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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 버스 이용검출 논리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공통버스  이용검출  논리를  도입한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전반적으로  예시한  블럭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의 공통버스 이용검출 논리의 논리 구성도.

제3도는  중앙의  프로세서와,  공통  버스상의  타유니트들  간에  접속된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도시하는 
공통버스를 지닌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 예시한 전반적인 블럭 구성도.

제4도  내지  제8도는  제3도에  예시한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를  통해  이송되는  다양한  정보의 
포오맷을 예시한 도면.

제9도는 제3도에 도시한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의 타이밍 구성도.

제10도는 제3도에 도시한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 상의 동작들의 타이밍 구성도.

제11도  및  제11(a)도는  제3도에  도시한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에  결합된  메모리  제어기 우
선순위 회로망의 논리 구성도.

제12도는  제3도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버스에  결합된  전형적인  메모리  제어기의  공통버스 인터페
이스 논리 회로를 예시한 도면.

제13도  및  제13(a)도의  제3도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와  결합된  중앙프로세서의  공통버스 
인터페이스 논리 회로.

제14도는  이중  호출(fetch)메모리  동작을  행할  동안의  제3도에  도시한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중앙 
프로세서, 공통 버스 및 메모리 제어기의 동작은 나타낸 타이밍 구성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 공통버스                                 301 : CPU 버스사용 검출논리 회로

302 : 어드레스 레지스터                    303 : 데이타 레지스터

304 : 자동 어드레스(개발논리 회로)    305 : 버스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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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마이크로 프로세서                     307 : 입 출력 제어기

308 : 프롬                                         309 : 램

310 : 제어기                                      311 : 상태 레지스터

312 : 사이클 비교기                          313 : 데이타 비교기

314 : 어드레스 비교기                      315 : 상태 레지스터

316 : 추적 제어기                             317 : 추적 어드레스 제어기

318 : 멀티 플렉서                             319 : 추적 램

320 : CPU FW 어드레스 디코드        322 : CPU 채널번호 검출 논리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분석기에  관한  것이고,  특히  공통  입 출
력  버스에  의해  메모리  및  기타  주변장치들에  접속된  중앙처리장치(CPU)를  지닌  데이타  처리 시스템
에다 소프트 웨어 분석기를 부착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중앙처리장치에  의한  공통  버스의  이용  검출에  관한  것이다.  특히  공통  버스로의 액세스
를 요구하고 장치들의 우선 순위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이러한 이용을 검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  동작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의  방법에는  데이타를  추출하거나  또는  동작중인 데
이타  처리  시스템의  실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것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데이타  처리 시스
템 분석기들은 2가지 범주로 구분지을 수 있는바, 하드웨어 분석기와 소프트웨어 분석기이다.

하드웨어  분석기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하드웨어의  동작의  다양한  양상을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내의  다양한  타이밍이나  또는  버스에 연
결된  유니트  들간의  정보  이송을  모니터할  수도  있다.  또  예를  들어,  이  하드웨어  분석기는 메모리
로부터  워어드를  판독  하기  위해  메모리가  중앙처리장치  요구에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간은 
판독을  행하기  위해  메모리가  즉시  이용  가능한  경우들  및  메모리가  주변장치로의  데이타  이송을 실
행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판독이  지연되는  경우들을  반영하는  평균  시간임-을  분석할  수도  있다. 하
드웨어  분석기들은  사용인자들  예를  들어,  중앙  처리장치가  메모리로  부터의  데이타나  또는  입 출력
동작  완료를  기다리면서  유효  시간의  백분율에  비교해서  중앙처리장치가  사용되는  시간의  백분율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  하드웨어  분석기는  주변장치들  및  메모리  서브  시스템들  등과  같은 
시스템내의  다양한  부품들에  대한  응답시간  및  사용인자들을  결정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 하드웨
어  분석기에  의해  마련되는  데이타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디자인 문제점들
의  진단이나  또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으로서의  시스템  형태의  최적화가,  시스템을  현존하는  데이타 
처리  작업량에  최적화시키거나  또는  변화하는  데이타  처리  작업량을  수용하는  것에  반응하여  장비를 
부가시키거나 제거시킴으로써 압축되거나  신장된다.

데이타  처리  동작의  하드웨어  분석을  실행하는  현재의  방법은  다양한  하드웨어  신호들을  모니터하여 
하드웨어  분석에  요구되는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  분석기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  내의 
포인트들에  접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분석될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드웨어  분석기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얼마나  용이하게  연결시키느냐는  시스템마다 
다르고  아울러  모니터  또는  프로우브포인트들이  그  시스템안에  설계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재의 
하드웨어  분석기들은  종종  신호들을  모니터하여  필요한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인쇄회로기판상
에 설치된 부품들의 다양한 핀에다 모니터용 신호 와이어를 연결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동안  그  동작을 분
석하는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특정화된  메모리  위치점에로의  액세스를  모니터하거나, 특
정화된  주변장치로의  액세스를  모니터하며,  메모리  워어드내의  특정  비트의  설정을  모니터하고, 특
정  하드웨어  우선  순위  레벨에서의  프로그램의  실행을  모니터하며,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실
행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기능들은  예를  들어  누가  부주의하게 특
정  위치에서의  데이타를  파괴하는  가의  결정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또는  동작  시스템에  있어 코우드
의  특정  부분이  기록되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어디서  가장  많은  양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를  결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소프트  시프템들의  디버깅을  행하는 동
안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기능들은,  분석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질  데이타처리  시스템의 다양
한  하드웨어  특징들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석  루우틴들을  포함하여  분석될  소프트웨어를 수정함
으로써,  또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부착된  소프트웨어  분석기에  의해,  또는  이들  방법의  결합에 의
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처리  장치가  입  출력동작을  완료를  기다리면서  유휴시간의  양을 
소프트웨어  분석기가  분석해야  할  경우,  이  유휴  루우프는  그것이  실행될때마다  카운터가 증분하도
록  유휴  루우프내에다  카운터를  포함시키게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이  카운트는  동작중인  시스템이 
전체 경과 시간중 유휴 루우프에 소요하는 시간의 양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실행되는 소프
트웨어내의  우선  순위  레벨을  변화시키는  동작중인  시스템내의  루우틴은  상기  우선  순위  레벨이 변
화할때마다  데이타를  수집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분석될  소프트웨어에다  데이타  수집이나  또는 프
로우브  포인트들을  삽입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이런  종류의  수정은  이러한  프로우브  포인트들  및  그 
데이타  수집을  삽입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소프트웨어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
은  많은  경우에  분석될  시스템의  동작이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데이타  수집을  실행하는데 요구되
는 실행시간의 증가에 기인하여 변화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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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의  프로세서  시스템에  형성된  하드웨어  특징들은  소프트웨어  분석기능을  실행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특정  메모리  위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
것이  내포된  메모리  위치나  블럭은  이  시스템에  그  능력이  있을  경우  기록  보호될  수  있고,  메모리 
기록  위반이  검출되는  매시간마다  메모리  위치가  검출된  특정  위치점이냐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루우틴이  기록된다.  그후  이  루우틴은  특정  위치로  기록되는  명령의  위치에  대해 데이타
를  수집할  것이다.  또한,  특정  중앙처리장치가  각각의  점프(jump)  또는  브랜치(branch)  소프트웨어 
명령의  실행을  트랩시키거나  인터럽트  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루우틴을  기입하여  그 점프/
브랜치의  트램/인터럽트의  감시를  할  수  있다.  그후  이  루우틴은  어느  프로그램  위치가  그  특정 위
치에 점프/브랜치 명령의 실행을 시도하였는가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대안으로,  시스템내의  소프트웨어  실행을  모니터하고  분석하기  위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다  장비를 
부착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하드웨어  모니터를  행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유사한  다양한  프로우브 
포인트들에다  상술한  장비를  부착시킬  수  있고,  이들  프로우브  포인트들에서  수집된  신호들을 사용
하여  시스템  동작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다  장비를  부착시키는  이 방
법의  잇점은  시스템웨어  시스템의  분석이  보통  시스템내의  소프트웨어  실행을  관측하면서 간섭하거
나  변화시킴이  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프트웨어를  모니터하기  위해  이렇게 부가적
인  장비를  사용하는  부가적인  잇점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니터될  특정의  동작중인  시스템의 소프트
웨어와  독립적이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데이타  처리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한 지
식을  요구하지만,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우브  포인트들이  동작중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내에 삽입되
어질 경우 요망되는 그런 상세한 지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일련의  모니터  및  분석기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다  부착시키는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것이 소프
트웨어  실행이나  또는  하드웨어  동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면  분석기를  가능한한  편리하게 시스템
에다  부착시키는  것이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내에  사용된  소자들과  전자  패케이징이  현대의 집적회
로에  사용된  것같이  밀집되지  않은  종래에는  프로우브  포인트들은  인쇄  회로기판에  설치된  각종의 
구성소자들의  리이드  선들에다  클립을  끼움으로써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부착시킬  수가  있었다. 과
거에는  이러한  인쇄  회로기판들은,  분석기  프로우브들이  시스템에  연결되는  한편,  인쇄  회로기판이 
데이타  처리  시스템  캐비넷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내에서  간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집
적회로와  현재의  패케이징  밀도의  진전에  따라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인쇄  회로기판이  통상의 동작
위치에  있는  동안에  프로우브들을  인쇄  회로기판상의  포인트들에다  접속  하는  것이  가끔  곤란하게 
된다.  많은  경우  신호전파  지연제한  때문에,  시스템은  프로우브들을  접속시키는  연장용  카드에  의해 
인쇄 회로기판이 접속되는 동안에 시스템은 통상의 속도로 동작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모니터나  분석기를  모니터되거나  분석될  기능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 용
이하게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접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목적]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분석기를  시스템에  편리하게  접속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이  그  시스템에다  분석기를  연결시킬  수 있
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  그  시스템에다  분석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욱  다른  목적은  시스템에다  분석기를  접속시킬  수  있는  저렴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버스등과  같은  공통원에  연결된  특정장치에  의해,  그  공통원의  사용을  검출하기  위한 방
법  및  장치인바,  여기서  그  공통원의  사용은  어떤  요구를  행하는  최고의  우선  순위를  가진  장치에 
허용된다.  관련된  특정장치에  직접  접속되지  않은  검출  논리회로는  그  특정장치의  우선  순위에 인접
한 우선 순위 공통원에 접속된다. 공통원의 사용을 요구하는 장치들의 우선 순위를 모니터 
함으로써, 이 검출 논리회로는 공통원이 관련된 특정장치에 대하여 허가된 시점을 추론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히  특허  청구의  범위에  지적  되어  있다.  본  발명에  대한  상술한  그리고  추가적인  목적 
및  잇점들은  첨부  도면을  보면서  다음의  설명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방법이  실행되는  양태,  본  발명의  장치가  구성되는  양태,  그리고  그  동작  양상은  첨부도면과  함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번호들은 여러
도면에서 유사한 요소들을 나타낸다.

[우선적인 실시예의 설명]

[발명의 설명]

본  발명이  도입된  분석기는  실시간에  중앙처리장치(CPU)를  기록할  능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분석기이
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디버깅  및  검사를  위해  사용된다.  이 소프트웨
어  분석기는  분석  될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  버스에  부착된다.  이 소프트
웨어  분석기는  다른  주변장치들이  공통  버스에  부착되는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중앙처리장치  바로 
아래의  공통  버스에  부착된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공통  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접속과 중앙처
리장치  펌웨어(firmware)  어드레스  라인  테스트  커넥터에  대한  접속을  갖고  있으나  데이타  처리 시
스템에 대한 접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소프트웨어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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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공통  버스상의  대화를  따라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속도가 매
우  빠른  기록  메모리를  지니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이  메모리에 리버스(reverse)에셈블리
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기록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  메모리에  기억된  이러한  정보로부터, 소
프트웨어  분석기는  정보를  분해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에게  이해  가능한  소프트웨어  실행을 기
록한다. 이러한 분해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에게 익숙한 포오멧이 생성된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3가지  유형의  중앙처리장치  활동을  모니터할  수가  있다  이들  3가지의 중앙
처리장치  활동  유형은,  모든  종류의  메모리  활동,  모든  종류의  입  출력(I/O)활동,  그리고  인터럽트 
활동이다.  각각의  중앙처리장치  활동  유형내에서,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사용자는  자기가  모니터하기 
원하는  처리가  어떤  종류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처리장치  메모리를  참조하는 경우
에는,  이  분석기의  사용자는  메모리  기록  또는  메모리  판독을  모니터할  수가  있다.  메모리  판독을 
어떤  명령을  호출할  목적의  판독  또는  어떤  명령에  의해  조종될  오피런드(operand)  데이타를  호출할 
목적의 판독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공통  버스상의  중앙처리  장치  활동들을  모니터하고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변 제어기들 등과 같은 기타 모든 장치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능력에 따라 
공통  버스를  중앙처리장치가  이용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분석기가  정확하게  작용하게  하는  기존 장치
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소프트제어  분석기는,  중앙의  프로세서가  메모리로 
데이타를  기록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할  때를  결정하고,  공통  버스상의  디스크  제어기 
등과 같은 다른 장치와 이 메모리 간에 일어나는 기타의 메모리 판독 또는 기록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중앙처리장치에  의한  공통  버스의  사용에  의해  야기된  공통버스  활동과  기타  장치들에  의한 공통버
스의  사용에  의해  야기된  공통버스  활동을  구별지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능력에  의해 소프
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와  관련된  활동들만  모니터할  수  있게  된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공통버스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우선  순위가  공통버스를  따라서  앞으로의  버스  사용자의  위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중앙처리장치와  공통버스상의  모든  장치들을 접속시킴으로
써,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가  공통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때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위치적인  우선순위를  사용한다.  후술하는  바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우선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중앙
처리장치가  공통버스에  대해  요구를  행할때,  메모리  판독  요구는  중앙처리장치간  어떤  요구를 행하
고  있음을  가리키는  식별자(중앙처리장치의  채널번호)를  따라가면서  표시된다.  이것은  식별자를 따
라가면서  표시가  되지않은  메모리  기록  요구들에  대해서는  그렇치가  않다.  따라서,  버스  활동이 중
앙 처리장치와 관련될 때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되는 공통버스를 따르는 위치적인 우선권이다.

공통버스의  우선  순위  배치를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설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핵심이  되는  정보가  공통버스상에  나타남에  따라  제때에  그것을  포착할  수가  있다.  공통버스  활동이 
중앙처리장치와  관련되는  때를  결정하는  이러한  능력은  우선적인  실시예의  분할된  버스  사이클 동작
에  견주어  볼때  더  복잡하게  된다.  즉,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메모리에  대한  판독  또는  기록  요구는 
적어도  2개의  버스  사이클로  나누어진다.  요구  사이클인  제1사이클(첫번째  반  사이클로서 인용함)동
안,  요구하는  장치는  공통버스상에  판독되거나  기록될  위치에  어드레스를  설정한다.  응답사이클이고 
첫번째  반  버스  사이클에  관해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는  두번째  사이클(두번째  반  사이클로서 인용
함)동안,  메모리에  기록되거나  메모리로  부터  판독될  데이타가  공통버스상에  놓인다.  소프트웨어 분
석기는  첫번째  반  버스  사이클동안  메모리  어드레스를  포착하고  그것을  두번째  반  버스  사인클동안 
포착한  메모리  데이타와  정렬시키며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추적  메모리내  의  1위치점에  어드레스  및 
데이타를 저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가  공통버스상에서  활동중일  때를  결정하기  위해  공통버스  이용 
검출논리를  사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를 따
른  우선  순위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중앙처리장치와  기타  모든  장치들간의 
공통버스상에  배치시킴으로써,  이  공통버스  이용  검출논리는  중앙처리장치가  공통버스에  액세스 되
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중앙처리장치는  공통버스상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
은  장치이고  메모리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장치이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중앙처리장치  근처에 
위치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공통버스상에서  우선순위가  2번째로  낮은  장치가  된다. 요구
중인  어떤  장치로의  공통버스  허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우선  순위  회로망  때문에, 공통버스상에
는 개방 슬로트가 존재할 수  없고,  이에따라 어떤 장치를 공통버스에 접속 시킨 모든 슬로트들은 주
변  제어기  또는  메모리등과  같은  어떤  장치로  채우거나,  또는  우선순위  회로망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슬로트들을 점퍼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프로우브  포인트들을  중앙처리장치에  결선시키지  않고  소프트웨서  분석기를  공통버스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데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분석기로  하여금  중앙처리장치와  관련된  버스활동  및 
공통버스에  연결된  기타  장치들과  관련된  버스활동간을  구별할  수  있게하는  공통버스  이용 검출논리
이다.  공통버스  이용  검출논리가  없었더라면,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하드웨어  시스템에다  부착시키는 
매우  더  복잡한  방법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공통버스로  부터  중앙처리장치와  관련된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소프트웨어  분석기로  하여금  중앙처리장치내에서  소프트웨어의  실행과 관련
된  정보를  포착할  수  있게하고,  또  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어셈블리  언어 레
벨  코우드를  생성하는  리버스  어셈블리를  생성할  수  있다.  공통버스를  통해  일어나는 중앙처리장치
에  관련된  활동을  분석하여  중앙처리장치의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모니터함으로써,  본  소프트웨어 분
석기는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  디버깅  도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기타의  도구들은  보통  소프트웨어  그  자체의  실행과  서로  작용함에  따라  다소  어떤식으로든지 소프
트웨어  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석이  포인트들을  차단시킴으로써 이루어
질  경우,  이러한  포인트들의  차단은  보통  중앙처리장치가  실행중인  소프트웨어를  정지하고 중앙처리
장치  레지스터를  표시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분석될  소프트웨어의  타이밍  특성을  변화시킨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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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실시예의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내에서  실행될  소프트웨어의  타이밍을  간섭하지 않
는다.  더우기,  이것은  동작중인  어떠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완전히  독립적임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
석기  자체의  수정이  없이도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  에나  응용할  수가  있다.  즉,  소프트웨어 분석기
가  중앙처리장치에서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관측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앙처리장치내의  활동을 변화시
키지  않는  반면,  기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모니터들이  활동을  늦추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실
제적으로  실행되었을  경우와  상이한  소프트웨어  코우드를  삽입시키기  때문에  활동을  변화시킨다. 바
람직한  실시예의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추가적인  잇점은  어떤  소프트웨어  공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어떤  특정  워어드 내
의  특정  비트가  세트되거나  리세트되는가에  관심을  가질수도  있다.  본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어떤 특
정  비트를  모니터할  능력이  있고  특정  워어드가  기록  보호되어  있을  경우  요구될  수도  있는 소프트
웨어의  타이밍  특성에  영향을  주지않고서  비트가  수정되고  있는  곳을  결정하며,  그  특정  워어드를 
수정할때마다  인터럽트  또는  트랩을  야기할  능력이  있다.  이때  인터럽트  또는  트랩  루우틴은 워어드
내의 관련 비트가 수정되고 있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공통버스  이용  검출논리틀  사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와  관련된  공통버스 활
동  및  기타  장치들과  관련된  것  사이클  구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데이타를  어떤  특정 워
어드로  기록시키는  어떤  주변장치에  의해  야기된  특정  워어드의  어떤  특정  비트의  수정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어떤  부분이  디스크로부터  메모리  위치중의  한 블럭-이
들  위치중  하나가  관련된  특정  워어드임-으로  판독되어  들어갈  경우에도  활동을  무시할  것이다. 기
타  장치들에  의해  야기된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변화들을  여과시키는  이러한  능력으로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내에서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의해  야기된  그런  변화들에  집중하게  된다. 소프
트웨어  분석기가  시스템내의  주변장치에  의해  야기된  변화들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프트웨
어  분석기가  주변장치들에게  주어진  지위  신호들을  모니터할수있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어떤  주변장치가  메모리내의  관심이  되는  위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명령신호를  받느냐를 
간접적으로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위치의  변화가  소프트웨어  실행문제  또는  하드웨어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느냐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분석기를  공통버스에  연결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결선시키는  잇점은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데이타처리  시스템에  매우  쉽게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앙처리장치 
자체내의  논리  요소  리이드선들에다  연결시키는  방법의  단점은  이러한  접속을  행하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된다  는  것이다.  더우기,  리이드  선들이  연결될  포인트는  중앙처리장치  논리 보
오드를  수정할  때마다  변동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바람직한  실시예의  중앙처리장체내에서는 중
앙처리장치가  공통버스를  이용할  때  분석기에  관련된  모든  데이타를  표시하는  장소는  하나도  없다. 
일련의  프로우브  포인트들을  사용하여  중앙처리장치에다가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연결시키게  되면 아
마도  다양한  보험업자  연구실의  시험요구사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시스템 
개발 환경 이의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중앙처리장치(CPU)를  메모리  및  어떤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주변장치와 연결시키
는  공통버스에다  부착시킨  소프트웨어  분석기엔  이용된다  제1도에  블럭  구성도로  도시한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내의  소프트웨어  실행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제3도에  도시하였듯이, 소프트
웨어  분석기(207)는  중앙의  프로세서(206)와  공통버스(200)상의  기타  모든  장치들간에  연결된다. 후
술하듯이,  소프트웨어  분석기(207)를  이  위치에다  배치시키는  것은  소프트웨어  실행이  분석되어질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이용된 버스 우선 순위 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제  제1도를  참조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주요  요소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2개의  50핀  커넥터에  의해  공통버스(200)상의  1슬로트에다  플러그를  끼워넣음으로써 소프
트웨어가  분석  될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부착된다.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듯이,  공통버스(200)는 다
양한 장치들간에 전력을 분배하고 데이타를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약100회선을 내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실시간에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의  활동들을  기록할  능력이  있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상이  1슬로트를  점유하고  또  이  분석기는  그 동
작을  제어하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다.  분석기를  운용하는자와의  통신은  데이타가 단말
장치에  의해  입력되고  출력이  그위에  표시될  수  있도록  단말장치를  소프트웨어  분석기에다 인터페이
스시킴으로써  제공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동작  및  사용은  중앙의  프로세서  할동이  분석될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작동과는 무관하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메모리  주변  장치들과  중앙의  프로세서간의  모든  동을  이송하는 공통버스
상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부착되지만,  중앙처리장치와  관련된  처리작동에만  응답한다.  이 중앙처
리장치의  활동이  중앙처리시스템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의해  야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석
기가  중앙처리장치내의  소프트웨어  실행을  분석하게  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목적은 중앙처리장
치의  명령들과  그에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에  의한 소
프트웨어  명령  및  오퍼랜드의  호출을  모니터  함으로써  이것을  실행한다.  소프트제어  분석기는 공통
버스를  통해  일어나는  중앙의  프로세서  유니트  활동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내의  중앙처리장치 활동정
보의 기록을 시작하거나 정지한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모니터되는  중앙의  프로세서  활동들은  중앙처리  유니트에  의한  일련의  메모리  액세스  접근, 중앙처
리장치  와  이  장치와  관련된  어떤  입  출력(I/O)동작,  또는  중앙처리장치에의  인터럽트들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메모리  위치  10,000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데이타  패턴 
"1234"의  5번째  발생에  대한  기록을  정지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  활동에  대응  하여  8K(IK=1024)까지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갖고  있다.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  이것은  그  활동이  분석되고  있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의해  실행중인 소프트웨
어 명령의 약 6K에 대응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사용자  동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운용자가  요망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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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들을  선택하는  일련의  메뉴들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에  연결된  단자에  마련되는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출력은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기계어와  유사하고  명령  기억술은  확장적으로 사
용된다.  중앙처리장치  활동을  기록하는  것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성능을  모니터하는 능
력을  지니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특정화  된  중앙처리장치  활동들간의  최대  및  최소  또는 평
균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중앙처리장치는  어떤  특정화된  중앙처리장치  활동의  실행회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200)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
석기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주메모리로  기록되어지거나  그것을  판독할  수  있다.  데이타  처리 시스
템의  주메모리로  기록될  능력으로  인하여  추적  램(319)의  내용들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주메모리
로  기록되어지게하고  거기서부터  표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데이타  처리  시스템  그  자체에  의해 조
종되어지게  된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주메모리로  부터  판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소프트웨
어 분석기는 특정 데이타 비트 결함들의 발생이 있는 동안 주메모리를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부가적
으로,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주변장치들과  함께  입  출력  동작들을  실행할 능력
을 지니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다  이런식으로  부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프로우브  포인트들을  데이타  처리  시스템  하드웨어의  어디에다  접속시켜야 되
는가에  대한  어떤  특정  지식이  없이도  시스템에다  매우  쉽게  부착시킬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 분석
기의  추가적인  잇점은  이것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접속되는  하드웨어  장치임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실행될  동작중인  소프트웨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제  제1도를  참조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기타  특징들을  설명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사용자로  하여금  추적  램(319)내에서의  중앙처리장치  활동들의  기록을  제어하게  사용될  상태  A내지 
D를  특정화  할  수  있게  하는  4개의  상태  레지스터(315)를  지니고  있다.  공통버스(200)상의 중앙처리
장치의  활동은  어드레스  비교기(314),  데이타  비교기(313),  그리고  사이클  비교기(312)에  의해  상태 
레지스터(315)의  상태들과  비교된다.  이들  3개의  비교기의  출력은  추적  제어기(316)에의  입력이고, 
이 추적 제어기(316)의 출력은 추적램(319)내에서의 중앙처리장치 활동의 기록을 제어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트리거  포인트  이전  또는  이후에  특정수의  중앙처리장치  활동들을  기록하게 운
용자가  프로그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어떤  트리거  포인트  이전에  IK가치의 
중앙처리장치활동을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  이후의  7K의  활동을  기록하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다. 위
에서  언급하였듯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어떤,  특정화된  데이타  처리  시스템  메모리  위치로의 판독
등과  같은  어떤  특정의  중앙처리장치  활동을  기록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거나  또는  특정화된  채널 수
를 지닌 주변 장치와 함께 모든 입,  출력 활동등과 같은 일단의 활동들을 기록할 수 있다. 소프트웨
어  분석기는  중앙처리장치  활동이  수정되고  있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관해서는  완전히  수동적임에 
따라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실행 내지 타이밍에 대해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프로그래밍  및  동작은  입,  출력  제어기(307)및  단말장치(340)를  경유해서 운용
자와  교통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306)에  의해  제어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동작중인  시스템은 중
앙처리장치  활동이  버스  인터페이스(305)를  통해  모니터하게  될  데이타  처리  시스템으로  부터 분석
기의  32K판독/기록  메모리  램(309)로  입력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동작  시스템은 새로
운  특징을  제공하기  쉽게  수정되고  또한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동작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소프트
웨어  분석기에다  저장  장치를  직접  연결해야할  필요성이  배제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부트 스트
랩핑(boot  strapping)은  프롬(308)에  의해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램(309)은 32K바이트짜
리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로 구성되고, 프롬(309)은 8K바이트 로 구성되어 있다.

