위

해 FSB 와 연관된 특정 신호에 반응해, 데이터 감지 증폭기(1220-1 내지 1220-N)를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 시킨다. 특

히, 실시예에서, 제어 로직 회로(1252)는 1) FSB 상에 어서팅된 주소 신호(예컨대, ADS#)에 응답해, 데이터 감지 증폭기

(1220-1 내지 1220-N)를 인에이블하고, 2) (i) "최종" 데이터 준비 신호(예컨대, Last_DRDY)의 디어서팅 (ii) IOQ(In-

order-Que)가 비는 것(예컨대, RCNT 매개변수가 0으로 되는 것으로 표시됨) 및 (iii) DBSY#(data busy signal)의 디어

서팅에 응답해 데이터 감지 증폭기(1220-1 내지 1220-N)를 디스에이블한다. 여기서, 프로세서(1201)는 버스의 상태를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상술한 조건이 용이하게 판별될 수 있다. 예컨대, "Last_DRDY" 신호는 프로세서 내부 제어 신호

(FSB 제어 신호와 반대임)로 쉽게 설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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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 신호의 활성화는 (예컨대, ADS# 어서팅이 역할을 하는 트랜잭션의 데이터 단계 및/또는 후속 트랜잭션의 데이터

단계에서) 데이터 버스 상에 유효 데이터가 곧 제시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감지 증폭기(1220-1 내지 1220-N)는 나타

나야할 그런 유효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인에이블되어야만 한다. Last_DRDY 및 DBSY# 신호의 디어서팅은 IOQ가

비는 것과 같이 상당한 후속 시간 주기 동안 데이터 버스 상에 유효한 데이터가 기대되지 않음을 지시한다. 결과적으로, 감

지 증폭기(1220-1 내지 1220-N)는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디스에이블된다.

  여기서, IOQ는 트랜잭션이 프런트 사이드 버스 상에 나타난 순서대로 트랜잭션에 관한 유효 데이터를 대기열(queue)에

넣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주목하라. 그래서, IOQ가 비지않는 동안은 유효 데이터가 가까운 장래에 FSB 상에 나타

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도 12 및 13의 접근방식을 따라서, 데이터 감지 증폭기는 IOQ가 비지않는 동안은 인에이

블로 유지된다. P4 호환가능 애플리케이션에서, "RCNT" 매개변수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데이터 단계를 기록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그래서, RCNT 매개변수가 0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IOQ는 비어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RCNT 매개변

수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IOQ는 비어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도 13은 상술한 데이터 감지 증폭기에 관한 인에이블/디스에이블 방식의 예시적인 묘사를 보인다. 도 6의 기술에 따라서,

한 쌍의 버스 트랜잭션이 관찰된다. 제1 버스 트랜잭션은 1) (제1 버스 트랜잭션의 요구 단계에 해당하는) T4 사이클에서

어서팅된 ADS# 신호, 2) (제1 버스 트랜잭션의 데이터 단계에 해당하는) 사이클 T8 및 T9 상에 어서팅된 DRDY# 신호 및

해당 데이터 전송(1301)을 포함한다. 제2 버스 트랜잭션은 1) (제2 버스 트랜잭션의 요구 단계에 해당하는) T6 사이클에

서 어서팅된 ADS# 신호, 2) (제2 버스 트랜잭션의 데이터 단계에 해당하는) 사이클 T13 및 T14 상에 어서팅된 DRDY#

신호 및 해당 데이터 전송(1302)을 포함한다.

