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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PCI－PCI 브리지를 집적화한 I／O 프로세서의 구조

요약

PCI-PCI 버스 브리지(32)에 고성능 프로세서를 집적화한 다중 기능 장치(31)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로
컬 메모리(33)를 이용하고 있는 단일 시스템내에, 고성능 프로세서, PCI-PCI 버스 브리지(32), PCI 버스 
프로세서 주소 변환 유닛(43a,43b),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제어기(51a,51b), 메모리 제어기(47), 보조 
PCI 버스 중재 유닛(53), 인터-집적 회로(12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61), 진보된 프로그래밍가능 인터럽
트(API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63), 및 메시지 전송 유닛(45)를 통합시킨다.  PCI 버스는 공업 규격의 
고성능, 짧은 대기 시간의 시스템 버스이다.  상기 PCI-PCI 브리지(32)는 두 독립된 32 비트 PCI 버스들
사이에 접속 경로를 제공하고, PCI 전기적 부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상기 로컬 프
로세서(34)의 추가는 상기 PCI 버스 브리지(32)에 지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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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구조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컴퓨터의 지능형 입/출력 서브시스
템, 및 서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지능형 버스 브리지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별개의 입/출력 서브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입/출력 서브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호스트 또는 메인 마이크로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인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그러한 입/출력 서브시스템은 복잡한 통신망 인터
페이스 기능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디스크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입/출력 서브시스템은  구성 요소 버스상에서의 통신을 위해 접속되어 있는 한 세트의 특수
형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입/출력 서브시스템의 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상기 컴퓨터 시
스템의 기타 다른 프로세서에 의한 동작과의 간섭 없이 버스를 통해 입/출력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버
스상에서의 입/출력 트랜잭션의 그러한 분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메인 프로세서(들)에 
의해 성능이 개선되도록 해 준다.  그러한 구조는 상기 프로세서와 입/출력 서브시스템을 I/O 채널이라고 
하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히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출현으로, 보다 강력한 마
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보다 강력한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요
구는 도 1에 도시된 단일 시스템(11)의 다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조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충족되어 왔
다.  보다 강력한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보다 많은 I/O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발생되는 
다른 문제점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타 다른 소자에 입/출력 서브시스템을 접속하는 표준 구성 요소 버
스는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부하 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전기적 부하 제한은 상기 
표준 구성 요소 버스에 접속되는 구성 요소의 개수에 제한을 가한다.  예컨대, 종래의 한가지 버스 규격
은 시스템 구성 요소 상호 접속 버스의 각각의 커넥터가 단지 하나의 전기적 부하만을 제공할 것을 필요
로 한다.  그러한 전기적 부하 제한에 의해, 충분히 부하가 걸린 버스상에서의 신호 품질은 동작을 신뢰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보장된다.

이 접속으로, 일부 입/출력 서브시스템은 표준 구성 요소 버스의 각각의 커넥터상에 부과된 전기적 부하 
요건을 초과할 수 있는 로컬 구성 요소 버스를 통해 통신하는 다수의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입/출
력 서브시스템은 통신망 I/O 카드(21)를 통해 LAN과 같은 통신망에 또는 SCSI 제어기(23)를 통해 기억 장
치에 접속되는 컴퓨터 시스템내의 기타 다른 구성 요소 버스(19)에 상기 로컬 구성 요소 버스(17)를 접속
하는 버스 브리지 회로(13)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버스 브리지는 마이크로프로세서(25), 
메모리(27) 및 입/출력 서브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기타 다른 구성 요소 버스로부터 전기적으로 분리시킨
다.  그러한 버스 브리지 회로는 상기 입/출력 서브시스템이 기타 다른 구성 요소 버스에 대한 전기적 부
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입/출력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준
다.

또한, 상기 시스템(11)내의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상기 구성 요소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기타 다른 버스 에이전트와 경합해야 한다.  그러한 버스 경합은 일반적으로 상기 입/출력 
서브시스템을 위한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을 감소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PCI-PCI 버스 브리지(P2P)에 고성능 프로세서를 집적화하는 다중 기능 장치이다.  이제, 도 2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은 인텔 코포레이션에서 구입할 수 있는 80960 JF 프로세서(로컬 프로세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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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프로세서,  PCI-PCI  버스 브리지(32),  PCI  버스 프로세서 주소 변환 회로,  직접 메모리 액세스

(DMA) 제어기, 메모리 제어기, 보조 PCI 버스 중재 유닛, 인터-집적 회로(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진

보된 프로그래밍 인터럽트(API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및 메시지 전송 유닛을, 로컬 메모리(33)를 이용
하고 있는 단일 시스템(31)에 통합시킨다.  본 발명은 지능형 I/O 응용의 요구를 처리하고 지능형 I/O 시
스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집적화된 프로세서이다.

상기 PCI 버스는 공업 규격(PCI 로컬 버스 사양서, 개정판 2.1)의 성능이 높고 대기 시간이 적은 시스템 
버스이다.  상기 PCI-PCI 브리지는 2개의 독립적인 32 비트 PCI 버스들사이에 접속 경로를 제공하고, 그
리고 PCI 전기 부하 제한을 극복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를 추가하면, 상기 PCI 버스 
브리지에 지능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와 도 3에 점선 박스(31)로 나타낸 기타 다른 기능 
블록은 이하에서 P2P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상기 P2P 프로세서는 다중 기능 PCI 장치이다.  기능 0은 PCI-PCI 브리지 유닛이다.  기능 1은 주소 변환 
유닛이다.  상기 P2P 프로세서는 상기 메인 PCI 버스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PCI 구성 공간을 포함하고 있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로컬 프로세서(34)는 인텔 i960 마이크로프로세서 패밀리의 멤버인 80960 JF 
프로세서이다.  상기 80960 JF 프로세서는 상기 P2P 프로세서로 기능 수정 없이 구현된다.  본 발명을 실
시하는데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하지만, 인텔 코포레이션에서 구입할 수 있는 i960 
Jx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자 매뉴얼이 여기에서 제공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자기 자신의 32 비트 주소 공간의 외부 공간에서 그리고 PCI 주소 공간이 아닌 공
간에서 동작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 버스상의 메모리는,

·상기 PCI 주소 공간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상기 로컬 프로세서 전용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 이들 두 가지의 조합일 수 있다.

로컬 프로세서 버스(41)

이 로컬 프로세서 버스는 외부 장치에 버스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I/O 핀을 P2P 프로세서에 접속한다.  
상기 P2P 프로세서는 로컬 버스 중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소 변환 유닛(43a,43b)과 메시지 전송 유닛(45)

이 주소 변환 유닛은 상기 로컬 프로세서 로컬 메모리(33)에 대한 PCI 트랜잭션 직접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34)는 두 PCI 버스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  주소 변환이 상기 PCI 주소 공
간과 로컬 프로세서 주소 공간간의 트랜잭션을 위해 제공된다.  주소 변환은 두 주소 공간을 맵핑할 때에 
융통성을 제공하는 상기 PCI 인터페이스와 로컬 프로세서로부터 액세스 가능한 프로그래밍 가능 레지스터
를 통해 제어된다.  메시지 전송 유닛(45)은 상기 PCI 시스템과 상기 로컬 프로세서사이에서 데이타가 전
송될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인터럽트를 통해 새로운 데이타의 도달을 각각의 시스템에 통
지한다.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PCI-PCI 브리지 유닛(32)

이 PCI-PCI 브리지 유닛은 2개의 독립적인 PCI 버스를 접속한다.  상기 브리지는 하나의 PCI 버스상에서
의 특정 버스 트랜잭션이 다른 PCI 버스측으로 전송되도록 해 준다.  또한, 상기 브리지는 독립적인 클럭
을 포함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PCI 버스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전용 데이타 큐(queue)는 상기 PCI 버스
상에서 고성능 대역폭을 지원한다.  PCI 64 비트 이중 주소 사이클(DAC) 주소 지정이 지원된다.

상기 PCI-PCI 브리지는 메인 PCI 버스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전용 PCI 구성 공간을 가지고 있다.

상기 P2P  프로세서의 PCI-PCI  브리지는 PCI  특정 분야 소집단(Special  Interest  Group)에 의해 발행된 
PCI-PCI 브리지 구조 사양서, 개정판 1.0과 완전히 호환성이 있다.

전용 PCI 장치

상기 P2P 프로세서는 보조 PCI 버스를 사용하지만 PCI 구조 소프트웨어에 의해 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
용 PCI 장치를 설계에 의해 분명히 지원한다.  PCI-PCI 브리지(32)와 보조 주소 변환 유닛(43b)은 PCI 구
조 사이클로부터 전용 장치를 은폐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들 장치가 전용 PCI 주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해 주기 위해 함께 동작한다.  이들 장치는 통상적인 PCI 구성 사이클을 통해 상기 보조 주소 변환 유
닛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집적화된 메모리 제어기(47)

이 집적화된 메모리 제어기는 외부 메모리 시스템에 직접 제어를 제공한다.  지원이 DRAM, SRAM, ROM, 및 
플래시 메모리에 제공된다.  상기 집적화된 메모리 제어기는 통상적으로 외부 논리 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메모리(33)에 직접 접속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기 제어기는 프로그래밍 가능 칩 선택, 대기 상
태 발생기 및 바이트 패리티에 특징이 있다.

상기 외부 메모리는 PCI  주소 지정 가능 메모리로서 또는 전용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로서 구성될 수 
있다.

DMA 제어기(51a,51b)

DMA 제어기는 PCI 버스 에이전트와 로컬 메모리사이에서 짧은 대기 시간, 높은 처리량 데이타 전송을 가
능하게 한다.

데이타 전송을 수용하기 위해 3개의 별개 DMA 채널이 존재한다.  두 채널은 주요 PCI 버스 데이타 전송 

55-3

1019970709420



전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채널은 보조 PCI 버스 데이타 전송 전용이다.  상기 DMA 제어기는 체인
형 및 비정렬 데이타 전송을 지원한다.  상기 제어기는 로컬 프로세서(34)를 통해서만 프로그래밍이 가능
하다.

보조 PCI 중재 유닛(53)

이 보조 PCI 중재 유닛은 보조 PCI 버스에 PCI 중재를 제공한다.  프로그래밍가능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
는 공정성 알고리즘이 구현된다. 6개의 PCI 요구 및 승인 신호 쌍이 제공된다.  상기 중재 유닛은 외부 
중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스에이블될 수도 있다.

내부 PCI 및 로컬 버스 중재 유닛(55a,55b,57)

상기 P2P 프로세서는 상기 장치의 내부 PCI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2개의 내부 중재 유닛, 즉 메
인 브리지 인터페이스, 상기 메인 ATU, DMA 채널 0 및 DMA 채널 1을 중재하는 메인 내부 PCI 중재 유닛
(55a)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보조 내부 PCI 중재 유닛(55b)은 상기 보조 브리지 인터페이스, 상기 보조 
ATU, 및 DMA 채널 2를 중재한다.  각각의 내부 PCI 중재 유닛은 동일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버스상
의 각각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고정된 라운드 로빈(round-robin) 중재 기술을 이용한다.

상기 P2P 프로세서는 또한 로컬 버스 소유권을 제어하는데 중재 메카니즘을 필요로 한다.  상기 로컬 버
스 중재 유닛(LBAU)(57)은 상기 로컬 버스의 제어를 얻기 위한 기회를 모든 버스 마스터에게 가능하게 해 
주는 공정성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상기 알고리즘은 라운드 로빈 기술을 우선 순위 설정 메카니즘과 조
합한다.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61)

상기 I
2
C(인터-집적 회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은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상기 I

2
C 버스상에 존재하는 마

스터 및 슬레이브 장치의 역할을 하도록 해 준다.  상기 I
2
C 버스는 2 핀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필립스 코

포레이션에 의해 개발된 직렬 버스이다.  상기 버스는 상기 P2P 프로세서가 시스템 관리 기능을 위해 기

타 다른 I
2
C 주변 장치와 마이크로제어기에 인터페이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기 버스는 경제적인 시스

템이 상기 I/O 서브 시스템상의 상태 및 신뢰성 정보를 외부 장치측으로 전달하도록 하는데 최소의 하드
웨어를 필요로 한다.

API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63)

이 API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은 소프트웨어로 I/O APIC 에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진보된 3 와이어 프
로그래밍 가능 인터럽트 제어기(APIC) 버스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인터럽트 메시지는 상기 버스상에
서 전송될 수 있고 그리고 EOI 메시지가 수신될 수 있다.

인터럽트 라우팅(67)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측으로 또는 PCI 인터럽트 출력 핀측으로 라우팅될 수 있는 4개의 PCI 인터
럽트 입력이 제공되어 있다.

용어 및 규정

수 표현

여기서 설명되는 모든 수는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10진 기수이다.  문장에서, 16진 기수의 수는 "nnnH"로 
표현되고, 여기서 "H"는 16진수를 나타낸다.  2진수는 첨자 2로 나타낸다.

필 드

데이타 구조의 예약 필드는 상기 프로세서가 사용하지 않는 필드이다.  예약 필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즉 상기 프로세서는 그러한 필드를 수정하지 않게 된다.

예약 필드는 구현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필드이다.  예약 필드의 초기값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공급되
면,이 값은 0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예약 필드를 수정하거나 예약 필드의 어떤 값이라도 이에 좌우
되어서도 안된다.

현재 값을 복원하기 위해 판독 전용 필드가 판독될 수 있다.  판독 전용 필드에의 기록은 무연산 동작으
로서 취급되어 현재 값을 바꾸지도 않고 오류 상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현재 값을 복원하기 위해 판독/클리어 필드가 판독될 수도 있다.  0의 데이타 값을 가지고 행해지는 판독
/클리어 필드에의 기록은 상기 필드에 어떠한 변화도 야기하지 않는다.  1의 데이타 값을 가지고 행하는 
판독/클리어 필드에의 기록은 상기 필드를 클리어시킨다(0의 값으로 리세트시킨다).  예컨대, 판독/클리
어 필드가 FOH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5H의 데이타 값이 기록되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필드는 AOH
이다.

용 어

상기 P2P 구조의 설명을 돕기 위해, 이하의 용어가 사용된다: 

다운스트림           (구성 후에)보다 높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PCI 버스에 또는 그 버스측으로

DWORD                  32 비트 데이타 워드 

호스트 프로세서        P2P 프로세서로부터 업스트림에 위치한 프로세서

로컬 버스              로컬 프로세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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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메모리            로컬 버스상의 메모리 서브시스템

업스트림        (구성 후에) 보다 낮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PCI 버스에 또는 그 버스측으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PCI-PCI 브리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보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발명된  PCI-PCI  브리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보인 
블록도.

도 3은 발명된 P2P 프로세서를 보인 블록도. 

도 4는 PCI-PCI 브리지의 메인 및 보조 주소 공간사이에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인 도면.

도 5는 PCI-PCI 브리지의 블록도.

도 6은 메인 및 보조 ATU의 블록도.

도 7은 각종 버스에의 DMA 제어기의 접속을 보인 블록도.

도 8은 메모리 제어기의 블록도.

도 9는 로컬 프로세서와 PPIC간의 접속을 보인 블록도.

도 10은 내부 PCI 중재 유닛의 접속을 보인 블록도.

도 11은 로컬 버스에 대한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과 그 인터페이스의 블록도.

실시예

이제, 도 3에 설명된 기능 블록에 의해 본 발명을 설명한다.

로컬 프로세서

이하는 P2P 프로세서의 로컬 프로세서로서 사용되는 80960 JF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설명이다.  
이하에서는, 80960 JF 프로세서가 구성되는 방법이나 i960 Jx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자 매뉴얼의 일부분
의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한다.

개 요

80960 JF 프로세서는 P2P 프로세서에서의 기능 변화 없이 구현된다.  즉, 어떠한 내부 논리 회로도 변경
되지 않는다.  상기 80960 JF 프로세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i960 Jx 마이크로프로세서 사
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자. 