추적  램(319)내의  중앙처리장치  활동의  기록(또는  추적)은  추적  제어기(316)에  저장된  2개의 스테이
터스  비트들에  의해  제어된다.  4개의  상태(A-D)레지스터(315)는  이들  2개의  스테이터스  비트들을 수
정하는  데  사용된다.  첫번째  스테이터스  비트는  추적비트이다.  추적비트가  설정되었을때, 소프트웨
어  분석기는  점진적으로  중앙처리장치  활동을  기록할  것이다.  두번째  비트는  인에이블  비트이다.  이 
인에이블  비트는  상태  레지스I(315)에  의해  시험될  수  있고,  이  인에이블  비트가  설정되었을  경우 
현재의  중앙처리장치의  활동이  추적비트를  세트시켜야하는가  또는  리세트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처리장치와  관련된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200)상의  활동은  중앙처리장치  버스사용 검
출  논리회로(301)  및  중앙  처리채널  번호  검출  논리회로(322)에  의한  소프트웨어  분석기에  의해 검
출된다.  중앙처리장치  버스  사용  검출논리  회로(301)는  중앙처리장치가  공통버스(200)를  제어하도록 
버스  마스터로  된  시점을  검출한다.  중앙처리장치  채널번호  검출논리회로(322)는  공통버스의 중앙처
리장치  채널  번호를  배치함으로써  공통버스상의  또  다른  장치가  중앙처리장치의  번지를  지정하는 그
런  경우를  검출한다,  중앙처리장치와  관련된  활동이  공통버스상에서  검출되었을때,  어드레스  비트 
및  상태들은  어드레스  레지스터(302)로  래치되고  데이타  비트  및  상태들은  레지스터(302)로 래치된
다.  자동  어드레스  개발  논리회로(304)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의  중앙처리장치가  메모리  요구-이 안
에서  중앙처리장치는  메모리로  부터  호출될  소프트웨어  명령들의  다수  워어드들중에서  첫번째 워어
드의  어드레스만  제공함-를  할때  메모리내의  위치  어드레스를  자동적으로  증가  시키기  위해 사용된
다.  소프트웨어  명령들인  이들  다수의  워어드들은  메모리로  부터  회수되어  그  어드레스  및 논리회로
(301)론  수반하지  않고서  공통버스를  통해  중앙처리장치로  이동되고  데이타가  공통버스상에 나타남
에  따라  워어드의  어드레스  각각의  어드레스를  제공하게  되어  이  어드레스가  상태 레지스터(315)에
서 특정화 된 어드레스들과 비교될 수 있게 된다.

제1도에  예시한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동작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이전에,  소프트웨어  분석기가 접속
될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동작을  제3도  내지  제14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  및 
그  공통버스  운용에  대한  다음  설명은  존엘  컬리(John  L.Curley)씨  등에게  특허된  "다수의  호출버스 
사이클  동작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란  제하의  미합중국  특허  제4,236,203호에서  발췌하였는  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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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서는 참고로서 기재하였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

바람직한  실시예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공통버스는  이  시스템의  2개의  유니트간에  통신로를 제공
한다.  이버스는  설계상  비동기  상태에  있고  버스에  접속된  다양한  속도의  유니트들이  동일 시스템에
서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시스템에  사용된  버스의  설계는  이송,  인터럽트, 데이
타,  스테이터스,  그리고  지휘  이송등을  포함한  통신을  허용한다.  전형적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
에 대해서는 제3도에 도시되어 있다.

[버스 요구 및 응답사이클]

버스는  임의의  2개의  유니트가  공통(분배)신호  경로를  경유해서  소정의  시간에  서로  통신하게 하는
데,  통신하기를  원하는  유니트는  버스  사이클을  요구한다.  그  버스  사이클이  허용되었을  때,  그 유
니트는  마스터가  되어  그  슬레이브로써  시스템의  어느  다른  유니트의  번지를  지정한다.  대부분의 이
송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몇몇  유형의  버스  상호  교환에는  응답  사이클(예를 
돌어,  단일의  호출  메모리판독)이  요구된다.  응답  사이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자는  마스터의 
역할을  맡은면서  응답이  요구됨을  가리키며,  그리고  슬레리브에게  그  자신을  확인시킨다.  요망된 정
보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때(슬레이브  응답시간에  따라서),  그때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역활을 수행
하고  요구중인  유니트로  이송을  개시한다.  이에따라  이  경우에  2개의  버스  사이클을  취하고  있는 단
일  호출  상호  교환을  완성한다.  이들  2개의  사이클(요구  사이클과  응답  사이클)간의  버스에  대한 간
섭시간은 이들 2개의 유니트를 수반하지 않은 타 시스템의 트래픽에 사용될 수도 있다.

몇몇 유형의 버스 상호 교환은 2개의 응답 사이클(예를 들어,  2중  호출 메모리 판독)을  요구한다. 2
개의  응답  사이클이  요구되는  경우,  요구중인  유니트는  마스터의  역할을  맡아  2개의  응답(이송될 각
각의  워어드에  대해  반응이  하나씩임)이  2중  호출  인디케이터를  설정함으로써  요구되고  있음을 가리
키고,  그리고  그  자신을  슬레이브에게  확인시킨다.  첫번반응  사이클을  개시하기  이전에,  슬레이브는 
정보중  첫번째  및  두번째  워어드  양자가  응답중인  유니트(슬레이브)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요망한  정보의  제1워어드가(슬레이브  반응  시간에  따라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때,  그후 슬레이브
는 마스터의 역할을 맡아 요구중인 유니트로의 이송 을  개시한다.  첫번째 응답 사이클 동안 양쪽 워
어드가  응답중인  유니트에  나타났을  경우,  응답중인  유니트는  2중  호출  인디케이터를  다시 설정함으
로써,  즉  3개의 응답 사이클중 첫번째 응답 사이클 그리고 2번째 응답 사이클의 뒤따를 것이라는 것
을  요구중인  유니트에게  가르킬  것이다.  그후  요망한  정보의  2번째  워어드가  이용  가능하게  되고, 
슬레이브는  다시  마스터의  역할을  맡아  요구중인  유니트로  이송을  개시한다.  2번째  응답  사이클 동
안,  응답중인  유니트는  2중  호출  인디케이터를  설정하지  않아  요구중인  유니트에게  이것이  마지막 
응답 사이클임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이  경우에 3개의 버스 사이클을 취하는 2중  호출 상호 교환을 
완성  한다.  이들  3개의  사이클중  어느  2개간의  버스에  대한  간섭  시간은  이들  2개의  유니트들을 수
반하지 않은 기타 의 트래픽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첫번째  워어드만  응답중인  유니트에  나타나는  2중  호출  요구의  경우,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될때, 
응답중인  유니트는  2중  호출  인디케이터가  요구중인  유니트에게  첫번째  응답  사이클이  마지막 응답
사이클이  될것임을  가리키면서  설정되지  않은  단일응답사이클에  따라  답변한다.  이에  따라  이 경우
에  2개의  버스  사이클(요구  사이클  및  단일  응답  사이클)을  취하는  상호교환이  완성된다.  2중 호출
요구를  발생시켰던  유니트는  여전  히  정보의  2번째  워어드를  요망할  경우,  요구중인  유니트는  요구 
사이클을  계시하여야  하고  메모리  판독의  경우에  요망한  2번째  워어드의  어드레스를  마련해야  한다 
단일  또는  2중  호출요구일  수도  있는  이러한  2번째  요구는  두번째  요구되었던정보의  첫번째 워어드
를 내포한 슬레이브 유니트에 의해 응답될 것이다.

[버스 신호 및 타이밍]

마스터는  버스상의  기타  어떤  유니트를  슬레이브로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슬레이브 어드레스
를  어드레스  리이드상에  놓음으로써  행한다.  예를  들어  메모리  기준  신호  A(BSMREF)라  취하는 부속
의  제어  리이드의  상태에  따라서  2개의  해석중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는  24개의  어드레스가  있다. 
메모리  기준  신호가  2진수  제로인  경우,  제3도의  포오맷은  최소  유효  자리수  비트인  24번째  그러한 
리이드를  지닌  어드레스  리이드에  인가된다.  유의할  점은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인  2진수  제로  및 
2진수  1은  각각  전기신호의  로우  및  하이  상태를  칭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메모리  기준  신호가 
2진수  1인  경우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그러한  24비트에  대한  포오맷이  인가된다.  본질적으로, 
메모리가  번지  지정되고  있을때,  버스가  2번째  바이트  에서  24번째  바이트까지  인에이블되어 메모리
에  직접  번지  지정될  수  있다.  유니트들이  제어  정보  데이타  또는  인터럽트를  통과시키고  있을때, 
그들은  서로  채널  번호  만큼  번지  지정한다.  채널  번호는  2에서  10번째  채널까지  버스에  의해  번지 
지정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이송이  의미하는  2내지  6번째  가능한  기능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6비트 
기능 코우드가 채널 번호와 함께 통과시킨다.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부터  응답  사이클을  요구할때,마스터는  BSWRITE라  부르는  제어  리이드의 1상태
(판독  명령)만큼  슬레이브에  가리킨다(기타  상태는  응답  즉,  기록명령을  요구하지  않음)  이  경우, 
마스터는  채널  번호에  의해  그  자체의  입장을  슬레이브에  대응하여  제공한다.  버스  어드레스 리이드
들에  반대되는  것과  같은  데이타  리이드들은  어떤응답이  BSDBPL-(그  이의의  상태는  2중  호출  즉, 단
일  호출을  요구하지  않음)라  부르는  제어  리이드를  요구할때  마스터의  인식을  표시하는  제6도의 포
오맷에  따라  코우드화된다.  슬레이브가  마스터의  요구에  응답할때,  이와동일한  제어 리이드(BSDBPL-
)의  1상태는  이  응답사이클이  2개의  응답  사이클중  첫번째  응답사이클(그  이의의  상태는  이것이  2중 
호출 동작의 마지막 응답사이클임을 가리킴)인 요구중인 유니트에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분배된  타이  브레이킹(tie-breaking)회로망은  버스  사이클을  허용하고,  버스  사용을  위한  동시 요구
들을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순위는  버스상의  물리적인  위치를  토대로  허용되어,  최고위 우
선순위는  버스상  의  제1유니트에  주어지는데,  타이  브레이킹  기능을  성취하기  위한  논리는  버스에 
연결된  모든  유니트들간에  분배되고,  이것은  미합중국  특허  제4,030,075호  및  그것을  개량한 미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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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특허  제4,096,569호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  바,  이들  양자를  참고  목적상  본  명세서에 기재하였
다.  전형적인  시스템에서  메모리는  최고위  우선순위가  허용되고  중앙의  프로세서는  최하위 우선순위
가  허용되며,  기타의  유니트들은  그  실행요망을  토대로하여  위치하고  있다.  중앙의  프로세서에  대한 
타이브레이킹  기능을  성취하기  위한  논리는  제10도에  도시되어  있고  메모리에  대해서는  제11도에 도
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2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시스템은  메모리(1-202)  내지(N-204)  -이러한 메모들
은  최고위  우선  순위를  지니고  있고  중앙의  프로세서(206)는  최하위  우선  순위를  지니고  있음-와 결
합된  다수  라인  버스(200)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또한,  버스에  연결된  것으로는  예를  들어 
과학적인  연산장치(208)  및  다양한  제어기(210)(212)(214)이다.  제어기(210)는  예를  들어  4개의 유
니트인  기록  주변장치(216)를  제어하게  결합되어  있다.  제어기(212)는  모뎀장치들을  통해 통신제어
를  제공하도록  사용되는  반면,  제어기(214)는  테이프  주변장치(218)또는  디스크  주변장치(220)등과 
같은  대량  저장장치들을  제어하게  이용된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버스(300)와  결합된  장치들중  어느 
하나는  메모리나  버스에  연결된  어느  다른  유니트의  번지를  지정한다.  따라서  테이프 주변장치(21
8)는 제어기(214)를 통해 어드레스 메모리(202)를 번지 지정한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버스에  직접  결선된  유니트들  각각은  미합중국  특허  제4,030,075호  및  그것을 
개량시켰다할  수  있는  미합중국  특허  제4,096,569호에  예시되고  기술된  타이브레이킹  논리를 포함하
고  있고,  더우기  이들  유니트들  각각은  전형적인  2중  호출  메모리  어드레스를  위해 제11도,제11(a)
도를  그리고  전형적인  2중  호출  중앙  프로세서  어드레스  논리를  위해  제13도,제13(a)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어드레스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제어기를  위한  어드레스 
논리는  또한  미합중국  특허  제4,030,075호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유니트(216)(218)(220)등과  같이 
버스에 집적 결선되지 않은 유니트들은 타이 브레이킹 논리를 지니고 있다.

채널  번호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되는  메모리형  처리  요소들을  제의하곤  특정  시스템의 매
단부  포인트마다  존재할  것이다.  채널  번호는  이러한  장치  각각에  대해  할당된다.  완전  듀플렉스 장
치들  뿐만  아니라  하프  듀플렉스  장치들은  2개의  채널번호를  이용한다.  출력만  또는  입력만의 장치
들은 각기 1채널 번호만 사용한다.  채널 번호들은 용이하게 변경 가능하고 따라서 1개  또는 그 이상
의  16진수  로우터리  스위치들(썸  휘일스  위치(  ;  thumb  wheel  switch)이  유니트의  어드레스를 가리
키거나  설정하기위해  버스와  연결된  그러한  유니트  가각에  대해  활용된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의 형
태가  이루어졌을때,  그  특정  시스템에  대해  적합한  버스에  연결된  특정  유니트를  위해  채널  번호가 
지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입  출력(I/O)포오트  들을  지닌  유니트들은  블럭을  이룬 연속적
인  채널  번호들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4포오트  유니트는  로우터리  스위치를  사용하여  어떤 
채널  번호의  상위  7비트를  할당할  것이고  그  보다  더  낮은  3비트를  사용하여  포트수를  정의하고 입
력포트들을  출력포트들로  부터  구별지을  것이다.  슬레이브  유니트의  채널수는  제5도에  도시하였듯이 
모든  비메모리  이송을  위해  어드레스  버스상에  나타날  것이다.  각각의  유니트는  그수를  그  자신에 
내장하고 있는 번호(로우터리 스위치에 의해 내부에 저장됨)와 비교한다.

비교를  행한  유니트는  정의상  슬레이브이고  그  사이클에  응답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시스템
의  2개  의  포인트들은  어느것도  동일한  채널  번호에  할당되지  않을  것이다.  제5도에  도시하였듯이, 
어떤 특정 버스 또는 입 출력 기능은 비메모리 이송을 위해 버스 어드레스 리이드들의 비트 18  내지 
23에  표시된  것처럼  실행할  수  있다.  기능  코우드들은  출력  또는  입력  동작들을  지정할  수도  있다. 
모든  홀수  기능  코우드들은  출력  이송(기록)을  지정하는  반면  모든  짝수  기능  코우드들은  입력이송 
요구들(판독)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00(베이스  16)의  기능코우드는  단일의  호출  메모리  판독을 지
시하게  사용되고  20(베이스  16)의  기능  코우드  는  2중  호출  판독  동작을  가리키게  사용될  것이다. 
중앙의 프로세서는 입  출력 명령을 위해 6비트 기능 코우드 영역중 최소 유효자리수 비트 23을 검사
하고, 그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 버스 리이드를 사용한다.

다양한  출력  및  입력기능들이  있는데,  이  출력기능들중의  하나는  어떤  데이타량,  예컨대  16비트를 
버스로  부터  채널  내로  로드하는  명령이  있다.  개별적인  데이타  비트들의  의미는  부품  특성이지만, 
데이타  양은  특정  부품  기능성에  따라서  저장되고  보내지고  전송될  데이타를  나타내도록  취해진다. 
또  다른 그러한 출력 기능은 명령 기능임에 따라 예를 들어 24비트 양이 채널 어드레스 레지스터(도
시생략)에  로드된다.  이  어드레스는  메모리  바이트  어드레스이고  채널이  데이타의  입력  또는  출력을 
개시할  메모리내의  시동위치를  나타내며,  기타  다양한  출력  기능들에는  어떤  특정  이송을  위해 채널
에  할당된  메모리  버퍼의  크기를  정의하는  출력범위  명령,  그  각자의  비트들에  의해  특정  응답들을 
야기시키는 출력 제어 명령,  프린트 명령등과 같은 출력 업무기능,  단말 장치 속도,  카드 판독 코우
드등과  같은  기능들을  가리키는  명령인  출력  형태,  그리고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포오맷에  따라 
16비트  워어드를  채널로  부하하는  명령인  출력  인터럽트  제어등이  포함된다.  처음  10비트는  중앙의 
프로세서 채널 번호를 가리키고 비트 10 내지 15는 인터럽트 레벨을 가리킨다. 인터럽트가 
있자마자,  중앙의  프로세서  채널은  어드레스  버스상으로  되돌아오는  반면,  인터럽트  레벨은  데이터 
버스상으로 되돌아 온다.

입력기능들은  입력  데이타가  장치로  부터  버스로  이송되는  이러한  경우를  제의하곤  출력기능들과 유
사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입력범위  명령뿐만  아니라  과업  형태  및  입력명령이 포함된
다.  부가적으로,  장치식별  명령이  포함됨에  따라,  채널은  그  장치식별  번호를  버스상에  놓는다. 또
한 2개의 입력명령이 포함 됨에 따라 스테이터스 1또는 스테이터스 워어드 2가  방금 설명한 바와 같
은 채널로 부터 버스상에 놓여진다.

스테이터스  워어드  1로부터  나은  지시에는  예를  들어  특정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느냐의  여부,  버스로 
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  어떤  오류  스테이터스가  있느냐의  여부,  또는 주
의가  요구되느냐의  여부가  포함된다.  스테이터스  워어드  2는  예를  들어  수정  가능하지  않은  메모리 
또는 수정된 메모리 오차가 있는냐,  법적인 명령이 있느냐 또는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은 장치 또는 
원이 있느냐에 따라 패리티의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독특한  장치  식별  번호는  버스에  연결된  상이한  유형의  매  장치마다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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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호는  입력장치  식별이라  칭하는  입력기능  명령에  반응하여  버스상에  나타난다.  이  번호는 제8
도에  도시한  포오맷  형태로  데이타  버스상에  놓인다.  편의상,  이  번호는  이  장치를  식별하는 13비트
(비트  0  내지  12)그리고  요망될  수도  있는  장치의  어떤  기능성을  식별하는  3비트(비트  13  내지 15)
로 나누어진다.

중앙의  프로세서를  인터럽트하기를  원하는  유니트는  버스  사이클을  요구한다.  이  버스  사이클이 혀
용되었을때,  이  장치는  그  인터럽트  벡터를  버스상에  놓게  되는바,  이  인터럽트  벡터는  중앙의 프로
세서의  채널  번호  및  인터럽트  레벨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치는  그  인터럽트  벡터로서 
마스터의  채널  번호  및  그  인터럽트  레벨번호를  제공한다.  이것이  중앙의  프로세서의  채널번호인 경
우,  중앙의  프로세서는  나타난  레벨이  숫자적으로  현재의  내부의  중앙의  프로세서  레벨보다  더  작을 
경우에  그리고  중앙의  프로세서가  또  다른  인터럽트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  인터럽트를 받
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수령은  버스  ACK  신호(BSACKR-)로  가리켜진다.  중앙의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  NAK  신호가  회복된다.(BSNAKR-)  NAK(때때로  NACK로  부르기도  함) 신호
를  수신하는  장치들은  정상적인  인터럽트  기능  회복을  가리키는  신호가  중앙의  프로세서(BSRINT-)로 
부터  수신될때  다시  시도할  것이다.  중앙의  프로세서  는  그것이  레벨  변화를  완료했을때,  이  신호를 
발하게  되므로  다시한번  인터럽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스터의  채널  번호는  1개  이상의  채널이 
동일한 인터럽트 레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 벡터 형태로 공급 된다.  인터럽트 레벨 0은 이
것이  유니트가  인터럽트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  에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9도는 버스타이밍 구성도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이밍은  다음과  같다.  타이밍은  버스에  연결된  마스터  유니트로  부터 
슬레이브  유니트로의  모든  이송들로  인가된다.  이송이  일어날  수  있는  속도는  시스템의  형태에 의존
한다  즉,  버스에  보다  많은  유니트가  연결되어  있고,  버스가  보다  길때는  전파지연  때문에 버스상에
서 통신하는데 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한편,  버스상에 유니트가 보다 더 작게 되면 응답 시간이 줄
어든다.

따라서,  버스  타이밍은  성질상  실제로  비동기적이다.  버스  사이클을  요구하는  마스터는  버스  요구를 
행할  수  있다.  신호  BSDCNN-는  버스상의  모든  유니트들에  공통되고,  2진수  제로일  경우에는  적어도 
1개의  유니트가  버스사이클을  요구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버스사이클이  허영되었을때,  신호 BSDCNN-
는  제10,11도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은  타이  브레이킹  기능이  완전하고  이제 1개
의  특정  마스터가  버스  제어를  갖는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2진수  제로가  된다.  신호  BSDCNN-이  2진수 
0이  될때,  마스터는  이송될  데이타를  버스에  인가한다.  버스상의  각각의  유니트는  신호  BSBCNN-으로 
부터 내부의 스트로브를 전개시킨다.

스트로브는  BSDCNN-신호의  2진수  상태의  수신으로  부터  예를  들어  약  60나노  세컨드동안  지연된다. 
슬레이브에서  지연이  완료되었을때,  버스  전파시간  변동들이  고려될  것이고  각각의  슬레이브 유니트
는  그  어드레스(메모리  어드레스나  채널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번지  지정된  슬레이브는 
이제  이들  응답중  하나  즉,  ACK,NAK또는  WAIT신호  또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BSACKR-BSNAKR-,  또는 
BSWAIT신호를  만들수  있다.  이  응답은  버스상에  보내져서  슬레이브가  요구된  작용을  식별하는 마스
터에의  신호로서  가능하다.  그후  제어  라인들은  제9도에  도시하였듯이  순서적으로  2진수  1상태로 회
복한다.  따라서  버스  핸드세이크(hand-snake)는  완전히  비동기적이고,  각각의  천이는  앞의  천이가 
수신되었을때  단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별개의  유니트들은  스트로브  및  ACK  등간의  상이한 길이
의  시간을  칠하게  될  것이고,  천이는  그  내부  기능성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버스타임아웃트  기능은 
일어날  수  있는  행업(hang  up)들을  예방하게  존재  한다.  버스를  통해  이송되어질  정오는  예를  들어 
다음 즉, 24개의 어드레스 비트, 16개의 데이타 비트, 5개 의 제어비트 그리고 5개의 완전
(integrity)비트들로  구분  지을수  있는  50개의  신호  또는  비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이들 신
호들은 후에 상술할 것이다.

제10도,제11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타이브레이킹  기능은  서어비스를  위해  상이한 유니
트로부터  동시적인  요구들을  결정하고  위치적인  우선순위  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버스  사이클들을 허
용하는  기능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메모리는  최고위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중앙의  프로세서는 
최하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물리적으로  버스(200)의  반대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기타 
유니트들은  중간위치들을  점유하고  그  근접성  면에서  버스의  메모리에  가까운쪽이  우선순위를 가지
고  있다.  우선순위  논리는  타이브레이킹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  버스에  직접  연결된  유니트들  각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각  유니트의  우선순위  회로망은  승인된  플립플롭을  포함하고  있다.  임의의 
시점에서  어떤  특정의  허용된  1개의  플립플롭만  설정될  수  있고,  그  유니트는  정의상  그  특정  버스 
사이클을  위한  마스터이다.  유니트는  임의의  시점에  사용자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그  사용자는 플
립플롭은  세트될  것이고,  각기  미래의  버스  사이클을  나타낼  것이다.  부가적으로,  버스  상의  각각의 
유니트는  요구  플립플롭을  내포한다.   모든  유니트들이  함께  고려되어  있을때,  요구  플립플롭들은 
요구  레지스터로서  고려될  수도  있다.  아무리  많은  요구들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단  1개의  허용된 플
립플롭만  세트하게  기능하는  타이브레이킹  회로망을  공급하는  것은  전술한  레지스터의  출력들이다. 
좀더  구체적  으로  언급하면,  미해결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아무런  요구  플립플롭들이 세트
되지 않을 것이다. 세트될 첫번째 사용자 플립플롭들은 그 요구 플립플롭이 세트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후  후술하듯이  짧은  지연이  있은  후에  기타의  장치들이  그  요구  플립플롭들을  세트하지 않
게  억제시킬  것이다.  따라서  발생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  요구들의  스냅  쇼트(snap-shot)가  제때의 
일정기간(지연  기간)동안  취해진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다수의  요구  플립플롭들이  이러한  지연 기간
동안  그  도착에  따라서  세트될  것이다.  요구  플립플롭들이  그  출력들을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각의  유니트는  그러한  안정화  발생이  확실하게  그러한  유니트가  그  요구  플립플롭으로  하여금 세트
되게  하고  지연시간이  경과하여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유니트중  아무도  버스  사이클을  원하지 
않는다면  세트된다.  이때  스트로브신호는  또  다른  지연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고,  마침내  허용된 
플립플롭은 마스터가 슬레이브 유니트로, 부터 ACK, NAK 또는 WAIT 신호를 수신할 때 
클리어(리세트)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슬레이브  응답에는  3가지가  가능한  바,  ACK,WAIT또는  NAK신호이다.  덧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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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응답이 없는 네번째 상태도 있다.  버스상의 유니트가 아무도 그에 번지 지정된 것과 같은 이송
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아무런  응답이  곧  오지  않을  것이다.  그후타임  아웃  기능이  일어나고 NAK
신호가  수신되어  버스를  클리어시킬  것이다.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부터  버스  이송을  받아들일 능력
이  있고  또  그렇게  행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ACK신호가  발생할  것이다.  WAIT신호는  슬레이브가 잠정
적으로  버스이고  이때에  이송을  받아  들일  수  없을  경우,  슬레이브에  의해  발생된다.  WAIT신호를 수
신하자마자,  마스터는  그에  허용된  다음의  버스  사이클에서  사이클을  재시도할  것이고 성공적일때까
지  그렇게  계속  행할  것이다.  어떤  중앙의  프로세서가  마스터일때  슬레이브로  부터의  WAIT  응답의 
원인들  몇몇은  예를  들어  메모리가  슬레이브이고  메모리가  또  다른  유니트로  부터  나은  요구에 반응
할때 또는 제어기가 슬레이브일 때  ;  또는 예를 들어 제어기가 메모리로 부터의 어떤 응답을 대기할 
경우 ;  또는 제어기가 아직 이전의 입 출력 명령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다.  슬레이브에 의해 표
시된  NAK신호는  그것이  이  시간에  어떤  이송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NAK신호를  수신하자마자, 마스
터 유니트는 즉시 재시도를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마스터의 유형에 따라 특정 작용을 할 것이다.

앞서  일반적으로  언급하였듯이,  버스상에는  토  핸드세이킹  기능을  성취하는  기본적인  타이밍 신호들
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이들 5가지 신호들은 2진수 제로일때 버스상의 1개 또는 그이상의 유
니트들이  버스  사이클을  요구함을  가리키는  버스요구  신호(BSREQT-)  :  2진수  제로일때  어떤  특정 마
스터가 버스 이송을 행하고,  몇몇 특정 슬레이브에 의한 사용을 위해 정보를 버스상에 놓는 것을 가
리키는  현행  데이타  사이클  신호(BSDCNN-)  ;  슬레이브에  의해  마스터로  발생된  신호로  슬레이브가 
이  신호를  2진수  제로로  만듬으로써,  이  이송을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ACK신호(BSACKR-)  , 슬레이브
에  의해  마스터로  발생된  신호로서  마스터에게  그  신호가  2진수  제로일때  슬레이브간  이러한  이송을 
거절함을  가리켜주는  신호인  NAK신호(BSNAKR-)  ,  그리고  슬레이브에  의해  마스터로  발생되어진 신호
로서  그것이  2진수  제로일때  슬레이브가  이송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음을  가리켜주는 WAIT신호
(BSWAIT-)이다.