  데이터 감지 증폭기는 사이클 T1부터 T3까지 디스에이블되어 있다(RCNT 매개변수는 T1부터 T3까지 "0"임). ADS#

신호는 사이클 T3 및 T4 사이에서 제1 버스 트랜잭션에 대해 어서팅되는데 이것은 풀로, 후속 클록 사이클(T4)을 제공해

서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풀 인에이블되도록 해서,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클록 사이클(T5)의 시작에서 인에이블된 것으로

고려되는 것에 대응한다. 사이클 T3 및 T4 사이에서 ADS# 신호의 어서팅은 RCNT 매개변수가 "0"에서 "1"로 증가하도록

한다(즉, IOQ는 사이클 T3 및 T4 사이에서 공백에서 비공백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인식됨).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인에이

블되면, IOQ가 빌 때까지(즉, RCNT=0) 이들은 디스에이블되고, DRDY# 및 DBSY# 신호는 데이터 버스가 비활성임을 나

타낸다.

  제1 버스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 단계의 완결(사이클 T9) 전에, 제2 버스 트랜잭션에 대한 ADS# 어서팅이 (사이클 T6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RCNT 값은 사이클 T6부터 사이클 T8까지 값 "2"로 증가하여 있고, 그 후에 트랜잭션의 이 버스

상에 있는 것에 응답해(예컨대, RS[2:0]#이 사이클 T8에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내어 지는 것과 같음), RCNT 값은 1로

다시 줄어든다. 그래서, 사이클 T9로부터 시작되는 RCNT=1은 제1 버스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 단계가 완료되고 있으나

제2 버스 트랜잭션이 아직 완료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도 13의 예시적인 기술에 따라, 제2 버스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

단계가 사이클 T14까지 완료되지 않고, RCNT 증가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버스 트랜잭션이 (사이클 T6부터 도 13의 나머

지까지 비활성으로 남아있는 ADS#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제2 버스 트랜잭션을 이어서 올라오지 않으므로, RCNT 매

개변수는 제2 버스 트랜잭션이 완료된 데이터 단계의 결과로 "1"에서 "0"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제2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 단계가 완료된 것(DBSY# 신호가 사이클 T14 동안에 비활성화되고, DRDY# 신호

가 사이클 T15에서 비활성화되는 것에 의해 지시되는 것과 같음)과 RCNT 매개변수의의 "0"으로의 해당 감소(사이클

T14에서 시작함)의 관점에서, 데이터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하기 위한 조건이 생긴다. 데이터 감지 증폭기에 DRDY#

이 비활성이 된 시간부터 디스에이블로 간주되기 위한 풀 클록 사이클을 주어서,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사이클 T16부터

디스에이블로 간주 된다. 실제, (프로세서 내에 내부 제어 신호로 다시 구현될 수 있는) 중간 신호 Last_DRDY는 일련의 근

접 데이터 전송에서 "최종" 데이터 전송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일련의 근접 데이터 전송(a string of

proximate data transfer) 내의 "최종" 데이터 전송이 버스에 있을 때, Last_DRDY는 신호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Last_DRDY 신호의 비활성화는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꺼질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

  도 10 내지 도 13에 관한 논의는 (예컨대, 도 9에 기술된 것과 같이) 단일 프로세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도

10 및 도 11은 주소 감지 증폭기에 관한 저전력 소비 방식에 관한 것이고 도 12 및 도 13은 데이터 감지 증폭기에 관한 저

전력 버스 트랜잭션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 현존하는 P4 호환가능 구현에 관해서, 이 저전력 방식은 FSB에 부가적

인 신호의 첨가 없이 구현될 수 있다. 즉, 본 명세서의 저전력 방식은 임의의 "새" 신호가 프런트 사이드 버스에 첨가되는

것이 없이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현존하는 프런트 사이드 버스 구현과 핀 호환성(pin-for-pin compatibl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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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 내지 도 13을 통해 상술한 단일 프로세서에 비해, 도 14는 "다중 프로세서(multi-processor)" 컴퓨팅 시스템의 부

분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여기서, MCH(1452) 및 복수의 프로세서(14000부터 14003)를 FSB(1431)을 공유한다. 다중 프

로세서 환경에서, MCH(1452) 및 복수의 프로세서(14000부터 14003) 각각은 (예컨대, 다른 버스 에이전트에 기능적 의존

성을 갖는 것에 의해) 버스 트랜잭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 12 및 13에 관해 상술한 동일한 데이터 감지 증폭기