특 징

상기 80960 JF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고성능 명령 실행 코어

· 4 킬로 바이트 2 방식 세트 연계 명령어 캐시

· 2 킬로 바이트 직접 맵핑 데이타 캐시

· 32개의 32 비트 정수 레지스터

· 프로그래밍 가능 버스 제어기

· 1 킬로 바이트 내부 데이타 RAM

· 최고 8개의 로컬 레지스터 세트에 기억을 제공하는 로컬 레지스터 캐시

· 진보된 인터럽트 제어기

· 2개의 32 비트 타이머

차이점

이하는 상기 P2P 프로세서에 사용된 상기 80960 JF 프로세서에 영향을 주는, 내려진 시스템 설계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메모리 영역

상기 P2P 프로세서 주변 메모리 맵핑 레지스터의 폭은 32 비트이기 때문에, 메모리 영역 0과 1은 32 비트 
영역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PMC0N0_1 레지스터는 32 비트 폭의 버스임을 지시하는 102로 설정
된 버스 폭 비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버스

DMA 액세스로부터 최적의 성능을 얻기 위해, 상기 로컬 프로세서 이외의 로컬 버스상의 버스 마스터는 상
기 로컬 프로세서 버스상에 제한되지 않은 버스트 길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주소는 4개 워드
보다 긴 버스트를 위해 증가되지 않는다.  이는 상기 로컬 버스상의 메모리 제어기가 버스트에서 각각의 
액세스를 위해 상기 주소를 증가시켜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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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PCI 브리지 유닛

개 요

이 PCI-PCI 브리지 유닛(32)은 10개의 전기적 PCI 부하의 제한된 물리적 제약하에서 PCI 버스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상기 브리지 유닛은 계층적 버스 개념을 이용하며, 이 개념에서, 계층내의 각
각의 버스는 전기적으로 별개의 수단이지만, 상기 계층내의 모든 버스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버스를 가지
고 있다.  상기 PCI-PCI 브리지 유닛은 PCI 버스의 대역폭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상기 브리지 유닛은 PCI 
전기적 사양서가 허용하는 구성 요소보다 많은 I/O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는 응용을 위해 상기 버스가 확
장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기 PCI-PCI 브리지 유닛은 이하를 제공한다:

· 양방향으로의 동시적 동작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32 비트 메인 및 보조 PCI 버스;

· 상기 브리지의 보조측의 별개의 메모리 및 I/O 주소 공간;

· 업스트림 트랜잭션과 다운스트림 트랜잭션을 위한 2개의 64 바이트 포스팅 버퍼;

· 상기 보조 버스상에서의 VGA 팔레트 스누핑 및 VGA 호환적 주소 지정;

· 보조 PCI로부터의 64 비트 주소 지정 모드

· 보조 PCI 버스상의 전용 PCI 장치용의 전용 장치 구성 및 주소 공간;

· 메인 및 보조 인터페이스상에서 포지티브 디코딩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 동작 모드.

동작 이론

상기 브리지 유닛은 메인 PCI 버스와 보조 PCI 버스사이에서 주소 필터 유닛으로서 동작한다.  PCI는 이
하의 3개의 별개 주소 공간을 지원한다:

· 4개의 기가 바이트 메모리 주소 공간

· 64 킬로바이트 I/O 주소 공간(16 비트 주소 지정을 가지고 있음)

· 별개의 구성 공간

PCI-PCI 브리지는 메모리내의 주소와 I/0 주소 공간의 인접 범위로 프로그래밍된 후에, 보조 PCI 주소 공
간이 된다.  프로그래밍된 보조 공간내에 속하는 상기 브리지의 메인측에 존재하는 어떤 주소라도 상기 
메인측으로부터 상기 보조측으로 전송되며, 상기 보조 공간 외부의 주소는 상기 브리지에 의해 무시된다.  
상기 브리지의 보조측은 메인측과는 반대로 동작하며, 이때 상기 프로그래밍된 보조 주소 공간내의 어떤 
주소라도 이를 무시하고 상기 보조 공간 외부의 어떠한 주소도 도 4에 도시된 메인측으로 전송된다. 

상기 PCI 브리지의 메인 인터페이스와 보조 인터페이스는 PCI 2.1 호환 마스터와 목표 장치를 구현한다.  
상기 브리지의 일측에서 개시되는 PCI 트랜잭션은 목표로서 개시하는 버스 브리지 인터페이스를 주소 지
정하고, 상기 트랜잭션은 마스터 장치로서 동작하는 목표 버스 인터페이스에 의해 완성된다.

상기 P2P 프로세서의 PCI-PCI 브리지 유닛은 PCI-PCI 브리지 구조 사양서 개정판 1.0과 PCI 로컬 버스 사
양서 개정판 2.1에 제공된, 필요한 특징에 최소한으로 첨부된다.  이하는 상기 브리지 기능의 설명이며, 
그리고 적절한 PCI-PCI 브리지 및 PCI 버스 사양서를 참조한다.

구성 설명

상기 PCI-PCI 브리지 유닛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구성 요소로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 메인 PCI 인터페이스

· 보조 PCI 인터페이스

· 포스팅 버퍼

· 구성 레지스터

도 5의 브리지의 블록도는 이들 주요 기능 유닛을 보여 준다.

메인 PCI 인터페이스

상기 PCI-PCI 브리지의 메인 PCI 인터페이스는 PCI 버스 트랜잭션의 목표 또는 개시자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시스템의 경우에,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계층에서 일반적으로 하위 PCI 버스인 호스트
/PCI 브리지의 PCI측에 접속되게 된다.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는 PCI-PCI 브리지 구조 사양서 개정판 1.0
에 정의되어 있는 필수적인 50개의 신호 핀과 4개의 선택적인 인터럽트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메인 PCI 인터페이스는 개시자(마스터)와 목표(슬레이브) PCI 장치를 구현한다.  트랜잭션이 상기 
보조 버스상에서 개시되면,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 개정판 2.1에 설명되어 있는 메인 마스터 상태 머
신은 마치 시작하는 장치인 것처럼 상기 트랜잭션(기록 또는 판독)을 완료한다.  상기 보조 버스상에서 
완료하는데 필요한 트랜잭션을 위한 PCI 목표로서 메인 PCI 인터페이스는 상기 트랜잭션을 수신하고 요구
를 상기 보조측으로 전송한다.  목표로서, 상기 메인 PCI 인터페이스는 상기 브리지 아래로 주소 지정된 
상기 PCI 인터페이스를 청구하는데 포지티브 디코딩을 사용한 후, 상기 트랜잭션을 상기 보조 마스터 인
터페이스측으로 전송한다.

상기 메인 PCI 인터페이스는 모든 PCI 명령 해독, 주소 디코딩 및 오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와 보조 인터페이스, 인터럽트 라우팅 논리 회로(후술됨), 보조 PCI 버스 중재(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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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를 위한 PCI 구성은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완료된다.  구성 공간 레지스터가 이들 기능을 지원
한다.

보조 PCI 인터페이스 

상기 PCI-PCI 브리지 유닛의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73)는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와 거의 동일한 방법
으로 기능한다.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는 PCI 마스터와 PCI 슬레이브 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시
스템에 의한 이용을 위해 새로운 세트의 PCI 전기 부하를 가지고 "제2의" PCI  버스를 구현한다.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는 필수적인 49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S_RST#는 상기 보조측의 입력이 아닌 출
력이다.

슬레이브(목표)으로서,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는 상기 브리지의 보조 메모리 또는 I/O 주소 공간내에 
적합하지 않은 PCI 트랜잭션을 청구하고 이들을 상기 보조상의 마스터측으로 브리지상에서 전송하는 일을 
한다.  마스터(개시자)로서,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는 상기 브리지의 메인측상에서 개시된 트랜잭션을 
완료하는 일을 한다.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는 상기 브리지 주소 레지스터의 역 디코딩을 이용하고 
단지 상기 브리지를 가로질러 상기 메인 주소 공간내의 주소를 전송한다.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는 또한 상기 보조 버스상의 전용 PCI 장치용의 별개의 주소 공간을 구현하고, 
이때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구성 시간에 정의된 메인 주소의 범위를 무시하고 전
송하지 않는다.

특수 동작 모드로서,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는 자기 자신의 세트의 메모리와 I/O 주소 레지스터를 기
초로 포지티브 주소 디코딩을 수행한다.  이 동작 모드는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SDER)를 통해 
인에이블되고 그리고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상의 표준 브리지 주소 레지스터의 역 디코딩을 디스에이블시
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포스팅 버퍼

상기 브리지의 반대측에 대한 판독 트랜잭션과 기록 트랜잭션 동안에 PCI 목표의 중재 및 획득시에 발생
되는 대기 시간을 은폐하기 위해 상기 PCI-PCI 브리지 유닛은 2개의 64 바이트 포스팅 버퍼(77,79)를 구
현한다.  상기 브리지는 지연된 트랜잭션과 포스팅된 트랜잭션을 지원한다.

상기 지연된 트랜잭션에서, 이 트랜잭션을 얻는데 필요한 정보가 래치되고 상기 트랜잭션은 재시도와 더
불어 종료된다.  이때, 상기 브리지는 개시자에 의해 상기 트랜잭션을 수행한다.  상기 개시자는 상기 트
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해 재시도로 종료된 원래의 트랜잭션을 반복하는데 필요하다.

포스팅 트랜잭션에서, 이 트랜잭션은 목표 버스상에서 완료하기 전에 개시 버스상에서 완료될 수 있다. 

지연된 트랜잭션과 포스팅된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상세히 후술된다.

상기 브리지는 2개의 포스팅 버퍼를 사용한다:

·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측으로 진행하는 데이타용의 다운스트림 포스팅 버
퍼(77)

·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측으로 진행하는 데이타용의 업스트림 포스팅 버퍼
(79)

각각의 버퍼는 상기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주소/제어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다. 

구성 레지스터

모든 PCI 장치는 별개의 구성 주소 공간과 구성 레지스터(81)를 구현한다.  브리지 구성 헤더 포맷의 제1
의 16바이트는 모든 PCI 장치에 의해 필요한 공통 구성 레지스터를 구현한다.  판독 전용 헤더형 레지스
터의 값은 상기 헤더내의 나머지 48 바이트용의 포맷을 정의하고 PCI-PCI 브리지를 위해 01H를 복원한다.

상기 메인 버스상의 장치는 종류 0 구성 명령을 가지고 상기 PCI-PCI 브리지 구성 공간을 단지 액세스할 
수 있다.  상기 보조 PCI 버스상의 장치는 PCI 구성 사이클을 가지고 브리지 구성 공간을 액세스할 수 없
다.  상기 구성 레지스터는 상기 브리지의 양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주소 디코드, 오류 조건 및 상태 정
보를 유지한다.

주소 디코딩

상기 P2P 프로세서는 어느 메모리 주소와 I/0 주소가 상기 P2P 프로세서의 브리지 부분을 가로질러 양 방
향으로 전송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3개의 별개의 주소 범위를 제공한다.  메모리 트랜잭션에 제공
되는 2개의 주소 범위와 I/O 트랜잭션에 제공되는 하나의 주소 범위가 존재한다.  상기 브리지는 주소 범
위를 구현하는데 기존 주소 레지스터와 제한 레지스터를 이용한다.  상기 주소 범위는 보조 주소로 간주
되는 범위내의 어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메인 인터페이스상에서 포지티브 디코딩되며, 그러므로 상기 브
리지를 가로질러 다운스트림측으로 전송될 수 있다.  보조 인터페이스상에서 상기 주소 범위는 역 디코딩
된다.  이것은 프로그래밍된 주소 범위 외부의 어느 주소가 상기 브리지를 통해 업스트림측으로 전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 브리지 유닛 주소 디코딩은 또한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SDER)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이 
레지스터내의 비트는 상기 보조 브리지 인터페이스에 의해 포지티브 주소 디코딩을 인에이블시키고 PCI-
PCI 브리지에 의해 사용된 기본적인 역 주소 디코딩을 디스에이블시킨다. 

I/O 주소 공간

상기 PCI-PCI 브리지 유닛은 PCI I/O 트랜잭션을 위해 하나의 프로그래밍 가능 주소 범위를 구현한다.  
연속적인 I/O 주소 공간은 상기 브리지 구성 공간내에서 상기 I/O 기본 레지스터(IOBR)와 I/O 제한 레지
스터(IOLR)에 의해 정의된다.  상기 IOBR의 상위 4비트는 상기 I/O 주소의 AD[15:12]에 대응되고,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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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트는 항상 I/O 주소 공간에 대해 4 킬로 바이트 정렬을 행하는 000H이다.  상기 IOLR의 상위 4 비트
는 또한 AD[15:12]에 대응되고 하위 12 비트는 4 킬로 바이트 정렬을 행하는 FFFH이다. 

상기 브리지 유닛은 상기 IOBR과 IOLR에 의해 (포함되어) 정의된 주소 범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I/O 
트랜잭션을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측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에,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는 PCI 목표의 역할을 하고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는 브리지된 상기 I/O 트랜잭션용의 PCI 개시
자의 역할을 한다.

I/O 판독 또는 기록 트랜잭션이 상기 보조 버스상에 존재하면, 상기 주소가 IOBR과 IOLR에 의해 정의된 
주소  범위  외부에  있는  경우,  상기  브리지  유닛은  상기  트랜잭션을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측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에,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는 PCI 목표의 역할을 하고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는 PCI 개시
자의 역할을 한다.

상기 P2P 프로세서는 단지 I/O 트랜잭션을 위해 16 비트 주소만을 지원하며, 그러므로, 6 킬로 바이트보
다 많은 비트의 주소를 가지고 행하는 I/O 트랜잭션은 어느 인터페이스상에서도 전송되지 않는다.  이들 
비트가 IOBR과 IOLR에서 구현되지 않더라도 상기 브리지는 AD[31:16]=0000H로 추정한다.  상기 브리지 유
닛은 PCI 로컬 버스 사양서마다 AD[31:16] = 0000H를 검사하기 위해 I/O 트랜잭션 중에 완전한 32 비트 
디코드를 여전히 수행해야 한다.

ISA 모드

상기 P2P 장치의 PCI-PCI 브리지는 통상적인 PCI 버스상의 ISA I/O 카드에 ISA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브
리지 제어 레지스터(BCR)의 ISA 모드 비트를 구현한다.  ISA 모드는 단지 IOBR 레지스터와 IOBR 레지스터
에 의해 정의된 주소 범위내의 I/O 주소에 영향을 미친다.  ISA 모드가 ISA 모드 비트를 설정함으로써 인
에이블되면, 상기 브리지는 각각 자연적으로 정렬된 1 킬로 바이트 블록의 상위 768 바이트(300H)의 주소
로 I/O 트랜잭션을 필터링하여 전송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기 보조 버스상의 I/O 트랜잭션은 상기 ISA 
주소를 역으로 디코딩한 후에, 각각 자연적으로 정렬된 1 킬로바이트 블록의 상위 768 바이트의 주소로 
I/O 트랜잭션을 전송한다.

메모리 주소 공간

상기 PCI-PCI 브리지 유닛은 메인 인터페이스로부터 보조 인터페이스측으로 메모리 액세스 다운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한 2개의 별개의 주소 범위를 지원한다.  상기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MBR)와 메모리 제한 레
지스터(MLR)는 하나의 주소 범위를 정의하고, 프리 페치 가능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PMBR)와 프리페치 가
능 제한 레지스터(PMLR)는 다른 주소 범위를 정의한다.  상기 프리 페치 가능 주소 범위는 어느 메모리 
공간이 부작용없이 프리페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두 레지스터 쌍은 상기 브리지를 통해 
상기 브리지가 메모리 판독, 메모리 판독 라인, 메모리 판독 다중, 메모리 기록, 및 메모리 기록과 무효 
트랜잭션을 전송하게 된다.  상기 두 레지스터 쌍이 중첩된 경우에는, 브리지상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페치 가능 범위와 조합된 두 레지스터의 합인 한가지 주소 범위 결과가 트랜잭션 응답을 판독한다.

상기 MBR, MLR, PMBR, PMLR 레지스터의 상위 12 비트는 메인 메모리 주소 또는 보조 메모리 주소의 주소 
비트  AD[31:20]에  대응된다.   디코딩을  위해,  상기  브리지는  두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의  AD[19:0]는 
00000H이고 두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의 AD[19:0]은 FFFFH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상기 브리지 
유닛에 의해 지원된 메모리 주소 범위가 1 메가 바이트 경계상에서 정렬되고 1 메가바이트의 크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4개의 모든 레지스터의 하위 4 비트는 판독 전용이고 판독시에 제로로 복원된다.