부가적으로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각의  버스  사이클의  정보  내용으로서  이송되는  정보 신호
들은  50여종  있는데  이들  신호들은  스트로브신호  선단부상의  슬레이브에서  유효하게  사용된다. 전술
한 모든 설명은 예로서 한것이고,  비트의 수효가 상이한 기능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
다.  따라서,  데이타를  위해  제공된  16개의  리이드  또는  비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BSDTOO-  내지  BCDT15-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어드레스를  위해  94개의  리이드가  제공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신호  BSADOO-내지  BSAD23-가  있다  2진수  제로일때  어드레스  리이드들이  메모리 
어드레스를 내포함을 가리키는 메모리 기준 신호(BSMREF-)에 대해 제공된 1비트가 있다.

메모리  기준신호가  2진수  1일때,  이것은  어드레스  리이드들이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능 코우
드  및  채널  어드레스를  내포함을  가리킨다.  또한  2진수  제로일때  현재의  이송이  워어드  이송  즉 전
형적으로  2개의  바이트로  구성된  어떤  워어드라기  보다는  바이트  이송임을  가리키는  바이트 신호
(BSEYTE-)를  제공한다.  또한  2진수  1일때  슬레이브가  마스터에  정보를  공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가
리키는  기록  신호(BSWRIT-)가  있다.  별개의  버스  이송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추가적으로 이것
이  이미  요구된  정보임을  슬레이브  에게  가리키게  마스터에  의해  사용되는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신호(BSSHBC-)를  제공하고,  제2의  사이클이  이송(BSSHBC-로  표시됨)을  완료하게  발생할  때까지 버스
상의  1쌍의  유니트가  판독동작(신호  BSWRIT-로  표시됨)을  시작할  때부터,  전술한  양유니트들은 버스
상의  기타  모든  유니트들에  대해  비지(busy)상태로  된다.  또한  버스상의  50개의  정보신호를 사이에
는  2중  호출  신호가  포함되어  있다.  2중  호출  신호(BSDBPL-)는  2종  호출  동작의  발생을  야기하도록 
사용된다.

이것은  다수  사이클  버스  이송임에  따라,  마스터  유니트는  단일  요구  사이클에  있어서  슬레이브 유
니트로  부터  2워어드의  정보를  요구한다.  슬레이브  유니트는  2개의  응답  사이클-요구된  데이타의 워
어드  각가에  대한  1사이클씩-을  제공함으로써  2중  호출  요구에  반응한다  이  것은,  2개의  단일  호출 
명령들이  실행되었을  경우,  요구되었던  4개의  버스  사이클(1요구  사이클,  제1응답사이클, 제2요구사
이클  및  제2응답사이클)과  대비하여  마스터에다  3개의  버스사이클(요구사이클,  제1응답사이클, 그리
고  제2응답사이클)에  있어서의  2워어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버스상의  트랙픽을  저감시킨다.  2중 
호출  동작의  예는  메모리로부터  2워어드를  요구하는  중앙의  프로세서인바,  이  메모리의  3개의  버스 
사이클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버스  사이-를  동안  요구신호  즉  신호  BSMREF-는  어드레스  버스가 제
1워어드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내포하고  데이타  버스가  중앙의  프로세서의  채널  번호를  내포함을 표
시하는  2진수  제로이고  ;  신호  BSWRIT-는  어떤  응답(메모리  판독)이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2진
수  1이며,  신호  BSDBPL-는  이것이  2중  호출  동작임을  나타내는  2진수  제로이고  ;  그리고  더우기 신
호 BSSHBC-는 이것이 제2의 반쪽 사이클이 아님을 나타내는 2진수 1이다.

2중  호출동작의  제2의  버스사이클동안,  어드레스  버스는  중앙의  프로세서의  채널  번호를  내포하고, 
데이타  버스는  메모리  데이타의  제1워드를  내포하며,  BSSHBC-신호는  제2의  반쪽 버스사이클(판독응
답)을  의미하는  2진수  제로이고,  BSDBPL-신호는  이것이  제1의  응답  사이클이고,  제2의  응답사이클이 
수반됨을  나타내는  2진수  제로이며,  BSMREF-신호는  2진수  1이며,  그리고  BSWRIT-신호는  메모리에 의
해  설정되지  않아  2진수  1이다.  제3의  버스사이클,  제2의  응답  사이클  동안  어드레스  버스는  중앙의 
프로세서의 채널 번호를 내포하고, 데이타 버스는 메모리 데이타의 제2의 워어드를 내포하며, 
BSSHBC-신호는  판독  응답을  나타내는  2진수  1이고,  BSDBPL-신호는  이것이  마지막  응답  사이클임을 
가리키는  2진수  1이며,  BSMREF-는  2진수  1이고,  그리고  BSWRIT-는  2진수  1이다.  기타  모든  동작에 
있어서와  같이,  2중  호출  동작의  3개의  버스  사이클  중  어떤  2개간의  버스상의  간섭시간은  이 이송
이 관여하지 않은 기타 유니트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잡다한  오차  및  패리티  신호들에  덧붙여서,  또한  버스상의  50개의  정보  신호들  사이에는  록크(lock) 
신호가 포함되어 있다. 록크 신호(BSLOCK-)는 록크 동작이 일어나게 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다수  사이클  버스  이송임에  따라  어떤  유니트는  다른  록크명령을  지닌  동작으로  구분지워질 
수  있는  기타  어떤  유니트  없이도  메모리의  어떤  워어드  또는  다수  워어드  영역을  판독하거나 기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다수  처리  시스템에다  접속시키는  일이  편리하게  된다.  록크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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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는  어떤  유형의  동작을  행하는  동안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넘어서  비지(busy)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다.  마지막  사이클이  완료하기  이전에  록크신호를  개시하려고하는  기타  유니트들은 응
답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메모리는  여전히  기타의  메모리  요구들에  응답할  것이다.  록크 동작
의  예는  판독  수정기록  사이클,  다음과  같은  3개의버스  사이클이다.  첫번째  버스  사이클동안, 어드
레스  버스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내포하고,  데이타  버스는  오리지네이터(originator)의  채널  번호를 
내포하며,  신호  BSWRIT-는  어떤  응답이  요구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2진수  1이며,  신호  BSLOCK-는 2진
수  제로이고,  그리고  신호  BSSHBC-는  이것이  록크  동작임을  가리키는  2진수  1이며,  더우기 BSMREF-
신호는  2진수  제로이다.  판독  수정기록동작의  두번째  버스  사이클동안  어드레스  버스는 오리지네이
터의  채널  번호를  내포하고,  데이타버스는  메모리  데이타를  내포하며,  BSSHBC-신호는  판독  응답을 
나타내는  2진수  제로이고,  BSMRFE-신호는  2진수  1이다.  세번째  버스  사이클동안,  어드레스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내포하고,  데이타  버스는  메모리  데이타를  내포하며,  BSLOCK-신호는  2진수  제로이고, 그
리고  BSSHBC-신호는  판독  수정기록(록킹된)동작  완료를  나타내는  2진수  제로이고  BSMREF-신호는 2진
수  제로이다.  부가적으로,  BSWRIT-신호는  아무런  응답이  요구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2진수  제로이다. 
기타 모든 동작에 있어서와 같이,  판독 수정기록 동작이 3개의 버스 사이클 중  어떤 2개간의 버스상
의 간섭시간은 이송에 관여하지 않은 기타 유니트들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다.

기타  제어  신호들에  덧붙여서,  버스상에는  또한  보통  2진수  1이고  중앙의  프로세서의  유지보수 판넬
상에  위치한  마스터  클리어  버튼이  작동했을때  2진수  제로가  되는  버스  클리어(BSMCLR-)신호가 제공
된다.  또한  버스  클리어  신호는  예를들어  전력을  올리는  순서에서는  2진수  제로가  될  것이다.  회복 
간섭  신호(BSRINT-)는  레벨  변화를  완료할  때마다  중앙의  프로세서에  의해  출력된  단시간  펄스이다. 
이  신호가  수신되었을때,  이미  간섭되고  거절되고  있는  각각의  슬레이브  유니트는  인터럽트를 재출
력할 것이다.

이제  제9도의  타이밍  구성도를  메모리  및  중앙처리장치의  어드레스  논리회로에  관하여  상세히 그리
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제9도의  타이밍구성도를  참조하면,  매  버스사이클시에는  3개의  식별  가능한  부분-구체적으로 언급하
면,  최고의  우선  순위를  요구하는  장치가  버스를  점유하는  기간(9-A  내지  9-C),  마스터  유니트가 슬
레이브  유니트를  호출하는  기간(9-C  내지  9-E),  그리고  슬레이브가  응답하는  기간(9-E  내지  9-G)-이 
있다.

버스가  유휴  상태에  있을때,  버스요구  신호(BSREQT-)는  2진수  1이다.  시간  9-A에서  요구  신호의 음
으로  진행하는  수직하강  부분은  우선순위  회로망  사이클을  개시한다.  (점유시간  9-B에 있어서)해결
할  우선순위  회로망,  선택되어야할  버스의  마스터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내의  허용된  비동기  지연이 
존재한다.  버스상의  다음  신호는  BSDCNN-또는  데이타  사이클  현재  신호이다.  시간  9-C에서 BSDCNN-
신호의  2진수  제로로의  변위는  버스의  사용이  마스터  유니트에게  허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후, 버
스  동작의  두번째  위상은마스터가  선택되어  현재  버스(200)의  데이타,  어드레스  및  제어  리이드들에 
관한 정보를 마스터가 지정하는 슬레이브로 자유릅게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슬레이브  유니트는  BSDCND-신호의  스트로브의  음으로  진행하는  수직  하강  부분에서  시작하는  버스 
동작의  제3의  위상을  개시하도록  준비한다  예를들어  스트로브신호는  제10도의  지연선(25)에  의해 
BSDCNN-신호의  음으로  진행하는  수직  하강  부분에서  50나노초  지연된다.  호출시간9-D에서 BSDCND-신
호의  음으로  진행하는  수직  하강  부분이  발생하면,  이제  슬레이브  유니트는  이것이  그의 어드레스인
지  아닌지  또는  그가  어떤  응답을  발생시키는  가의  과정을  형성하는  것의  결정을  개시하도록 호출되
는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확인  신호(BSACKR-)가  슬레이브 유니트
에  의해  발생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비l전형적인  경우에는  BSNAKR-  또는  BSWAIT-신호를  발생하게 
하며,(존재하지  않는  슬레이브의  경우에)심지어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였듯이  전혀  아무런  응답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스터 유니트에 의해 수신될 때인 시간 9-I에서 측인 신호의 음으로 진행하는 수직 하강 부분은 마
스터의  BSDCNN-신호가  시간  9-F  에서  2진수  1로  진행하게  할  것이다.  스트로브  신호는  시간  9-F 로
부터  지연선(25)에  의해  제공된  지연시간  9-C에서  2진수  1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버스 동작
이  제3의  위상의  경우,  버스상의  데이타  및  어드레스는  슬레이브  유니트에  의해  기억되고,  버스 사
이클은 턴  오프되기 시작할 것이다.  사이클이 끝나갈때 즉,  BSDCNN-l)  2진수  1로  진행할 때  또  다른 
우선순의  회로망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에  버스  요구  신호가  발생될  것이고,  이것이  수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버스가  유휴  상태로  돌아감에  따라  BSREQT-신호가  2진수  1의  상태로  진행함을 의미
한다.  버스  요구  신호가  그  시간에  나타날  경우  즉,  도시한  바와  같이  2진수  제로일  경우,  그것은 
비동기적인  우선순위  회로망  선택  과정을  시작할  것이고,  뒤이어  BSDCNN-신호의  또다른  음으로 진행
하는 수직 하강 부분이 시간 9-1 및 9-J 에서 점선으로 도시하였듯이 인에이블될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 회로망 결정은 대기할 필요성이 없고 또한 시간 9-H  에서 확인 신호의 양으로 진행
하는  수직상승  부분에  의해  트리거될  필요성도  없지만,  사실상  그후  어떤  유니트가  버스사이클을 요
구할  경우  버스의  유휴  상태로의  변위를  바로  뒤따른  시간  9-F  에서  트리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선위  회로망  결정은  BSDCNN-신호의  양으로  진행하는  수직  상승  부분에  의해  시간  9-F 에
서  트리거될  수  있지만,  제10도  허용된  플립플롭(22)의  설정에  반응한  BSDCNN-신호의  제2의  음으로 
진행하는  수직  하강  부분은  시간  9-H에서  확인신호의  양으로  진행하는  수직  상승  부분을  기다려야 
한다.  즉,  제10도의  NOR  게이트(21)로부터  나은  2진수  제로는  허용된  플립플롭(22)의  리세트 입력으
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시간  9-I  에서의  BSDCNN-신호의  음으로  진행하는  수직  하강  부된은 우선순
위  회로망  결정이  시간  9-F  에서  트리거되고  그  결정이  시간  9-H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시간  9-J  에서의  BSDCNN-신호의  음으로  진행하는  수직  하강  부분은  확인신호가  우선순위 회로
망  결정이전에  클리어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시간  9-L에서의  BSDCNN-신호의  음으로  진행하는 
수직 하강 부분은 시간 9-F  에서  아무런 버스 요구가 없고 우선 순위 회로망 결정이 시간 9-F  에서 
나중의  버스  요구  신호  BSREQT-에  의해  트리거됨을  예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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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호출동작]

2중  호출  메모리  동작을  일예로서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에서,  중앙의  프로세서는  메모리의  2중 
호출  요구를  행할  것이고,  요구  및  응답과  관련된  3개의  버스사이클이  검사될  것이다.  제1의 버스사
이클  동안,  중앙의  프로세서는  마스터이고  메모리는  슬레이브이다.  이러한  제1의  사이클동안, 중앙
의  프로세서는  제10도의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를  사용하여  버스를  호출하고  메모리  제어기는 제12도
의 버스인터페이스 논리를 사용하여 응답한다.

메모리  제어기가  마스터이고  중앙의  프로세서가  슬레이브인  제2의  및  재3의  버스  사이클동안 메모리
는  제11도의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를  사용하여  버스를  호출하고  중앙의  프로세서는 제13도,제14(a)
도의 버스인터페이스 논리를 사용하여 응답한다.

[2중 호출 동작 요구 사이클]

제10도 및 제12도와 관련하여 제1의 버스 사이클, 2중 호출요구 사이클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중앙의 프로세서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

이제  제10도의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를  참조하면,  우선순위  회로망  사이클은  초기에  유휴  상태에 있
고,  라인(10)상의  버스  요구  신호(BSREQT-)는  2진수  1이다.  이  버스  요구  신호가  2진수  1일때, 수신
기(반전증폭기)(11)의  출력는  2진수  제로가될  것이다.   수신기(11)의  출력은  AND  게이트(12)의 하나
의  입력에  결합된다.  이  게이트(12)에의  타입력들은  정상  상태에서  2진수  1인  마스터  클리어  신호, 
(MYMCLR-)와  정상  상태에서  역시  2진수  1인  WOR  게이트(26)의  출력이다.  따라서  버스가  유휴  상태에 
있는  동안  AND  게이트(12)의  출력은  2진수  제로이고,  이에  따라지연선(13)의  출력은  2진수  제로가될 
것이다.  2진수  제로인  지연선(13)의  입력  및  출력은  NOR  게이트(14)의  출력(BSBSY-)이  2진수  1이 되
게  한다  버스에  연결된  유니트들  중의  하나가  어떤  버스사이클을  요구할때,  이것이  그  사용자 플립
플롭(15)을 비동기적으로 세트시켜 그 Q출력(MYASKK+)이 2진수 1이 되게 한다.

따라서,  버스가  유휴  상태에  있으면,  버스가  비지상태로  진행함에  따라  일어나는  제1의  사상은 사용
자가  그  사용자가  플립플롭(15)을  설정시킨다는  것이다.  중앙의  프로세서의  경우,  사용자 플립플롭
(15)은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상태로  변위하는  중앙의  프로세서  클럭킹  신호  MCLOCK+에  의해  그 출
력으로  클럭되고  있는  2진수  1인  제13(a)도로부터  나은  라인  181상의  신호  MYASKD+에  의해  또는  그 
세트  입력에서  2진수  제로인  제13(a)도로부터  나은  라인  180상의  신호  MYASKS-에  의해  세트될  수 있
다.  신호  MYASKD+  및  MYASKS-는  이후  제13(a)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NAND  게이트(16)에의 양입력
들이  2진수  1의  상태에  있을때,  그  출력은  2진수  제로이다.  이  것은  요구  플립플롭(17)을 세트시킴
에  따라  그  Q출력(MYREQT+)는  2진수  1이다.  따라서,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요구  플립플롭(17)의 출
력은  2진수  1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이  버스와  연결된  기타  유니트들의  유사  논리  회로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MYREQT+  신호의  2진수  1상태는  드라이버(18)를  통해  2진수  제로로서  버스의  라인(10)위에  설정될 것
이다.  따라서  제9도의  타이밍  구성도를  참조하면,  BSREQT+신호는,음으로  진행하거나  2진수 제로상태
로  진행  할  것이다.  버스에  연결된  다양한  유니트들의  요구  플립플롭(17)의  어느  하나로부터 시스템
에  대한  어떤  요구는  라인(10)을  2진수  제로의  상태로  유지된다.  지연선(13)은  소자(14)(16)(17)에 
의해  좌우되는  진행  지연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지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장치가  그  요구 
플립플롭(17)을지라도,  이것은  또한  어떤  버스  사이클을  요구하는  고우선순위  장치가  다음의 버스사
이클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저우선순위  장치가  그  요구 플립
플롭(17)을  세트시키게  되면,  라인(10)상의  2진수  제로  신호는  NOR게이트(14)의  출력에서  2진수 제
로상태를  발생시키기  위해  게이트(12)의  출력에서  2진수  1의  상태를  차례대로  발생시키는 고우선순
위장치를  포함한  장치에  모든  귀환되어  사실상  이렇게  우선순위  장치의  사용자(15)이  이미  세트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타  고우선순위  장치의  요구  플립플롭(17)의  설정을  디스에이  시킨다. 예를
들어  20나노초의  지연시간이  만기하여  이것보다  고우선순위  장치의  지연선(13)의  출력이  2진수  1의 
상태가  되고,  그후  게이트(14)의  출력은  2진수  제로상태가  될  것이며,  게이트(16)의  출력은  이렇게 
고  우선순위  장치의  사용자  플립플롭(15)가  세트되어  있느냐에  관계없이  2진수  1이  되어  요구 플립
플롭(17)의  설정작용을  디스에이블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  프레임동안,  모든  장치들은 사
실상  그들이  그들의  사용자  플립플롭(15)의  설정작용에  의해  표시되는  것과  같은  서어비스를 요구한
다면  그들의  요구  플립플롭(17)을  세트시키게  된다.  첫번째로  어떤  버스사이클을  요구하는  장치의 
소자(13)에  의해  제공된  지연시간후에,  그  요구  플립플롭(17)을  세트시키지  않는  장치는  우선순위 
사이클이  완료된  후에  까지  세트할수  없다.  따라서,  고우선순위  장치는  저우선순위장치가  그 플립플
롭을 세트시킨후 몇나노초후에 그 사용자가 플립플롭을 세트하는 경우에도 버스를 점유하게 된다.

따라서,  버스  사이클을  찾는  장치들에  대한  모든  요구  플립플롭(17)은  지연선(13)의  지연선  배열에 
의해  표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동안  세트될  것이다.  버스와  결합된  많은  이러한  장치들이 그러
한 시간 간격동안 에  그들의 요구 플립플롭들을 세트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 하
나만이  그  허용된  플립플롭(22)을  세트되게  할  것이다.  그  허용된  플립플롭(22)을  세트되게  하는 장
치는  버스사이클을  찾는  최고우선순위  장치일  것이다.  버스  사이클을  찾는  이러한  최고우선 순위장
치가  이러한  버스  사이클동안에  그  동작을  완료했을때,  그들의  요구  플립플롭들이  세트되게하는 기
타장치들은  다시  다음의  그러한  버스  사이클등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드라이버(18)에  결함되는 
것에  덧붙여서  요구  플립플롭(17)의  출력은  또한  소자(28)를  통해  NAND  게이트(19)의  하나의  입력에 
결합된다.  소자(28)는  버스(200)의  최고우선순위에  결합된  유니트(보통  메모리  202)를  제의하곤  각 
유니트의  우선순위  논리에  대해  단지  직접  결선을  이루고  있는바,  여기서  단1개의  케이스로된 소자
(28)는  후술하듯이  지연소자이다.  플리플롭(17)의  반전된  Q출력(MYREQT-)(즉,  도면에서  Q위에 바아
를  가진  출력,  이하  "Q  바아"라  칭함)  이  AND  게이트(20)의  하나의  입력에  결합된다. 게이트(19)에
의  타입력들은  고우선순위  장치들로부터  수신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를  들어  이전에  있었던 
고우선순위  9개의  장치들로  부터  수신된다.  고우선순위  장치들로  부터  수신된  이들  신호들은 제10도
의  좌측  편으로,부터  신호  BSAUOK+  내지  BSIUOK+  로서  수신하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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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들중  어느하나가  2진수  제로이면,  이것은  고우선순위  장치가  버스사이클을  요구함을 의미하
게  함에  따라  현재의  장치로  하여금  그  허용된  플립플롭을  세트시키지  않게  억제하여  그  장치가 다
음의 버스사이클을 가지는 것으로 부터 디스에이블시키게 될 것이다.

게이트(19)에  수신된  타입력들은  NOR  게이트(26)로  부터  얻은  BSDCNB-  신호와  NOR  게이트(21)의 출
력이다.  부가적으로,  사용자  준비신호  즉,  중앙의  프로세서의  경우에  CMDCNP+신호는  특정  유니트가 
어떤  버스  사이클을  요구할지라도  사용자  준비  신호를  2진수  제로상태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연시킬 
수도  있는  특정  유니트의  기타  논리로부터  수신될  수도  있다.  즉,  이  유니트는  어떤  버스  사이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요구하여  버스  사이클이  허용된  시간에  그것이  준비될 것
이라는  기대하에  사용자  준비신호를  2진수  제로로  세트할  수도  있다.  정상  상태하에서  NOR 게이트
(26)의  출력은  2진수  1이고  게이트(19)에의  기타  모든  입력들이  2진수  1이며  그때  허용된 플립플롭
(22)은  세트될  것이다.  게이트(21)로  부터  나온  타  입력은  버스가  유휴상태에  있을때  2진수  1이다. 
NOR 게이트(21)에의 입력들은 SBACKR+ 신호, BSWAIT+ 신호, BSNAKR+ 신호, 그리고 BSMCLR+ 
신호이다.  이들  신호들중  어느  하나가  2진수  1이면,  그때  버스는  이에  따라  비지  상태에  있게될 것
이다.

허용된  플립플롭(22)이  세트되어  있다면,  Q출력신호(MYDCNN+)는  2진수  1이고  인버터(23)에  의해 2진
수  제로신호로  반전  될  것이며,  그후  신호라인  BSDCNN-상의  버스위에  놓일  것이다.  이것은  제9도의 
타이밍  구성도에  도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BSDCNN+신호는  2진수  1에서  2진수  제로  상태로  진행한다. 
따라서, 이 버스 사이클의 우선순위 사이클은 완성된다.

부가적으로,  현재의  장치가  서어비스를  요구하고  또  고우선순위  장치이면,  지연장치(13)의  출력  및 
BSAUOK+  우선순위  라인은  2진수  1이  될것이지만,  플립플롭(17)의  Q바아출력은  2진수  제로가  됨에 따
라  AND  게이트(20)를  통해  2진수  제로를  BSMYOK+상에  놓이게  되어,  저  우선순위  다음  장치에 표시하
고  다음의  버스  사이클을  사용할  고우선순위  요구중인  장치가  있는  저  우선순위  장치들을  후속하게 
하고,  모든  저  우선순위  장치들이  다음의  버스  사이클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억제할  것이다. 고우
선순위  장치들로부터  수신된  9개의  우선순위  라인들은  신호  SBBUOK+  내지  BSMYOK+로서  1위치만큼 비
스듬한  양식으로  이송됨을  주의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장치에  의해  수신된  신호  BSAUDK+   는 
고우선순위 장치에서 수신된 신호 BSBUOK+에 해당된다.

우선순위  사이클을  완성하고  이제  2진수  제로  상태가  BSDCNN-라인  상에  놓이게  하면,  신호는 수신기
(24)에  의해 제1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그러한 모든 논리회로에 수신된다.  이에 따라 2진수 1의 상
태는  수신기(24)의  출력에서  발생되고  2진수  제로가  NOR  게이트(26)의  출력에  제공되어  AND 게이트
(12)가  2진수  1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디스에이블  시킨다.  부가적으로,  수신기(24)의 출력에서
의  2진수  1의  상태는  예를  들어  지속기간이  60나노초인  지연선(25)에  의해  수신된다.  또한 지연선
(25)의  출력은  스트로브가  발생되었을때  게이트(12)를  계속  억제시킬수  있도록  NOR  게이트(26)의 타
입력에  수신된다.  따라서,  지연선(25)에  의해  설정된  지연선  기간이  끝날무렵에,  스트로브 신호
(BSDCND+)가  발생되고,  그것의  반전신호  즉,  BSDCNO-신호는  제9도의  타이%1  구성도에  도시한  바와 
같다.  스트로브  신호의  사용은  후술한다.  따라서,  지연선(25)에  의해  생성된  60나노초  기간은 선취
장치  즉.  최고  우선순위  요구중인  장치를  인에이블시켜  간섭없이  다음의  버스  사이클을  이용하게 할
수있다  지연선(25)의  출력에서  발생된  스트로브는  어떤  잠재적인  슬레이브에  의해  동기용  신호로서 
사용된다.

스트로브  신호가  전공되어지면,  그때  슬레이브로서  지정되는  유니트들중의  하나는  게이트(21)의 입
력들중의  하나에  수신된  신호  ACK,WAIT  또는  NAK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경우에  ACK가  수신되면,  또한  그러한  응답  신호들중  어느  것이  수신되면,  이것은 게이트
(21)를  통해  허용된  플립플롭(22)를  리세트시킬  것이다.  이  응답은  제9도의  타이밍  구성도에 도시하
였는바,  여기서  BSACKR-신호는  슬레이브로부터  수신하게  도시되어  있어  허용된  플립플롭(22)의 리세
트  작용에  의해  BSDCNN-신호를  2진수  1의  상태로  변화되게  한다.  플립플롭(15)은  허용된 플립플롭
(22)이  세트되거나,  또는  버스  클리어  신호(BSMCLR+)가  버스상에  수신  되었으면  NOR  게이트(29)를 
통해 리세트될 것이다.