방식 (및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구현)이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즉,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도,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된 상태에 있는 동안 인식되는 제1 어서팅된 ADS# 신호에서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블에서

인에이블로 변환될 수 있고 및 게다가, 데이터 감지 증폭기는 IOQ가 비어있고 데이터 버스가 아이들(idled)일 때까지 인에

이블로 남아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프로세서 구현의 어드레싱 구성요소에 관해서 (예컨대, 도 10 및 1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변형이 저전력

멀티 프로세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도 15는 도 10의 래치 회로(1052)에 대해 만들어질 수 있는 적절한

변형을 도시한다. 구체적으로, 도 10의 래치 회로(1052)는 단일 신호(BPRI#)를 프로세서(1001)가 단일 프로세서 환경(예

컨대, 도 9의 MCH(910))에 연결하는 유일한 버스 우선 에이전트로부터 수신하지만, 이에 비해, 도 15의 래치 회로(1552)

는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 시키기 위해) 멀티 프로세서 환경 내의 임의의 버스 에이전트로부터 버스 트랜잭션의 개시에

응답해, 감지 증폭기에 대한 인에이블/디스에이블 라인을 래치하도록 트리거 될 수 있다. 여기서, 예로서,도 15의 래치 회

로는 제1 프로세서 내로 통합된 것으로 보일 수 있고(예컨대, 4개의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0"), 결과적으로, 래치

회로(1552)는 제1 프로세서가 프런트 사이드 버스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버스 에이전트에 의해 개시된 버스 트랜잭션

시작에 반응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4를 참조해, BPRI#로 표현되는 MCH(1452) 및 각각 BR[1]# 내지 BR[3]#로 표현

되는 "다른" 세 프로세서(14001 내지 14003)로부터).

  도 15의 회로를 따라서, 임의의 "다른" 버스 에이전트가 버스 트랜잭션을 요구하면, "프로세서_0" 내의 래치 회로(1552)

는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된 상태로 두어서 "프로세서_0"은 버스 에이전트가 버스 트랜잭션을 개시한 곳으로부터 주소를

수신할 수 있다. 더구나, 래치 회로(1552)는 버스 트랜잭션을 개시하는 버스 에이전트가 없으면,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

블된 상태로 둔다. 도 16은 예를 도시한다. 도 16은 예시적인 "4개의 프로세서" 다중 프로세서 환경에 관한 것이다. 도 16

은 이들 프로세서 중 제1 프로세서(예컨대. 프로세서 0 내지 프로세서 3 중에서 "프로세서_0")의 동작을 예시한다. 도 16

을 따라서, 프로세서(0, 1 및 2)는 버스 트랜잭션을 개시하지 않아서, 해당 요구 신호(BR[0]#, BR[1]# 및 BR[2]#)는 도

16에서 전부 로직 하이 상태(1620)에 남아서 비활성 된다.

  이에 비해, 제4 프로세서 및 MCH는 도 16이 도시하는 타임 프레임 내에서 버스 트랜잭션을 개시한다. 구체적으로, 제4

프로세서가 제1 버스 트랜잭션을 사이클 T2에서 BR[3]# 출력(1630)을 어서팅하는 것으로 개시한다. MCH는 제4 프로

세서("프로세서_3")가 다음 요구 단계 동안 버스를 (사이클 T4에서 ADS# 라인(1640)을 어서팅해서) 소유할 것을 알고 있

어서, 후속 요구 단계를 기다린다(그리고, 사이클 T6에서 ADS# 라인(1640)을 어서팅함). 다양한 실시예에서, 다중 프로

세서 환경에서 프로세서는 "논버스 파킹(non-bus parking)" 모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논버스 파킹 모드는 프로세서가

FSB를 "호깅(hogging)"하는 것을 방지하는 다중 프로세서 환경 내에서 협력 또는 공손(cooperation or politeness)의 형