두 레지스터쌍(MBR-MLR 및 PMBR-PMLR)에 의해 정의된 주소 범위에 속하는 상기 메인 버스상에 존재하는 
PCI 메모리 트랜잭션(I/O가 아님)은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측으로 상기 브리
지를 가로 질러 다운스트림측으로 전송되게 된다.  상기 보조 마스터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기록 및 무효 
동안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메인 버스상의 메인 슬레이브 인터페이스에 의해 청구되었던 상기 
보조 버스상의 동일한 PCI 명령 종류를 항상 이용하게 된다.  모든 이중 주소 사이클(64 비트 주소를 가
지고 있는 PCI 트랜잭션)은 항상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에 의해 청구된다.

두 레지스터쌍(MBR-MLR 및 PMBR-PMLR)에 의해 정의된 주소 범위의 외부에 속하는 상기 보조 버스상에 존
재하는 PCI 메모리 트랜잭션은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측으로 상기 브리지를 
가로 질러 업스트림측으로 전송된다.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는 상기 보조 버스로부터 상기 메인 버스측으
로 모든 이중 주소 사이클을 전송하게 된다.  이중 주소 사이클은 64 비트 주소 공간의 상위 4 기가 바이
트에 한정되어 있다.

어느쪽의 인터페이스상에서의 메모리 트랜잭션에 대한 브리지 응답은 상기 브리지 구성 공간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레지스터 비트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다:

· 메인 명령 레지스터(PCMD)의 마스터 인에이블 비트

· 메인 명령 레지스터(PCMD)의 메모리 인에이블 비트

· 브리지 제어 레지스터(BCR)의 VGA 인에이블 비트

·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SDER)의 보조 포지티브 메모리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

상기 SDER의 상기 보조 포지티브 메모리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는 보조 주소 디코딩을 수정한다.  상기 비
트는 상기 보조 버스상에서의 메모리 트랜잭션을 청구하고 상기 브리지를 통해 전송하기 위한 주소 윈도
우를 정의하는 주소 범위 레지스터 쌍, 보조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SMBR)과 보조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
(SMLR)을 인에이블시킨다.  상기 디코딩 및 트랜잭션 청구는 상기 MBR/MLR 및 PMEBR/PMLR 주소 쌍을 대한 
메인 버스상에서의 포지티브 디코딩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한다.  상기 보조 포지티브 메모리 디코드 인
에이블 비트는 또한 상기 MBR/MLR 및 PMEBR/PMLR 주소 범위 외부의 주소로 메모리 트랜잭션을 청구하는 
보조  인터페이스상에서  수행되는  역  디코딩을  디스에이블시킨다.   역  디코딩은  상기  MBR/MLR  및 
PMEBR/PMLR 주소 쌍을 위해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상에서 수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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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트 주소 디코딩 이중 주소 사이클

상기 브리지 유닛은 상기 브리지 유닛의 보조 인터페이스상에서만 64 비트 주소 지정을 위해 이중 주소 
사이클 명령어를 지원한다.  이중 주소 사이클은 두 PCI 주소 위상, 즉 하위 32 비트용 제1위상과 상위 
32 비트용의 제2위상을 이용함으로써 64 비트 주소 지정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브리지 유닛은 일반적으로 BMR/MLR과 PMBR/PMLR 레지스터 쌍에서 정의된 주소 범위에 관계없이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인 인터페이스측으로 모든 이중 주소 사이클을 디코딩 및 전송한다.

상기 브리지 유닛은 이중 주소 사이클을 청구하기 위해 감산 디코드 타이밍(FRAME#가 공급된 후에 제5클
럭상에서 DEVSEL#를 공급함)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조 PCI 버스상의 다른 에이전트가 브리지 
유닛에 앞서 이중 주소 사이클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는 이중 주소 사이클을 전송하지 않게 된다.

64 비트 주소중 상위 32 비트를 홀딩 및 전송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메인 데이타 경로에의 보조 데이타 경
로에 연결된 32 비트 주소 레지스터의 추가이다.  이들 레지스터는 이중 주소 사이클의 제2주소 위상동안
에 전송된 64 비트 주소중 상위 32 비트를 저장하게 된다.  또한, 상기 마스터 상태 머신과 슬레이브 상
태 머신은 이중 주소 사이클과 DAC 명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상에서 DAC 사이클에 대한 응답은 브리지 구성 공간으로부터 다음와 같은 레지스터 
비트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다:

·메인 명령 레지스터(PCMD)의 마스터 인에이블 비트

·메인 명령 레지스터(PCMD)의 메모리 인에이블 비트

상기 PCMD 레지스터의 메모리 인에이블 비트는 어떤 종류의 메모리 사이클, 즉 32 비트 또는 64 비트에 
상기 브리지가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상기 PCMD의 마스터 인에이블 비트는 상기 메인 인터
페이스가 PCI 트랜잭션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브리지 동작

상기 P2P 프로세서의 브리지 유닛은 하나의 PCI 인터페이스로부터 다른 PCI 인터페이스측으로 모든 종류
의 메모리, I/O 및 구성 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표 1에는 PCI-PCI 브리지 유닛과 그 2개의 PCI 인터페
이스에  의해  지원되고  지원되지  않는  PCI  명령을  정의되어  있다.   PCI  명령은  어느  인터페이스상의 
C/BE[3:0]# 핀내에서 엔코딩된다.  상이한 두 인터페이스로 인한 데드록을 방지하기 위해, 두 인터페이스
상에서 동시에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상기 브리지는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에 우선 순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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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PCI 인터페이스

상기 PCI 브리지 유닛은 메인 PCI 인터페이스와 보조 PC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트랜잭션이 상기 
메인 버스에서 개시되고 상기 브리지에 의해 청구되면,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는 PCI 목표 장치의 역할을 
하고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는 상기 보조 버스상의 진정한 PCI 목표에 대해 개시자 장치의 역할을 한다.  
상기 메인 버스는 상기 개시 버스이고 상기 보조 버스는 목표 버스이다. 상기 시퀀스는 상기 보조 버스상
에서 개시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반대이다.  상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메인 인터페이스

상기 브리지 유닛의 상기 메인 PCI 인터페이스(71)는 상기 P2P 장치가 브리징하는 상기 두 PCI 버스사이
에서 있는 하위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상기 메인 PCI 인터페이스는 PCI 로컬 버스 사양서와 PCI-PCI 브리지 구조 사양서에 정의되어 있는 PCI 
마스터 및 슬레이브 장치의 정의에 첨부되어야 한다.

보조 인터페이스

상기 브리지 유닛의 보조 PCI 인터페이스(73)는 상기 P2P 장치가 브리징하는 두 PCI 버스사이에 있는 상
위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는 PCI 로컬 버스 사양서와 PCI-PCI 브리지 구조 사양서에 정의되어 있는 PCI 
마스터 및 슬레이브 장치의 정의에 첨부되어야 한다.

포스팅 버퍼

상기 PCI-PCI 브리지 유닛은 지연된 트랜잭션과 포스팅된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두 포스팅 버퍼를 가지고 
있다.  다운스트림 포스팅 버퍼(77)는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측으로의 데이
타 경로내에 있다.  다운스트림 포스팅 버퍼(79)는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
측으로의 데이타 경로내에 있다.  도 5에는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와 보조 인터페이스사이에 있는 두 포스
팅 버퍼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다운스트림 포스팅 버퍼는 다음과 같은 동작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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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메인 버스로부터의 포스팅된 기록 

· 상기 메인 버스로부터의 지연된 기록 요구

· 상기 보조 버스측으로 복귀하는 지연된 판독 완료

· 상기 보조 버스측으로 복귀하는 지연된 기록 완료

상기 업스트림 포스팅 버퍼는 다음과 같은 동작에 의해 사용된다:

· 상기 보조 버스로부터의 포스팅된 기록

· 상기 보조 버스로부터 지연된 기록 요구

· 상기 메인 버스측으로 복귀하는 지연된 판독 완료

· 상기 메인 버스측으로 복귀하는 지연된 기록 완료

기록 포스팅은 상기 브리지가 이 브리지를 통해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대기 시간과 목표 버스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대기 시간을 은폐하면서 잠재적인 전체 대역폭을 얻을 수 있다.  상기 두 세트의 포스팅 버
퍼는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포스팅 버퍼 구조

각각의 포스팅 버퍼는 각각 4 바이트의 16 엔트리(16개의 DWORD)로 구성된 64 바이트의 데이타를 저장한
다. 각각의 버퍼는 이하의 트랜잭션을 저정한다.

· 최고 64 바이트의 하나의 포스팅된 기록 트랜잭션, 또는

· 최고 64 바이트의 하나의 지연된 완료 트랜잭션, 또는

· 최고 4 바이트의 하나의 지연된 기록 트랜잭션

주소 레지스터와 한 세트의 태그 비트 및 유효 비트가 각각의 포스팅 버퍼에 연계되어 있다. 

상기 브리지는 또한 상기 포스팅 버퍼의 외부의 하나의 지연된 판독 요구를 저장할 수도 있다.

상기 포스팅 버퍼의 내부 주소 지정은 원형 형식이며, 따라서 트랜잭션이 빈 버퍼에 들어갈 때 상기 트랜
잭션은 최상측으로 바로 전송되게 된다.  상기 버퍼내의 하나의 엔트리로부터 다음 엔크리측으로 데이타
를 이동시키는데에는 어떠한 PCI 클럭도 필요하지 않다.

포스팅 버퍼 동작

상기 브리지가 완전한 PCI 대역폭을 얻는 것을 돕기 위해 그리고 상기 브리지를 가로지르는 모든 트랜잭
션에 대해 두 PCI 버스를 획득하는 대기 시간을 은폐하기 위해 두 포스팅 버퍼가 사용된다. 상기 EBCR 레
지스터내의 포스팅 디스에이블 비트는 상기 버퍼가 트랜잭션을 포스팅할 수 있도록 클리어되어야 한다.

상기 포스팅 버퍼의 특성은 메인 PCI 인터페이스로부터 보조 PCI 인터페이스측으로 그리고 보조 PCI 인터
페이스로부터 메인 PCI 인터페이스측으로의 동시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반대된 인터페이스에 대한 
트랜잭션이 동시에 두 PCI 인터페이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랜잭션이 상기 브리지에 대
해 개시된 순간부터, 상기 목표 인터페이스는 상기 목표 버스의 마스터쉽을 얻기 위한 시도를 행한다.  
이에 사용된 메카니즘은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와 보조 인터페이스에 사용된 표준 PCI 중재 메카니즘이다.

디폴트 리세트 상태로서, 상기 포스팅 버퍼는 무효로 표시되게 된다.  어떤 후속되는 PCI 리세트 사건은 
모든 버퍼를 무효로 표시됨으로써 클리어시키게 된다.

트랜잭션 순서 설정 규칙

상기 브리지는 다수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브리지는 데드록 상태를 피하고 처리량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순서를 유지한다.  표 2에는 다수의 트랜잭션을 위한 순서 설정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제1행은 수신된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있다.  제1열은 방금 래치된 트랜잭션이다.  상기 테이블은 
새로운 트랜잭션이 이전에 수신된 트랜잭션을 전달할 수 있는지(예로 표기됨), 새로운 트랜잭션이 이전에 
수신된 트랜잭션을 전달할 수 없는지(아니오 표기됨), 또는 새로운 트랜잭션이 수신되지 말아야 하는지
(승인 안됨)를 지시해 준다.  승인되지 않은 트랜잭션은 재시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 2]

 트랜잭션 전달

 전달? 수신된 포스팅
메모리 기록 
전달?

수신된 지연 판
독 요구 전달 ?

수신된 지연 기
록 요구 전달 ?

 수신된 지연 판
독 완료 전달?

수신된 지연 기
록 완료 전달 ?

포스팅된 새로운 
메모리기록

 아니오  예  예  예  예

지연된 새로운 판
독 요구

 아니오 수신하지않음 수신하지않음  아니오  예

지연된 새로운 기
록 요구

 아니오 수신하지않음 수신하지않음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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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새로운 판
독 완료

 아니오  예  예 수신하지않음 수신하지않음

지연된 새로운 기
록 완료

 예  예  예  아니오 수신하지않음

레지스터 정의

이하에서 PCI-PCI 브리지 구성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한다.  구성 공간은 소정의 포맷으로 배열된 8, 16, 
24, 32 비트의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구성 레지스터는 상기 브리지의 메인측상에서의 종류 0 
구성 판독 및 기록을 통해 그리고 로컬 프로세서 로컬 동작을 통해 액세스된다.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용과 PCI-PCI 브리지 구조 사양서에 의해 정의된 것 이외의 각각의 레지스터는 기
능, 액세스 종류(판독/기록, 판독/클리어, 판독 전용) 및 리세트 디폴트 조건면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
다.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액티브 IDSEL 또는 메모리 맵핑 로컬 프로세서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메
인측상의 종류 0 구성 명령이 이들 레지스터를 기록 또는 판독하는데 필요하다.  최고 3EH로 오프셋이 설
정된 상기 레지스터의 포맷은 PCI-PCI 브리지 구조 사양서 개정판 1.0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여
기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3EH보다 크게 오프셋이 설정되어 있는 레지스터는 P2P 프로세서에 특정
된 구현이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브리지 구성 공간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한다.  
단지 종류 0 구성 판독 및 기록 명령으로부터 판독되는 일부 레지스터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로부터 기록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PCI 구성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 구성 레지스터가 초기화될 수 있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메모리 맵핑 레지스터로서 상기 브리지 구성 공간을 판독 및 기록한다.  표 3은 레
지스터, 및 로컬 프로세서 주소 공간내의 PCI 구성 명령어와 그 메모리 맵핑 주소에 사용되는 해당 오프
셋을 보여 주고 있다.  

상기 브리지의 메인측상의 P_RST#의 공급은 상기 브리지 구성 공간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레지스터
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달리 언급하지 않으면, 모든 비트와 레지스터는 메인 리세트시에 그 언급된 
디폴트 상태 값으로 복원된다.  보조 S_RST#의 리세트 상태는 명시되지 않는 한, 상기 레지스터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3]

PCI-PCI 브리지 구성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명  바이트 크기  주소 오프셋

 제공자 ID 레지스터 - VIDR  2  00H 

 장치 ID 레지스터 - DIDR  2  02H

 메인 명령 레지스터 - PCMDR  2  04H

 메인 상태 레지스터 - PSR  2  06H

 개정 ID 레지스터 - RIDR  1  08H

 등급 코드 레지스터 - CCR  3  09H

 캐시라인 크기 레지스터 - CLSR  1  0CH

 메인 대기 시간 타이머 레지스터 - PLTR  1  0DH

 헤더 종류 레지스터 - HTR  1  OEH 

 메인 버스 번호 레지스터 - PBNR  1  18H

 보조 버스 번호 레지스터 - SBNR  1  19H

 통상적인 버스 번호 레지스터 - SubBNR  1  1AH

 보조 대기 시간 타이머 레지스터 - SLTR   1  1BH

 I/O 기본 레지스터 - IOBR  1  1CH

 I/O 제한 레지스터 - IOLR  1  1DH

 보조 상태 레지스터 - SSR  2  1EH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 - MBR  2  20H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 - MLR  2  22H

 프리페치 가능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 - PMBR  2  24H

 프리페치 가능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 - PMLR  2  26H

 브리지 제어 레지스터 - BCR  2  3EH

 확장 브리지 제어 레지스터 - EBCR  2  40H

 보조 IDSEL 선택 레지스터 - SISR  2  42H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PBISR  4  44H

 보조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SBISR  4  48H

 보조 중재 제어 레지스터 - SACR  4  4CH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 - PIRSR  4  50H

 보조 I/O 기본 레지스터 - SIOBR  1  5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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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I/O 제한 레지스터 - SIOLR  1  55H 

 보조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 - SMBR  2  58H

 보조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 - SMLR   2  5AH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 - SDER  2  5CH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공자 ID 레지스터 내지 브리지 제어 레지스터 - BCR의 비트는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하는 본 발명에 따른 PCI-PCI 
브리지를 구현하기 위해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에 부가된 레지스터들의 설명이다.  부가된 레지스터
는 표 3에 보인 바와 같은 40H의 주소 오프셋에서 시작한다.

확장 브리지 제어 레지스터 - EBCR

이 확장 브리지 제어 레지스터는 상기 브리지가 기본적인 PCI-PCI 브리지 구조 사양서에서 구현하는 확장
된 기능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레지스터는 상기 브리지의 확장된 기능을 위한 인에이블/디스에이
블 비트를 가지고 있다. 