허용된  플립플롭(22)이  세트되었을때,  그  Q바아  출력(MYDCNN-)은  2진수  제로상태로  진행하고, 그것
을  따라  허용된  플립플롭(22)이  리세트  되었을때  바아  출력이  2진수  제로로  부터  2진수  I의  상태로 
진행하게  되어  현재  설명하고  있는  요구  플립플롭(17)을  효율적으로  리세트시킬  것이다.  상술한 미
합중국  특허  제4,035,295호에서  알  수  있듯이,  요구  풀립플롭(17)은  ACK,NAK   또는  마스터  클리어 
신호에  의해  리세트되게  표시  되어  있다.  ACK  또는  NAK신호들에  관하여,  당  신호는 요구플립플롭
(17)을  리세트  해야할  장치가  ACX,  NAK  또는  WAIT신호중  어느  하나의  신호를  기대했던  사실을 플립
플롭과  같은  국부  저장  장치내에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우기,  이러한  유니트들은  사실상 이
러한  ACX  또는  NAK신호가  슬레이브  유니트로  부터  이러한  특정  유니트로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식별
할 수 있는 논리회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NAK  또는 ACK  신호는 모든 플립플롭(17)을 리
세트  시키게  결합되어  이러한  요구  플립플롭(17)이  각각  다시  세트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따라서. 
특정  시스템을  리세트  시킴으로써  그  시스템에서  논리는  최소로  된다.  이것은  허용된 플립플롭(22)
의  Q바아  출력을  요구  플립플롭(17)의  출력입력에다  효과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성취된다. 주의할점
은  ACK  또는  NAK  뿐만  아니라  WAIT신호가  허용된  플립플롭(22)을  리세트  시키게  이용되지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단  1개의  허용된  플립플롭이  세트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논리를 요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허용된  플립플롭들을  리세트  시키는  것은  시스템의  동작에  있어서 중
요하지 않다.

플립플롭(17)의  클럭입력을  인에이블  시키기  위해선,  그러한  클럭  입력에  수신된  신호는  2진수 제로
에서  2진수  1의  상태로  변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클럭입력이  그렇게  인에이블되었을때  그 D입력에서
의  신호  즉,  BSWAIT+신호는  그  상태가  플립플롭(17)의  Q출력으로  이송될  것이다.  따라서, 플립플롭
(17)을  효과적으로  리세트시키기  위해선,  BSWAIT+신호는  플립플롭(17)의  Q바아  출력을  그 클럭입력
이  인에이블되었을때  2진수  제로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2진수  제로가  되어야  한다.  BSWAIT+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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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상태에서  2진수  제로이기  때문에,  클럭입력  요구  플립플롭(17)을  일찍  인에이블시킴으로써 그
러한  플립플롭을  잘못  리세트  시킬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슬레이브로  부터  응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유의할점은  대안으로  이  슬레이브  유니트가  ACK,  NAK또는  WAIT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신호의  경우에는  요구  플립플롭(17)을  리세트시키는  것이  요망되지  않는다.  따라서 
클릭입력은  그  슬레이브  유니트로부터  어떤  응답이  수신되었을  때만  인에이블  해야한다.  그렇지 않
을  경우,  WAIT  신호는  2진수  제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  요구  플립플롭(17)을  일찍  리세트  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상  상태하에서  Q바아  출력으로부터  플립플롭(17)으로의  직접  결선으로  그러한 클럭입력
에서  2진수  1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이에  따라  허용된  플립플롭(22)인  세트되고  그후  리세트 되
었을때  그  상태의  변화는  플립플롭(17)의  그러한  클럭입력을  인에이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태  즉, 
보퉁  플립플롭(17)의  클럭입력에서의  2진수  1의  상태는  그러한  플립플롭의  세트작용의  진행을 지연
시킴이  발견되고  있는바,  그  Q출력은  실제적으로  세트  상태  즉,  2진수  1의  상태를  실현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예를  들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및  시그네틱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최사에  의해 
제작되고  부품번호가  SN74S74인  플립플롭을  사용  하면,  그  클럭입력이  2진수  1의  상태에  있을경우, 
그  클럭입력이  2진수  제로  상태에  있을  경우보다  세트  동작의  효과를  실현하는데  2배나  더  오래 걸
린다.  따라서,  플립플롭(22)의  클럭입력을  접지점에  결선시킨  것에  의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허용
된  플립플롭(22)에  대해  보다  빠른  세트  동작을  보장하고  따라서  요구  플립플롭(17)에  대한  그러한 
논리속도의  증가를  동작가능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요구  플립플롭(17)이  슬레이브로 
부터  응답이  있을때까지  효과적으로  리세트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소자(35)(37)는  곧 설
명하는 바와 같은 논리로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을  하기전에,  허용  플립플롭(22)의  Q바아  출력과  요구  플립플롭(17)의 클럭입력
간에  직접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것이  요구플립플롭(17)의  클럭입력에서  보통  2진수  제로 상태
를 제공할 수  있다해도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상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바,  그  이유는  그러한  플립플롭이  세트되었을때  플립플롭(22)의  Q바아  출력으로부터의  2진수 1
에서의  2진수  제로로의  변위는  플립플롭(17)의  클럭입력을  조만간에  즉,  슬레이브로  부터  응답이 있
을 것인가를 알기이전에 인에이블시킬 수  있는 2진수 제로에서의 2진수 1로의 변위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인버터(35)는  플립플롭(37)과  함께  제공되어  있다.  요구  플립플롭(17)과  같이 플립플롭(3
7)의  클럭입력은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로의  변위  또는  달리  말해  양으로  진행하는  단위가 있기까
지  인에이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술하였듯이,  이것은  허용된  플립플롭(22)이  NOR  게이트(21)에 
의해 리세트 되었을때 수신 된다.

플립플롭(37)은  클럭입력에  덧붙여서  세트(5),  데이타(D)입력,  그릭고  리세트(R)입력을  포함하고 있
다.  세트입력은  풀업(puBlup)저항기를  통해  플러스  전압선까지  수신된  신호에  불과한  MYPLUP+ 신호
에  의해  그  입력을  2진수  1의  상태로  세트함으로써  디스  에이블된다.  또한  플립플롭(37)의  입력은 
MYPLUP+신호에  결합된다.  정상상태하에서  NOR  게이트(26)의  출력은  2진수  1이고,  따라서 인버터(3
5)의  출력(BSDCND+0)은  2진수  제로이다.  이들  상태들은  BSDCNN+신호가  시간  9-C  바로후에  즉,  시간 
9-C에다  소자(24)(26)와  관련된  지연시간을  더한  시간후에  2진수  제로의  상태로  진행할때  변화한다. 
따라서  시간  9-C  바로  후에,  NOR게이트(26)의  출력이  2진수  제로  상태로  변함에  따라 플립플롭(37)
의  R입력에  2진수  1의  상태를  제시할  것이다.  2진수  1상태로부터  2진수  제로상태로의  변화는 플립플
롭(37)을  리세트시켜  2진수  제로상태를  플립플롭(37)의  Q출력(MYREQR+)에  제공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인버터(35)의  출력에서의  2진수  1상태는  BSDCMN-신호가  2진수  제로일  때와  그후  지연선(25)의 
지연시간과  일치하는  60나노초  동안  속행된다.  허용된  플립플롭(22)이  리세트된  바로후에  그리고 
BSDCNN-신호가  NOR  게이트(26)의  출력에  효과를  미치기  이전에,  플립플롭(37)의  클럭입력은 인에이
블되어  그  D입력에서의  2진수  1상태가  플립플롭(37)의  Q출력을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상태로 변화
시키게  하여  플립플롭(17)을  클럭킹한다.  타이밍  구성도인  제9도에  도시된  BSDCND-  신호에  관하여 
알  수  있듯이  스트로브신호  즉,  BSDCNO+  신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간에  그리고  좀더 구체적
으로  말해  시간  9-G에서  NOR  게이트의  출력은  2진수  1상태로  다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인버터(35)의 
출력을  2진수  1상태에서  2진수  제로상태로  변화시키게  되어  플립플롭(37)를  리세트  시킨다.  이에 따
라 확실하게 플립플롭(37)은 플립플롭(37)의 클럭입력을 인에이블시키기 이전에 리세트될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요구  플립플롭(17)의  Q출력과  NAND게이트(19)간의  결합은  버스(200)상의  장치의 위치
에  따라  결정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플립플롭(17)과  NAND  게이트(19)간의  그러한  결합에 있어
서  소자(28)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장치가  아닌  모든  장치들에  직접  연결된다.  고우선순위  장치 
즉,  구체적으로  말해  제2도에  예시되어  있듯이  메모리(202)에  대해선,  소자(28)는  지연선(13)과 유
사한  지연소자인바,  예를들어  20나노초의  지연을  포함할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최고우선순위장
치에  있어  NAND  게이트(19)의  상부  9개의  입력은  2진수  1인  신호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2진수  1인 
신호는  9개의  라인  각각에  결합된  풀업  저항기(이  저항기의  타단은  MYPLUP+신호가  결합되는  것과 유
사한  클러스  전압원에  결합되어  있음)에  의해  이들  라인  각각에  대해  제공된다.  NAND 게이트(19)에
의  9개의  입력  각각이  2진수  1이고  BSDCNB-신호가  보통  2진수  1이며  더우기  사용자  준비 신호(제10
도의  MYDCNP+)가  2진수  1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면,  최고  우선순위  장치의  우선순위  논리회로에서 지
연소자(28)의  개입없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장치는  항시  지연선(13)에  의해  제공되는  지연을 야
기하지  않고서도  버스에의  접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자(28)에  지연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은  최고  우선순위  장치가  예를  들어  그의  요구  플립플롭(17)을  세트한  시간  후  인  20나노초의 
시간동안  그의  허용  플립플롭을  세트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10도의  논리회로내의 레이스
상태로인한  플립플롭(17)의  출력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펄스로  인한  게이트(19)의  인에이블링을 피하
기  위해서  최고우선순위  장치에서  그리고  지연소자(28)와  병렬로  게이트(19)에의  타입력들을  직접 
결선할 수도 있다.

또한  우선순위장치는  다른  장치의  버스  사이클동안  버스(200)에의  접근을  하지  못하게되는데, 이것
은  사실상  또  다른  버스  사이클이  진행중이면  신호  BSDCNB-가  2진수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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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우선순위  장치의  우선순위  논리회로를  이렇게  억제시킬  다른  방법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미합중국  특허에  언급되어  있듯이,  지연선(13)의  출력  NANU  게이트(19)의 
다른  입력에  결합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각  장치의  각각의  우선순위  논리에  대해  이것은 게이트
(19)의  1입력에서의  BSDCNB-신호에  대한  필요성  및  최고  우선순위  장치의  우선순위  논리회로에 있어
서의  지연소자(28)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고
속도를  요구하는  논리회로에  있어서는  선택된  구성  요소에  의존하는  부하효과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설명된  기술에  의해서  지연선(13)은  3개의  소자  부하  대향하는  것과 같
은  2개의  소자  부하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부하  문제점은  지연선(13)의  출력에다 드라
이버  또는  증폭소자를  배치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고,  그  드라이버의  출력은  부하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NAND  게이트(19),  NOR  게이트(14)  및  AND  게이트(20)에  결합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드라이버  소자를  통한  진행지연에  의해  결정된  인자에  의해  우선순위  논리회로의 작
동을 지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메로리 제어기 버스인터페이스 논리]

이제  제1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2중  호출메모리  제어기  어드레스  논리를  참조하면,  이  논리는 메모
리  제어기  특히  그에  결합된  4개의  메모리  모듈까지  지니고  있는  것의  실예이다.  버스로  부터 소자
(40)에  수신된  어드레스는  제3도에  도시한  포오맷을  유지하면서  버스  어드레스  신호  BSAD00+   내지 
BSAD07+  로  이송된다.  또한  수신기(40)의  어드레스  신호는  이후에  설명될  패리티검사기(47)의 입력
으로  수신되고,  수신기(40)의  어드레스  신호들과  인버터(41)의  출력에서의  어드레스들은 스위치(4
2)에  수신된다.  이  스위치는  버스(200)에  연결될  대부분의  제어기론  위치하고  있는  특정  제어기 유
니트의  어드레스에  세트되어  있다.  장치  제어기의  경우,  이  스위치는  특정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제
어되는  메모리의  어드레스에  세트되어  있다.  이  스위치에는  16개의  리이들이  수용되어  있으나, 8개
만이  스위치의  출력에서  다수  입력  NAND  게이트(43)에  결합되어  있다.  소자(40)의  입력측에  있는 버
스어드레스  리이드들은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제어된  요망  메모리  블럭의  적당한  어드레스를 반사하
게 세트된 그런 비트들에 대해 2진수 제로이다.  따라서,  소자(40)에  의해 제공된 본  발명에 따라, 2
진수  제로들로서  버스(200)상에  수신되는  그런  어드레스  비트들을  위해  2진수  1신호들이 스위치(4
2)의  비반전  입력에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인버터(41)로  부터  나온  8개의  출력리이드들은  어드레스 
비트들이  버스(206)상의  인입어드레스  비트내의  2진수  1인  위치에  대하여  2진수  1을  갖는다.  서로 
보수인  스위치(42)의  2개의  입력부에  신호가  있는  상태에서  10진  스위치  또는  다수와  토글  스위치, 
즉  구체적으로  말해  비집합적인  8극  2위치  스위치로  되어  있는  스위치(42)내에  들어있는  다수의 스
위치들이  세트되어서  정확한  메모리  어드레스를  위해  절부  2진수  1인  신호들이  스위치(42)의  8개의 
출력부에 나타난다.

따라서,  게이트(43)는  전부  2진수  1인  신호들을  수신할  것이고  이  신호가  적당한  메모리 어드레스이
고  설명하게될  메모리  사이클인  경우  그  출력에  2진수  제로를  제공할  것이다.  스위치(42)는  비교기 
기능을  제공하게  배열되어  있어  적어도  1레벨의  게이팅  및  이에  따른  관련  진행  지연이  필요없음을 
알수  있다.  더우기,  스위치는  특정  메모리  제어기의  어드레스를  변경시키기  위한  손쉬운  수단을 제
공함에  따라  시스템이  형상화될  수  있는  방식을  간단하게  한다.  메모리  기준  신호(BSMREF+)가  2진수 
1이고  스위치(42)에  의해  비교된  어드레스가  스위치(42)의  출력에서  모두  2진수  1을  발생시킨다면, 
그때  NAND  게이트(43)는  완전히  동작  가능하게  되어  MYMADD-라인상에  2진수  제로신호를  제공할 것이
고, 그후 이 신호는 NAK,WAIT 잊 ACK신호들을 각기 발생시키는데, 이용되는 3개의 NOR 게이트
(44)(45)(46)  각각의  하나의  입력에  수신된다.  메모리는  사실상  BSMREF+신호가  정확한  2진수  상태에 
있지 않으면 번지 지정될 수 없다.

도시된  것과  같이,  어드레스  비트들은  패리티  검사기(47)의  입력에  수신되는바,  이  검사기는 부가적
으로  버스를  통해  수신되는  어드레스  패리티인  BSABOO+비트를  수신한다.  패리티  검사기(47)는  9비트 
패리트  검사를  행하여  그  Q바아  출력에다  MYMADP-란  신호를  발생시키는바,  이것은  2진수  제조가 부
분적으로 게이트(44)를 인에이블시킬때 그에 따라 패리트가 정확함을 가리킨다.

게이트(44),(45),(46)의  제3의  입력은  멀티플렉서(48)로  부터  수신된다.  예를들어  멀티플렉서(48)는 
이  특정  제어기에  연결가능한  메모리  모듈들중  어느하나  또는  4개  모두가  실제적으로  시스템에 나타
나느냐의  여부를  가리키는  MYMOSA-  내지  MYMOSD-란  4개의  입력을  수신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는 충
분한  메모리  모1듈  어레이를  가질수  있거나  부분적인  어레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바,  달리  말해 이
러한  메모리  모듈들중  단  하나만이  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  메모리  제어기가  2중  호출요구에 
응답하여  2워어드에  따라  응답하기  위해선,  2개  또는  4개의  메모리  모듈들이  제어기내에  존재해야만 
한다.  제1의  워어드를  내포한  메모리  모듈만  제어기에  존재하면,  제어기는  그  워어드에  따라 응답하
여  제2의  워어드가  뒤따르지  않음을  표시한다.  제1의  워어드를  포함한  메모리  모듈이  제어기에 존재
하지  않으면,  제어기는  전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더우기  이들  4개의  메모리  모듈들은  번지 지정
되고  멀티플렉서(48)를  통해  이들  모듈이  2개의  버스  어드레스  신호  BSADOa+  및  BSAD22+에  의해 설
정되느냐를  결정하여  시험된다.  멀티플렉서(48)는  부품  번호  74S151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 제
작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멀티플렉서  출력신호의  2진수  제로  상태는  메모리  모듈이  메모리 
제어기에 존재함을 가리킨다.

상술하였듯이,  각각  이제어기는  그것이  메모리  또는  다른  주변장치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자신
의  특정  어드레스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이한  메모리  제어기들이  그에  접속된  메모리  모듈들의 
완전한  보수를  갖게되면,  인접메모리  어드레스가  제공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각각의 메
모리  제어기가  그에  결합된  4개의  메모리  모듈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듈  각각이  약  8,000워어드 
저장능력잘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때  이러한  각각의  메모리  제어기는  32,000워어드  저장리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게이트(44)(45)(46)의  동작  가능  상태를  참고로  하면,  이러한  게이트들  각각은  인에이블되고 
이  특정  메모리  제어기로부터의  응답을  허용하기  위해  번지  지정된  모듈이  시스템내에  존재하고 패
리티  검사기(47)에  의해  표시된것  같은  어드레스  페리티가  옳다는  표시인  그  메모리  제어기의 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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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수신해야  한다.  NOR  게이트들에의  타입력들은  비지  논리  및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은  록트 히
스토리 논리의 조합으로부터 제공된다.

메모리  제어기  비지  신호는  플립플롭(49)에  의해  제공되고  제어기가  메모리를  갱신하거나  또는 버스
를  대기하면서  데이타를  판독  또는  기록하는데  비지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D형  플립플롭(49)은 
BSDCNN+  신호에  의해  클럭킹  된다.  메모리  모듈이  비지일  경우,  그때  BSDCNN+신호가  발생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플립플롭(49)의  Q바아  출력에서의  MYBUSY-신호를  2진수  제로이면,  이것은  기타 상태들
이  만족되었다면  게이트(45)가  충분히  인에이블되게  하고  소자(56)내의  관련  플립플롭을  세트시킬 
것이다.

이때,  제1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게이트(26M)의  출력에서  신호  BSDCNB-가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
상태로  변위할때  플립플롭  소자(56)가  인버터(63)를  통해  클리어  됨을  유의해야  한다.  게이트(46)의 
하나의  출력에  결합된  MYBUSY+신호에  의해  표시된  것같이  2진수  제로인  신호가  플립플롭(49)의 출력
에서  발생했을때,  화인  신호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WAIT신호는  메모리가  여전히 비지상태이므
로  매우  짧은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을  유의해야  한다.  ACK,NAK또는  WAIT신호중  어느 것
이  발생될것임을  가리키는  기타조건은  후술하듯이  멀티사이클  버스  이송으로된  로크  신호임에  따라, 
어떤 장치는 특정 메모리 위치 점에 액세스 하게 되는바,  이때 기타 어느 록킹된 유니트도 이동작으
로 브레이크될 수  없다.  이러한 록킹된 동작 효과는 어떤 종류의 동작을 위해 메모리 제어기의 비지 
상태를  단일  사이클  완료를  넘어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  순서의  마지막  사이클이  완료되기  이전에 
로크 동작을 개시하고자 시도하는 장치들을 NAK신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메모리는  현재  설명된  것같이  메모리  요구에  대한여  응답할  것이다.  주의할점은  이들 사이클
간의 간섭하는 시간은 이러한 이송에 관여하지 않는 기타 장치들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록킹된  동작은  우선적으로  2개  또는  그이상의  유니트  또는  디바이스들이  예를  들어  메모리 
등과  같은  동일한원(resource)을  공유함이  바람직할때  사용된다.  어떠한  수효의  버스  사이클들을 포
함할 수 있는 록킹된 동작은 공유된 원의 제어를 갖는 특정 유니트 또는 디바이스에 의해 록킹이 풀
린다 공유된 원이 록킹되어 있는 동안,  공유된 원  에  액세스 하기를 원하는 유니틀들은 이러한 기타 
유니트들이  록크  제어신호를  나타내면  록킹될  수  있다.  록크  제어  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타  유니트가  예를들어  긴급란  요구  또는  절차를  처리하는것  등과  같은  공유된  원에의  액세스를 얻
는  것이  가능하다.  록크  제어선호를  나타내는  유니트가  공유된  원에의  액세스를  얻기  이전에, 이것
은 원이 록킹된 동작에 연루되어 있느냐를 보기 위해 시험하고,  그후 동일 버스 사이클 동안에 원이 
록킹된 동작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에의 액세스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원을  공유하기  위해  록킹된  동작을  적절한  제어  즉,  록크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유니트들간
에  유효하고  예를들어  정보의  테이블이  저장될  수도  있는  일부분의  메모리를  공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유니트들중의  하나가  공유된  원에서  정보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면,  기타  유니트들은  록킹  되어  단지  부분적으로로  변화된  정보에의  액세스를  얻을  수는  없고 차라
리  이러한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후에만  액세스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  판독  수정  기록  동작이 관여
될  수도  있다.  록킹된  동작을  사용함으로써,  다수  처리  시스템이  지지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개의  중앙처리장치가  동일한  버스(200)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양자는  록킹된  동작이 
사용되었다면 간섭없이 버스에 접속된 메모리 유니트들을 공유할 수 있다.

알  수  있듯이  록크된  동작을  위한  BSSHBC-신호는  이제  설명해온  바와는  다른  식으로  사용된다. 록크
된 동작을 행하는 동안,  시험 및  록크절차에 의해서 분할된 원에의 액세스를 얻고 이것이 그  록크된 
동작을  완료할때  분할된  원의  록킹을  풀기  위해  원을  분할하도록  시도하는  장치에  의해 BSSHBC-신호
가 유출된다.

따라서,  제12도에  의해  알  수  있듯이,  록크히스토리  플립플롭(50)이  구성되어  있어,  세트되었을 경
우  록크된  동작이  처리중에  있음을  가리킴에  따라,  NAK신호를  드라이버(59)를  통해  요구중인 유니트
로  유출되도록  한다.  제12도의  논리가  분할된  원을  위한  버스(200)의  인터페이스  논리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BSLOCK+신호(2진수  1상태)가  AND  게이트(52)  및  소자(56)의  플립플롭  D3에  수신된다. 이
에따라  소자(56)는  AND게이트(5i)의  하나의  입력에  수신되는  MYLOCK+  신호를  발생시킨다. 록크히스
토리  플립플롭이  세트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NAXHIS+  신호는  게이트(52)에의  다른  두개의  일련의 
상태에  무관하게  2진수  제로가  되어  게이트(46)에의  하나의  입력에  2진수  제로를  발생시킬  것이다. 
게이트(46)의  모든  입력들이  2진수  제로를  수신하고,  그에  따라  이  유니트  및  디바이스에  대한 현재
의  어드레스가  수신되었음을  그리고  공통소자  또는  버퍼가  비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때  ACK  신호가 
BLSOCK+신호에  반응하여  소자(56)  및  드라이버(61)를  통해  발생할  것이다.  록킹된  동작이 개시하자
마자  BSLOCK+신호의  2진수  1상태가  수신된  D입력에서  BSSHBC-신호의  2진수  1상태에  반응하여 히스토
리  플립플롭(50)을  세트시킬수있도록,  ACK신호(MYACKR+)가  충분히  AND  게이트(51)를  인에이블시킬 

것이다. 따라서 시험 및 록크동작이 동일한 버스 사이클동안 실행된다.

플립플롭(50)이  BSLGCK+  및  BSSHBC-신호의  2진수  1상태  수신시에  이미  세트되었다면,  그때  2진수 1
신호가  AND  게이트(52)의  출력에서  발생하게  되어,  기타  모든  조건이  만족되고  있을  경우  NAK신호를 
발생  시키기  위해  AND게이트(44)를  인에이블  시킬수  있도록  인버터(58)의  출력에서  2진수 제로상태
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시험 및  록크동작은 또  다른 장치가 분할된 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NAK
응답을 발생시키도록 되어야 한다.

분할원을  사용하는  유니트가  그  작동을  일단  완료하며,  유니트는  상기  원을  언록킹하여야  한다. 이
것은  사용자  유니트로부터  BSLOCK+신호의  2진수  1상태  및  BSSHBC-신호의  2진수  제로  상태의  수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제12도의  논리를  인에이블  시켜  게이트(51)를  인에이블  시키먼서  ACK응답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BSSHBC-신호의  2진수  제로  상태에  의하여  히스토리  플립플롭(50)을  효율적으로 
리세트시킨다.  이게  분할원은  자유롭게  기타  유닉트들에  대해서  ACK응답을  할  수  있다.  또한 분할원
은  록크  히스토리  플립플롭(50)의  클리어  입력에서의  버스  클리어  신호(BSMCLR-의  2진수 제로상태)
에 의해 록킹이 해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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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원이  단지  BSLOCK+신호의  2진수  1상태를  나타내는  기타  유니트들을  록킹함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유니트가  NAKHIS+신호가  2진수  1이되게  그  히스토리  플립풀롭을  세트되게하는  분활된 원
에의  액세스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때  BSLOCK+신호가  2진수  제로인  경우,  AND  게이트(52)의  출력은 
2진수  제로가,  되어  NAK응답을  디스에이블시키고  기타  상태에  따라  WAIT또는  ACK응답을 인에이블시
킬  것이다.  따라서,  유니트는  원이  록킹된  동작에  관여되어  있을지라도  분할된  원에의  액세스를 얻
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어기들중의  어느  하나에서의  WAIT  신호의  발생으로  고우선순위  제어기의  디바이스가  버스 
사이클의  순서로  브레이크되고  버스를  필요로  한대로  사용할  것이다.  서어비스를  요구하는 고우선순
위  유니트  가  없는  경우에  마스터에  의해  확인  수신되어  WAIT상태를  종료할때  특정  마스터/슬레이브 
배열이  유지될  것이다.  뒤이어,  버스를  사용하도록  또  다른  사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BSDCNN+신호
는  슬레이브로  하여금  세가지  응답중  어느  하나  즉,  NAK,WAIT  또는  ACK신호충  어느  하나를  발생되게 
한다  이들  응답중  어느  하나가  끝날  무렵에  새로운  우선순위  회로망  사이클이  발생하고  이러한  특정 
디바이스가  버스에의  액세스를  얻거나  또  다른  고우선순위  장치가  버스를  점유하게  된다  이때, 버스
상의  신호  상태들은  유니트에  대하여  내부에  도시된  신호들에  대해  2진수  상태에서  반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요구  신호는  예를들어  제10도의  드라이버(18)와  수신기(11)간의 버스상
에서  1상태에  있고  제어기들  자체에서는  반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되어  있다.  더우기, 상술하였듯
이,  버스상에  접속된  제어기들중  어느것간의  제4의  응답은  거기에  전혀  응답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
서,  마스터들중의  하나가  메모리로  부터  서어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  메모리가  시스템내에 설치되
어 있지 않다면 본 기술에서 잘 알려져 있는 타임 아웃 소자가 예를 들어 5마이크로초 등과 같은 기
간후에  신호를  발생하게  됨에  따라,  NAK신호를  발생할  것이다.  이때에,  중앙의  프로세서는 트랩루우
틴의 인틴럽트에 의한 것등과 같은 작동을 취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보가  메모리로부터  이송되어  있을때,  그  메모리는  결코  NAK또는  WAIT신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본  발명에  의한  장치의  본질적인  우선순위  배열  때문이다.  메모리는 최
고  우선순위  디바이스이다.  유니트가  메모리에게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그때  유니트는 시간
상의  몇몇  포인트에서  정보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  유니트가  메모리에게  NAIT  또는  NAK신호를 발생
한다면,  그때  이  메모리가  최고  우선순위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데이타이송을  요구했던 
특정  제어기에의  액세스를  계속  시도할수  있고,  또  버스를  행업할  수도  있는바,  다시말해  메모리가 
최고  우선순위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타가  이이  요구되었던  특정  제어기에  의해  수령될때까지 
추가적인  데이타  이송을  버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디스  에이블  시키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1도
의  메모리  제어기  논리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메모리에의  WAIT  또는  NAK응답은  메모리  허용 
플립플롭(22M)이  NOR  게이트(21M)의  입력에  나타나는  BSWAIT+  또는  BSNAKR+신호에  의해  리세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2중  워어드  결합  논리(94)  및  NOR게이트(2M)를  통해  사용자 플립
플롭(15M)을  리세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은  요구  플립플롭(17M)을  리세트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다.  이러한  플립플롭  리세트  작용의  효과는  메모리에의  WAIT  또는  NAK응답에  의해 메모리
가  다시금요구중인  유니트로  데이타를  이송시키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에  따라  데이타가 사
실상  유실될  것이다  따라서  확인  신호만이  메모리로부터의  요구에  반응하여  데이타를  받아들이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제어기는  데이타  유실없이  또  다른  제어기  또는  제어  프로세서로 NAK또
는  WAIT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허용된다.  부가적으로,  일반적인  규칙은  한제어기가  고우선순위 제어기
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면  요구중인  이  제어기는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하고  따라서  NCK신호  에 
따라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디바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때  기타의  조건들이  만족될  경우  NAK신호가  발생할  것이다. 
WAIT신호가  아니고  NAK신호가  발생되는  이유는  전형적으로  제어기(210)등과  같은  어떤  제어기가 비
지일  경우  단말장치는  밀리초의  비지가  아니라  몇  마이크로초  이상의  비지라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
서 마스터에는 지시가 마스터가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것일 경우 사이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다
소,  이  지시는  요구중인  유니트가  불필요하게  버스사이클들을  사용한다기  보다는  차라리  데이타 처
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응답을  지연시킨다.  요구중인  유니트가 해야되
는 모든 것은 편리하게 그 지정 유니트를 재시도하는 것이다.