태이다. 더 구체적으로, 프로세서/MCH는 "BR[x]"/"BPRI" 신호의 각 어서팅 후에 "BR[x]"/"BPRI"를 비활성화시켜서 (프

로세서가 FSB의 사용을 요구하는 다른 이벤트를 가짐에도) 다른 버스 에이전트가 프로세서의 트랜잭션 후에 트랜잭션을

위한 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프로세서_3"이 BR[3]# 라인(1630)을 (사이클 T4에서 ADS# 신호(1640)의 어서팅을

통해서) 해당 요구 단계에서 비활성화하고 MCH는 BPRI# 라인(1650)을 (사이클 T6에서 ADS# 신호(1640)의 어서팅을

통해서) 해당 요구 단계에서 비활성화하므로, 그런 방식의 실시예가 도 16에 도시되어 있다.

  도 16의 논버스 파킹 모드 실시예 아래서, 버스 트랜잭션의 제1 단계(즉, 중재 단계(arbitration phase))는 BPRI# 또는

BR[x]# 라인의 어서팅에서 시작하고, 버스 트랜잭션의 제2 단계(즉, 요구 단계)는 BPRI# 또는 BR[x]# 라인의 어서팅에

서 시작함을 주목하라. 해당 트랜잭션이 요구 단계로 들어갈 때까지, BPRI# 또는 BR[x]# 신호가 어서팅으로 남아있고,

유효 주소 값이 BPRI# 또는 BR[x]# 신호가 디어서팅되어 있는 클록 사이클 동안에 나타나며, 적절한 주소 감지 증폭기의

인에이블이 (1) 임의의 BPRI# 또는 BR[x]# 라인의 어서팅에 응답해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링하고, 2) BPRI# 및

BR[x]# 라인의 디어서팅이 BPRI# 및 BR[x]# 라인 모두 어서팅 되지않는 상태를 만들 때마다, 주소 감지 증폭기를 디스

에이블링하여, 수행될 수 있다. 주소 감지 증폭기가 BR[3]#(1630) 라인이 (사이클 T1 및 T2 사이의) 더 전의 어서팅에

반응해 인에이블되고, (사이클 T6 내의) 더 나중 BPRI# 라인(1650)의 디어서팅에 반응해 디스에이블되므로 도 16은 이런

방식을 도시함을 주목하라.

  래치 회로(1552)가 BCLK의 상승 에지상에서 래치할 때, 감지 증폭기에 인에이블/디스에이블 상태를 변경할 충분한 시

간을 주는 것은 감지 증폭기가 오직 클록 사이클 T4 내지 T7에서만 인에이블되게 한다. 이 시간 주기는 사이클 T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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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동안에 나타난 유효 주소 값을 캡처하기에 충분히 길지만, 사이클 T1 내지 T2 및 사이클 T8 이후에 주소 감지 증폭기

를 디스에이블해서 전력 소비를 줄인다(사이클 T3 및 T7은 주소 감지 증폭기의 상태가 각각 디스에이블에서 인에이블로

인에이블에서 디스에이블로 바뀌는 변환 사이클로 간주 됨). 실시예에서, 감지 증폭기가 상태를 변경할 만큼 적절한 시간

을 주도록, BR[x]# 또는 BPRI# 신호 및 해당 ADS# 신호의 어서팅 사이에 최소한 2 클록 사이클이 소비된다. 도 16에서

보듯이, 예컨대, 사이클 T2의 시작에서 BR[3]# 신호(1630)의 어서팅은 사이클 T4의 시작에서 해당 ADS#(1640)의 어서

팅을 야기하고, 사이클 T3의 시작에서 BPRI# 신호(1650)의 어서팅은 사이클 T6의 시작에서 해당 ADS#(1640)의 어서팅

을 야기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디폴트(default)" P4 버스는 상술한 "최소한 2 클록 사이클" 방식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7은 도 10 및 도 12에서 보인 회로의 결합으로 보일 수 있는 회로의 다는 실시 예이다. 도 17의 회로는 주소 감지 증