 [표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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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브리지 인터페이스 상태 레지스터 - PBISR

이 메인 브리지 인터페이스 상태 레지스터는 메인 브리지 인터페이스 인터럽트를 상기 소스의 로컬 프로
세서에게 통보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 레지스터는 상기 P2P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유닛에 대해 인터럽
트의 소스를 클리어하는데 사용된다.  이 레지스터내의 모든 비트는 PCI로부터의 판독 전용이고 상기 로
컬 버스로부터의 판독/클리어용이다.

비트 4:0은 (각각) 상기 메인 상태 레지스터의 비트 8과 비트 14:11의 직접적인 반영이다(이들 비트는 하
드웨어에 의해 동시에 세트되지만, 독립적으로 클리어될 필요가 있음).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를 일으키
는 조건은 이 레지스터내의 적절한 비트에 1을 기록함으로써 클리어된다.

[표 4b]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PBIS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명

31:05 0000000H 판독 전용  예약됨

4 2 판독/클리어  P_SERR# 공급됨 - P_SERR#이 메인 PCI 버스상에 공급되면 이 비트
는 세트됨  

3 2 판독/클리어  PCI 마스터 중지됨 - 마스터 중지시에 메인 마스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개시된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마다 이 비트는 세트됨.

2 2 판독/클리어 PCI 목표 중지됨(마스터) - 마스터 중지시에 메인 마스터 인터페이
스에 의해 개시된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마다 이 비트는 세트됨.

1 2 판독/클리어 PCI 목표 중지됨(목표) - 목표의 역할을 하는 메인 인터페이스가 목
표 중지에 따라 PCI 버스상의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마다 이 비트는 
세트됨.

0 2 판독/클리어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메인 
인터페이스는 이 비트를 세트시킴:

1) 버스 에이전트가 P_PERR# 자체를 공급하거나 공급된 P_PERR#을 
인식함.

2) 버스를 세트시키는 에이전트는 오류가 발생한 동작에 대해 버스 
마스터의 역할을 함. 

3) 패리티 오류 응답 비트(명령 레지스터)가 세트됨.

보조 브리지 인터페이스 상태 레지스터 - SBISR

상기 보조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는 보조 브리지 인터페이스 인터럽트의 소스를 상기 로컬 프로
세서에게 통지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 레지스터는 상기  P2P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유닛에 대한 인터
럽트의 소스를 클리어시키기 위해 기록된다.  이 레지스터내의 모든 비트는 PCI로부터의 판독 전용이고 
로컬 버스로부터의 판독/클리어용이다.

비트 4:0은 (각각) 상기 메인 상태 레지스터의 비트 8과 비트 14:11의 직접적인 반영이다(이들 비트는 하
드웨어에 의해 동시에 세트되지만, 독립적으로 클리어될 필요가 있음).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를 일으키
는 조건은 이 레지스터내의 적절한 비트에 1을 기록함으로써 클리어된다.

[표 4c]

보조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SBIS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5 0000000H 판독 전용  예약됨

 04  02 판독/클리어  P_SERR# 공급됨 - P_SERR#이 메인 PCI 버스상에 공급되면 이 비
트는 세트됨.  

 03  02 판독/클리어  PCI 마스터 중지됨 - 마스터 중지시에 메인 마스터 인터페이스
에 의해 개시된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마다 이 비트는 세트됨.

 02  02 판독/클리어 PCI 목표 중지됨(마스터) - 마스터 중지시 메인 마스터 인터페이
스에 의해 개시된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마다 이 비트는 세트됨.

 01  02 판독/클리어 PCI 목표 중지됨(목표) - 목표의 역할을 하는 메인 인터페이스가 
목표 중지에 따라 PCI 버스상의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마다 이 비
트는 세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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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02 판독/클리어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메인 인터페이스는 이 비트를 세트시킴:

1) 버스 에이전트가 P_PERR# 자체를 공급하거나 공급된 P_PERR#
을 인식함.

2) 버스를 세트시키는 에이전트는 오류가 발생한 동작에 대해 버
스 마스터의 역할을 함. 

3) 패리티 오류 응답 비트(명령 레지스터)가 세트됨.  

보조 IDSEL 선택 레지스터 - SISR

이 보조 IDSEL 선택 레지스터는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로부터 보조 인터페이스로 종류 1 내지 종류 0 변환
시에 S_AD[20:16]의 사용을 제어한다.  디폴트 동작시에, 메인 주소 P_AD[15:11]에서의 특이한 엔코딩은 
종류 1 - 종류 0 변환 중에 보조 주소 버스 S_AD[31:16]상에 1 비트의 공급을 일으킨다.  이는 종류 0 구
성  명령에  의해  목표  설정된  장치상에서  IDSEL의  공급에  사용된다.   이  레지스터는  보조  주소  비트 
S_AD[20:16]가 메인 주소 P_AD[15:11]의 상태(종류 1 구성 명령의 장치 번호)에 관계없이 종류 1 - 종류 
0 변환 중에 보조 주소 비트 S_AD[20:16]를 모두 제로로 설정함으로써 전용 PCI 장치를 구성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S_AD[20:16]내의 모든 주소 비트가 전용 보조 PCI 장치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상기 
호스트가 계층적 PCI 버스를 구성하려고 하기 전에 상기 SISR 레지스터내의 대응 비트가 세트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표 4d]

보조 IDSEL 선택 레지스터 - SIS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04  02  판독/기록 AD20 - IDSEL 디스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AD20은 어떤 가능한 
종류 1 - 종류 0 변환을 위해 공급 해제됨. 클리어되면, AD20은 종류 
1 - 종류 0 변환중에 메인 주소 AD[15:11] = 001002일 때 공급되게 

됨.

 03  02  판독/기록 AD19 - IDSEL 디스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AD19는 어떤 가능한 
종류 1 - 종류 0 변환을 위해 공급 해제됨. 클리어되면, AD19는 종류 
1 - 종류 0 변환중에 메인 주소 AD[15:11] = 000112일 때 공급되게 

됨.

 02  02  판독/기록 AD18 - IDSEL 디스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AD18은 어떤 가능한 
종류 1 - 종류 0 변환을 위해 공급 해제됨. 클리어되면, AD18은 종류 
1 - 종류 0 변환중에 메인 주소 AD[15:11] = 000102일 때 공급되게 

됨.

 01  02  판독/기록 AD17 - IDSEL 디스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AD17은 어떤 가능한 
종류 1 - 종류 0 변환을 위해 공급 해제됨. 클리어되면, AD17은 종류 
1 - 종류 0 변환중에 메인 주소 AD[15:11] = 000012일 때 공급되게 

됨.

 00  02  판독/기록 AD16 - IDSEL 디스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AD16은 어떤 가능한 
종류 1 - 종류 0 변환을 위해 공급 해제됨. 클리어되면, AD16은 종류 
1 - 종류 0 변환중에 메인 주소 AD[15:11] = 000002일 때 공급되게 

됨.

보조 중재 제어 레지스터 - SACR

이 보조 중재 제어 레지스터(SACR)는 보조 PCI 버스를 사용하는 각각의 장치의 중재 우선 순위를 설정하
는데 사용된다.  값을 기록하면 중재가 설정되게 되며, 상기 레지스터를 판독하면 프로그래밍된 값이 복
원된다.  각각의 장치에는 2 비트 우선 순위가 제공된다.  이 우선 순위는 표 4e에 나타내어져 있다.

[표 4e]

프로그래밍된 우선 순위 제어

 2 비트 프로그래밍된 값  우선 순위 레벨

         002  상위 우선 순위

         012  중간 우선 순위

         102  하위 우선 순위

         112  디스에이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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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ACR 레지스터는 또한 보조 버스 중재 유닛을 위한 보조 중재기 인에이블 비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비트가  클리어되면,  상기  보조  버스  중재기는  디스에이블되고  그리고  상기  브리지는  S_GNTO#상에 
S_REQ#를 구동하고 S_REQ0#상에서 S_GNT#를 샘플링하게 된다.  상기 디폴트 상태는 내부 보조 중재 유닛
이 인에이블되는 것이다(보조 중재기 엔에이블 비트가 세트됨).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 - PIRSR

이하에서는 PCI 및 주변 인터럽트 제어기(PPIC)를 참조하여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한다. 

보조 I/O 기본 레지스터 - SIOBR

상기 보조 I/O 기본 레지스터내의 비트는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가 포지티브 엔코딩을 위해 인에이블
될 때 사용된다.  상기 보조 I/O 기본 레지스터는 상기 브리지의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인 인터
페이스측으로 전송할 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포지티브 디코딩 주소 범위의(이 범위를 포함한) 최하측 
주소를 결정한다.  상기 레지스터는 상기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SDER)가 세트될 때 무효 값으로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상기 브리지는 상기 레지스터의 4개의 최하위 비트의 0H의 값에 의해 지시되는 
16 비트 주소 지정을 지원한다.  상위 4 비트는 상기 주소 범위의 최하측을 위해 S_AD[15:12]로 프로그래
밍된다.  기본 주소의 S_AD[11:0]은 항상 보조 I/O 주소 범위가 4 킬로바이트 정렬되도록 해 주는 000H이
다.

주소 디코딩을 위해, 상기 브리지는 S_AD[31:16], 즉 상기 I/O 주소의 상위 16 주소 비트는 제로이다.  
상기 브리지는 PCI 로컬 버스 사양서마다 32 비트의 주소에 대해 주소 디코드를 수행하고 상위 16 비트가 
000H인지를 검사한다.

포지티브 보조 I/O 주소 범위(SIOLR과 함께 SIOBR에 의해 결정됨)는 브리지 제어 레지스터(BCR)내의 ISA 
인에이블 비트의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 4f]

보조 I/0 기본 레지스터 - SIOB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07:04  0H  판독/기록 보조 I/O 기본 주소 - 이 필드는 브리지의 보조측으로부터 메인측으
로 전송되도록 포지티브 디코딩된 I/O 주소 범위의 최하측의 
S_AD[15:12]로 프로그래밍됨.

03:00  0H  판독 전용 I/O 주소 지정 능력 - 0H의 값은 상기 브리지가 단지 16 비트 I/O 주
소 지정을 지원함을 나타냄.

보조 I/O 제한 레지스터 - SIOLR

상기 보조 I/O 제한 레지스터내의 비트는 상기 보조 PCI 인터페이스가 포지티브 디코딩을 위해 인에이블
될 때 사용된다.  상기 보조 I/O 제한 레지스터는 상기 브리지의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측으로 I/O 변환을 전송할 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포지티브 디코딩된 보조 주소 범위의(이 
범위를 포함한) 상위 주소를 정의한다.  상기 레지스터는 상기 브리지 명령 레지스터의 I/O 공간 인에이
블 비트와 상기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SDER)의 보조 포지티브 I/O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
되기 전에 상기 SIOBR보다 큰 또는 동일한 유효 값으로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상기 SIOBR의 값이 이 
SIOLR의 값보다 크면, (포지티브 디코드된)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측으로 전
송된 I/O 사이클은 불확정 상태가 된다.  상기 브리지는 단지 상기 레지스터의 4개의 최하위 비트의 0H의 
값에 의해 지시된 16 비트 주소 지정을 지원한다.  상위 4 비트는 상기 주소 범위의 최상측의 
S_AD[15:12]로 프로그래밍된다.  상기 기본 주소의 S_AD[11:0]은 항상 FFFH이며, 이에 따라 4 킬로 바이
트 I/O 범위 정렬이 행해진다.

주소 디코딩을 위해, 상기 브리지는 S_AD[31:16], 즉 상기 I/O 주소의 상위 16 주소 비트가 제로인 것으
로 추정한다.  상기 브리지는 PCI 로컬 버스 사양서마다 주소의 전체 32 비트상에서 주소 디코드를 여전
히 수행하고 상위 16 비트가 0000H와 동일한 지를 검사해야 한다.

상기 보조 I/O 주소 범위(SIOLR과 더불어 SIOBR에 의해 정의됨)는 상기 브리지 제어 레지스터의 ISA 인에
이블 비트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

[표 4g]

보조 I/0 제한 레지스터 - SIOL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07:04  0H  판독/기록 보조 I/O 제한 주소 - 이 필드는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인 인터페
이스측으로 전달되도록 포지티브 디코딩된 I/O 주소 범위의 최상측의 
S_AD[15:12]로 프로그래밍됨.

03:00  0H  판독 전용 보조 I/O 주소 지정 능력 - 0H의 값은 상기 브리지가 단지 16 비트 
I/O 주소 지정만을 지원함을 나타냄.

보조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 - S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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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조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의 비트는 상기 브리지 장치의 보조 인터페이스가 포지티브 주소 디코딩
을 위해 인에이블될 때 사용된다.  이들은 또한 상기 SDER의 전용 주소 공간 인에이블 비트의 상기 보조 
PCI 버스상에서의 전용 주소 공간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보조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는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측으로 트랜잭션을 전송할 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메모리 맵 
주소 범위의(이 범위를 포함한) 하위 주소를 정의한다.  상기 보조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는 상기 SDER의 
상기 보조 포지티브 메모리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되기 전에 유효 값으로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상위 12 비트는 32 비트 주소의 S_AD[31:20]에 대응된다. 주소 디코딩을 위해, 상기 브리지는 
S_AD[19:0], 즉 상기 메모리 기본 주소의 하위 20 주소 비트가 제로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한정된 
주소 범위의 최하측이 1 메가 바이트 경계상에 정렬되게 됨을 의미한다. 

[표 4h]

보조 메모리 기본 레지스터 - SMB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15:04  000H  판독/기록  보조 메모리 기본 주소 - 이 필드는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인 인
터페이스측으로 전달되도록 포지티브 디코딩된 보조 메모리 주소 범위
의 최하측의 S_AD[31:20]으로 프로그래밍됨.

 03:00  0H  판독 전용  예약됨

보조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 - SMLR

이 보조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의 비트들은 상기 브리지 유닛의 보조 인터페이스가 포지티브 주소 디코딩
을 위해 인에이블될 때 사용된다.  상기 보조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는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측으로 트랜잭션을 전송할 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메모리 맵 주소 범위의(이 범위를 
포함한) 상위 주소를 정의한다.  상기 보조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는 상기 메모리 공간 인에이블 비트와 
상기 보조 포지티브 메모리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되기 전에 상기 SMBR보다 크거나 동일한 값으로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상기 메모리 공간 인에이블 비트 또는 보조 메모리 인에이블 비트가 일단 세트
되어, 상기 SMLR의 값이 상기 SMBR의 값보다 크지 않거나 동일하면,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메
인 인터페이스측으로의 포지티브 디코딩된 메모리 트랜잭션은 미결정된 상태이다.  상위 12 비트는 32 비
트 주소의 S_AD[31:20]에 대응된다.  주소 디코딩을 위해, 상기 브리지는 S_AD[19:0], 즉 상기 보조 메모
리 기본 주소의 하위 20 주소 비트가 제로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상기 메모리 주소 범위상에서 
1 메가 바이트 정렬이 행해진다.

[표 4i]

보조 메모리 제한 레지스터 - SML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15:04  000H  판독/기록  보조 메모리 제한 주소 - 이 필드는 보조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인 인
터페이스측으로 전달되도록 보조 메모리 주소 범위의 최상측의 
S_AD[31:20]으로 프로그래밍됨.

 03:00  0H  판독 전용  예약됨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 - SDER

이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는 상기 브리지 유닛의 보조 PCI 인터페이스상에서 주소 디코드 기능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보조 포지티브 I/O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는 세트시에 상기 브리지가 상기 
SIOBR/SIOLR 주소 쌍에 의해 결정된 주소 범위내에서 트랜잭션을 디코드 및 청구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상기 브리지 유닛을 통해 전송하게 한다.  상기 보조 포지티브 메모리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는 상기 보조 
포지티브 I/O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상기 SMBR/SMLR 주소 범위를 가지고 
동작한다.  이들 비트중 어느 하나의 비트가 세트되면,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상에서의 모든 역 디코딩이 
디스에이블된다.

보조 감산 디코딩 인에이블 비트는 상기 보조 인터페이스상에서의 감산 브리지 디코딩이 상기 메인 인터
페이스상의 표준 버스 확장 브리지를 지원하도록 해 준다.  이 비트는 단지 상기 보조 포지티브 I/O 디코
드 인에이블 비트 또는 상기 보조 포지티브 메모리 디코드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되면 상기 보조 인터페이
스상에서의 감산 디코딩을 인에이블시킨다.  