디시  제12도에  도시한  메모리  비지  플립플롭(49)의  동작을  참조하면,  데이타  입력은  버스동작에 비
동기적인  MOSBY+신호를  수신하게  결합된다.  이  신호는  제어기를  위해  버스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
작에  관계없이  어느  시간에서나  수신될  수도  있다.  SDCNN+신호가  마스터  로부터  플립플롭(49)의 클
럭입력에  수신되었을때,  그  메모리의  상태에  대해서  즉,  이것이  그  시간에  비지인지  아닌지의 여부
에  대한  히스토리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것은  버스사이클의  반응에  있어서  혼동을  배제한다. 플립
플롭(49)에  의해  제공되는  히스토리  보유가  없다면,  WAIT상태에서  버스사이클을  개시하고  ACK상태를 
발생시키는  상태에서,동일한  버스  사이클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응답은 
오차  상태일수도  았는  동일한  버스  사이클  동안에  이루어질수  있다.  히스토리  플립플롭(49)을 사용
함으로써,  이  응답은  BSDCNN+신호가  수신된  시간에  제어기가  개입되어  비동기  응답을  허용하고 메모
리속도의 오차 또는 차이와 무관한 상태로 고정된다.

[2중 호출 동작응답사이클]

상술한  설명으로  중앙의  프로세서가  마스터로서  메모리의  2중  호출  요구를  행하고  메모리  제어기가 
그  요구의 구령 또는 거절에 따라 응답하는 2중  호출 동작의 제1의  버스 사이클의 동작을 종료한다. 
이제  메모리  제어기가  마스터이고  중앙의  프로세서가  슬레이브인  제2  및  제3의  버스  사이클들을 설
명할  것이다.  이들  2개의  버스  사이클에  있어서,  메모리  제어기는  버스를  지정하고  요구된  정보를 
수령한  중앙의  프로세서에  대한  버스상에  설정한다.  이제  이들  2개의  버스  사이클을  제11도, 제11A
도, 제13도 및 제13(a)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메모리 제어기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

제11도는  각각의  메모리가  버스  사이클을  요구하고,  타이  브레이킹을  실행하며,  데이타  버스  사이클 
현재(BSDCNN-)신호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버스상의  기타  모든 유니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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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핸드  쉐이킹  기능을  위한  논리와  유사한바,  예를  들어  중앙의  프로세서는  제10도에  도시한 우선
순위  회로망  논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제11도에는  2중  호출동작을  행하는  동안에  메모리의  핸드 쉐
이킹 기능을 변경시키는 논리를 도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2중  워어드와  관련된  논리인  소자(24)는  제11A도에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제10도 
및  제11도의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간의  논리소자  및  기능의  유사성  때문에,  그  차이점들만  이후 설
명할 것이다. 즉, 제11도에서 소자(10M), (11M), (13M), (14M), (15M), (18M), (20M), (21M), 
(22M),  (23M),  (24M),  (25M)  및  (26M)은  제10도와  대응하는  소자(10-26)과  동일하고  또  그  기능도 
동일하다.  제11도의  소자(12M),  (15M),  (17M),  (19M),  (28M),  (29M)은  가기  제10도의  소자(12-29)와 
유사하여 그 차이점들만 후술할 것이다.

버스  요구들은  메모리가  이미  요구된  데이타를  이송할  준비가  되어  있을때만(즉,  응답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을  개시하는  동안)메모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제11도를  참조하면,  메모리가  요구를 
수용하고  MOS메모리  갱신  사이클을  실행하지  많을때,  제11A도의  메모리  타이밍  발생기는 라인(185)
을  통해  사용자  플립플롭(15M)의  클럭(C)입력에  연결된  클럭기능  신호  DCNNGO-를  발생시킨다.  신호 
CONNGO-가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상태로  변위할때,  라인(184)을  통해  사용자  플립플롭(15M)의 D입
력에  연결된  제11(a)도의  NOR  게이트(87)로  부터  나은  INREDY-신호가  사용자  플립플롭(15M)의 Q출력
으로 옳겨진다.

후술하는  제11(a)도  설명에서  알수  있듯이,  신호  INREDY-가  2진수  1이기  때문에,  사용자 플립플롭
(15M)의  Q출력  신호로서  기억된  요구  신호  STREQQ+는  2진수  1이  될것이다.  사용자  플립플롭(15M)의 
세트(S)입력은  풀업  저항기를  통해  클러스  전압선으로  수신되는  신호에  불과한  MYOULD+신호에  의해 
그  입력을  2진수  1상태로  세트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디스에이블  된다.  미해결의  기타  버스  사이클 
요구가  없는  경우(신호  BSREQT-가  2진수  1임),  데이타  사이클은  진행중,  신호가  없고(신호 BSDCNN-
가  2진수  1임),  그리고  시스템은  초기화로부터  모든  논리를  클리어하지  않으며(신호  BSMCLR-가 2진
수 1),  그후 NOR  게이트(14M)출력인 신호 BSBSY-는  2진수 1이  된다.  버스 클리어 신호 BSMCLR-는 마
스터  클리어  신호  MYMCLR-인  제10도의  AND  게이트(12)에의  입력을  대신하는  제11도의  AND 게이트
(12M)에의  입력이다.  그러므로  2진수  1상태로  진행하는  저장된  요구  신호  STREQQ+는  NAND 게이트
(16M)에의 양  입력을 2진수 1로  만들어 NAND  게이트(16M)의  출력이 2진수 제로가 되게 한다 요구 플
립플롭(17M)의  세트  입력에서의  2진수  제로의  발생으로  요구  플립플롭(17M)이  세트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플립플롭(17M)의  클럭입력을  접지시켜  놓음에  따라,  즉  2진수  제로에  따라,  플립플롭(17M)은 
NAND  게이트(16M)의  출력에  의해서만  세트된다.  요구  플립플롭(17M)의  Q출력을  2진수  1상태로 세트
시킴에  따라  버스  타이  브레이킹  회로망  NAND  케이트(19M)에  대하여  요구를  행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러한  버스  요구의  우선순위를  기타  가능한  동시  요구들(있을  경우)에  비교한다.  동시에,  요구 플
립플롭(17M)의  Q출력은  버스  송수신기에  송출되어,  여기서  Q출력은  소자(18M)에  의해  반전되어 버스
상의 버스요구 신호(BSREQT-)가 된다.

신호  BSREQT-가  2진수  제로가  될때,  이것은  기타  저장된  요구가  시스템의  다른  요구 플립플롭(17M)
을  세트시키지  않게  한다.  어떠한  유니트는  그  사용자가  플립플롭(15M)을  세트  시킴으로써  버스 시
이클을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1개  이상의 요구 플립플롭(17M)은  각기 미래의 가능한 비지 사이클
을  나타내는  일정시간에  세트될  수  있다.  동시  요구가  있을때,  NAND  게이트(15M)는  적절한  허용 플
립플롭(22M)을 세트시켜 유니트를 요구하는 최고의 우선순위에 데이타 사이클을 허용한다.

어떠한  유니트로  데이타  사이클을  허용하기  위해선,  NAND게이트(19M)의  모든  입력  타이  브레이킹 신
호들은  2진수  1이어야  한다  제10도와  관련하여  상술하였듯이,  최고  우선순위  유니트  즉  메모리의 소
자(28M)는  지연  소자(13M)와  유사한  지연  소자인바,  이것은  예를  들어  20나노초의  지연을  가질수도 
있다.  최고  우선  순위  유니트에다  소자(28M)의  지연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최고  우선순위 유니
트는  항시  지연선(13M)에  의해  제공되는  지연을  초래함이  없이  버스에의  액세스하여  점유된다. 따라
서,  소자(28M)의  지연을  제공함으로써,  최고  우선순위  메모리는  그  요구  플립플롭(17M)을  세트한 시
간후에  지연시간  예를  들어  20나노초  동안  그  허용  플립플롭(22M)을  세트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최
고  우선순위  유니트에다  그리고  지연소자(28M)와  병렬이  되게  예를  들어  제11도의  논리의  레이스 상
태  때문에  플립플롭(17M)와  Q출력에서  발생했던  순간적인  메모리에  기인하여  게이트(19M)를 인에이
블시키지  않도록  요구  플립플롭(17M)의  Q출력에서  NAND  게이트(19M)의  한  입력으로  직접  결선을 할
수가  있다.  메모리는  버스  사이클이  허용되는  시점까지의  준비상태를  예상하여  요구 플립플롭(17M)
을  세트함으로써  버스를  미리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10도의  중앙의  프로세서  우선순위  회로망 논
리에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신호  MCDCND+  에  대응하는  NAND게이트(19M)에의  입력으로서  아무런 
사용자  준비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NAND게이트(19M)에의  타입력은  제10도의  NAND  게이트(19)의 그
것들과  유사하게  동작한다.  각각의  유니트는  버스  요구를  할때  AND  게이트(20M)의  출력을  2진수 제
로로  구동한다.  따라서,  BSMYOK+는  2진수  제로로  세트되고  버스로  보내져서  거기서  이  신호는  저 우
선순위  유니트들상의  타이  브레이킹  게이트들,  즉  NAND게이트(19M)에  대한  동작에  대한  동작  불능 
신호가 된다.

메모리는  항시  버스상의  최고  우선순위  위치를  점유한다.  이  위치에서  타이  브레이킹  신호는  풀업 
저항기들로부터  2진수  1신호들로  결선된다.  이  시스템에서  고우선의  메모리  제어기가  없는  경우, 메
모리가  신호  MYREQT+를  발생할때,  NAND게이트(19M)의  입력에는  아무런  2진수  제로인  타이  브레이킹 
신호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NAND게이트(19M)의  출력은  2진수  제로가  되어  허용  플립플롭(22M)을 
세트시키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플립플롭(22M)의  클럭  입력을  접지시켜  놓음에  따라,  2진수  제로인 
플립플롭(22M)은 NAND게이트(19M)의 출력에 의해서만 세트된다.

허용  플립플롭을  세트  시킴으로써  허용  플립플롭(22M)의  Q출력에서의  신호  MYDCNN+  는  2진수  1인 되
는바,  이  2진수  1은  버스  송수신기(23M)를  통해  반전되어  신호  BSDCNN-로서  버스상으로  송출된다. 
또한  라인(182)상의  신호  BYDCNN+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2중  호출  이송이  없으면(논리  94와  관련된 
2중  워어드,  라인(183)상의  신호  STREQR+와  NOR게이트(19M)을  통해)사용자  플립플롭(15M)을 리세트
시킨다.  또한 신호 MYDCNN+  는  버스상으로 메모리 데이타,  메모리 식별 코우드를 및  기타 다른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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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신호들을 게이트 시킨다.

2중  호출  동작을  행하는  동안,  요구중인  메모리는  2중  호출  신호  BSDBPL-를  버스상의  2진수  제로로 
세트시킴으로써  2중  워어드가  요구되는  메모리에  알릴것이다.  타이밍  발생기  및  일부분의  버스  제어 
논리  2중  호출  메모리들을  인에이블시켜  후술하는  바와  같은  1개의  워어드  아닌  2개의  워어드에 따
라 응답케한다.

2중  워어드  호출  이송을  위해  사용된  버스  제어  및  응답논리는  제11도,  제11(a)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제  제11도를  참조하면,  단일  호출  이송을  행하는  동안,  메모리에  버스  사이클이  허용되어  요구 되
었던  데이타  워어드를  다시  송출할때,  신호  MYDCNN+가  허용  플립플롭(22M)에  의해  발생된다.  메모리 
사용자  플립플롭(15M)은  NOR게이트(29M)를  통해  신호  SSTREQR+의  선단부에  의해  리세트된다. 라인
(183)상의  신호  STREQR+는  후술하듯이  라인(182)상의  MYDCNN+에  응답하여  2중  워어드  연관 논리(9
4)에  의해  발생된다.  사용자  플립플롭(15M)을  리세트  시킴으로써  그  Q바아  출력인  신호  STREQQ-  가 
2진수  1이  되게하고  NOR게이트(70)를  통해  메모리의  요구  플립플롭(17M)을  리세트시킴으로써  그 Q바
아 출력인 신호 MYREQT-가  2진수  1이  되게 하고,  AND게이트(20M)를  통해 신호 BSMYOK+가  2진수 1이 
되게  함에  따라  다음  동작을  위해  버스를  자유상태로  한다.  따라서  단일  호출  동작인  경우에,  신호 
MYDCNN+는  그  제1의  응답  사이클이  일어난후에  사용자  플립플롭(15M)을  리세트시키는  반면, 후술하
는  2중  호출  동작에서  알수  있듯이  사용자  플립플롭(15M)이  리세트되기  이전에  2개의  응답사이클이 
요구됨을 알 수가 있다.

제11도는  또한  메모리  요구를  행하는  동안  버스  데이타  리이드들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리 제
어기에  의해  사용된  논리를  예시하고  있다.  버스  데이타  리이드  신호  BSDT00-내지  BSDT15-가 수신되
어  제11도의  16개의  수신기(97)에  의해  반전된다.  결과적인  신호  BSDT00+  내지  BSDT15+  는 메모리제
어기가 슬레이브로서 메모리 요구를 확인할때 제12도의 논리로부터 나온 라인(186)상의 신호 
MYACKR+에  의해  레지스터(98)로  클럭킹  된다.  레지스터(98)는  16개의  D형  플립플롭들로  구성되어 있
고  버스  데이타  리이드들의  내용을  기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모리에의  기록  요구를  행하는 
동안,  버스  데이타  라인들은  메모리로  기록될  16비트  워어드의  데이타를  내포한다.  메모리  판독 요
구를  행하는  동안,  버스  데이타  라인들은  요구자의  채널  번호  및  제6도에  도시한  포오맷의  기능 코
우드를  내포한다.  판독  요구의  응답사이클,  단일호출  또는  2중  호출  판독요구를  행하는  동안, 채널
번호  및  기능  코우드는  제5도에  도시할  포오맷  형태로  버스  어드레스  라인들상의  요구중인  유니트로 
다시  반향하여  들어간다.  채널  번호  및  기능  코우드의  반향은  메모리  제어기가  마스터로서  버스에 
허용되었을때  레지스터(98)의  내용을  버스  어드레스  라인들  상으로  게이트시키도록  16개의 드라이버
(99)를  인에이블시키는  신호  MYDCNN-에  의해  행해진다.  후술한  설명에서  알수  있듯이,  응답 사이클
동안  기능  코우드의  반향은  중앙의  프로세서로  하여금  데이타의  단일  호출  요구들에  반응하는 메모
리 응답사이클들과 처리의 2중 호출 요구들에 반응하는 메모리 응답 사이클들간을 구별하도록 한다.

이제  제11도를  참조하면,  메모리가  2중  워어드  판독  요구를  받아들이때,  AND게이트(76)의  출력인 2
중  워어드  호출신호(DFETCH+)는  2진수  1이  되어,  메모리가  MOS메모리  갱신  사이클에  있지  않다고 가
정함으로써,  DFETCH+신호가  2개의  연속적인  MYDCNN+신호를  발생시키게  메모리를  인에이블  시키는바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스터에  요구된  2개의  데이타  워어드를  송출한다.  마스터가  2중  호출 
요구를  할때,  버스상의  BSWRIT-신호는  판독요구를  지시하면서  2진수  1이됨에  따라  수신기(반전용 증
폭기)(71)의  출력은  2진수  제로가  될  것이다.  또한  2중  호출요구를  행하는  동안  버스상의  2중  호출 
신호  BSDBPL-가  2진수  제로이기  때문에,  수신기(72)의  출력은  2진수  1이  될  것이다.  호출될  2개의 
워어드중  첫번째,  즉,  버스  어드레스  라인  BSAD00-내지  BSAD22-에  의해  번지  지정된  워어드를 내포
한  메모리가  특정  메모리에  존재하고  또  그  메모리가  비지가  아닐경우,  제12도의  메모리  제어기 논
리는  MYACKR+  신호를  2진수  제로로부터  2진수  1의  상태로  변위하게  하여  소자(74)의  D입력들을 Q출
력들로  클럭킹  시킬것이다.  즉,  입력  DO  에서의  2진수  제로인  신호  BSWRIT-는  기록  메모리  사이클 
WRITMM+를  2진수  제로로  만드는  출력  및  판독  메모리신호  READMM+를  2진수  1로  만드는  Q0바아 출력
으로  클럭킹  될것이다.  소자(74)의  D1입력에서의  2진수  1인  BSDBPL+신호는  신호  MDFETCH+를  2진수 1
로  만들면서  그  Q1출력으로  클럭킹될것이다.  메모리  갱신이  진행중에  있진  않으면,  신호  REFCOM-는 
2진수  1이되고  ;  메모리가  시험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2중워어드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 
DWDINH-는  2진수  1이되며  ;  그리고  신호  게이트(75)를  세트시키면,  신호  DFHINH-는  2진수  1이된다. 
AND게이트(76)에의 양 입력들이 2진수 1이면 그 출력인 신호 DFETCH+는 2진수 1이 된다.

NAND게이트(78)에의  입력에  걸려  있는  신호  MYACKR+  를  예를  들어  100나노초  지연시킴으로써  메모리 
타이밍  발생기(95)에  의해  발생된  DFETCH+  신호  및  신호  DWDSET+의  동시  발생은  NAND게이트(78) 1출
력인  신호  DWDSET-를  2진수  제로가  되게  함에  따라  2중  호출  히스토리  플립플롭(80)을  세트시킨다. 
2중  호출  히스토리  플립플롭(80)의  목적은  메모리가  2중  호출  동작에  반응하여서  메모리가  버스의 
제어를  얻어  2개의  응답  사이클들중  제1의  사이클동안에  응답할때  2중  호출신호  BSDBPL-를  2진수 제
로로  세트시켜  요구자에게  이것이  2개의  워어드중  첫번째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중 호
출  히스토리  플립플롭(80)의  Q바아  출력에서  2진수  제로인  신호  DWDHIS는  메모리가  제1의 응답사이
클동안  2진수  1인  라인(182)상의  MYDCNN+  에  따라  응답할때  NAND  게이트(81)의  출력이  2진수  제로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신호  DWDHIS-에  의한  억제작용은  인버터(82)의  출력이  2진수  1인  신호 MYDCNN+
에  응답하여  2진수  1인  것으로부터  예방하여  제11도의  NOR게이트(29M)를  통해  메모리  사용자 플립플
롭(15M)을  리세트시키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  이중  호출  히스토리  플립플롭에  의해서 플립플롭(15
M)을  억제시킴으로써  MYREQT+  신호가  2진수  1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우기  메모리가 드라이버
(18M)를  통해  버스  사이클을  계속  요구하게  하는결과를  초래하는  메모리  요구  플립플롭(17M)의 리세
트 작용을 예방한다.

제1의  메모리  응답사이클동안,  라인(182)상의  신호  MYDCNN+의  선단부는  NANO게이트는(83)의 출력에
서  이중  응답  신호  DWRESP-를  발생시키는바.  이  NAND게이트(83)의  출력은  또한  2중  호출  히스토리 
플립플롭(80)의  Q출력  즉,  2진수  1인  신호  DWDHIS+  이다.  2진수  제로인  신호  DWRESP-는  인버터(84) 
그리고  다시  드라이버(85)에  의해  반전된후  2진수  제로인  신호  BSDBPL-로서  버스에  송출된다.  또한 
신호  SWRESP-는  2중  호출  히스토리  플립플롭(80)의  D입력에  결선된  Q바아  출력을  그  Q  및  Q바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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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클럭킹  시킴으로써  이  플립플롭(80)을  리세트  시킨다.  이렇게  2중  호출  히스토리 플립플롭
(80)을  리세트  시킴으로써  그  Q바아  출력이  2진수  1인  결과를  가WU와서  NAND게이트(81)에서 발생하
는  다음의  MYDCNN+  신호는  인버터(82)  및  NOR게이트(29M)를  통해  메모리  사용자  플립플롭(15M)을 리
세트시키게  기능이  있다.  사용자  플립플롭(15M)을  리세트시키는  것은  메모리  요구  플립플롭(17M)은 
리세트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그  출력신호  MYREQT+는  2진수  제로가  되고,  메모리가  드라이버(18M)를 
통해 더 이상 버스 사이클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요구중인  유니트  즉,  이  실시예에서는  중앙의  프로세서는  메모리  허용  플립플롭(22M)을 리세트시키
는  2진수  제로인  신호  BSACKR-에  따라  응답함으로써  제1의  데이타  워어드를  확인한다.  요구중인 유
니트의  NAK  또는  WAIT메모리  응답사이클이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데이타는  유실된다. 메
모리  요구  플립플롭(17M)이  제1의  응답사이클에  반응하여  리세트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는  2진수 
제로로  존재하는  신호  BSREQT-를  통해  버스를  계속  요구한다.  따라서  메모리는  제2의  데이타 워어드
를  송출하도륵  NAND게이트(19M)  및  허용  플립플롭(22M)을  통해  2진수  1인  또다른  MYDCNN+신호를 발
생시킨다.  2중  호출  히스토리  플립플롭(80)은  제1의  응답사이클이  끝날때  리세트되기  때문에  제2의 
응답사이클  동안  신호  MYDCNN  +는  사용자  클립  풀롭(15M)을  리  세트시키고  플립플롭(17M)을 요구한
다.  또한  신호  BSDBPL-는  2진수  제로  상태로  구동되지  않아,  요구중인  유니트에  의해  기대되어야 하
는 다른 정보가 없음을 가리킨다.

어떤  이유로  해서  제2의  데이타  워어드를  메모리  제어기로  부터  얻을수가  없으면(예를  들어,  중앙의 
프로세서가  이중  호출  동작과  제공된  메모리  어드레스를  요구할  경우,  즉  2워어드중  제1의  워어드의 
어드레스가  이러한  특정  메모리  제어기의  최고  위치점의  어드레스인  경우),  메모리는  OR게이트(77) 
및  인버터(79)를  통한  신호  I2WRES의  경유로  인한  신호  DWDRES-(이  신호는  인버터(79)의  리세트 입
력에서  2진수  제로임)에  의해  리세트  된다.  이렇게  플립플롭(80)을  리세트시키는  일은  그 세트입력
에서  2진수  제로인  신호  DWDSET-에  의해  그  세트이후에  일어나지만,  후술한  메모리의  제1의 응답사
이클  이전에  즉,  제2의  워어드가  나타나지  않았을때,  타이밍  발생기(95)로  부터  나온  DWDSET+신호가 
2진수  1상태로  진행하고  NOR  게이트(93)로  부터의  I2WRES-신호가  발생하기  이전에  2진수  제로상태로 
돌아간다.  이경우에,  메모리  제어  기는  제1의  데이타  워어드의  전달을  행하는  동안  신호  BSDBPL-를 
2진수 제로로 세트시키지 않아, 요구중인 유니트에 제2의 워어드가 들어오지 않음을 가리킨다.

어드레스  레지스터(98)(80)늘  멀티플렉서(91)(92)  및  NOR게이트(93)와  함께  결합되어  이중  호출 요
구의  제2의  워어드가  이중  호출  요구의  제1의  워어드를  내포한  메모리  제어기와  동일한  메모리 제어
기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마스터  유니트  예를  들어  중앙의  프로세서가  이중  호출 
요구를 행할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소자(88)는 각각의 버스 어드레스 신호 BSAD00-내지 
BSAD22-에  대한  라인  수신기를  내포하고  있어  어드레스  레지스터(89)(90)에  이용가능한  반전  신호 
BSAD00+  내지  BSAD22+를  형성한다.  어드레스  레지스터(89)(90)은  각기  6개의  캐스  캐이드  동기형 4
비트  업/다운  카운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예를들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제작된 부품번
호  SN  74193과  같은  유형이다.  이들  어드레스  레지스터들은  그들  부하(L)  입력에  2진수  제로  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그들에  부하된  정보를  유지할수  있는  능력과  또한  하나씩  증분시킬수  있는  능력을 지
니고  있고  또  증분되  그  값을  유지시킨다.  이들  어드레스  레지스터들은  그들의  하나의  입력에서의 
신호가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상태로  변위할때,  그들  내용을  하나씩  증분시킨   마스터의  호출  요구 
사이클동안,  이들  버스  어드레스  신호들은,  메모리  제어기가  인버터(96)를  통해  레지스터(89)(90)의 
L입력에서  2진수  제로인  MYACKR-신호를  생성하는  2진수  1이된  신호  MYACKR+에  의해  이중  호출 요구
을  확인할때,  레지스터(89)(90)로  게이트되어  들어간다.  이렇게  레지스터(89)(90)에  부과된  제1의 
워어드의  어드레스에  따라,  도시하지  않은  기타의  논리는  어드레스가  홀수인가  또는  짝수인가를 결
정 한다.