폭기(1721)를 데이터 감지 증폭기(1722)의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과 함께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한다. 그래서, 단일 제

어 로직 회로(1752)는 주소 감지 증폭기(1721) 및 데이터 감지 증폭기(1722) 모두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적절한 동작

을 확인하기 위해, 주소 및 데이터 감지 증폭기(1721, 1722) 모두는 (도 10의 회로에 관해 도 11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주소 감지 증폭기(1721)가 인에이블되기 충분히 전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BPRI# 신호의 활성화로 인에이블되고, 주소 및

데이터 감지 증폭기(1721, 1722)는 (도 12의 회로에 관해 도 13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감지 증폭기가 디스에이

블되기 충분히 후라는 것을 확보하는) RCNT=0, Last_DRDY의 비활성화, DBSY#의 비활성화로 디스에이블된다. 도 17의

회로가 단일 프로세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도 17의 회로는 도 15에서 도시된 감지 증폭기의 인에이블을 트리거

하는 제어 로직(1752)으로의 입력을 재설정해서 다중 프로세서 환경 내로 호환되게 확장될 수 있다.

  독자는 도 8에 관해 논의된 바와 같이, 설계의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 및 제조의 다양한 설계 표현 또는 포맷이 도 9 내

지 도 17의 교시내용에 대해 구현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가 개시되었지만, 다음 청구항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범주 내에서 개시된 실시예에 대해

변형 및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런트 사이드 버스(front side bus; FSB)의 데이터 버스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감지 증폭기를 가지는 소정

의 프로세서 내에서,

  주소 스트로보(address strobe)가 어서팅(asserting)되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터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링되는 단

계; 및

  적어도 대기열(queue)이 비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터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링하는 단계 ― 상기 대기열은 상기

프런트 사이드 버스를 통해 아직 수행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기록하기 위한 것임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프런트 사이드 버스의 데이터 버스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감지 증폭기 및 상기 프런트 사이드 버스의 주소

버스부로부터 주소를 수신하는 주소 감지 증폭기를 가지는 소정의 프로세서 내에서,

  요구 지시(request indication)가 어서팅(asserting)되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링하는 단계;

  주소 스트로보가 어서팅되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터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링되는 단계;

  상기 요구 지시가 디어서팅(de-asserting)되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주소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링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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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대기열이 비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터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링하는 단계 ― 상기 대기열은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아직 수행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기록하기 위한 것임 ―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복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 제어기를 가지는 다중 프로세서 컴퓨팅 시스템의 부분인 소정의 프로세서 내에서, 상기 복수

의 프로세서 및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프런트 사이드 버스를 통해 서로 결합되어 있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런트 사이

드 버스의 주소 버스부로부터 주소를 수신하는 주소 감지 증폭기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들 중 다른 것으로부터 제1 요구 지시가 어서팅되는 것에 응답해서, 상기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링

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요구 지시가 디어서팅되기 전에, 제2 요구 지시가 상기 메모리 제어기로부터 어서팅되었기 때문에, 상기 제1 요

구 지시가 디어서팅된 후에, 상기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로 유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주소가 수신 버스 에이전트(receiving bus agent)로 전송될 것이면, 전력 신호(power signal)의 어서팅을 발생시키는 제

어기 ― 상기 전력 신호는 상기 수신 버스 에이전트가 상기 주소를 수신하기 전에, 상기 수신 에이전트의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함 ―

  를 포함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주소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전력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상기 감지 증폭기를 또한 디스에이블

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부가적인 주소 값이 미리 정해진 클록 주기 내에 송신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제어기는 상기 주소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전력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상기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에이전트는 칩셋인 버스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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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에이전트는 메모리 제어기인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버스 에이전트는 프로세서인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0.