상기 전용 메모리 공간 인에이블 비트는 전용 메모리 공간이 상기 보조 PCI 버스상에서 생성되도록 해 준
다.  이 비트는 상기 SMBR/SMLR 레지스터와 함께 사용된다.  이 비트가 세트되면, 상기 SMBR/SMLR 주소 
범위내의 주소와의 트랜잭션은 상기 브리지에 의해 무시된다.

[표 4j]

보조 디코드 인에이블 레지스터 - SDE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15:04 0000000000002 판독 전용  예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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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02 판독/기록  전용 메모리 공간 인에이블 - 세트되면, 이 비트는 SMBR/SMLR 
주소 범위내의 주소의 브리지 전송을 디스에이블시킴. 이에 따
라 피어 투 피어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 PCI 버스상의 
전용 메모리 공간이 생성됨.

 02  02 판독/기록  보조 감산 디코딩 인에이블 - 세트되면, 이 비트는 상기 보조 
버스상에서 트랜잭션을 청구하기 위해 보조 인터페이스가 감산 
디코딩(S_FRAME#이 공급된 후 5개 클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S_FRAME# 이후의 4번째 클럭에 의해 청구되지 않은 트랜
잭션도 5번째 클럭상에서 보조 인터페이스에 의해 청구되어 메
인 PCI 인터페이스측으로 전송됨. 

 01  02 판독/기록  보조 포지티브 메모리 디코드 인에이블 - 세트되면, 이 비트는 
보조 버스상에서의 메모리 주소를 포지티브 디코딩하기 위해 브
리지 유닛의 보조 인터페이스를 인에이블시킴. SMBR/SMLR 주소 
범위내의 주소는 브리지를 통해 전송됨. 역 디코딩은 디스에이
블됨.

 00  02 판독/기록  보조 포지티브 I/O 디코드 인에이블 - 세트되면, 이 비트는 보
조 버스상에서 I/O 주소를 포지티브 디코딩하기 위해 브리지 유
닛의 보조 인터페이스를 인에이블시킴. SIOBR/SIOLR 주소 쌍내
의 주소는 브리지를 통해 전송됨. 역 디코딩은 디스에이블됨.

주소 변환 유닛

이하는 상기 메인 및 보조 PCI 버스와 로컬 버스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행하는 메카니즘의 설명이다.  상
기 인터페이스의 동작 모드, 셋업 및 구현에 대해서 설명된다.

개 요

상기 P2P 프로세서는 상기 PCI 버스와 상기 로컬 버스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2
개의 주소 변환 유닛(ATU)(43a/43b)과 하나의 메시지 전송 유닛(45)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ATU는 인
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주소 변환을 지원한다.  제1주소 변환 유닛은 메인 ATU(43a)라고 한다.  이 유닛은 
상기 메인 PCI 버스와 상기 로컬 버스사이에 직접 액세스를 제공한다.  보조 ATU(43b)라고 하는 제2주소 
변환 유닛은 상기 보조 PCI 버스와 상기 로컬 버스사이에 직접 액세스를 제공한다.  이 방법으로 두 ATU
를 사용하면 종래 기술에 비해 상당한 이점이 제공된다.

인바운드 트랜잭션 동안에, 상기 ATU는 PCI 주소(PCI 버스 마스터에 의해 개시됨)를 로컬 프로세서 주소
로 변환하고, 상기 로컬 버스상에서 데이타 전송을 개시한다.  아웃바운드 트랜잭션 중에, 상기 ATU는 로
컬 프로세서 주소를 PCI 주소로 변환하고 각각의 PCI 버스상에서 데이타 전송을 개시한다.

주소 변환 유닛과 메시지 전송 유닛은 상기 메인 PCI 버스상에서 단일의 PCI 장치로서 나타난다.  이들 
유닛은 총괄적으로 다중 기능 P2P 프로세서의 제2PCI 기능이다.  상기 ATU와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의 블
록도는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ATU와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의 기능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시된 모든 상기 유닛은 상기 
PCI 인터페이스(91),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93) 또는 이들 두 인터페이스로부터 볼 수 있는 메모리 맵 레
지스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ATU 데이타 흐름

상기 메인 ATU와 상기 보조 ATU는 상기 P2P 프로세서를 통해 양방향으로의 트랜잭션을 지원한다.  상기 
메인 ATU는 메인 PCI 버스상의 PCI 마스터가 상기 로컬 버스에 대해 트랜잭션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주
고, 그리고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상기 메인 PCI 버스에 대해 트랜잭션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
기 보조 ATU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상기 보조 PCI 버스상에서 그리고 보조 PCI 버스 마스터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PCI 버스상에서 개시되고 상기 로컬 버스에서 목표가 되는 트랜잭션은 인바운
드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상기 로컬 버스상에서 개시되고 PCI 버스에서 목표가 되는 트랜잭션은 아웃바운
드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ATU 주소 변환

상기 ATU는 적절한 버스에 대해 청구 및 변환할 주소를 결정하기 위해 주소 윈도우 기술을 구현한다.

상기 메인 ATU는 상기 메인 PCI 버스와 상기 로컬 버스사이에 데이타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방법으
로 상기 메인 ATU를  접속하면,  상기 보조 PCI  버스상의 어떠한 자원없이도 데이타 전송이 행해질 수 
있다.  상기 보조 ATU는 상기 보조 PCI 버스와 상기 로컬 버스사이에 데이타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상
기 보조 ATU는 보조 PCI 버스 마스터가 상기 로컬 버스와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들 트랜잭션은 보조 버스 마스터에 의해 개시되고 그리고 상기 메인 PCI 버스상에서 어떠한 대역폭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기 ATU 유닛은 다수의 PCI 사이클 종류의 인식과 발생을 가능하게 한다.  표 5에는 인바운드 ATU와 아
웃바운드 ATU에 의해 지원되는 PCI 명령어가 나타내어져 있다.  상기 인바운드 ATUDP 의해 행해지는 동작
의 종류는 상기 트랜잭션을 개시하는 (메인 버스 또는 보조 버스상의) 상기 PCI 마스터에 의해 결정된다. 
인바운드 트랜잭션의 청구는 프로그래밍된 인바운드 트랜잭션 윈도우내에 있는 주소에 따라 좌우된다. 상
기 아웃바운드 ATUDP 의해 행해지는 동작의 종류는 상기 로컬 주소와 고정 아웃바운드 윈도우 기술에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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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TU 명령어 지원  

 PCI 명령어 종류  인바운드 트랜잭션에 대해 청구
됨

 아웃바운드 트랜잭션에 의해 
발생됨

 I/O 판독  아니오  예 

 I/O 기록  아니오  예

 메모리 판독  예  예

 메모리 기록  예  예

 메모리 기록 및 무효화  예  아니오

 메모리 판독 라인  예  아니오

 메모리 판독 다중  예  아니오

 구성 판독  예  예

 구성 기록  예  예

 이중 주소 사이클  아니오  예

두 ATU는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에 의해 특정된 64 비트 주소 지정 확장을 지원한다.  이 64 비트 주
소 지정 확장은 아웃바운드 데이타 트랜잭션(즉,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개시된 데이타 전송) 전용이다.

인바운드 주소 변환

상기 ATU는 PCI 버스 마스터가 상기 로컬 버스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들 PCI 버스 마스터는 P2P 프로세서 메모리 맵 레지스터 또는 로컬 메모리 공간을 판독 또는 기록할 수 
있다.  PCI 버스 마스터들이 로컬 버스를 액세스하는 트랜잭션은 인바운드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인바운드 트랜잭션은 두 스텝을 포함하고 있다:

1. 주소 검출

·32  비트  PCI  주소가  인바운드  ATU(메인  또는  보조)에  대해  결정된  주소  윈도우내에  있는  지를 
결정한다.

· 고속 DEVSEL# 타이밍을 가지고 PCI 트랜잭션을 청구한다.

2. 주소 변환

· 32 비트 PCI 주소를 32 비트 로컬 주소로 변환한다.

상기 메인 ATU는 인바운드 주소 변환에 이하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 메인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레지스터

· 메인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

· 메인 인바운드 ATU 변환 값 레지스터

상기 보조 ATU는 인바운드 주소 변환에 이하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 보조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레지스터

· 보조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

· 보조 인바운드 ATU 변환 값 레지스터

변환에 의해, 메인 인바운드 ATU 주소는 메인 PCI 주소가 되고 보조 인바운드 ATU 주소는 보조 PCI 주소
가 된다.  주소가 상기 ATU와 브리지에 의해 청구될 수 있는 경우에, 상기 인바운드 ATU PCI 인터페이스
가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된다.

인바운드 주소 검출은 상기 32 비트 PCI 주소, 상기 기본 주소 레지스터 및 상기 제한 레지스터에 의해 
결정된다.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은,

If(PCI Address ＆ Limit Register == Base Register) then the PCI Address is claimed by the Inbound 
ATU

입력된 32 비트 PCI 주소는 해당 인바운드 제한 레지스터와 비트형 AND 연산된다.  이 결과가 상기 기본 
레지스터와 일치하면, 상기 인바운드 PCI 주소는 상기 인바운드 변환 윈도우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검출되
고 그리고 상기 ATU에 의해 청구된다.

상기 트랜잭션이 일단 청구되면, 상기 IAQ내의 주소는 32 비트 PCI 주소로부터 32 비트 로컬 프로세서 주
소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 변환을 위한 알고리즘은,

Local Address = (PCI Address ＆ ∼ Limit Register) | Value Register

입력된 32 비트 PCI 주소는 먼저 상기 제한 레지스터의 비트형 반전과 비트형 AND 연산된다.  이때, 이 
결과는 상기 값 레지스터와 비트형 OR 연산되고, 그 결과가 상기 로컬 주소이다.  이 변환 메카니즘은 인
바운드 구성 판독과 기록을 제외한 모든 인바운드 메모리 판독 및 기록 명령어에 사용된다.  동일한 물리
적 로컬 주소에 대한 다수의 PCI 주소의 주소 에어라이징은 해당 제한 레지스터와 일치하는 경계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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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드 값 레지스터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지만, 이것은 응용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아웃바운드 주소 변환

인바운드 변환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외에, 상기 ATU는 로컬 프로세서 개시 사이클을 상기 PCI 
버스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이것은 아웃바운드 주소 변환으로 알려져 있다.  아웃
바운드 트랜잭션은 상기 PCI 버스중 하나의 버스(메인 버스 또는 보조 버스)에서 목표가 된 프로세서 판
독 또는 기록이다.  상기 ATU 로컬 버스 슬레이브 인터페이스는 로컬 프로세서 버스 사이클을 청구하고 
상기 로컬 프로세서를 위해 상기 PCI 버스 상에서 상기 사이클을 완료하게 된다. 상기 메인 ATU와 보조 
ATU는 두가지 상이한 아웃바운드 변환 모드를 지원한다:

· 주소 변환 윈도우

· 직접 주소 지정 윈도우

확장 ROM 변환 유닛

상기 메인 인바운드 ATU는 확장 ROM을 포함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주소 범위(기본/제한 레지스터 쌍에 
의해 결정됨)을 지원한다.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는 확장 ROM 포맷 및 사용법에 관해 상세한 것을 
제공한다.

확장 ROM으로부터의 초기화 코드는 해당 장치를 초기화하기 위해 파워업 시퀀스 동안에 호스트 프로세서
에 의해 한번 실행되게 된다.  상기 코드는 실행 후 폐기될 수 있다.

상기 인바운드 메인 ATU는 인바운드 변환 윈도우처럼 동작하는 인바운드 확장 ROM 윈도우를 지원하게 된
다.  상기 확장 ROM 윈도우로부터의 판독은 상기 로컬 버스측으로 그리고 상기 메모리 제어기측으로 전송
되게 된다.  주소 변환 알고리즘은 인바운드 변환의 경우와 같다.  2개의 상이한 ROM 폭, 즉 8비트와 32 
비트가 지원된다.  ATUCR의 확장 ROM 폭 비트는 상기 확장 ROM의 물리적 구성을 반영하기 위해 상기 소프
트웨어에 의해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이 비트는 상기 ATU가 상기 확장 ROM을 액세스하는 방법을 결정
해 준다(이하 참조). 

상기 인바운드 ATU는 이하의 기능을 수행한다:

· 상기 메인 ATU는 상기 확장 ROM 윈도우에 대한 "적중(hit)"을 검출한다.

· 상기 메인 ATU는 ERTVR과 ERLR을 이용하여 (IAQ에서) 주소를 변환한다.

· 8 비트 장치를 수용하기 위해, 상기 인바운드 ATU는 메인 PCI 버스측으로 하나의 32 비트 값을 복귀시
키기 위해 상기 로컬 버스상에서 4가지의 별개의 판독을 수행한다.  각각의 판독은 바이트 주소로서 사용
된 바이트 인에이블 BE1:0#을 가지고 있는 8 비트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판독은 메인 ATU내에 
포함되어 있는 (AD7:0 바이트 레인(lane)상의) 패키징 하드웨어측으로 하나의 데이타 바이트를 복귀시킨
다. 

· 상기 P2P 메모리 제어기는 상기 메인 ATU로부터의 각각의 로컬 버스 요구에 응답하여 한가지의 판독을 
수행한다.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8 비트 장치를 액세스하므로,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8 비트 사이클로 8 
비트 판독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바이트 인에이블을 기초로) 적절한 데이타 레인상에
서 데이타를 복귀시키게 된다.

· 상기 ATU내의 패키징 하드웨어는 4개의 사이클이 완료될 때 (지연된 판독 트랜잭션으로부터의) 상기 
전체 32 비트 워드를 상기 메인 PCI 버스측으로 복귀시키게 된다. 상기 패키징 하드웨어는 바이트들이 올
바른 레인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메인 PCI 버스가 4 바이트 이하를 요구하면, 상기 메인 ATU는 수용을 위해 바이트 판독의 수를 조절
한다.  로컬 버스 정렬되지 않은 액세스는 정렬된 경계까지의 판독을 가능하게 한다.

레지스터 정의

각각의 PCI 장치는 자기 자신의 별개의 구성 주소 공간과 구성 레지스터를 구현한다.  상기 PCI 로컬 버
스 사양서 개정판 2.1은 상기 구성 공간이 미리 결정된 헤더 포맷에 첨부되는 제1의 64 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256 바이트 길이가 될 것을 필요로 한다.  

상기 메인 ATU와 보조 ATU는 상기 메인 인터페이스상에서 종류 0 구성 명령을 통해 프로그래밍된다.  보
조 ATU 프로그래밍은 보조 인바운드 구성 사이클을 통해 가능하다.  상기 ATU 및 메시지 전송 구성 공간
은 P2P 프로세서 다중 기능 PCI 장치의 기능 번호 1이다.

필요한 64 바이트 헤더 포맷이상으로, 상기 ATU 및 메시지 전송 유닛 구성 공간은 유닛 기능의 지원으로 
확장된 레지스터 공간을 구현한다.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는 구성 레지스터 공간의 액세스 및 프로
그래밍에 관한 상세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구성 공간은 미리 결정된 포맷으로 배열되어 있는 8,  16,  24,  및  32  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표 6에는 PCI 기능 1 구성 주소 공간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레지스터가 요약되어 있다.  

각의 레지스터는 기능, 액세스 종류(판독/기록, 판독/클리어, 판독 전용) 및 리세트 디폴트 조건으로 설
명되어 있다.   각각의 레지스터용의 PCI  레지스터 개수는 표 6에 주어져 있다.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액티브 IDSEL 또는 메모리 맵 로컬 프로세서 액세스로 상기 메인 또는 보조 버스상의 종류 0 구성 
명령은 이들 레지스터를 판독 또는 기록하는데 필요하다.