제1의  워어드의  메모리  어드레스가  홀수이면,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90)의  +1  입력에서의 
신호  MAREUC-는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로  변위하게  됨에  따라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90)
의  내용을  증분시킨다.  이와같이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90)는  메모리로부터  호출될 제2의
(짝수)워어드의  어드레스를  내포한다  마찬가지로.  메모리로부터  호출될  제1의  워어드의  어드레스가 
짝수이면,  홀수  워어드  어드레TM  레지스터(89)의  +1  입력에서의  신호  MAROUL-는  2진수  제로에서 2진
수  1로  변위하게  됨에  따라  레지소터(89)가  메모리로부터  호출될  제2의(홀수)워어드의  어드레스를 
내포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89)의  내용을  증분시킨다.  이때,  제1의  워어드의  어드레스가  홀수이냐 
또는  짝수이냐에  관계없이,  레지스터(89)는  홀수  워어드  어드레스를  내포하고  레지스터(90)는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를  내포한다.  멀티플렉서(91)(92)는  호출될  2개의  워어드  중  두번째  워어드를 내포
한  8K  메모리  모듈이  제어기에  존재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12도에  도시한  멀티플렉서(48)와 
유사하게  동작한다.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의해  번지  지정된  워어드가  하위  16K 워어드
에  있느냐  또는  상부  16K  워어드에  있느냐를  가리지기  위해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90)로 
부터  유도된  신호  MARE08+를  사용함으로써,  멀티플렉서(91)(92)는  그  입력들  중의  하나를 선택적으
로  그  출력으로  게이El시킨다.  즉,  신호  MARE08+가  2진수  제로이면,  신호  MYMOSB-는 멀티플렉서(9
1)의 출력으로 게이팅되고 신호 MYMOSA-는 멀티플렉서(92)의 출력으로 게이팅된다.

신호  MARDO8+가  2진수  1이면,  신호  MYMOSD-가  멀티플렉서(91)의  출력으로  게이팅되고  신호 MYMOSC-
는 멀티플렉서(92)의 출력으로 게이팅된다.

제12도의  멀티플렉서(48)에  대향  다음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호  MAREO8+가  2진수  제로에서 메
모리  제어기의  하부  16K워어드가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의해  번지  지정되고  있음을 가리
키면,  멀티플렉서(91)의  출력에서의  2진수  제로는  메모리  모듈  B가  존재함을  가리키고 멀티플렉서
(92)의  출력에서의  2진수  제로상태는  메모리  모듈A가  존재함을  가리킨다.  신호  MAREO8+  가  2진수 1
이여서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메모리  제어기의  상부  16K  워어드의  어떤  워어드를  번지 
지정하고  있음을  가리키면  멀티플렉서(91)의  출력의  2진수  제로상태는  메모리  모듈  D가  제어기에 존
재함을 가리키고 멀티플렉서(92)의 출력의 2진수 제로는 메모리 모듈 C가 존재함을 가리킨다.

어드레스  레지스터(89)(90)의  관련된  멀티플렉서(91)(92)의  동작은  제14도를  참조하고  경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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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검사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90)에  내포된 어드레스
가 메모리 하위 16K  워어드에 있다면,  즉  신호 MARE08+가  2진수 제로인 경우,  경계의 경우들은 짝수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0  및  16382간의  어드레스를  내포하는  경우들이다.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
스터(90)가  어드레스  0를  내포한다면,  홀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89)는  다음으로  보다  높은 워
어드  즉,  워어드  1의  어드레스를  내포해야하고,  제11(a)도의  멀티플렉서(91)(92)는  메모리 모듈
(A)(B)가  메모리  제어기에  존재해야함을  요구한다.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90)가  어드레스 
0을  내포하는  이러한  경우에,  홀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89)는  버스상의  어드레스  즉  호출될 
제1의  워어드의  어드레스가  제어기내에  존재하지  알아  버스상의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레지스터
(89)(90)로  게이팅되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제11도의  메모리  제어기  논리가  응답할  수  없다는  연유로 
다음의  보다  낮은  어드레스를  내포할  수가  없다.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90)의  어드레스가  모듈  A의 
최종 워어드 즉,  어드레스 16382이면,  홀수 워어드 레지스터(89)에  의해 번지 지정 될  수  있는 다음
의  보다  높은  그리고  다음의  보다  낮은  워어드가  메모리  모듈  B에  내포되고  멀티플렉서(91)(92)는 
메모리  모듈(A)(B)의  존재를  가리킨다.  신호  MARE08+가  2진수  1이면,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
터(90)가  메모리의  상부  16K  워어드  내에  있다고  지정하고,  멀티플렉서(91)(92)는  메모리 모듈
(C)(D)의  존재를  가리킨다.  메모리의  상부  16K  워어드의  경우에,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메모리  모듈  C의  제1의  워어드의  번지  즉,  어드레스  16384를  지정하면,  다음의  보다  높은 어드레스
는  메모리  모듈-그  존재는  멀티플렉서  91에  의해  지정됨-내에  내포되거나,  다음의  보다  낮은 워어드
가  번지  지정되면  즉,  워어드  16383이면,  메모리  모듈B의  존재는  2중  호출  요구가  원래 이루어졌을
때, 제12도의 멀티플렉서(48)에 의해 제1의 버스 사이클 중에 지정된다.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90)가  메모리  모듈  C에서  최종  워어드의  번지,  즉,  어드레스 32767
을  내포  한다면,  다음의  보다  높은  그리고  다음의  보다  낮은  워어드는  둘다  멀티플렉서(91)에  의해 
다시  그  존재가  표시되는  메모리  모듈D에  내포된다.  1개의  나머지  경계의  경우는  그  중  호출요구가 
제어기상의  최종  워어드의  번지,  즉,  어드레스  32767를  진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어드레스가 
버스로부터  게이트되어  어드레스  레지스터(89)(90)로  부하된  후,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
(90)는  어드레스  32768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증분된다.  이에  따라  신호  MARE08+가  2진수  제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2진수  제로는  후술  하듯이  멀티플렉서(91)(92)가  메모리  모듈 
A,B-이들은  특정  메모리  제어기상의  메모리의  하부  16K  워어드  를  구성함-의  존재  또는  부재를 표시
한다.  이중 호출 요구에서 번지 지정된 제1의  워어드가 메모리 제어기 의  최종 워어드인 이  경우에, 
사실상  제2의  워어드는  메모리의  하위  16K  워어드에  존재하지만,  현재의  메모리  제어기상에  있지 않
고 다음의 메모리 제어기상에 있게 된다.

이  경우는  짝수  워어드  어드레스  레지스터(90)의  비트위치  8로부터  그  어드레스가  증분될  때 비트위
치7로  가는  캐리발생에  반응하여  2진수  1인  제11(a)도의  신호  MAROOL+에  의해  검출된다. 멀티플렉서
(91)(92)의  출력,  어드레스  캐리  신호  MAROOL+  그리고  인히비트  2워어드  신호  INH2WD+(정상 상태하
에서  2진수  제로)가  NOR  게이트(93)에  들어감에  따라  이  게이트(93)의  출력신호  I2WRES-는  그중 호
출 요구의 제2의  워어드가 특정 메모리 제어기에 존재할때 2진수 1이  될  것이다.  신호 I2WRES-는 제
2의  워어드가  메모리  제어기에  나타나지  않고  OR  게이트(77)  및  인버터(79)를  통해  이중  호출 히스
토리 플립플롭(80)을 리세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때 2진수 제로가 될 것이다.

또한  어드레스  레지스터(89)(90)는  제11(a)도에  도시하지  않은  기타  논리와  함께  홀수  및  짝수 워어
드들이  메모리  모듈들로부터  검색됨에  따라  이들  워어드를  번지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2
개의  워어드  즉,  짝수  번지  지정된  워어드를  내포하고  있는  메모리  모듈로부터  나은  1개의  워어드와 
홀수  워어드를  내포하고  있는  메모리  모듈로부터  나은  1개의  워어드를  중복방식으로서  검색한다. 제
2의  워어드의  검색은  제1의  워어드의  검색후인  예를들어  150나노초가  약간  지난  후에  개시된다. 이
에  따라  제1의  워어드를  요구중인  유니트로  전달하는  응답  버스  사이클이  완료되기  이전에  제2의 워
어드가  메모리  제어기에서  이용가능하게  함에  따라,  제2의  응답버스  사이클동안  제2의  워어드가 요
구중인 유니트로 즉시 이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스템 생산고를 증대시 킨다.

제11도의  메모리  제어기  사용자  플렉서(15M)은  다음과  같이  세트된다.  다시  제11(a)도를  참조하면, 
앞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메모리  제어기가  판독  요구를  확인할때,  판독  메모리  신호  READMM+인 
소자(74)의  출력은  2진수  1이  되고,  2진수  1인  초기화  신호  INITEMM-와  관련된  초기화가  진행  중에 
있지  않음을  가리키는  2진수  l인  초기화  신호  INITMM-와  관련된  AND  게이트(96)의  출력이  2진수  1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2진수 1은  메모리 갱신 사이클리 진행 중에 있지 않음을 가리키는 2진수 1
인  메모리  갱신  신호  REFCOM-와  관련하여서,  NOR  게이트(87)의  출력인  라인(814)상의  신호 INREDY-
가  사용자  플립플롭(15M)의  D입력에서  2진수  1인  결과를  가져온다.  신호  MYACKR+  가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로  변위한  후  400나노초  후에  발생하는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로  변위하는  플립플롭(15M)의 
클럭입력에서의  라인(185)상의  입력을  신호  DCNNGO-가  사용자  플렉서의  D입력을  그  출력들로 클럭킹
시킴으로써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클럭킹이  일어나는  시간에,  NOR  게이트(29M)의  출력이  2진수  1임을  주의해야  한다.  다시 제
11(a)도를  참조하면,  소자(74)의  플립플롭들의  출력은,  2진수  제로인  입력들중  어떤  것에  반응하는 
2진수 1의  신호 CLRMOD-라  할  수  있는 NOR  게이트(74)의  출력발생,  즉  초기화,  버스클리어 또는, 메
모리  갱신  발생에  의해  클리어됨을  알  수  있는  이중  호출  동작동안의  메모리  제어기  신호들간의 관
계는 후술하는 제14도의 하부 부분에 도시되어 있다.

[중앙의 프로세서 버스 인터페이스 논리]

이제  제13도에  도시한  전형적인  중앙의  프론세서  버스  결합  논리를  참조한면,  신호들이  소자(99)에 
포함된  수신기들에  의해  버스로부터  수신된다.  신호  BSMREF-논리들  수신기들  중의  하나에  의해 수신
되어  수신된  어드레스가  메모리  어드레스가  아니면  AND  게이트(100)를  부분적으로  인에이블시키는데 
사용된다.  더우기  신호  MYDCNN+는  중앙의  프로세서가  현재의  버스  마스터가  아니면(즉,  중앙의 프로
세서가  버스  상에  어드레스를  설정하지  않으면,)AND  게이트(100)를  인에이블  시킨다.  AND 게이트
(100)의  출력은  비교기(103)의  하나의  입력에  인가되어  비교기를  인에이블시킨다.  비교기(103)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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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를  위해  입력들  중의  하나는  중앙의  프로세서의  어드레스인바,  이  경우에는  예를들어  갯수가 
4이고  BSAD14+  내지  BSAD17+  신호로  표시되어  있다.  비교기(103)의  하나의  1입력에  수신된 어드레스
는  예를들어  중앙의  프로세서  자체의  16진  스위치(101)에  의해  세트된  어드레스에  따라  비교된다. 
수신된  어드레스와  스위치(101)의  제공  어드레스가  비교되어  동일한  때에는  비교기(103)는 게이트
(106)(107)를 부분적으로 인에이블시키는 신호 ITSAME+ 를 발생 시킨다.

더우기  어드레스  비트  BSAD08+내지  BSAD13+는  이들  비트들이  모두  제로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AND
게이트(104)의  입력들에  수신된다.  이들  비트가  모두  제로이면,  그때  ITSAME+신호가  발생되어 게이
트(106)(107)를  부분적으로  인에이블시킨다.  게이트(106)  또는  (107)  어느  것의  추가적인  입력을 인
에이블시키면 소자(113)에 구성된 각자의 플립플롭을 효과적으로 세트시킬 것이다.

AND  게이트(106)의  타입력은  인버터(116)를  통해  게이트(106)에  결합되는  제2의  반쪽  사이클인 
BSSHBC+신호이다.  또한  이러한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신호는  AND  게이트(107)의  하나의  입력에 수
신된다.

따라서,  AND  게이트(107)는  그에  대한  입력들  중  2개가  이  게이트가  번지지정된  장치임을  가리키고, 
그  타입력으로  부터  이것이  신호  BSSHBC+에  의해  표시된  것과  같은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임을 가
리키면  충분히  인에이블될  것이다.  따라서,  AND  게이트(107)를  인에이블시킴으로써,  MYSHRC-가 발생
되어  OR게이트(114)의  하나의  입력에  결합될  것이다.  그후  OR  게이트(114)는  드라이버(115)를  통해 
ACK 신호(BSACKR-)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소자(113)의  Q1출력에서  MYSHRC-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에  덧붙여  AND  게이트(107)를  충분히 인
에이블시킴으로써  소자(113)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  플립플롭의  Q1출력에서  MYSHRC+  신호를 발생시킨
다.  MYSHRC+신호를  2진수  제로에서  2진수  1상태로  변위  시킴으로써  소자(110)의  플립플롭  각각의 입
력들의  그  출력들로  클럭시키게  된다.  디바이스(예를들어,  메모리)가  이중  호출요구에  응답함을 가
리키는  소자(110)의  Q±  입력에서  제5도에  도시한  기능코우드  피일드의  교차  비트인  신호  MYSHRP-가 
2진수  1(20의  기능코우드,  베이스16)이면,  소자(110)의  Q±  출력에서의  신호  MYSHRP-는  이러한 제2
의  반쪽  버스  사이클이  중앙의  프로세서에  의한  이중  호출(처리방법)요구에  응답함을  가리키는 2진
수  제로가  될  것이다.  신호  BSAD18+가  디바이스가  단일  호출(데이타)요구에  반응함을  가리키는 2진
수 제로(00의 기능 코우드, 베이스 16)이면,그때 2진수 1은 소자(110)에서의 Q1 출력의 신호 
MYSHRD+가  이러한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이  중앙의  프로세서에  의한  단일  호출  요구에  응답할을 가
리키는  2진수  1이  되게하는  소자(110)의  D1  입력에  연결된  인버터(109)에  의해  발생될  것이다. 프로
세서가  슬레이브로부터  응답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중앙의  프로세서의  다수  사이클  호출동작에 있
어서 신호 MYSHRP-  및  MYSHRD+는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이전의 이중 또는 단일의 호출 요구로부터 
각기  예상된  데이타를  제시하는  것을  중앙의  프로세서에  지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소자(100)의 플
립플롭들은  그와  유사한  플립플롭  유형의  소자들에  대한  앞의  설명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버터
(135)를  통한  신호  BSDCNB-에  의해  클리어되어,  버스  사이클에  뒤이어서  플립플롭들을 초기화시게된
다.

AND  게이트(106)는  적당한  유니트  어드레스가  수신될때  그리고  이것이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이 아
니면  충분히  인에이블  됨에  따라,  소자(113)에  포함된  각자의  플립플롭의  출력에서  MYINTR+신호로 
기재된  양의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MYINTR+신호는  제13도의  논리로  하여금  ACK  또는  NAK  신호가 발
생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한다.  이들  신호중  어느  하나가  발생되느냐  하는  것은  처리시간을  구하는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레벨에  비교되는  것으로  시스템에서  현재  동작중인  인터럽트  레벨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인터럽트  레벨이  충분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결정은  A  입력이  B  입력미만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
기인  비교기(117)에  의해  결정된다.  비교기(17)의  A  입력은  제7도에  도시한  포오맷에서  데이타  처리 
시간을  구하는  버스에  결합된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레벨을  가리키는  신호  BSDT10+내지  BSDT15+를 수
신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인터럽트  레벨이  마련된다.  인터럽트  레벨  번호  0은  데이타  처리  시간에의 
가능한  최고의  접근성을  수신하고  이에따라  비간접적이  된다.  따라서  인틴럽트  레벨이  낮으면 낮을
수록  이러한  디바이스의  계속적인  처리가  인터럽트될  기회는  더  작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기(117)의 
A  입력에  수신되는  레벨번호는  블럭(118)의  레벨에  의해  표시되어  있듯이  중앙의  프로세서에 동작하
는  현재의  레벨  미만이다.  따라서  입력  A에  수신되는  신호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터럽
트를 구하는 디바이스는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A  입력이  B  입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그때는  LVLBLS+신호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NAK 신호
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드라이버(108) 및 플립플롭(120)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비교기(117)의  일력  A에  수신된  인터럽트  레벨이  입력  B에  수신된  것  미만이면, LVLBLS+신
호는  2진수  1이  되어  플립플롭(120)(121)의  D입력에  결합될  것인바,  플립플롭(120)의  D입력은 반전
입력임을  유의해야  한다.  A신호가  비교기(117)에  의해  표시되어  있듯이,  비신호와  동일하거나  더 크
면,  2진수  제로의  신호가  플립플롭(120)의  부의  입력에  수신될  것이다.  이에  따라  MYINTR+신호가 소
자(113)의  각  플립플롭을  세트시킴으로써  플립플롭(120)의  클럭입력에  수신되면  NAK  신호가  발생할 
것이다.  그  레벨이  충분하였다면,  즉  A입력이  비교기(117)에  표시된  바와  같이  B입력  미만이었다면, 
그때  2진수  1이  LVLBLS+신호에  발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MYINTR+신호가  이것은  플립플롭(121)의  Q 
바아출력을  OR  게이트(114)의  하나의  입력  으로  클킹시킬  것인바,  이  OR  게이트(114)는 드라이버
(l15)를  통해  ACK  신호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MYNAKR+신호가  9진수  1이면  근때  NAK신호가 발
생될  것이고,  MYINTF-신호가  2진수  제로이면  ACK신호가  발생될  것이다.  소자(113)의  플립플롭들은 
이와  유사한  플립플롭  유형의  소자들에  이미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인버터(121)에  의해  클리어 
된다.  사실상  이것이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이면  ACK  신호가  비교기에  의한  지시에  무관하게 발생
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에  있어서,  MYSHRC-신호는  ACK  신호를  발생시켜 플립플롭
(121)으로  나온  어떤  지시를  무시하게끔  OR  게이트(114)의  타입력에  2진수  제로  상태로  결합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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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자(113)의 플립플롭들 중의 하나에서 나온 신호이다.

상술하였듯이,  인버터(125)를  통한  BSDCNB-신호는  플립플롭(121)  및  플립플롭(120)을  리세트시킴에 
따라  버스  사이클에  계속해서  플립플롭을  초기화  시킨다.  부가적으로,  플립플롭(127)은  버스 타임아
웃  상태  즉,  부재디바이스가  번지지정  되었고,  사실상  아무런  응답이  없음을  가리키는  B71MOT-를 발
생시켜,  NAK,  ACK  또는  WAIT가  잠정적인  슬레이브  디바이스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예를들
어  5마이크로초  기진  을  갖게  설정될  수  있는  원-사트(one-shots)멀티  바이브레이터(126)가 설치되
어  있다.  이  멀티  바이브레이터(126)는  버퍼(129)의  입력에  수신되는  BSDCND+신호  즉,  스트로브 신
호의  수신에  의해  트리거된다.  멀티  바이브레이터(126)의  타이밍은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버스 사
이클의  종료를  가리키는  BSDCNB+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그때  멀티바이브레이터(126)에  의해 설정
된  기간후에,  BITMOT-신호가  플립플롭(127)의  D입력에  수신된  BSDCNN+  신호의  클럭킹을  통해 플립플
롭(127)의  Q  바아출력에서  발생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BSDCNN+신호는  버스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중
에  있다는  것이다.  BTIMOT-  신호는  드라이버(108)를  통해  NAK  신호(BSNAKR-)를  발생시키게 플립플롭
(120)상에서  발생된다  한편,  BSDCNB+신호가  멀티바이브레이터(126)에  의해  설정된  기간의  종료 이전
에  끝나면,  멀티바이브레이터(126)의  타이밍은  끝나고  플립플롭(127)은  신호  BTIMOT-를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

제13도의  중앙의  프로세서  논리가  NAK  또는  ACK  신호를  발생시키지만,  WAIT  신호는  중앙의  프로세서 
논리에  의해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는  중앙의  프로세서가  항시  최저우선순위이므로 이
것이  WAIT신호를  발생시킨다면  서어비스를  위해  중앙의  프로세서로  그들의  요구를  발생시키는  기타 
디바이스들은  예를들어  고우선순위  디바이스가  마스터에서  이에  대해  중앙의  프로세서가  WAIT 신호
에  따라  응답했을  경우  버스상에서  행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우선순위  디바이스가 
최저우선순위  디바이스  즉,  중앙의  프로세서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타의  디바이스들은  버스를 사용하
는 것으로부터 디스에이블될 것이다.

제13도에  관한  위의  설명은  보다  빠른  중앙의  프로세서에  의해  요구된  정보  즉,  단일  또는  이중 호
출(메모리  판독)요구를  이용하여  슬레이브로서의  중앙의  프로세서가  마스터로서의  메모리에 반응하
는  것에  관련된  동작에  관한  것이다.  이제  제13(a)도를  참조하면서,  중앙의  프로세서의  동작을 메모
리에  의해  버스상에  놓인  데이타가  어떻게  중앙의  프로세서에  의해  버퍼되느냐  그리고  중앙의 프로
세서가  메모리에게  단일  또는  이중  호출  요구를  행할  것을  결정하는  기초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중앙의  프로세는  1개의  메모리를  가지고  메모리로부터  단일  워어드를 원하
거나  또는  메모리로부터  2개의  연속적인  워어드  전달을  요구하는(즉,  단일  또는  이중  호출  요구를 
행하는)요구  신호를  판독할  수가  있다.  더우기,  양호한  실시예에서,  중앙의  프로세서는  동시에 걸려
있는  1개의  메모리  제어기에  지향된  단일  호출  요구  및  상이한  메모리  제어기에  지향된  이중  호출 
요구를 가질 수 있다.

단일  및  이중  호출  요구  어드레스  메모리  위치점들이  동일한  메모리  제어기  내에  내포되어  있다면, 
제2의  요구는 제12도와 관련된 논리를 설명할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제
거될  것이다.  메모리  제어기는  이것이  여전히  제1의  요구를  서어비스  하는데  비지일  경우  WAIT 신호
를 발생하여  요구를 제거시킬 것이다.

이중 호출 동작을 요구할때, 중앙의 프로세서는 이중 호출신호(BSDBPL-는 2진수 제로임)를 
발생한다.  메모리로부터  나은  제1의  워어드의  복귀와  관련된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  메모리 
제어기는  또다른  워어드가  뒤따를  것임을  기리키는  2진수  제로로서,  이중  호출  신호  BSDBPL-를 제이
송한다.  메모리로부터  나온  제2의  워어드의  복귀와  관련된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  메모리는 
신호  BSDBPL-를  재이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송출될  데이타의  최종  워어드임을  가리킨다.  단일 
호출  요구에  반응하여  메모리부터  나온  단일  워어드의  복귀와  관련된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동안, 
메모리  제어기는  신호  BSDBPL-를  재이송하지  않음에  따라  호출만  실행되고,  다른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의 뒤따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제  제13(a)도를  살펴보면,  이중  호출  데이타는  항시  P1  및  P2  레지스터  즉,  소자(152)(153)의 중
앙의  프로세서에  저장되는  반면,  단일  호일  데이타는  DT  레지스터  즉,  소자(151)에  저장된다. 단일
의  중앙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미해결인  이중  호출  및  단일  호출  요구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
앙의  프로세서는  요구시  에  제6도에  도시한  기능  코우드  피일드내에  요구를  설정한다.  단일  호출 요
구에는  00의  기능코우드가  부여되고,  한편,  이중  호출  요구에는  20의  기능코우드,  베이스  16이 부여
된다.  중앙의  프로세서  호출  요구를  행하는  동안,  버스  데이타  라인  신호들  BSDT10-내지  BSDT15-가 
태그(tag)를  구성한다.  메모리  응답사이클  동안,  어드레스  라인신호  BSAD18-내지  BSAD12-는  제5도에 
도시한 기능 코우드 피일드의 메모리에 의해 반향된 태그를 구성한다.

이제  제13(a)도에  도시한  전형적인  중앙의  프로세서  버스  결합논리를  살펴보면,  요구된  데이타는 소
자(150)에  포함된  수신기들에  의해  버스로  부터  수신된다.  1개의  워어드  데이타를  구성하는  신호 
BSDT00+  내지  BSDT15+는  각기  DT  레지스터(151),  P1레지스터(152)  및  P2  레지스터(153)의  데이타 입
력들에 연결되어 있다.

레지스터(151)(152)(153)는  각기  부품번호  SN74S374로  텍사스인스트루먼츠사에서  제작되는  유형 2개
의  집적회로로  구성되고,  8개의  에지  트리거  D형  플립플롭을  포함한다.  데이타는  2진수  제로 상태에
서  2진수  1상태로의  클럭신호의  변위에  의해  이들  레지스터  클럭킹된다.  단일  호출  요구에  반수하여 
제2의  반쪽  버스사이클동안,  제13도의  소자(110)로  부터  나온  신호  MYSHRD+  는  2진수  제로에서 2진
수  1상태로  변위할  것이고  메모리로부터  나온  워어드를  DT  레지스터(151)로  클럭킹시킬  것이다. 이
중  호출  요구에  응답하여  처음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동안,  신호  MYSH  P1은  데이타를  P1 레지스터
(152)로  클럭시킨다.  이중  호출  요구에  응답하여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  신호  MYSHPE+는 데
이타를  P2  레지스터(153)로  클럭킹시킨다.  신호  MYSHPl+  및  MYSHPE+는  항시  이중  호출  요구에 응답
하여  제1의  워어드의  데이타는  P1  레지스터(152)로  로드될  것이고,  제2의  워어드의  데이타는  메모리 
제어기에 존재할 경우, P2 레지스터(153)로 로드될 것이다. 로드 되자마자, 레지스터
(151)(152)(153)에  내포된  데이타는  선택적으로  각  레지스터들의  출력  제어에서  의  2진수  제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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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에 의해 즉,  2진수 제로 상태로 진행하는 신호 ENDTBI-,  ENPIBI-  및  ENP2  Bl-에  의해 16개의 
신호 BIXX10+  내지 BIXXIF로 구성된 중앙의 프로세서 내장 버스(154)로 게이팅된다.