  버스 에이전트에 있어서,

  버스로의 인터페이스 ― 상기 버스 에이전트가 주소를 상기 버스에 위치시킨다면, 전력 신호의 어서팅을 발생시키는 인터

페이스이고, 상기 전력 신호는 수신 에이전트의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가 상기 주소를 수신하도록 함 ―

  를 포함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주소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전력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상기 감지 증폭기를 또한 디스에

이블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부가적인 주소 값이 미리 정해진 클록 주기 내에 송신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주소를 수신

한 후에 상기 전력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상기 감지 증폭기를 또한 디스에이블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해진 클록 주기의 수는 최소한 2 클록 주기인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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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버스 에이전트는 칩셋인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에이전트는 메모리 제어기인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에이전트는 프로세서인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7.

  버스 에이전트에 있어서,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가지는 입력 버퍼; 및

  주소 버스 전력 제어 신호에 결합된 상기 감지 증폭기― 상기 감지 증폭기는 상기 에이전트가 주소를 수신하기 이전에, 상

기 전력 제어 신호의 어서팅에 응답해, 외부 버스 에이전트로부터 주소를 수신하도록 인에이블됨 ―

  를 포함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는 상기 전력 제어 신호의 디어서팅에 응답해 상기 버스 에이전트가 상기 주소를 수신한 후

에, 디스에이블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에이전트는 프로세서인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버스 에이전트는 칩셋인 버스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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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버스 에이전트는 메모리 제어기인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는 상기 버스 에이전트가 주소를 수신하기 최소한 2 클록 주기 이전에, 상기 전력 제어 신호의 어서팅에

응답해, 상기 외부 버스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주소를 수신하도록 인에이블되는 버스 에이전트.

청구항 23.

  버스를 통해 주소가 전송될 것인지를 인식하는 단계; 및

  수신 에이전트가 상기 주소를 수신하기 이전에, 상기 수신 에이전트의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하기 위

해 전력 신호를 어서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전송의 완료 후에, 상기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하기 위해 상기 전력 신호를 디어서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클록 주기 내에 상기 수신 에이전트로 송신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주소가 없다면, 주소 전송 완료 후에, 상기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하기 위해 상기 전력 신호를 디어서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신호를 어서팅하는 단계는, 상기 주소 배달 주기의 최소한 2 클록 주기 이전에, 상기 전력 신호를 어서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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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방법은 칩셋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에이전트는 프로세서인 방법.

청구항 30.

  시뮬레이션 루틴과 함께 컴퓨터 시스템에 로드(load)되었을 때,

  주소가 수신 버스 에이전트에 전송될 것이면, 전력 신호의 어서팅을 발생시키는 제어기 ― 상기 전력 신호는 상기 수신 버

스 에이전트가 상기 주소를 수신하기 전에, 상기 수신 에이전트의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인에이블함. ―

  를 포함하는 모델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계 판독 가능 전달 매체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주소를 수신한 후에 상기 전력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상기 감지 증폭기를 또한 디스에이블

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부가적인 주소 값이 미리 정해진 클록 주기 내에 송신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제어기는 또한 상기 주소를 수

신한 후에 상기 전력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상기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에이전트는 칩셋인 장치.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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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에이전트는 메모리 제어기인 장치.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버스 에이전트는 프로세서인 장치.

청구항 36.

  주소가 수신 버스 에이전트에 전송될 것이면, 전력 신호의 어서팅을 발생시키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칩셋; 및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가지는 입력 버퍼―상기 감지 증폭기는 주소 버스 전력 신호에 결합되고, 상기 감지 증폭

기는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주소를 수신하기 전에, 상기 전력 제어 신호의 어서팅에 응답해, 상기 칩셋으로부터 주소를 수

신하도록 인에이블됨―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칩셋의 제어기는

  주소 전송의 완료 후에, 상기 전력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상기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전송 완료 후에, 미리 정해진 클록 주기 내에 주소 값이 요구 에이전트로 송신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

기 전력 신호의 디어서팅을 발생시켜서 상기 일련의 입력 주소 감지 증폭기를 디스에이블시키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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