[표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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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환 유닛 PCI 구성 레지스터 요약

 레지스터명  레지스
터의 비트 
크기

 PCI 구성 사이
클 레지스터 수

로컬 프로세서 사이
클 주소 오프셋

 ATU 공급자 ID  16  0  00H

 ATU 장치 ID  16  0  02H

 메인 ATU 명령 레지스터  16  1  04H

 메인 ATU 상태 레지스터   8  1  06H

 ATU 변환 ID  24  2  08H

 ATU 분류 코드   8  2  09H

 ATU 캐시라인 크기   8  3  0CH

 ATU 대기시간 타이머   8  3  0DH

 ATU 헤더 종류   8  3  0EH

 BIST 레지스터  32  3  0FH

 메인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32  4  10H

 예약됨  32  5  14H

 예약됨  32  6  18H

 예약됨  32  7  1CH

 예약됨  32  8  20H

 예약됨  32  9  24H

 예약됨  32  10  28H

 예약됨  32  11  2CH

 확장 ROM 기본 주소  32  12  30H

 예약됨  32  13  34H

 예약됨  32  14  38H

 ATU 인터럽트 라인   8  15  3CH

 ATU 인터럽트 핀   8  15  3DH

 ATU 최소 보장   8  15  3EH

 ATU 최대 대기 시간   8  15  3FH

 메인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  32  16  40H

 메인 인바운드 ATU 변환값 레지스터  32  17  44H

 보조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레지스터  32  18  48H

 보조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  32  19  4CH

 보조 인바운드 ATU 변환 값 레지스터  32  20  50H

 메인 아웃바운드 메모리 윈도우 값 레지
스터

 32  21  54H

 예약됨  32  22  58H

 메인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레지스터  32  23  5CH

 메인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레지스
터

 32  24     60H

 메인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
스터

 32  25  64H

 보조 아웃바운드 메모리 윈도우 값 레지
스터

 32  26  64H

 보조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레지스터  32  27  6CH

 예약됨  32  28  70H

 확장 ROM 제한 레지스터  32  29  74H

 확장 ROM 변환 값 레지스터  32  30  78H

 예약됨  32  31  7CH

 예약됨  32  32  80H

 예약됨  32  33  84H

 ATU 구성 레지스터  32  34  88H

 예약됨  32  35  8CH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32  36  90H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32  37  94H

 보조 ATU 명령 레지스터  32  38  98H

 보조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레지스
터

 32  39  9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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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아웃 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
지스터

 32  40  A0H

[표 6aa]

 메인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주소 레지
스터

 32  41  A4H

 보조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주소 레지
스터

 32  42  A8H

 메인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데이타 레
지스터

 32  PCI 구성 공간에
서 이용 불가

 ACH

 보조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데이타 레
지스터

 32  PCI 구성 공간에
서 이용 불가

 B0H

 예약됨  32  45  B4H

 예약됨  32  46  B8H

 예약됨  32  BCH

 예약됨  32  C0H

상기 ATU 최대 대기 시간 레지스터를 통한 상기 ATU 제공자 ID 레지스터의 비트들은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의 정의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메인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 - PIALR

이 메인 인바운드 주소 변환은 (상기 메인 PCI 버스로부터 생긴) 상기 PCI 버스로부터 상기 로컬 버스측
으로 행해지는 데이타 전송 동안에 행해진다. 상기 주소 변환 블록은 상기 PCI 주소를 로컬 프로세서 주
소로 변환한다.  모든 데이타 전송은 직접 변환되며, 따라서 데이타 전송을 개시하는 버스 마스터는 다수
의 데이타 전송으로의 비정렬 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  상기 바이트는 어느 데이타 경로가 유효한 지를 
특정할 수 있다.  

상기 메인 인바운드 변환 기본 주소는 "메인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레지스터 - PIABAR"에 특정되어 있
다.  블록 크기 요건을 결정할 때, 상기 메인 변환 제한 레지스터는 상기 메인 기본 주소 레지스터에 블
록 크기 요건을 제공한다.  주소 변환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나머지 레지스터들은 "인바운드 주소 변
환"을 참조하여 위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 값 레지스터내의 프로그래밍된 값은 상기 기본 주소 레지스터에서 발견된 프로그래밍
된 값과 자연스럽게 정렬되어야 한다.  상기 제한 레지스터는 마스크로서 사용되게 되며, 따라서 상기 로
컬 프로세서 값 레지스터에 프로그래밍된 보다 낮은 주소 비트들은 무효 비트가 된다.  상기 PCI 로컬 버
스 사양서는 기본 주소 레지스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7a]

메인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 - PIL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4  0000000H  판독 전용  메인 인바운드 변환 제한 - 이 비트는 메인 ATU 변환 유닛
에 필요한 메모리의 블록 크기를 결정하는 재판독 값임.

 03:00  00002  판독 전용  예약됨

메인 인바운드 ATU 변환 값 레지스터 - PIATVR

이 메인 인바운드 ATU 변환 값 레지스터(PIATVR)는 메인 PCI 버스 주소를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로컬 주소
를 포함하고 있다.  변환된 주소는 메인 인바운드 ATU 주소 변환의 결과로서 상기 로컬 버스상에서 구동
되게 된다.

[표 7b]

메인 인바운드 ATU 변환 값 레지스터 - PIAT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800H  판독 전용  메인 인바운드 ATU 변환 값 - 이 레지스터는 메인 PCI 주
소를 로컬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값을 포함하고 
있음. 메인 인바운드 주소 변환 값은 로컬 버스상에서 워드 
정렬되어야 함. 상기 디폴트 주소는 내부 P2P 메모리 맵 레
지스터에 대한 변환 유닛 액세스를 가능하게 함.

 01:00  002  판독 전용  예약됨

보조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레지스터 - SIA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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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조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레지스터(SIABAR)는 상기 보조 인바운드 변환 윈도우가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의 블록을 정의한다.  상기 인바운드 ATU는 상기 로컬 메모리에의 맵핑을 위해 변환된 주소로 상기 
로컬 버스에 대한 버스 요구를 디코딩 및 전송하게 된다. 상기 SIABAR은 상기 기본 주소를 정의하고 필요
한 메모리의 블록의 크기를 설명한다.  상기 기본 주소 레지스터에 미치는 효과는 FFFF.FFFFH의 값이 상
기 SIABAR에 기록될 때 상기 레지스터로부터의 다음 판독이 상기 SIABAR로부터의 데이타가 아닌 상기 메
인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SIALR)로부터의 데이타를 복귀시킨다는 점이다.  

상기 기본 주소 레지스터내의 상기 프로그래밍된 값은 주소 정렬을 위해 PCI 프로그래밍 요건을 따라야 
한다.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는 기본 주소 레지스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7c]

보조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레지스터 - SIBAD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4  XXXXXXXH  판독/기록  보조 변환 기본 주소 - 이들 비트는 보조 변환 기능이 보조 
PCI 버스로부터 주소 지정될 때에 응답해야 하는 실제 위치를 
정의함. 디폴트 블록 크기는 미결정 상태임.

 03  12  판독 전용  프리페치 가능 지시기 - 이 비트는 메모리 공간을 프리페치 
가능 공간으로서 정의함.

 02:01  002  판독 전용  주소 형태 - 이들 비트는 메모리 블록이 위치될 수 있는 장
소를 결정함. 기본 주소는 주소 공간의 제1의 4 기가 바이트
의 아무 장소에 위치되어야 함. 

 00  02  판독 전용  메모리 공간 지시기 - 이 비트 필드는 레지스터 내용이 메모
리 또는 I/O 공간 기본 주소를 설명함을 보여 줌. ATU는 I/O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비트는 0이 되어야 함.

보조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 -SIALR

보조 인바운드 주소 변환은 상기 보조 PCI 버스로부터 상기 로컬 버스측으로 행해지는 데이타 전송 동안
에 행해진다.  상기 주소 변환 블록은 상기 PCI 주소를 로컬 프로세서 주소로 변환한다.  모든 데이타 전
송은 직접 변환되며, 따라서 상기 데이타 전송을 개시한 버스 마스터는 다수의 데이타 전송으로의 비정렬 
전송을 차단하다.  상기 바이트 인에이블은 어느 데이타 경로가 유효한 지를 특정한다.

블록 크기 요건을 결정할 때, 상기 보조 변환 제한 레지스터는 상기 보조 기본 주소 레지스터에 블록 크
기 요건을 제공한다.  주소 변환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나머지 레지스터들은 "인바운드 주소 변환"을 참
조하여 위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 값 레지스터내의 프로그래밍된 값은 상기 기본 주소 레지스터에서 발견된 프로그래밍
된 값과 자연스럽게 정렬되어야 한다.  상기 제한 레지스터는 마스크로서 사용되게 되며, 따라서 상기 로
컬 프로세서 값 레지스터에 프로그래밍된 보다 낮은 주소 비트들은 무효 비트가 된다. 

[표 7d]

보조 인바운드 ATU 제한 레지스터 - SIAL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4  0000000H  판독 전용  보조 인바운드 ATU 제한 - 이 비트는 보조 ATU 변환 유닛
에 필요한 메모리 블록 크기를 결정하는 판독 블록 값이다.

 03:00  00002  판독 전용  예약됨

보조 인바운드 ATU 변환 값 레지스터 - SIATVR

이 보조 인바운드 ATU 변환 값 레지스터(SIATVR)는 보조 PCI 버스 주소를 로컬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되
는 로컬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소는 보조 인바운드 ATU 주소 변환의 결과로서 상기 로컬 버스상에
서 구동되게 된다.

[표 7e]

보조 인바운드 변환 ATU 값 레지스터 - SIAT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800H  판독 전용  보조 인바운드 ATU 변환 값 - 이 값은 보조 PCI 주소를 로
컬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됨. 보조 인바운드 주소 변환 값
은 로컬 버스상에서 워드 정렬되어야 함. 상기 디폴트 주소
는 내부 P2P 레지스터에 대한 변환 유닛 액세스를 가능하게 
함.

 01:00  002  판독 전용  예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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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아웃바운드 메모리 윈도우 값 레지스터 - POMWOVR

이 메인 아웃바운드 메모리 윈도우 값 레지스터(POMWOVR)는 아웃바운드 변환을 위해 로컬 주소를 변환하
는데 사용되는 메인 PCI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소는 메인 아웃바운드 ATU 주소 변환의 결과로서 
상기 메인 PCI 버스상에서 구동되게 된다.

메인 메모리 윈도우 0은 8 메가 바이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로컬 프로세서 주소 8000.000H에서부터 
807F.FFFFH까지이다.

[표 7f]

메인 아웃바운드 메모리 윈도우 값 레지스터 - POMWO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000H  판독/기록  메인 아웃바운드 MW 값 - 이 값은 로컬 주소를 PCI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됨.

 01:00  002  판독 전용  버스트 순서 - 이 비트 필드는 메모리 버스트 동안에 주소 
시퀀스를 보여 줌. 모든 목표는 개시자가 버스트 전송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 주소 지정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해 
주소 비트의 상태 0과 1를 검사해야 함. 

(002) 버스트 동안에 선형 또는 순차적인 주소 지정 시퀀스. 

메인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레지스터 - POIOWVR

이 메인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레지스터(POIOWVR)는 ATU가 로컬 버스 액세스를 변환하게 되는 메인 
PCI I/0 판독 또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메인  I/O  윈도우는  64  킬로  바이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로컬  주소  8200.000H에서부터 
8200.FFFFH까지이다.

[표 7g]

메인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레지스터 - POIOW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000H  판독/기록  메인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 이 값은 로컬 주소를 PCI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됨.

 01:00  002  판독 전용  버스트 순서 - 이 비트 필드는 메모리 버스트 동안에 주소 
시퀀스를 보여 줌. 모든 목표는 개시자가 버스트 전송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 주소 지정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해 
주소 비트의 상태 0과 1를 검사해야 함. 

(002) 버스트 동안에 선형 또는 순차적인 주소 지정 시퀀스. 

메인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레지스터 - PODWVR

이 메인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레지스터(PODWVR)는 로컬 주소를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메인 PCI DAC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소는 메인 아웃바운드 ATU 주소 변환의 결과로서 상기 메인 PCI 버스상에서 
구동되게 된다.  이 레지스터는 메인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스터와 함께 사용된다.

상기 메인 DAC 윈도우는 8 메가 바이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로컬 주소 8080.000H에서부터 80FF.FFFFH
까지이다.

[표 7h]

메인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레지스터 - PODW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000H 판독/기록  메인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 이 값은 로컬 주소를 PCI 주
소로 변환하는데 메인 ATU에 의해 사용됨.

01:00 02 판독 전용  버스트 순서 - 이 비트 필드는 메모리 버스트 동안에 주소 시퀀
스를 보여 줌. 모든 목표는 개시자가 버스트 전송 동안에 사용하
고자 하는 메모리 주소 지정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해 주소 비트
의 상태 0과 1을 검사해야 함. (002) 상기 버스트 동안에 선형 또

는 순차적 주소 지정 시퀀스 

메인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스터 - POUDR

이 메인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스터(POUDR)는 이중 주소 사이클 동안에 사용된 주소의 상위 
32 비트를 정의한다.  이에 따라 상기 메인 아웃바운드 ATU는 상기 64비트 호스트 주소 공간내의 어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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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접 주소 지정할 수 있다.

[표 7i]

메인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스터 - POUD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0 0000.0000H 판독/기록  이들 비트는 이중 주소 사이클(DAC) 동안에 구동되는 주소의 
상위 32 비트를 정의함. 

보조 아웃바운드 메모리 윈도우 값 레지스터 - SOMWVR

이 보조 아웃바운드 메모리 윈도우 값 레지스터(SOMWVR)는 아웃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로컬 주소를 변환
하는데 사용되는 보조 PCI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소는 상기 보조 아웃바운드 ATU 주소 변환의 결
과로서 상기 보조 PCI 버스상에서 구동되게 된다.

상기  보조  메모리  윈도우는  8  메가  바이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로컬  주소  8100.000H에서부터 
817F.FFFFH까지이다.

[표 7j]

보조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값 레지스터 - SODW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000H 판독/기록 보조 아웃바운드 메모리 윈도우 값 - 이 값은 로컬 주소를 PCI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됨. 

 01:00  002 판독 전용  버스트 순서 - 이 비트 필드는 메모리 버스트 동안에 주소 시
퀀스를 보여 줌. 모든 목표는 개시자가 버스트 전송 동안에 사
용하고하 하는 메모리 주소 지정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해 주소 
비트의 상태 0과 1을 검사해야 함. (002) 상기 버스트 동안에 

선형 또는 순차적인 주소 지정 시퀀스. 

보조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레지스터 - SOIOWVR

이 보조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레지스터(SOIOWVR)는 로컬 주소를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보조 PCI I/O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소는 상기 보조 아웃바운드 ATU 주소 변환의 결과로서 상기 보조 PCI 버스
상에서 구동되게 된다.

상기 ATUCR의 상기 보조 PCI 부트 모드 비트가 세트되면, 이 레지스터는 FE00.0000H 내지 FFFF.FFFFH의 
영역을 액세스하는 로컬 주소를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이 비트가 클리어되면, 이 레지스터는 8201.0000H
에서부터 8201.FFFFH까지의 보조 I/O 윈도우를 액세스하는 로컬 주소를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보조  I/O  윈도우는  64  킬로  바이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로컬  주소  8201.0000H에서부터 
8201.FFFFH까지이다.

[표 7k]

메인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레지스터 - POIOW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000H 판독/기록  보조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 이 값은 로컬 주소를 PCI 주소
로 변환하는데 사용됨. 

 01:00  002 판독 전용  버스트 순서 - 이 비트 필드는 메모리 버스트 동안에 주소 시퀀스
를 보여 줌. 모든 목표는 개시자가 버스트 전송 동안에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 주소 지정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해 주소 비트의 상태 
0과 1을 검사해야 함. (002) 상기 버스트 동안에 선형  또는 순차적

인 주소 지정 시퀀스. 

확장 ROM 제한 레지스터 - ERLR

이 확장 ROM 레지스터(ERLR)는 상기 메인 ATU가 확장 ROM 주소 공간으로서 정의하게 되는 주소의 블록 크
기를 정의한다.  이 블록 크기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로부터의 값을 상기 ERLR에 기록함으로써 프로그래밍
된다.   이  프로그래밍된  가능  값의  범위는  2  킬로  바이트(FFFF.F800H)에서부터  16  메가 바이트
(FF00.0000H)까지이다.

[표 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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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ROM 제한 레지스터 - ERL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11 000000H 판독 전용  확장 ROM 제한 - 확장 ROM 변환 유닛에 필요한 메모리의 블록 크
기. 디폴트 값은 0이며, 이는 확장 ROM 주소 공간이 없음을 
의미함.

10:00  000H 판독 전용  예약됨

확장 ROM 변환 값 레지스터 - ERTVR

이 확장 ROM 변환 값 FP지스터는 상기 메인 ATU가 상기 메인 PCI 버스 액세스를 변환하게 되는 로컬 주소
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소는 상기 메인 확장 ROM 주소 변환의 결과로서 상기 로컬 버스상에서 구동되게 
된다.