2개의  J-K형  플립플롭  즉,  소자(31)(32)는  이중  호출  동작  동안에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복귀되는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신호들을  추적한다.  소자(31)(32)는  부품번호가  SN74S112인 텍사스인스트루
먼츠사에서  제작된  유형의  리세트와  클리어를  지닌  J-K  네거티브에지트리거  플립플롭이다  P요구 A플
립플롭(31)  및  P요구  B  플립플롭(32)은  NAND  게이트(27)로부터  나온  신호  MYPASK-에  의해  세트되고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의  제13도의  소자(110)로부터  나온  신호  MYSHRP-에  따라  중앙의  프로세서에 
의해  확인되었을때  이  버스  사이클을  샘플링  시킨다.  NAND  게이트(27)는  제10도의  사용자 플립플롭
(15)의  출력인  신호  MYASKK+가  2진수  1의  상태에  있어  중앙의  프로세서가  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가리킬  때  부분적으로  인에이블된다.  더우기  NAND  게이트(27)는  레지시터  P1  및  P2가  비어  있을 경
우 이중 호출 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키는 2진수 1인 신호 CRDBPL+에 의해 인에이블된다.

NAND  게이트(27)는  2진수  1인  중앙처리장치  타이밍  신호  MLRVLD+에  의해  여전히  인에이블  된다. 2개
의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들이 2진수 1인  신호 BSDBPL+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것  갈이 수신된다면, 
플립플롭(31)은  처음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이  수신된  후에  리세트되고  또한  플립플롭(32)은 두번
째의  제2의  버스  사이클이  수신된  후  리세트된다.  제1의  워어드만이  메모리  제어기에  존재하는  이중 
호출  요구의  경우와  같이  단  1개의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이  수신될  경우,  플립플롭(32)만 리세트
된다  플립플롭(31)(32)은  양자가  버스  클리어신호(BSMCLR-는  2진수  제로임)  또는  마스터클리어  등과 
같은  예의  상태들  또는  마스터  클리어  등과  같은  버스  타임  예의  상태들  또는  NOR  게이트(30)를 경
유한 신호(TCSL31-는 2진수 제로임)에 의한 버스 타임 아웃의 발생에 의해 리세트된다.

기타  2개의  플립플롭인  소자(155)(156)는  중앙의  프로세서가  P1  및  P2  레지스터(152)(153)로부터 나
온  데이타를  사용하는  경우에  작동한다.  P1  사용  플립플롭은  중앙의  프로세서가  제1의  워어드를 사
용할때  리세트  되는바,  달리말해  P1  사용  레지스터(152)  및  P2  사용  레지스터에  내포된  워어드는 중
앙의 프로세서가 제2의 워어드 즉, P2 레지스터(153)에 내포된 워어드를 사용할때 리세트된다.

플립플롭(155)(156)은  양자가  NAND  게이트(27)로  부터  나온  신호  MYPASK-에  의해  세트된다.  따라서 
2진수  제로인  신호  MYPASK-는  레지스터  P1,  P2가  채워지고  있음을  가리키게  플립플롭(155)(156)을 
세트시키고 P1, P2의 내용이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가리키게 플립플롭(155)(156)을 
세트시킨다.  플립플롭(155)(156)은  정화상태가  일어났을때(예를들어,  중앙의  프로세서  명령카운터가 
브랜치  명령,  인터럽트  또는  트랩  상태에  응답하여  로드될  때)  2진수  제로인  신호  PRTAKR-에  의해 
리세트되어  지정의  P1  및  P2가  사용된다.  또한  P1  사용  플립플롭은  신호  PRTAKT+에  의해  리세트 되
는바,  이  신호는  중앙의  프로세서가  그  접지된  데이타  입력에서의  2진수  제로를  그  출력으로 클럭킹
시키면서  처리  워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P2  플립플롭(156)도  그  데이타  입력에서 신
호  PRTACK+를  그  출력으로  클럭킹시키는  신호  PRTAKT+에  의해  리세트  된다.  처리의  제1의  워어드가 
사용되기  이전에,  PRTAKC+는  2진수  1임에  따라  이  처리의  제1의  워어드가  판독되었을  땐 플립플롭
(155)은  리세트  된다.  PRTAKC+  는  처리의  제1의  워어드가  사용된  후에  2진수  제로임에  따라,  처리의 
제2의 워어드가 사용되었을 플립플롭(156)을 리세트되게 한다.

이중  호출  동작은  P1  또는  P2  레지스터(152)(153)가  둘다  비어  있고  중앙의  프로세서가  현재 미해결
의 또 다른 이중 호출 요구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중앙의 프로세서의 의해 요구된다.

P2  레지스터  엠프리(empty)  신호  PRMPTY-인  NAND  게이트(34)에  의한  출력은  중앙의  프로세서가 플립
플롭(31)(32)(155)(156)의  상태에  기초한  이중  호출  요구를  행해야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  P2사용  플립플롭(156)의  출력인  신호  PRTAKD+가  P2  레지스터(156)가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2진
수  제로이거  나  또는  플립플롭(31)의  Q  바아  출력인  신호  PRTAKD+가  최종  이중  호출  요구에 응답하
여  1개의  워어드만  수신되었음을  가리키는  2진수  제로이면,  그때  OR  게이트(33)의  출력은  NAND 게이
트(34)를  부분적으로  인에이블시키는  2진수  1이  될  것이다.  더우기  NAND  게이트(34)는  P1  사용 플립
플롭(155)의  Q  바아  출력인  신호  PRTAKC-  가  P1  레지스터(152)가  비어  있음(사용  되었음)을 나타내
는  2진수  1이면  인에이블된다.  더우기  NAND  게이트(34)는,  플립플롭(32)은  Q  바아  출력신  신호 
PRASKB-가  이중  호출  동작에  응답하여  수신될  것으로  예상된  모든  데이타가  수신되었음을  가리키는 
2진수  1이면,  인에블된다.  따라서,  NAND  게이트(34)는  충분히  인에이블되고,  신호  PRMPTY-는  P1,  P2 
레지스터(152)(153)의  데이타가  사용되었고  P1  및  P2  레지스터들을  채우는  과정에서  미해결의  이중 
호출  요구가  아무것도  없을  때마다  즉,  호출,  입  출력  또는  기록동작이  없을  때마다  2진수  제로가 
될  것이다.  AND  게이트  제로가  될  것이다.  AND  게이트(38)가  충분히  인에이블  되었을  때, 라인(18
1)상의  신호  MYASKD+는  2진수  1이  되고  클럭킹신호  MCLOCK+와  관련하여  볼때  중앙의  프로세서가 버
스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제10도의  사용자  플립플롭(15)을  세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중앙의  프로세서에  의한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에,  중앙의  프로세서는 메
모리의  2개의  워어드를  미리  호출하여  그들을  레지스터  P1,  P2에  저장한다.  이렇게  메모리로부터 명
령 워어드를 미리 호출시키는 것  즉,  처리는 레지스터 P1,  P2가  비어 있을 경우에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중앙의  프로세서가  현재  위치점  1000에  위치한  명령를  실행하고  있으면,  중앙의  프로세서가 
메모리로부터  그전에  이송된  위치점  1001  및  1002를  요구하는  이중  호출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의  프로세서가  브랜치  명령을  실행하면,  메모리로부터  아직  도착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  P2  및 
레지스터(152)(153)의  처리도  포함하여  무시되어야  한다.  위의  예를  계속하면서,  위치점  1000의 실
행동안에  위치점  1001  및  1002가  미리  호출되고  위치점  1001의  명령이  위치점  1007에  대한 브랜치명
령을  내포한다면,  그후  P1  레지스터(152)에  임시  저장되었던  위치점  1001로  부터의  브랜치  명령이 
실행될때,  P2  레지스터(153)에  임시  저장된  위치점  1002의  내용은  무시하고  브랜치  명령이  옮겨질 
메모리 위치점 1007의 내용에 대해 이루어진 새로운 이중 호출 요구는 위치점 1008을 제시한다.

NAND  게이트(39)에와  입력들중  하나인  신호  PURGEF+는  이전에  요구된  모든  워어드들이  도착할 때까
지 2진수 1에  남아 있음으로써 어떠한 2중  호출 요구도 기억한다.  플립플롭(32)의  Q  바아 출력인 신
호  PRASKB-가  이중  호출  동작에  반응하여  수신될  것으로  예상된  모든  데이타가  도착했음을  가리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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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수  1이고  신호  CRDBPL+가  레지스터  P1,  P2가  비어  있을  경우  이중  호출  동작이  이루어져야  함을 
어리키는  2진수  1이면,  이때  2진수  1인  신호  PURGEF+와  관련하여,  NAND  게이트(39)는  충분히 인에이
블될  것이고,  라인(180)상의  신호  MYASKS-는  2진수  제로가  됨에  따라  제10도의  사용자 플립플롭(1
5)이  세트되어  버스  사이클을  요구하는  중앙  프로세서가  메모리  호출  동작을  행하게  할  것이다. 제
10도의  사용자  플립플롭(15)은  정상상태에서  중앙의  프로세서가  P2  레지스터(153)로부터  처리의 제2
의  워어드를 사용할 때의 경우와 같이 신호 MCLOCK+  및  클럭킹 신호 MYASKD+에  의해 세트된다.  신호 
MYASKS-는,  이중 호출 요구가 이루어져 있고,  완료되지 않은 후에 정화가 일어날 때의 경우,  즉,  P1 
및  P2  레지스터(152)(153)가  채우는  과정  중에  있는  동안  브랜치  명령이  실행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플립플롭(15)을 세트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일의  호출들은  적어도  2개의  중앙의  프로세서  단계를  요구한다.  첫번째  중앙의  프로세서  단계는 
메모리  의  단일  호출  판독  요구를  발생하여  메모리(또는  입  출력장치)가  단일  호출  요구를 받아들일
때  인디케이터가  세트되게  한다.  첫번째  단계이후  중앙의  프로세서  단계들중  임의의  갯수일  수  있는 
두번째  중앙의  프로세서  단계는  DT  레지스터(151)로  나온  데이타를  중앙의  프로세서  내장 버스(15
4)로  게이팅  되게  한다.  단일  호출  요구에  반응하는  메모리와  관련된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이 아
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미  설정된  인디케이터는  제13도의  소자(110)로부터  나온  신호  MYSHRD+가 
인디케이터를 클리어 시킬때까지 프로세서 클럭 을 정지시킨다.

상술한  제13(a)도의  설명으로  이중  호출  동작과  관련된  시스템논리의  설명을  끝냈다.  이제  제14도의 
타이밍  구성도를  상술한  중앙의  프로세서,  버스  및  메모리  제어기의  제어신호를  개설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제14도  의  상단에  있는  일단의  4개의  신호들은  이중  호출  요구를  행하는  중앙의  프로세서의 
신호들이다. 이들 신호들은 제10도, 제13도, 제13(a)도에 도시한 논리에 의해 발생된다.

제14도의  중앙에  있는  신호들은  중앙의  프로세서  논리를  메모리  논리로  연결시키는  데이타  처리 시
스템의  데이타  버스와  관련된  것들이다.  제14도의  하부에  있는  8개의  신호들은  제11도,  제11(a)도 
및  제12도에  도시한  논리에  의해  발생된  메모리  제어기의  신호들을  나타낸다.  더우기  제14도는  수직 
방향에서  3개의  칼럼으로  분할된다.  최좌축의  칼럼은  메모리의  2중  호출요구를  행하는  중앙 프로세
서와  관련된  일단의  신호들을  나타낸다.  제14도의  중앙의  칼럼은  메모리  제어기가  중앙의 프로세서
에게  이중  호출  요구에게  요구되었던  제1의  워어드를  되돌려  보내는  최초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과 
관련된  신호들을  나타낸다.  제14도의  우측  칼럼은  둘째번  의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  중앙의 
프로세서에게  이중  호출  요구에서  요구되었던  제2의  워어드를  되돌리려  보내는  메모리  제어기와 관
련된 신호들을 나타낸다.

이중  호출  동작은  제14도에서  마스터로서의  중앙의  프로세서가  슬레이브로서의  2워어드의  데이타를 
요구함  을  가리키는  시간  14-A에서  2진수  1상태로  진행하는  CPU  신호  MYASKK+에  의해  시작한다.  CPU 
신호  MYASKK+가  2진수  1이될때,  제10도의  중앙프로세서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는  버스  신호 BSREQT-
가  2진수  제로  상태로  되게하고,  기타  고우선순위  디바이스가  어느  것도  버스  사이클을  요구하고 있
지  않다면,  CPU신호  MYDCNN+가  2진수  1상태로  되게  하면서  버스사  중앙의  프로세서에  허용되게  할 
것이다.  중앙의  프로세서가  버스에  허용되자  마자,  중앙의  프로세서는  그  버스상에  이중  호출 동작
으로  호출될  제1의  워어드의  어드레스,  중앙의  채널  번호,  그리고  이중  호출  메모리  판독  동작임을 
가리키는  기타  신호와  함께  이중  호출  요구임을  가리키는  기능코우드를  설정한다.  제11도, 제11(a)
도,  제12도의  메모리  제어기  논리는  버스상의  신호들이  안정되게  지연시킨  후  버스상의  어드레스와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는  어드레스를  비교하고,  이중  호출  ,요구의  제1의  워어드가 제어기내
에  내포되어  있다면  다음  사용자의  버스의  제어를  포기하는  중앙의  프로세서  논리로  돌아가는  ACK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발생되는  ACK  신호는,  이중  호출  요구에  의해  번지 
지정된  제2의  워어드가  제어기  내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제11(a)도의  이중  워어드  히스토리 
플립플롭(80)이  실행될  이중  워어드  동작을  표시하도록  설정되고  메모리가  본질적으로 병행한(겹
친)방식으로  독립된  메모리  모듈들로부터  2워어드의  정보를  검색하도록  진행하여,  메모리  제어기 검
사를 행하게 된다.

제1워어드의  데이타가  메모리  제어기에서  이용가능하게  될때.  메모리  제어기  신호  DCNNGO-는 제11도
의  메모리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로  하여금  버스신호  BSREQT-를  2진수  제로  상태로  하는  것에  의해 
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시간  14-B에서  2진수  1이  되어,  제1의  응답사이클  즉,  메모리를  마스터로 
하고  CPU를  슬레이브로하여  최초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을  개시하도록  한다.  버스가  사용되지  않고 
메모리가  버스를  요구하는  최고  우선순위  디바이스라고  하면,  버스는  메모리  제어기에  대하여 사용
이  허용되고  메모리  제어기  신호  MYDCHN+는  2진수  1이  될  것이다.  버스를  메모리  제어기로 허용함으
로써  메모리  제어기  논리가  버스  데이타  라인들상으로  이중  호출  요구에서  요구된  제1의  워어드를 
게이팅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중  호출  요구  기능  코우드와  함께  이중  호출  요구를  했던 중앙프
로세서의  채널  번호는  버스  어드레스  라인들상으로  게이팅되고,  이것이  이중  호출  요구의  제1의 응
답 사이클임을 가리키는 기타 신호들은 기타 버스 라인들 위로 게이팅 된다.

중앙의  프로세서  논리는  버스상의  신호들이  안정되게  지연시킨  후  버스  신호들을  샘플링하고  버스 
어드레스  라인들상의  중앙  프로세서  채널  번호가  특정  중앙  프로세서의  채널  번호이면,  최초  제3도 
반쪽  버스  사이클을  확인하고,  버스  데이타  라인들상의  메모리  워어드를  P1  레지스터(152)로 게이트
시킨다.  제1의  응답사이클의  중앙프로세서에  의한  확인의  결과  메모리  제어기  논리는  버스를 해방하
여  이중  워어드  히스토리  플립플롭(80)을  리세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제1의  메모리 
응답사이클 즉1 최초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이 완료된다.

메모리  제어기에  이용  가능한  데이타의  제2의  워어드에  따라,  마스터로서의  메모리  제어기는  버스에 
대한  확보를  계속하여  시간  14-C에서  허용되었을때,  데이타와  제2의  워어드를  버스상으로 게이팅시
킨다.  중앙의  그  프로세서는  둘째번의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을  확인하고  메모리의  제2의  워어드를 
P2  레지스터(153)로  게이팅  시킴에  따라  이중  호출  동작을  완료한다.  버스가  메모리  제어기로 허용
되는  둘째번에  2진수  1상태로  진행하는  메모리  제어기  신호  MYDCNN+는  메모리  제어기  신호 STREQR+
가  2진수 1상태로 되게 하고 이 2진수 1상태는 메모리 제어기가 더 이상 버스를 요구하지 않도록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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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요구 플립플롭(17M)을 리세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14도를  간단히  하기  위해  CPU  신호  BSDCND-는  CPU가  마스터일  때,  이중  호출  요구  사이클  동안 2
진수  1상태로  진행하는  버스  신호  BSDCNN-에  응답하여  2진수  1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도시되지 않
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신호  BSDCND-는  메모리가  마스터일때  제1  및  제2의 응답
사이클  동안  2진수  1상태로  되는  버스  신호  BSDCNN-에  응답하여  2진수  1상태로  되는  것으로 도시하
지  않았다.  제어기  신호  BSDCNN-는  소자(25)(25M)의  지연이  각기  있는  제어기가  마스터이냐  또는 슬
레이브이냐에  따라  버스신호  BSDCNN-에  반응할  것이지만,  제14도와  목적상  슬레이브  신호  BSDCND-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하는 상태로 도시하였음을 제10도, 11도에 나타나있다.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세부사항]

이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  제1도를  살펴보면,  CPU  버스사용  검출논리(301)는  기본적으로  CPU가 버
스  마스터로  공통버스(200)를  갖고  있는  시점을  결정한다.  CPU  버스  사용  검출  논리(301)는 우선순
위  회로망  라인(341)과  관련된  9개의  라인들(제10도  및  11도의  신호  BSAUOK+  내지  BSIUOK+)  및 버스
요구,  확인(ACK),  네거티브확인(NAK),  대기  버스  마스터  클리어  그리고  데이타  사이클  현재(신호 
BSREQT+,BSACKR+,  BSNAKR+,  +BSWAIT+,  BSMCLR+및  BSDCNN+  제10,  11도  참조)와  관련된  제어 라인
(342)을  모니터함으로써  전술한  기능을  행할  수  있다.  레지스터  클럭킹  라인(339)상의  CPU  버스 사
용검출  논리(301)의  출력은  공통  버스(200)로부터  다양한  신호들을  어드레스  레지스터(302),  데이타 
레지스터(303)및 자동 어드레스 개발논리(304)로 대치시키는 것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CPU가  메모리  판독동작을  행한다면,  CPU가  버스  마스터이고  공통버스(200)상의  메모리로부터  판독될 
워어드의  어드레스를  제공할  때인  제1의  반쪽  버스  사이클동안,  어드레스  비트들은  어드레스 레지스
터(302)로  또는  자동  어드레스  개발논리(304)로  래치시키게  될  것이다.  CPU가  사용될  데이타의 워어
드를  오피랜드로써  호출시키게  메모리로부터  워어드의  판독을  행하는  과정에  있다면,  버스  어드레스 
라인(326)상의  공통버스(200)의  어드레스  비트들(제11(a)도의  신호  BSADOO-내지  BSAD22-)이 어드레
스 레지스터(302)로 래치된다.

공통버스(200)로부터  나온  이들  동일한  어드레스  비트들은,  CPU가  CPU내에서  실행될  소프트웨어 명
령으로서  사용될  메모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워어드를  호출할  목적으로  메모리  판독을  개시할 과
정에  있다면,  자동  어드레스  개발논리(304)로  래치된다.  이러한  유형의  판독은  제어라인(343)상의 
공통버스로 부터 나온 제어정보를 검사하는 논리(304)에 의해 검출된다.

어드레스  레지스터(302)  및  자동  어드레스  개발논리(304)의  사용간의  차이는(304)가  어드레스들을 
자동적으로  증분시킬  능력이  있어서  다수  워어드  처리  호출을  행하는  동안  메모리로부터  CPU로  다시 
도착하는  데이타의  각각에  대해  정확한  어드레스가  전개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다수의  호출  동작은  처리(스프트웨어  명령들)로서  사용될  메모리의  워어드들을 판독하
거 위해서만 실행되고 오퍼랜드 로서 사용될 메모리의 워어드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더우기 양호한 실시예의 중앙 프로세서 큰  오퍼랜드 호출 및  처리 호출을 동시에 로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통버스(200)로 부터 어드레스 비트들을 저장하기 위해 2개의 장소
(302)(304)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더우기,  전술한  두  유형의  요구들이  로드될  때  메모리로부터  CPU로  돌아온  데이타의  워어드들은 요
구가 이루어졌던 순서로 반드시 CPU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데이타  레지스터(303)는  데이타의  16비트  워어드들이  CPU  및  공통버스(200)상의  기타  디바이스들 간
에  상호  교환됨에  따라  버스  데이타  비트라인(333)상에  나타나는  데이타  비트들(신호  BSDT00-내지 
BSDT15-)을  포획하는데  사용된다.  제1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에는  CPU가  다른  디바이스로 데이타
를  이송할  때  데이타가  이들  버스상에  나타나고,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에는  메모리로부터 판
독  중에  일어나는  것과  같이  디바이스가  CPU로  데이타를  이송할  때  데이타가  이들  버스상에 나타난
다.  또한  데이타  레지스터(303)는  공통  버스상의  디바이스가  CPU를  인터럽트하고  있을  때  데이타의 
16비트를  포획하여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경우에,  데이타  레지스터(303)에  저장된  정보의 16
비트는 CPU의 채널번호 및 인터럽트의 레벨을 가리킨다(제7도 참조).

그후  공통버스(200)로부터  소자(302)(303)(304)에  포획된  어드레스  및  데이타  비트들은 비교기
(312)(313)(314)에서  상태  레지스터(315)에  저장된  관련있는  상태와  비교된다.  어드레스 비교기
(314)는  오퍼랜드  어드레스  버스(315)상에  나타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302)에  저장된  어드레스가 
상태  레지스터(315)의  상태  레지스터(A  내지  D)에  내포된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운용자가  특정하는 
어드레스와  같거나  또는  더  크냐를  결정하는데  사용됐다.  어드레스  비교기(314)는  상태 버스(336)상
에  나타나는  상태  레지스터(315)의  어드레스  비트들을  오퍼랜드  어드레스  버스(325)또는  처리 어드
레스  버스(337)-이  처리  어드레스  버스는  처리  동작이  관여되어  있으면  자동  어드레스 개발논리
(304)로부터  어드레스를  수신함-로부터  입력을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어드레스  버스(338)상에 나타나
는  어드레스  비트들과  비교한다.  어드레스  비교기(314)에  있어서  동등하고  보다  큰  출력들은  이들이 
소프트웨어  분석자로  하여금  시작과  종료  어드레스  사이에  일어나는  상태들-이들  중의  하나는 상하
레지스터들(315)의  하나에  저장되고,  그중  다른  것은  상태레지스터들(315)의  다른  것에  저장됨  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데이타  비교기(313)는  상태버스(336)위로  선택적으로  인에이블  되는  상태레지스터들(315)의  상태  A 
내지  B에  특정된  데이타  비트  들이  데이타  버스(332)를  통해  가능한  데이타  레지스터(303)에  저장된 
데이터 비트들과 동일하느냐를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다.

데이타  비교기(303)는  추적제어기(316)에의  입력인  동일  출력만을  가지고  있지만  16비트  데이타 워
어드의  각  비트가  2진수  1,2진수  가로  또는  주의불요  상태이냐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
다.

사이클  비교기(312)는  공통  버스상에  나타나는  버스  사이클의  유형이  정보가  추적램(319)에  기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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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유형인가를  결정하게  사용된다.  추적할  것이  요망되는  관련이  있는  버스사이클들의  유형은, 
상태  레지스터(315)의  상태  레지스터  A  내지  D에  특정되어  있는바,  이들  각각은  선택적으로 상태버
스(336)로  인에이블  되며,  어드레스  레지스터(302)에  저장된  상태들과  데이타  레지스터(303)에 저장
된  사이클  상태들로  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어드레스  상태라인(323)  및  버스  사이클  유형 라인(330)
을  통해  사이클  유형라인(327)상에  나타나는  사이클  유형에서  특정되는  신호에  따라  비교된다.  예를 
들어,  사이클  비교기(312)는  공통버스상에  나타나는  버스사이클이  디바이스에  대한  입  출력 동작이
냐  또는  메모리  동작,  메모리  기록동작,  메모리  오퍼랜드  호출(판독)동작,  메모리  처리 호출(판독)
동작, 또는 CPU를 수반하는 주의불요(모든종류)버스 사이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비교기(312)(31(314)에의  A  입력은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운용자에게  관련이  있는  그런  상태들을 특
정  사용자  공급  파라미터를  내포하는  상태  레지스터(315)로부터  인입된다.  상태  A  내지  D를 내포하
는  상태  레지스터(315)는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비트,  데이타,  데이타에  대한  주의  불요  비트, 그리
고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운용자에게  관련된  버스  사이클  유형을  내포하는  4개의  64비트 레지스터이
다. 이 정보는 상태 레지스터(315)의 상태 A 내지 D 각각에 대해 특정될 수 있다.

상태 레지스터 A  내지 D는 상이한 4개의 상태들을 특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이들 중 어느 한개의 
발생은  공통버스(220)로  부터  나온  데이타  및  어드레스  비트들이  추적램(319)에  기록되게  하거나 상
태  A  내지  D는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관련이  있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상태를  검출하게  할  것이다. 
예를들어,  상태  레지스터  A는  공통버스상의  어드레스가  상태레지스터  A의  어드레스보다  더  크거나 
또는  동등할  경우  추적이  발생될  것을  특정함으로써  시동  어드레스를  특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상태  레지스터  B는  데이타  버스위  어드레스가  상태  레지스터  B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동일하거나 또
는  더클  경우  추적이  일어나지  않음을  특정함으로써  어떤  종료  어드레스를  특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  독립된 4개의 상태나 또는 4개 미만의 결합 상태를 이렇게 검사하는 것은 CPU와  관련된 버스 사
이클의  공통  버스(220)상에서  발생할  때마다(즉,  CPU가  버스  마스터이거나  슬레이브일 때마다)버스
상의 정보가 파이프라인 형태의 상태 레지스터 A  내지 D에  대해 비교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이 
비교는  먼저  상태레지스터  A  의  상태,  그후  순서적으로  B,C,D  레지스터  상태에  대해  이루어진다. 상
태  레지스터  A내지  D각각은  추적  제어기(316)내에서  2개의  제어  비트(추적비트와  인에이블비트)를 
세트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추적제어기(316)내에  있는  이들  2개의  스테이터스  비트들은  다음과  갈이  동작한다.  인에이블  비트는 
세트(2진수  1과  동일)될수있거나  리세트(2진수  제로)될  수  있으며,  또한  상태  레지스터(315)에서 특
정된  상태  A  내지  D에  의해  시험들  수  있다.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되었을  때,(즉  2진수 1상태에서)
상태  레지스터(315)  의  상태  A  내지  D에서  특정된  상태는  상태들이  어떻게  공통버스(200)로  부터 나
온  정보의  스테이터스(즉,  어드레스,  데이타,  또는  사이클  유형)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추적비트의 
스테이터스를  변화시키게  인에이블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운용자는  인에이블  비트 
및  추적비트를  세트시키거나,  인에이블  비트  및  추적  비트를  리세트시키고,  인에이블  비트를 세트시
키며,  인에이블비트를  리세트시키고,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되었을  경우  추적비트를  세트시키며, 또
는  추적비트가  세트되었을  경우  추적비트를  리세트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  추적비트는 
현재의 버스사이클과 관련된 정보가 추적램(319)에 기록될 것인가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버스  사이클  중의  적절한  시점에  추적  비크가  세트된  경우,  라인(329)상의  추적제어기(316)로  부터 
나온  신호는  추적램(319)내에  정보  보유를  마련하는  추적어드레스  카운터(317)의  증분작용을 제어한
다.  추적  비트가  버스  사이클의  적당한  시점에  세트되어  있지  않다면,  추적어드레스  카운터는 증분
되지  않아,  다음의  버스  사이클과  관련된  정보는  이전의  버스  사이클과  관련된  정보위에  기록됨에 
따라 이전 버스 사이클과 관련된 정보를 파괴할 것이다.