[표 7m]

확장 ROM 변환 값 레지스터 - ERT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000H 판독 전용  확장 ROM 로컬 프로세서 변환 값 - 이 값은 확장 ROM 액세스를 위해 
PCI 주소를 로컬 주소로 변환하는데 사용됨. 확장 ROM 주소 변환 값
은 로컬 버스상에 워드 정렬되어야 함.

 01:00  002 판독 전용  예약됨

ATU 구성 레지스터 - ATUCR

이 ATU 구성 레지스터는 도어벨 레지스터에 의해 발생된 인터럽트를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하기 위해 제
어 비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레지스터는 또한 메인 아웃바운드 변환 유닛과 보조 아웃바운드 변환 유닛
으로부터의 아웃바운드 주소 변환을 제어하고 그리고 확장 ROM 폭을 위한 비트를 포함하고 있다.

[표 7n]

ATU 구성 레지스터 - ATUC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12 00000H 판독 전용  예약됨

 11  02 판독/기록 보조 PCI 부트 모드 - 세트되면, 보조 ATU는 FE000000H에서부터 FFFFFFFF
H까지의 범위내의 주소를 가지고 모든 로컬 버스 액세스를 청구함. 이에 
따라 로컬 프로세서는 보조 PCI 버스로부터 부트할 수 있음. 변환 알고리
즘은 이 모드에서 보조 아웃바운드 I/O 윈도우 값 레지스터를 이용하게 
됨.

 10  02 판독전용  예약됨

 09  02 판독전용  예약됨

 08  02 판독/기록 직접 주소 지정 인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상기 ATU를 통해 직접 주
소 지정을 할 수 있음. 0000.1000H와 07FFF.FFFFH사이의 주소를 가지고 있
는 로컬 버스 사이클은 주소 변환 없이 자동적으로 PCI 버스측으로 
전송됨. 직접 주소 지정 변환을 청구한 상기 ATU는 보조 직접 주소 지정 
선택 비트의 상태에 따라 좌우됨.

 07  02 판독/기록  보조 직접 주소 지정 선택 - 이 비트가 세트되면, 직접 주소 지정 아웃바
운드 변환은 보조 ATU를 통해 보조 PCI 버스측으로 전송됨. 클리어되면, 
직접 주소 지정은 메인 ATU와 메인 PCI 버스를 이용함. 직접 주소 지정 인
에이블 비트는 직접 주소 지정을 인에이블하기 위해 세트되어야 함.

 06  02 판독/기록  확장 ROM 폭 - 클리어되면, 이 비트는 8 비트 확장 ROM이 사용중임을 나
타냄. 세트되면, 이 비트는 32 비트 확장 ROM이 사용중임을 나타냄. 이 비
트는  DRBAR의 주소 디코드 인에이블(비트 0)과 함께 사용됨.

 05  02 판독/기록  보조 ATU PCI 오류 인터럽트 인에이블 - 이 비트는 보조 ATU 인터럽트 상
태 레지스터의 비트 4:0에 대해 마스크의 역할을 함. 이 비트가 세트되면, 
이들 비트중 어느 비트가 SATUISR에 세트될 때 로컬 프로세서에 대해 인버
터가 인에이블됨. 이 비트가 클리어되면 상기 인터럽트는 디스에이블됨.

 04  02 판독/기록  메인 ATU PCI 오류 인터럽트 인에이블 - 이 비트는 메인 ATU 인터럽트 상
태 레지스터의 비트 4:0에 대해 마스크의 역할을 함. 이 비트가 세트되면, 
이들 비트중 어느 비트가 PATUISR에 세트될 때 로컬 프로세서에 대해 인버
터가 인에이블됨. 이 비트가 클리어되면 상기 인터럽트는 디스에이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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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02 판독/기록  ATU BIST 인터럽트 인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시작 BIST 비트가 
ATUBISTR 레지스터에 세트될 때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대해 인터럽트가 인
에이블됨. 이 비트는 또한 상기 ATUBISTR 레지스터에서 BIST 가능 비트 7
로서 반영됨.

 02  02 판독/기록  보조 아웃바운드 ATU 인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보조 아웃바운드 주
소 변환 유닛이 인에이블됨. 클리어되면 보조 아웃바운드 ATU가 디스에이
블됨.

 01  02 판독/기록  메인 아웃바운드 ATU 인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메인 아웃바운드 주
소 변환 유닛이 인에이블됨. 클리어되면 메인 아웃바운드 ATU가 디스에이
블됨.

 00  02 판독/기록  도어벨 인터럽트 인에이블 - 세트되면, 이 비트는 모든 인바운드 도어벨 
기록용의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를 발생하기 위해 메시지 전송 유닛이 인
에이블됨. 클리어되면, 인터럽트는 발생되지 않음.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PATUISR

이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는 메인 ATU 또는 도어벨 인터럽트의 소스를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게 
통보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 레지스터는 P2P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유닛에 대한 인터럽트의 소스를 클
리어하기 위해 기록된다.  이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는 PCI로부터의 판독 전용이고 로컬 버스로부터의 기
록/클리어용이다.

비트 4:0은 (각각) 상기 메인 ATU 상태 레지스터의 비트 8과 비트 14:11의 직접적인 반영이다(이들 비트
는 하드웨어에 의해 동시에 세트되지만 독립적으로 클리어될 필요가 있음).  비트 6:5는 메모리 제어기와 
관련된 오류에 의해 세트된다.  비트 8은 소프트웨어 BIST용이고 비트 10:9는 메시지 전송 유닛용이다.  
메인 ATU 인터럽트 또는 도어벨 인터럽트를 일으키는 조건은 이 레지스터내의 적절한 비트에 1을 기록함
으로써 클리어된다.

[표 7o]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PATUIS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11 000000
H

 판독 전용  예약됨

 10  02  판독 전용  예약됨

 09  02  판독 전용  예약됨

 08  02 판독/클리어 ATU BIST 인터럽트 - 이 비트가 세트되면, 호스트 프로세서는 시작 
BIST, ATUBISTR 레지스터의 비트 6, 및 ATU BIST 인터럽트 인에이블
을 세트시키고, ATUCR 레지스터의 비트 12는 인에이블됨. 로컬 프로
세서는 소프트웨어 BIST를 개시할 수 있고, 상기 ATUBISTR 레지스터
의 비트[3:0]에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음.

 07  02 판독 전용  예약됨

 06  02 판독/클리어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결함 - 이 비트는 메모리 제어기가 메모리 결
함을 검출하고 메인 ATU가 그 트랜잭션의 마스터인 때 세트됨.  

 05  02 판독/클리어  로컬 프로세서 버스 결함 - 이 비트는 메모리 제어기가 버스 결함을 
검출하고 메인 ATU가 트랜잭션의 마스터인 때 세트됨.   

 04  02 판독/클리어  P_SERR# 공급됨 - 이 비트는 P_SERR#이 PCI 버스상에 공급되면 세트
됨.

 03  02 판독/클리어  PCI 마스터 중지 - 이 비트는 ATU 마스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개시된 
트랜잭션이 마스터 중지로 종료될 때마다 세트됨.

 02  02 판독/클리어  PCI 목표 중지(마스터) - 이 비트는 ATU 마스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개시된 트랜잭션이 마스터 중지로 종료될 때마다 세트됨.

 01  02 판독/클리어  PCI 목표 중지(목표) - 이 비트는 목표의 역할을 하는 ATU 인터페이
스가 목표 중지로 PCI 버스상에서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마다 세트됨.

 00  02 판독/클리어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 ATU 인터페이스는 이하의 3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이 비트를 세트시킴:

1) 버스 에이전트가 P_PERR# 자체를 공급하거나 공급된 P_PERR#을 감
시함.

2) 비트를 세트시키는 에이전트가 오류가 발생한 동작에 대해 버스 
마스터의 역할을 함.

3) 패리티 오류 응답 비트(명령 레지스터)가 세트됨. 이 비트는 
PATUSR의 비트 8에 대해 판독/클리어 동작을 수행하는 호스트 프로세
서에 의해 클리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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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SATUISR

이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는 보조 ATU 인터럽트의 소스를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통지하는데 사
용된다.  또한, 이 레지스터는 상기 P2P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유닛에 대해 인터럽트의 소스를 클리어시키
기 위해 기록된다.  이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는 PCI로부터의 판독 전용이고 로컬 버스로부터의 판독/클리
어용이다.

보조 ATU 인터럽트를 일으키는 조건은 이 레지스터내의 적절한 비트에 1을 기록함으로써 클리어된다.

[표 7p]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SATUIS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7 0000000H  판독 전용  예약됨

 06  02 판독/클리어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결함 - 이 비트는 메모리 제어기가 메모리 
결함을 검출하고 보조 ATU가 트랜잭션의 마스터인 때 세트됨.  

 05  02 판독/클리어  로컬 프로세서 버스 결함 - 이 비트는 메모리 제어기가 버스 결함
을 검출하고 보조 ATU가 트랜잭션의  마스터인 때 세트됨.   

 04  02 판독/클리어  P_SERR# 공급됨 - 이 비트는 P_SERR#이 PCI 버스상에 공급되면 세
트됨.

 03  02 판독/클리어  PCI 마스터 중지 - 이 비트는 ATU 마스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개시
된 트랜잭션이 마스터 중지로 종료될 때마다 세트됨.

 02  02 판독/클리어  PCI 목표 중지(마스터) - 이 비트는 ATU 마스터 인터페이스에 의
해 개시된 트랜잭션이 마스터 중지로 종료될 때마다 세트됨.

 01  02 판독/클리어  PCI 목표 중지(목표) - 이 비트는 목표의 역할을 하는 ATU 인터페
이스가 목표 중지로 PCI 버스상에서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마다 세
트됨.

 00  02 판독/클리어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 보조 ATU 인터페이스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이 비트를 세트시킴:

1) 버스 에이전트가 P_PERR# 자체를 공급하거나 공급된 P_PERR#을 
감시함.

2) 비트를 세트시키는 상기 에이전트가 오류가 발생한 동작에 대해 
버스 마스터의 역할을 함.

3) 패리티 오류 응답 비트(명령 레지스터)가 세트됨. 이 비트는 
PATUSR의 비트 8에 대해 판독/클리어 동작을 수행하는 호스트 프로
세서에 의해 클리어됨.

보조 ATU 명령 레지스터 - SATUCMD

이 보조 ATU 명령 레지스터의 비트는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의 정의에 첨부되어 있으며 대부분으로 
경우에 상기 보조 PCI 버스상에서의 상기 장치의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표 7q]

보조 ATU 명령 레지스터 -SATUCMD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10 000000H 판독 전용  예약됨

 09  02 판독/기록  고속 백 투 백(Fast Back to Back) 인에이블 - 이 비트가 클리어되면 
보조 ATU 인터페이스는 버스상에서 고속 백 투 백 사이클을 발생할 수 
없음.

 08  02 판독/기록  S_SERR# 인에이블 - 이 비트가 클리어되면, 보조 ATU 인터페이스는 
PCI 인터페이스상에서 S_SERR#를 공급할 수 없음.

 07  02 판독 전용  대기 사이클 제어 - 주소/데이타 스텝핑(stepping)을 제어함. 구현되
지 않으며 예약된 비트 필드

 06  02 판독/기록  패리티 검사 인에이블 - 이 비트가 세트되면 보조 ATU 인터페이스는 
패리티 오류가 검출될 때 정상 동작을 취해야 함. 이 비트가 클리어되
면, 패리티 검사는 디스에이블됨.

 05  02 판독 전용 VGA 팔레트 스누프 인에이블 - 보조 ATU 인터페이스는 I/O 기록을 지
원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VGA 팔레트 스누핑을 수행하지 않음.

 04  02 판독 전용  메모리 기록 및 무효 인에이블 - 응용 불가. 구현되지 않으며 예약된 
비트 필드

 03  02 판독 전용  특수 사이클 인에이블 - ATU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수 
사이클 명령에 응답하지 않음. 응용 불가. 구현되지 않으며 예약된 비
트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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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02 판독/기록  버스 마스터 인에이블 - 보조 ATU 인터페이스는 PCI 버스상에서 마스
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0의 값은 상기 장치의 
PCI 액세스 발생을 디스에이블시킴. 1의 값은 상기 장치가 버스 마스
터의 역할을 하도록 해 줌. 이 인에이블 비트는 또한 DMA 채널 0과 1
의 마스터 인터페이스를 제어함. 이 비트는 PCI 버스상에서 DMA 전송
을 개시하기 전에 세트되어야 함.

 01  02 판독/기록  메모리 인에이블 - PCI 메모리 주소에 대한 보조 ATU 인터페이스의 
응답을 제어함. 이 비트가 클리어되면 ATU는 PCI 버스상에서 어떠한 
메모리 액세스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음.

 00  02 판독 전용  I/O 공간 인에이블 - 메인측에서 I/O 트랜잭션에 대한 ATU 인터페이
스 응답을 제어함. 구현되지 않으며 예약된 비트 필드

보조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레지스터 - SODWVR

이 보조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레지스터(SODWVR)는 로컬 주소를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보조 PCI DAC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소는 보조 아웃바운드 ATU 주소 변환의 결과로서 보조 PCI 버스상에서 구동
된다.  이 레지스터는 상기 보조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스터와 함께 사용된다.  

상기 보조 DAC 윈도우는 8 메가 바이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로컬 프로세서 주소 8180.000H에서부터 
81FF.FFFFH까지이다.

[표 7r]

메인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레지스터 - PODWV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2 00000000H 판독/기록 보조 아웃바운드 DAC 윈도우 값 - 이 값은 로컬 주소를 PCI 주소로 
변환하는데 보조 ATU에 의해 사용됨.  

 01:00  002 판독 전용  버스트 순서 - 이 비트 필드는 메모리 버스트 동안에 주소 시퀀스
를 보여 줌. 모든 목표는 개시자가 버스트 전송 동안에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 주소 지정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해 주소 비트의 상태 
0과 1을 검사해야 함. 

(002) 버스트 동안에 선형 또는 순차적 주소 지정 시퀀스 

보조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스터 - SOUDR

이 보조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스터(SOUDR)는 이중 주소 사이클 동안에 사용되는 주소의 상위 
32 비트를 정의한다.  이에 따라 상기 보조 아웃바운드 ATU는 상기 64비트 호스트 주소 공간내의 어디라
도 직접 주소 지정할 수 있다.

[표 7s]

보조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레지스터 - SOUD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0 0000.0000H 판독/기록  보조 아웃바운드 상위 64 비트 DAC 주소 - 이들 비트는 이중 주
소 사이클(DAC) 동안에 구동되는 주소의 상위 32 비트를 정의함.

메인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주소 레지스터 - POCCAR

이 메인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주소 레지스터는 32 비트 PCI 구성 사이클 주소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메인 아웃바운드 구성 판독 또는 기록을 인에이블시키는 PCI 구성 사이클 주소를 
기록한다.  이때,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상기 메인 PCI 버스상에서 구성 사이클을 개시하기 위해 상기 메
인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데이타 레지스터에 대해 판독 또는 기록을 수행한다.

[표 7t]

메인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주소 레지스터 - POCCA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0 0000.0000H 판독 전용  메인 구성 사이클 주소 - 이들 비트는 아웃바운드 구성 판독 또
는 기록 사이클 동안에 32 비트 PCI 주소를 정의함.

보조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주소 레지스터 - SOCCAR

이 보조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주소 레지스터는 32 비트 PCI 구성 사이클 주소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보조 아웃바운드 구성 판독 또는 기록을 인에이블시키는 PCI 구성 사이클 주소를 
기록한다.  이때,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상기 보조 PCI 버스상에서 구성 사이클을 개시하기 위해 상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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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데이타 레지스터에 대해 판독 또는 기록을 수행한다.

[표 7u]

보조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주소 레지스터 - SOCCA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0 0000.0000H 판독 전용  보조 구성 사이클 주소 - 이들 비트는 아웃바운드 구성 판독 또
는 기록 사이클 동안에 사용되는 32 비트 PCI 주소를 정의함.