이러한  추적어드레스  카운터(317)의  증분작용은  상태  C가  공통버스(200)로  부터  나온  정보와  비교된 
후에  그리고  상태  D가  공통버스(200)로  부터  나온  정보와  비교된  후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상태 레
지스터  C의  상태와의  비교를  끝낼무렵에  추적비트가  2진수  1이면,  추적어드레스  카운터가  증분되고, 
이전에  추적램(319)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의  버스  사이클로  부터  나온  정보는,  다음의  버스 사이클
과  조합된  다음의  정보가  어떤  위치점  -  그  어드레스는  현재의  버스  사이클파  관련된  것보다  큰 위
치점-으로 기록됨으로써 보존될 것이다.

상태  C의  상태들과의  비교를  완료한  후에  추적  비트를  검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상태 
A,B,C가  토글할  수  있어  상태  C가  비교된  후  추적비트가  2진수  1이  아니면  아무것도 추적램(319)으
로 기록되지 않게 끔 프로그램할 수 있다.

예를들어,  메모리  어드레스(100)  및(500)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소프트웨어  명령의  실행을  추적할 것
이  요망된다면,  상태  레지스터  A,B,C  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바,  즉  상태  레지스터  A는 
처리  호출  버스사이클이면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가  100과  동일하거나  또는  더  크면  인에이블  및 
추적비트들을  둘다  턴온  시킬것이고,  상태  레지스터  B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500보다  더  크면 인에이
블  및  추적  비트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  D는  비조건적으로  인에이블  및 
추적  비트들을  리세트  시키게  프로그램될  수  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명령의  워어드가 위치점(20
0)으로  부터  호출된다면,  상태  레지스터  A  는  인에이블  및  추적비트들을  턴온시킬  것이고,  상태 레
지스터  B는  어드레스가  500  미만이기  때문에  인에이블  또는  추적  비트를  리세트시키지  않을  것이며, 
상태  레지스터C는  인에이블  또는  추적  비트에서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고  추적비트가  상태 레지스터
C  비교가  끝날무렵에  세트되기  때문에  데이타는  추적  어드레스  카운터(317)가  중분될  것이라는 연유
로  추적램(319에  보유될  것이고,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D는  인에이블  및  추적비트들이  상태 레지스터
A의  상태들과의  비교에  의해  세트되는  경우에만  다음의  버스  사이클이  추적될  수  있도록  인에이블 
및 추적비트를 비조건적으로 리세트시킬 것이다.

상태C,D  의  시험간에  추적비트를  시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실행이  어떤  특정화된  사상의  발생까지 
그리고  그를  포함하여  추적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분석기가  프로그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화된  위치점이  파괴되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제어논리(310)
에  의해  모든  버스  사이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고,  상태  레지스터D는  파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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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특정  위치점으로의  기록의  발생이  있자마자  추적비트를  리세트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CPU와  관련된  각각의,  공통  버스  사이클이  추적될  수  있을  것이다.  레지스터 
A,B,C는  사용되지  않게  되므로  인에이블  및  추적  비트들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상태  레지스터D는 
특정화된  위치점으로의  기록의  발생이  있자마자  인에이블  및  추적비트들을  리세트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행될  명령들을  포함한  처리  호출들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  명령들과  관련된 오퍼랜
드  데이타는  특정화된  위치점의  내용들을  수정하는  동작을  행하는  명령까지  그리고  그를  포함하면서 
우측으로 추적할 것이다.

또한  특정화된  위치점으로  기록될  데이타는,  데이타가  특정화된  위치점으로  저장된  버스  사이클 동
안 상태 C가 시험된 후 여전히 추적비트가 세트될 것이기 때문에 추적될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공통버스(200)로부터  나온  정보는  CPU로  또는  그로부터의  이송과  관련된  각각의  버스 
사이클동안  램(319)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1개의  버스사이클로부터  나온  정보는  추적램(319)의 1개
의  48비트  워어드상에  기록된다.  48비트  워어드상에  기록된  정보는  어드레스  상태라인(323)으로부터 
나온  어드레스  들로  구성되는바,  이들  상태는  어드레스가  판독  또는  기록동작,  메모리  또는  입  출력 
동작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이트  또는  워어드  어드레스  :  어드레스  버스(388)로부터 
나온  어드레스  비트  :  데이터  버스(332)로부터  나온  데이타  비트  :  버스  사이클이  제2의  반쪽 사이
클  또는  버스  사이클  유형  라인(330)으로부터  나온  이중  호출  동작이냐를  가리키는  버스  사이클의 
유형  :  그리고  CPU퍼엄웨어  인디케이터  라인(328)로부터  버스  사이클이  발생할때  CPU퍼엄웨어 위치
점이 액세스하고 있었음을 가리키는 4비트이냐를 가리킨다.

상술하였듯이,  CPU와  관련된  각각의  버스  사이클동안,  이러한  48비트의  정보는  상태  C가  끝날  무렵 
비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추적램(319)으로  기록된다.  상태  레지스터  C가  비교된  후,  추적비트가 세트
되면,  추적  어드레스  카운터(317)는  1카운트  증가됨에  따라,  다음의  버스  사이클과  관련된  48비트의 
정보가  다음의  위치점으로  기록되어  현재(이전의)  버스  사이클과  관련된  48비트정도의  정보를 겹쳐
서 파괴시키지 않게 할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공통버스(200)상에서  일어나는  몇몇  이송이  있고 이
들인  단순히  공통  버스상의  제어라인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  분석기에  의해  명백히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CPU에  직접  결선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결선은 소
프트웨어  분석기로  하여금  퍼엄웨어  어드레스  버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CPU내의  테스트 코넥
터에  이루어져  있다.  CPU  퍼엄웨어  어드레스  라인(321)은  이러한  테스트  코넥터에  연결되어  있어 
CPU퍼엄웨어  어드레스  디코더(320)에  CPU퍼엄웨어  어드레스가  이용  가능되게  한다.  CPU  퍼엄웨어 어
드레스  디코더(320)는  역시  추적램(319)의  48비트  워어드에  저장된  공통버스로부터  직접  나온 기타
정보와  함께  사용된  CPU  퍼엄웨어  인디케이터  라인(328)상의  4비트를  그  출력에  제공  할  수  있도록 
미리  코우드화  되어  있는  룩업  테이블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모호한  버스  사이클들을  분해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CPU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명백하게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모
호한 상태들 중의 하나의 예는 CPU가  주  메모리 운동 명령을 실행할때 일어난다.  CPU  퍼엄웨어는 메
모리로부터  나온  소프트웨어의  호출처리  워어드와  단지  정상적으로  관련된  논리를  이용하고,  호출 
오퍼랜드를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분석기가  공통 
버스를  감시하는  것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정보에  단지  의존하면,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  메모리  이동  명령  대신에  처리가  메모리로부터  판독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상태들이  공통  버스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양호한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 분석기
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CPU에 대하여 직접 결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추적  램(319)에  저장된  버스  사이클  정보의  분석은  프롬(308)  및  램(309)에  저장된  분석기 프로그램
의  제어하에서  동작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306)의  제어하에  이루어진다.  마이크로프로세서(306)  입 
출력제어기(307),  프롬(308),  램(309)은  각기  다양한  소자들간의  어드레스  및  데이타  정보교환을 제
공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어드레스  버스(334)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데이타  버스(335)에  연결되어 있
다.  또한  추적  어드레스  카운터(317)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어드레스  버스(334)에  연결되어  있다. 또
한  제어기(310),  스테이터스  레지스터(311),  상태  레지스터(condition  register)(315)  및 멀티플렉
서(318)도  마이크로프로세서  데이타  버스(335)에  연결된다.  제어기(310)는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초
기화를  제어한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311)는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스테이터스를  홀드시키고, 추적
이  인에이블  되어  있는지,  추적이  트리거되어  있는지,  추적메모리(램)이  차있는지,  CPU가 공통버스
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가리킨다.  멀티플렉서(318)는  추적  램(319)에  저장된  48비트  워어드의 버
스  사이클  정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데이타  버스(335)로  다중화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306)가 분석
하게끔하는  8대  1멀티플렉서이다.  또한  멀티플렉서(318)에의  입력으로서  추적  어드레스 카운터(31
7)가  연결되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306)는  이것이  추적램(319)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버스  사이클들이  공통버스(200)  상에서  발생하는  CPU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의 역 어셈블리를 생성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다.

[공통버스 이용 검출논리]

이제  제1도에  도시한  CPU버스  사용  검출논리(301)를  세부적으로  제2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버스  사용  검출논리(301)는  정보를  공통  버스상의  다른  장치에  이송할  목적으로 공통
버스의  마스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앞서  보았듯이,  양호한  실시예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에  응답중인  유니트가  요구중인  유니트에 응답
하기를  요구하는  공통  버스위의  모든  이송들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제2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 
응답을  제공하여야  할  요구의  지정인  채널  번호와  함께  제1의  반쪽  버스  사이클  동안  그  원의 채널
번호로서  요구중인  유니트가  그  채널번호를  제공하게  하는  식으로  행해진다.  이에  대한  예의는 메모
리  판독  요구동안  요구중인  유니트의  채널번호가  그  원의  채널번호로서  제공되지만  그  지정의 채널
번호를  특정하는  대신  메모리  어드레스가  지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통버스  위의  모든 이송들
이  제1의  반쪽  버스  사이클동안  요구  사이클로  되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응답사이클  들이  1개  또는 
그  이상의  제2의  반쪽버스  사이클로  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단순히  그  원  및  지정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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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모니터하여  CPU가  공통버스  위의  이송에  요구중이냐  또는  응답중이었느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CPU와 관련된 모든 버스 사이클들을 쉽게 모니터할 것이다.

그러나  양호한  실시예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단일의  제1의  반쪽  버스  사이클만을 요구하
고  슬레이브(지정)  유니트의  채널  번호만  특정되며  마스터  (원)  유니트의  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몇
몇  버스  이동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버스  이동의  예는  CPU가  입  출력  명령을  주변  장치로  실행할 
때이다 입  출력 명령이동 동안,  CPU  는  그  공통버스상에 단지 지정 유니트의 채널번호,  그  유니트에 
의해  실행될  기능  코우드  그리고  16비트의  데이타난을  설정한다.  이  CPU는  공통  버스상에  원 채널번
호로서  그  채널번호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CPU와  관련된  채널번호의  검출에  의해  공통버스 
이송들을  모니터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이러한  버스  사이클을  검출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런 형태의 CPU  소프트웨어 명령의 실행을 추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CPU  버스 사용 검
출논리(301)는  CPU가  그  공통  버스상에  그  채널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CPU에  의해  초기화된 
이런 유형의 버스 이송을 검출하게 설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CPU  버스사용  검출논리(301)는  소프트웨어  분석기의  우선순위  보다는  버스상의 저우선
순위  유니트에  의해  초기화된  버스  사이클  각각의  검출하게  설계되어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데이
터  처리  시스템의  CPU는  공통버스상의  최저  우선순위  디바이스이다는  사실  때문에,  CPU  다음으로 공
통버스  상에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위치시킴으로  해서  CPU  버스  사용  검출논리(301)로  하여금 저우선
순위  유니트(즉,  CPU)가  버스의  제어를  허용  받았을때  버스  사이클이  버스  마스터로서의  CPU와 관련
되어  있음을  소프트웨어  분석기가  알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통버스(200)상의 
기타  어느  디바이스와의  이송을  초기화  할수  있도록  CPU가  버스  버스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CPU 
버스  사용  검출논리(301)는  CPU에  의해  초기화된  모든  버스  사이클들을  검출하게  사용되고, 공통버
스(200)를  모니터하는  일은  어느  것도  CPU  채널번호가  유니트의  채널번호로서  제공되어  있느냐를 검
출하게  행해질  필요가  없어서  소프트웨어  분석기(207)를  단순화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CPU 채널
번호  검출논리  (322)는  CPU가  공통버스(200)상의  CPU  채널번호의  검출에  의한  지정  유니트인  그런 
경우들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CPU  버스  사용  검출논리(301)는  CPU가  버스  마스터가  되어  공통버스에  접속된  다른  유니트로  이송을 
행하기  위해  공통버스를  사용할때를  검출하게  사용된다.  제2도에  도시한  CPU  버스  사용 검출논리
(301)는  근본적으로  제10도에  도시한  CPU의  우선순위  회로망  논리를  단순하게  제작시킨  것이다. 제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CPU  버스  사용  검출논리의  단순화는  제2도의  논리가  소프트웨어  분석가로 하
여금  공통버스의  사용을  요구하여  버스  마스터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자들을  내포하지 않
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대신  제2도의  논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분석기로  하여금  진행중인  비동기 
버스  사이클이  소프트웨어  분석기가  접속된  공통  버스상의  슬로트의  위치보다  고우선순위  버스상의 
다른  유니트에  의해  초기화  되었느냐를  결정하게  한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는  공통  버스상의  CPU 바
로  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2도의  논리는  소프트웨어  분석기로  하여금,  비동기  버스사이클이 
진행중에  있고,  공통  버스상에  고우선순위  디바이스가  아무것도  공통버스를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면  공통  버스는  소프트웨어  분석기  보다  저우선순위  유니트로  허용되게  됨으로  그  버스  사이클은 
CPU가 버스 마스터인 버스 사이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추론하게 해준다.

제  2도의  공통  버스  이용  검출논리는  기본적으로  버스  제어회로망  라인들  및  공통버스의  9개의 우선
순위  회로망  라인들을  모니터하여  저우선순위  디바이스가  버스  마스터가  되고  이러한  저우선순위 디
바이스에  의해  공통버스상에  놓인  정보가  안정하게  될때  CPU  버스  마스터  플립풀롭(402)을  세트 시
킨다.  CPU  버스  마스터  플립풀롭(402)은  공통  버스상의  슬레이브(응답하는)디바이스가  ACK(확인), 
NAK(미확인),  또는  WAIT응답에  따라  응답할때  리세트  된다.  제2도의  소자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
이  제10도에서  유사하게  기능하는  소자들과  대응한다.  NAND  게이트(401)는  NAND  게이트(19)에 해당
하고,  CPU  버스  마스터  플립풀롭(402)은  허용  플립풀롭(22)에  해당하며,  NOR  게이트(403)는  NOR 게
이트(21)에  해당하고,  지연선(404)은  지연선(25)에  해당한다.  저  우선순위  디바이스가  정보를  공통 
버스상에  놓고  안정화될때  까지--이때에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02)은  클럭킹됨--신호 CPDCNS-
(이  신호는  저  우선순위  디바이스에  공통버스의  사용이  허용되었음을  가리킴)를  흘드시키게  사용된 
플립풀롭(405)에 해당하는 소자가 제10도에는 없다.

제2도에  도시한  버스  이용  검출  논리에의  입력신호들  즉,  신호  BSREQT+  내지  BSDCNN+  는  모두  공통 
버스상에  나타나는  그  해당신호를  반전시킴으로써  유도된다.  (예를들어,  신호  BSREQT+는 공통버스
(200)으로  부터  온  신호  BSREQT-를  반전시킴으로써  유도된다).  그러므로,  제2도에의  입력신호들은 
이들이  공통버스(200)로부터  직결되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공통  버스상에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여  반전시킨  수신기들의  출력이다.  NAND게이트(401)에의  입력들은  제어신호 

BSREQT+, BSDCNN+ 그리고 9개의 우선순위 회로망 신호 BSAUOK+ 내지 BSIUOK+ 이다.

제9도,  제10도에  관하여  앞서  설명하였듯이,  공통  버스상의  디바이스가  버스  마스터가  되기를 원하
여  더브  사이클을  사용할때,  이것은  버스요구  신호  BSREQT+를  2진수  1로  만들어  공통  버스상의 적어
도  1개의  디바이스가  버스  사이클을  요구하고  있음을  가리키면서  버스  요구를  한다.  우선순위가 결
정되고 버스가 허용 되었을 때,  버스 사이클 현재 신호 BSDCNN+  는  타이브레이킹 기능이 완료되고 1
개의 특정 디바이스가 공통 버스 의 현재 마스터임을 가리키는 2진수 1이 된다(제9도 참조).

버스  사이클  현재  신호  BSDCNN+  가  2진수  1이  될때에,  마스터  디바이스는  공통상에  이송될  정보를 
제공한다.  공통  버스상의  각각의  디바이스는  신호  BSDCNN+  로부터  내부적인  스트로브를  전개시킨다. 
이스트로브는  BSDCNN+가  각각의  유니트에서  2진수  1이  되어  버스상에서  안정화  되도록  정보를 허용
할때로부터  대략  60나노초  지연된다.  이  지연이  완료되었을때,  버스  스키우(skew)가  계산될  것이고, 
공통  버스상의  각각의  슬레이브  디바이스는  그어드레스(메모리  어드레스  또는  채널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도에서,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02)을  클럭킹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내적인  스트로브는  60나노초  지연선(404)의  출력인  신호  BSDCND+  이다.  따라서,  CPU  버스  마스터 플
립풀롭(402)의  클럭(C)  입력에  연결된  이러한  내적인  스트로브신호  BSDCND+는  마스터  디바이스에 의
해  버스상에  놓인  정보가  유효하게  될때  플립플롭을  클럭킹하게  사용된다.  이에  따라  CPU  버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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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플립플롭(402)의  출력인  Q출력에서의  신호  CPDCNN+  및  Q바아  출력에서의신호  CPDCNN-는  직접 사
용되게  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유도된  신호들이  CPU가  마스터  슬레이브일때  공통  버스상에  놓인 정보
를  취하도록  사용되게  한다.  예를들어,  제1도에서  라인(339)상의  CPU  버스  사용  검출  논리(301)의 
출력은  어드레스  레지스터(302),  데이타  레지스터(303),  그리고  자동  어드레스  개발  논리(304)를 클
럭킹 시키는데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제  제2도를  참조하면,  NAND게이트(401)에의  기타  입력신호들을  9개의  우선순위  신호  BSAUOK+  내지 
BSIUOK+  이다.  신호  BSAUOK+  내지  BSIUOK+는  공통  버스상의(고  우선순위)  이전의  디바이스들이 아무
도 버스 요구를 하지 않으면 모두 2진수 1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호 BSDCNN+가  2진수 1일때(제9
도  참조),  NAND게이트(401)의  출력인  신호  CPDCNS-는  2진수  제로가  될  것이고  공통버스상의  고우선 
순위  디바이스가  아무도  버스  요구를  행하지  않았다면  CPU  DCN플립플롭(405)을  세트시킬  것이다. 
CPU  DCN플립플롭(405)이  세트되었을때,  그  출력인  신호  CPDCND+는  그  Q출력에서  2진수  1이  되고, 현
재  진행중인  버스  데이타  사이클이  소프트웨어  분석기보다  저우선순위  버스상의  디바이스에  의해 요
구됨을  가리킨다(현재  CPU가  현재버스  마스터임)  신호  CPDCDN+는  CPU  버스  데이타  마스터 플립플롭
(402)에의  데이타(D)  입력에  접속된다.  공통버스  데이타  사이클  현재  신호  BSDCNN+가  2진수  1이  된 
후  60나노초후에,  60나노초  지연선(404)의  출력인  신호  BSOCNO+는  2진수  1이  되고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02)을 클럭킹 시킨다.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02)에의 데이타 입력에서의 신호 
CPDCND+  가  B진수  1이  되어  공통  버스상의  고  우선순위  디바이스가  아무도  버스를  허용하지 않으므
로 CPU가 현재의 버스 마스터가 되어야 함을 가리키면, CPU 버스 마스터(402)는 Q출력인 신호 
CPDCNN+  를  2진수  1로  만들면서  그리고  그  Q바아  출력인  신호  CFDCNN-를  2진수  제로로  만들면서 클
럭킹될때 세트될 것이다.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02)은  공통  버스상의  응답중(슬레이브)인  유니트가  확인(신호  BSACHR+ 
는  2진수  1이  된다),  미화인(신호  BSNAKR+는  2진수  1이  된다),  또는  웨이트(신호  BSWAIT+  는  2진수 
1된다)에  따라  버스  사이클에  응답할때까지  세트상태로  남는다.  이들  3개의  응답들중  어느  것이 발
생했을  때  NOR게이트(403)의  출력인  신호  MYDCNR-는  2진수  제로가  되고  CPU  DNC  플립플롭(405)  및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02)을  리세트시킬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기타  상태는  초기화시  NOR 게
이트(403)에서의  신호  BSMCLR+  가  2진수  1이  되게하여  플립플롭(405)(402)을  레스트시키게  되는 버
스 마스터 클리어이다.

상술하였듯이,  60나노초  지연선(404)의  목적은  버스  마스터에  의해  공통  버스상에  나타난  정보가 공
통버스로  부터의  정보의  스트로브  이전에  확실히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사상은  CPU 버
스  사용  검출논리(301)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바,  이  이유는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12)이 이렇
게  지연된  신호에의해  클러킹되어,  공통  버스로부터  나온  정보의  소프트웨어  분석기내에서  행해지는 
신호  CPDCNN  +  및  CPDCNN-로부터  유도된  기타  모든  클럭킹을  공통  버스상의  정보가  유효할때 행해지
기 때문이다.

CPU  플립플롭(405)의  목적은  데이타  사이클현재(DSDCNN+)  신호가  2진수  1이  될때  나타나는 NAND게이
트(401)의  출력이  60나노초  지연이  만료될때까지  보유되고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02)이  클럭킹 
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게  보중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디바이스를  번지  지정하는  버스 
마스터가  시스템내에  존재하지  않을때(즉,  무효의  메모리  어드레스  또는  무효의  채널번호)의 CPU(또
는  기타  어느  디바이스)의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CPU  내에  타임아웃  논리가  있어  미확인 신호(NA
K)를  발생시킴에  따라  플립풀롭(405(402)을  클리어  시킬  2진수  1상태의  신호  BSNAKR+를  발생시킬 것
이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CPU  버스  사용  검출  논리(301)는  CPU가  버스  마스터가  될때를 결정하
게  사용될  수  있는바,  그  이유는  CPU가  그  자체보다  저우선순위  디바이스에  의해서  공통버스(200)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보다  저우선순위  공통버스에  연결된 유
인한 디바이스는 CPU  이기 때문에,  버스 마스터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버스 마스터에 의
해  공통버스에  놓인  소오스  지정  채널번호  정보를  검사하지  않고서  CPU가  버스  마스터가  되는  모든 
경우들을  소프트웨어  분석기가  검출할수  있게  된다.  앞서  CPU가  소오스  디바이스  채널번호로써  공통 
버스상에 그 채널 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앞의  설명으로부터  공통버스를  따른  위치에  의해  결정된  버스를  액세스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공통버
스  이용  검출논리(311)가  우선순위를  지닌  공통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위의  설명은  공통  버스  상에서  최저  우선순위인  디바이스(양호한  실시예에서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CPU)  다음에  배치된  위치에  공통버스  이용  검출을  이용하는  면에서  이루어  졌다.  신호 
CPOCNN+  가  2진수  1일때  최고  우선순위인  디바이스에  공통버스가  허용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실호 
CPDCNN+가  2진수  제로일때  공통버스상의  최고  우선순위인  디바이스에  공통버스가  허용되었음을 가리
키게끔,  공통버스를  따라  저우선순위  다음의  슬로트위치에다  공통  버스  이용  논리를  위치함으로써 
그리고  CPU  버스  마스터  플립플롭(402)의  의미를  반전  시킴으로써,  공통  버스상의  최고  우선순위인 
디바이스가  버스에의  액세스가  허용될때를  결정하도록  상술한  바와  동일한  원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공통  버스  이용  검출논리(402)는  우선순위가  중간인  디바이스를  2세트의  공통  버스 이용검출논리-
-우선순위가  중간인  디바이스의  각  인접면상에  하나씩--로묶음으로써  공통  버스상의  우선순위가 중
간인  디바이스에  공통  버스가  허용될때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공통버스가 디
바이스들을  접촉시키기  위해  10개의  슬로트를  갖는다면,  관련이  있는  디바이스는  슬로트  5의  공통 
버스에  접속시킨다.  우선순위가  다음으로  최고인  슬로트인  슬로트  6에다  처음  일단의  공통  버스 이
용  검출  논리를  접속시키고  슬로트  4에다  또  다른  일단의  공통  버스  이용  검출논리를  접속시키며, 
슬로트  6의  논리로부터  신호  CPDCNN+를  취해  그것을  슬로트  4의  논리로부터  나온  신호  CPDCNN-와 논
리공급시킴으로써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은  슬로트  5의  디바이스가  버스  마스터가  될때  2진수  1이될 
것이다  슬로트  6의  논리로부터  나온  신호  CPDCNN+는  저우선순위  공통  버스상의  디바이스가 버스마스
터가 될때 2진수 1이  될  것이고 슬로트 64  논리로부터 나온 신호 CPDCNN+는  저  우선순위 디바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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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버스  마스터가되지  않을때  2진수  1이  될  것임으로,  이들  2신호들을  논리곱  시킨  것의  출력은 
2개의 검출논리들간의 슬로트의 디바이스가 버스 마스터가 될때 2진수 1이 될 것이다.

상기의  설명은  공통  버스의  허용이  공통버스를  따라  요구중인  디바이스의  위치에  기초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는  양호한  실시예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본  발명은,  마스터로서  버스  사용이  검출될 관
련이  있는  특정  디바이스의  우선순위가  보다  더  높거나  또는  더  낮은  디바이스에  버스가  허용되고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버스  이용  검출논리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일단의  공통  우선순위 라인
을 지닌 비위치적인 우선순위 체게 에도 동등하게 응용가능하다 

상기의  설명은  할당될  공통원이  공통버스인  양호한  실시예로서  행해졌지만,  본  발명은  우선순위를 
기초로 할당되는 원에 동등하게 응용가능하다.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당  기술분야에서  숙달된  본  발명의 기
술사상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부분적으로  또는  상세하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특허청구 의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공통원을  이용하기  위해  각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경쟁적인  요구들사이의  분쟁이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나의  공통원을  공유하는  복수의  장치와,  특정의  한  장치에  의한  상기  자원의 이
용을 검출하기 위한 감시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감시수단
(301,322)은  상기  공통원에  접속되고  상기  공통원의  이용을  요구하는  모든  장치들의  우선순위 레벨
을  감지하기  위한  우선순위  감지수단(78,53,85)과,  상기  공통원의  이용이  상기  요구  장치들중 하나
에  허용되는  경우를  검출하기  위한  허용검출수단(13,25,28)  및  상기  우선순위  감지수단과  상기 허용
검출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자원이  상기  특정  장치에  허용될  때에  하나의  출력신호를  발생하는 수단
(15,17,31,8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원은 하나의 버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를  경유하는  상기  장치들의  물리적  순위는  장치들  각각의  우선순위를 결
정하고,  상기  감시수단은  상기  특정장치에  인접한  상기  버스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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