메인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데이타 레지스터 - POCCDR

이 메인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데이타 레지스터는 메인 PCI 버스상에서 구성 판독 또는 기록을 개시하
는데 사용된다.  상기 레지스터는 물리적이기보다는 논리적인데, 이것은 레지스터가 아니고 주소임을 의
미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POCCAR에서 발견된 주소를 가지고 상기 PCI 버스상에서 구성 사이클을 개
시하기 위해 데이타 레지스터 메모리 맵 주소를 판독 또는 기록하게 된다.  구성 기록을 위해, 상기 데이
타는 상기 로컬 버스로부터 래치되어, 상기 ATU ODQ측으로 직접 전송된다.  판독을 위해, 상기 데이타는 
상기 ATU IDQ로부터 상기 로컬 프로세서측으로 직접 복귀되지만,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물리적으로 존재
하지 않음)내로 실제로 입력되지는 않는다.

상기 POCCDR은 로컬 프로세서 주소 공간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상기 ATU 구성 공간내에 예약된 
값으로서 나타난다.

보조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데이타 레지스터 - SOCCDR

이 보조 아웃바운드 구성 사이클 데이타 레지스터는 상기 보조 PCI 버스상에서 구성 판독 또는 기록을 개
시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레지스터는 물리적이기보다는 논리적인데, 이는 레지스터가 아니고 주소임을 
의미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SOCCAR에서 발견된 주소를 가지고 상기 PCI 버스상에서 구성 사이클을 
개시하기 위해 데이타 레지스터 메모리 맵 주소를 판독 또는 기록하게 된다.  구성 기록을 위해, 상기 데
이타는 상기 로컬 버스로부터 래치되어 상기 ATU ODQ측으로 직접 전송된다.  판독을 위해, 상기 데이타는 
상기 ATU IDQ로부터 상기 로컬 프로세서측으로 직접 복귀되지만,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물리적으로 존재
하지 않음)에 실제로 입력되지는 않는다.

상기 SOCCDR은 로컬 프로세서 주소 공간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상기 ATU 구성 공간내에서 예약
된 값으로서 나타난다.

메시지 전송 유닛

이하는 상기 P2P 프로세서의 메시지 전송 유닛에 관한 설명이다.  이 메시지 전송 유닛은 위에서 설명된 
메인 주소 변환 유닛(PATU)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 요

이 메시지 전송 유닛은 상기 PCI 시스템과 상기 로컬 프로세서사이에서 전송될 데이타를 메카니즘에 제공
하고 인터럽트를 통해 새로운 데이타의 도달을 각각의 시스템에 통보한다.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은 메
시지를 전송 및 수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은 5개의 별개의 메시지 전송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메카니즘은 호스트 
프로세서 또는 외부 PCI 에이전트와 상기 P2P 프로세서가 메시지 전송과 인터럽트 발생을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기 5개의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 메시지 레지스터

· 도어벨 레지스터

· 원형 큐

· 인덱스 레지스터

· APIC 레지스터

상기 메시지 레지스터는 상기 P2P 프로세서와 외부 PCI 에이전트가 4개의 32 비트 메시지 레지스터중 하
나의 레지스터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문장에서, 메시지는 32 비트 데
이타 값이다.  메시지 레지스터는 메일박스 레지스터와 도어벨 레지스터를 조합한다.  상기 메시지 레지
스터에의 기록은 임의로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 있다.

상기 도어벨 레지스터는 상기 P2P 프로세서가 상기 PCI 인터럽트 신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외부 
PCI 에이전트가 상기 로컬 프로세서측으로 인터럽트를 발생해 줄 수 있도록 해 준다.

상기 원형 큐는 4개의 원형 큐를 사용하는 메시지 전달 기술을 지원한다.

상기 인덱스 레지스터는 다수의 세트의 메시지 레지스터를 구현하는데 상기 P2P 프로세서 로컬 메모리의 
일부를 이용하는 메시지 전달 기술을 지원한다.

상기 APIC 레지스터는 APIC 레지스터 액세스를 위해 외부 PCI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APIC 버스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동작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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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은 5개의 독특한 메시지 전송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상기 메시지 레지스터는 메일 박스 레지스터와 도어벨 레지스터가 조합된 것과 유사하다.

상기 도어벨 레지스터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지원한다.  상기 도어벨 레지스터는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기록시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것.

· 다른 메시지 전송 유닛 메카니즘에 의해 발생된 인터럽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은 메인 주소 변환 유닛(PATU)의 메인 인바운드 변환 윈도우의 제1의 4 킬로 바이
트를 이용한다.  상기 메인 인바운드 변환 윈도우의 주소는 상기 메인 인바운드 ATU 기본 주소 레지스터
에 포함되어 있다.

표 8은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에 사용된 상기 5개의 메시지 전송 메카니즘의 요약을 제공한다.

[표 8]

메시지 전송 유닛 요약

 메카니즘   양  PCI 인터럽트 신호 공급 
?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
트 발생 ?

 메시지 레지스터  2 인바운드

 2 아웃바운드

 예  임의적

 도어벨 레지스터  1 인바운드 

 1 아웃바운드

 예  임의적

 원형 큐  4개의 원형 큐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인덱스 레지스터  1004개의 32 비트 메모
리 위치

 아니오  임의적

 APIC 레지스터  1 레지스터 선택

 1 윈도우

 아니오  예

메시지 레지스터

메시지는 상기 메시지 레지스터의 사용을 통해 상기 P2P 프로세서에 의해 전송 및 수신될 수 있다.  기록
시에, 상기 메시지 레지스터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 또는 상기 PCI 인터럽트 신호에 대해 인터럽트가 발생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인바운드 메시지는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전송되고 상기 P2P 프로세서
에 의해 수신된다.  아웃바운드 메시지는 상기 P2P 프로세서에 의해 전송되고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
해 수신된다.

아웃바운드 메시지에 대한 인터럽트 상태는 상기 아웃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에 기록된다.  인바운드 메
시지에 대한 인터럽트 상태는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에 기록된다.

아웃바운드 메시지

아웃바운드  메시지  레지스터가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기록되면,  인터럽트가  P_INTA#,  P_INTB#, 
P_INTC#, 또는 P_INTD# 인터럽트 라인상에서 발생될 수도 있다.  어느 인터럽트 라인이 사용되었는지는 
ATU 인터럽트 핀 레지스터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PCI 인터럽트는 아웃바운드 도어벌 레지스터내에 기록된다.  상기 인터럽트는 상기 아웃바운드 메시
지 비트를 상기 아웃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에 세트시킨다.  이 비트는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 하드웨어
에 의해 세트되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클리어되는 판독/클리어 비트이다.  

상기 인터럽트는 외부 PCI 에이전트가 상기 아웃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내의 아웃바운드 메시지 비트를 
클리어시키기 위해 이 아웃바운드 메시지 비트에 1의 값을 기록할 때 클리어된다.

인바운드 메시지

인바운드 메시지 레지스터가 외부 PCI 에이전트에 의해 기록될 때, 인터럽트가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발
생될 수도 있다.  상기 인터럽트는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마스크 레지스터의 마스크 비트에 의해 마스크
될 수 있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는 상기 인바운드 도어벌 레지스터에 기록된다.  상기 인터럽트는 상기 인바
운드 메시지 비트가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에 세트되도록 해 준다.  이 비트는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 하드웨어에 의해 세트되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클리어되는 판독/클리어 비트이다.  

상기 인터럽트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의 상기 인바운드 메시지 인터럽트 
비트에 1의 값을 기록할 때 클리어된다.

도어벨 레지스터

2개의 도어벨 레지스터, 즉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와 아웃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가 존재한다.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는 외부 PCI 에이전트가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도록 해 준다.  
상기 아웃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PCI 인터럽트를 발생하도록 해 준다.  이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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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벨 레지스터는 하드웨어적으로 발생된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생된 인터럽트의 조합을 유지
한다.  이들은 다른 메시지 전송 유닛 메카니즘으로부터의 인터럽트 상태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인터럽트를 발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개별적인 비트를 세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아웃바운드 도어벨

상기 아웃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가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기록되면, 인터럽트가 P_INTA#, P_INTB#, 
P_INTC#, 또는 P_INTD# 인터럽트 핀상에서 발생될 수도 있다.  상기 도어벨 레지스터의 비트들중 어느 비
트가 1의 값으로 기록되면 인터럽트가 발생된다.  어느 비트에 0의 값을 기록하면, 그 비트의 값은 변하
지 않고 그리고 인터럽트는 발생되지 않는다.  아웃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의 하나의 비트가 일단 세트되
면,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클리어될 수 없다.

어느 인터럽트 핀이 사용되었는지는 상기 ATU 인터럽트 핀 레지스터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인터럽트는 아웃바운드 도어벨 마스트 레지스터의 마스크 비트에 의해 마스크될 수 있다.  상기 마
스크 비트가 특정 비트를 위해 세트되면, 그 비트에 대해 어떠한 인터럽트도 발생되지 않는다.  상기 아
웃바운드 도어벨 마스크 레지스터는 상기 인터럽트의 발생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기 아웃 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에 기록된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 인터럽트는 외부 PCI 에이전트가 세트된 상기 아웃 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내의 비트들에 1의 값을 
기록할 때에 클리어된다.  어느 비트에 0의 값을 기록하면 그 비트의 값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상기 인터
럽트는 클리어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상기 아웃 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의 비트들을 세트시킴으로써 인터럽트
를 발생하고 외부 PCI 에이전트는 또한 동일 레지스터의 비트들을 시킴으로써 상기 인터럽트를 클리어시
킨다.

인바운드 도어벨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가 외부 PCI 에이전트에 의해 기록되면, 인터럽트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측
으로 발생될 수 없다.  상기 도어벨 레지스터내의 비트들중 어느 비트가 1의 값으로 기록되면 인터럽트가 
발생된다.  어느 비트에 0의 값이 기록되어도 그 비트의 값은 변하지 않고 인터럽트도 발생되지 않는다.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의 하나의 비트가 일단 세트되면, 이 비트는 어떠한 외부 PCI 에이전트에 
의해서도 클리어될 수 없다.

상기 인터럽트는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마스크 레지스터의 마스크 비트에 의해 마스크될 수 있다.  이 마
스크 비트가 특정 비트를 위해 세트되면, 그 비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터럽트도 발생되지 않는다.  상기 
도어벨 마스크 레지스터는 상기 인터럽트의 발생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에 기
록된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의 하나의 비트는 NMI 인터럽트를 위해 예약된다.  이 인터럽트는 상기 인
바운드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에 의해 마스크될 수 없다.

상기 인터럽트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세트된 상기 인바운드 도어벨 레지스터의 비트에 1의 값을 기록할 
때 클리어된다.  어느 비트에 0의 값을 기록하더라도 그 비트의 값은 변하지 않고 상기 인터럽트는 클리
어되지 않는다.

원형 큐

상기 메시지 전송 유닛은 4개의 원형 큐를 구현한다.  2개의 인바운드 큐와 2개의 아웃바운드 큐가 존재
한다.  이 경우에,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는 메시지의 흐름 방향을 참조한다.  인바운드 메시지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처리하기 위해 다른 프로세서에 의해 포스팅된 새로운 메시지이거나 비어 있거나 다른 
프로세서에 의해 재사용될 수 있는 프리 메시지이다.  아웃바운드 메시지는 다른 프로세서가 처리하기 위
해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포스팅된 메시지이거나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재사용될 수 있는 프리 
메시지이다.

상기 4개의 원형 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두 인바운드 큐는 인바운드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상기 아웃 바운드 큐는 아웃 바운드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인
바운드 큐중 하나의 인바운드 큐는 프리 큐로 지정되고 그리고 그 인바운드 큐는 인바운드 프리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인바운드 큐는 포스트 큐로 지정되고 그리고 그 인바운드 큐는 인바운드 포스팅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상기 아웃 바운드 큐중 하나의 아웃 바운드 큐는 프리 큐로 지
정되고 그리고 다른 아웃 바운드 큐는 포스트 큐로 지정된다. 

보조 PCI 버스 중재 유닛

이하는 보조 PCI 버스 중재 유닛(53)의 설명이다.  상기 중재의 동작 모드, 셋업, 및 구현에 대해서 이하
에서 설명한다.

개 요

상기 PCI 로컬 버스는 시스템 환경내의 모든 개별적인 PCI 버스를 위해 중앙 중재 자원을 필요로 한다.  
PCI는 일반적인 타임 슬롯 방법이 아닌 액세스 기초 중재 개념을 이용한다.  PCI 버스상의 각각의 장치는 
버스 마스터의 기능을 하는 상기 장치가 액세스를 위해 버스를 필요로 할 때마다 상기 버스를 중재하게 
된다.

PCI 중재는 간단한 REQ# 및 GNT#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디바이스가 버스를 필요로 하면, 상
기 디바이스는 자신의 REQ# 출력을 공급한다.  중재 유닛(53)은 그 에이전트의 GNT# 입력의 공급에 의해 
상기 버스에 대해 요구한 에이전트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PCI 중재는 "은폐" 중재 기술이며, 이 기술
에서는 중재 시퀀스가 배경에서 발생되고, 일부 다른 버스 마스터가 현재 상기 버스의 제어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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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마스터는 버스 중재의 비용을 위해 어떠한 PCI 대역폭도 소비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
다.  상기 PCI 중재기의 유일한 요건은 이 중재기가 공정성 중재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택된 중재 알고리즘은 어느 한 번에 개별적인 PCI 버스상에서 하나 이상의 GNT# 액티브가 존재하지 않
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동작 이론

상기 보조 버스 중재기(53)는 최고 6개의 보조 버스 마스터와 보조 버스 인터페이스 자체를 지원한다.  
각각의  요구는  3개의  우선  순위  레벨중  하나의  우선  순위  레벨로  프로그래밍되거나  디스에이블될  수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메모리 맵 제어 레지스터는 각각의 상기 버스 마스터에 대
해 우선 순위를 설정해 준다.  각각의 우선 순위 레벨은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처리된다.  라운드 로빈은 
모든 장치가 상기 버스의 마스터로서의 전환을 가지게 되는 메카니즘으로서 정의된다.  상기 시퀀스는 원
형 형식으로 이동한다.  다음에 가능한 버스 마스터는 현재의 버스 마스터의 바로 앞에 존재하게 되고 이
전의 버스 마스터는 현재의 버스 마스터의 바로 뒤에 존재하게 된다.

상기 라운드 로빈 중재 기술은 라운드 로빈 중재의 3가지 레벨을 지원한다.  이 3가지 레벨은 하위 우선 
순위, 중간 우선 순위 및 상위 우선 순위를 정의한다.  라운드 로빈 메카니즘을 이용하면, 우선 순위의 
각각의 레벨에 대해 우승자의 존재가 보장된다.  공정성의 개념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높은 우선 순위
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의 각각의 우선 순위 레벨의 우승자를 위해 슬롯이 예약된다.  
우선 순위 레벨의 우승자가 그 특정 중재 시퀀스 동안에 버스를 승인받지 못하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우
선 순위 레벨로 진행되게 된다.  상기 우승자가 상기 버스를 일단 승인받으면, 우승자는 자신의 미리 프
로그래밍된 우선 순위로 복귀하게 된다.  이 슬롯을 예약함으로써, 상기 알고리즘은 하위 우선 순위의 요
구가 상기 우선 순위 메카니즘을 통해 최상위 우선 순위의 장치가 존재하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음에 상기 버스를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해 준다.

상기 중재기는 REQ#-GNT#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버스상의 모든 요구 에이전트에 대해 인터페이스를 행한
다.  버스 마스터는 자신의 REQ# 출력을 공급하고 자신의 GNT# 입력이 공급되기를 기다린다.  에이전트가 
상기 버스를 승인받을 수 있지만 이전의 버스 우승자는 여전히 제어를 가지고 있다.  상기 중재기는 단지 
어느 PCI 장치가 다음에 버스를 할당받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개별적인 PCI 장치는 상기 
버스가 실제적으로 프리 상태로 되어 버스 액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 때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보조 버스 중재기(53)는 주문한 중재 알고리즘의 구현이 가능해지도록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
해 디스에이블될 수 있다.  디스에이블되면, 한 세트의 REQ# - GNT# 신호들이 상기 P2P 보조 PCI 인터페
이스에 대해 중재 신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순위 메카니즘

이 우선 순위 메카니즘은 BIOS 코드 또는 중재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개별적인 버스 
마스터의 우선 순위는 라운드 로빈 기술로 상기 장치가 어느 레벨에 놓이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우선 
순위는 시작 우선 순위 또는 상기 장치가 존재할 수 있는 최하위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상기 응용 프로
그램이 상기 장치를 하위 우선 순위로 놓으면, 상기 장치는 중간 우선 순위까지 진행한 후, 상기 로컬 버
스를 승인받을 때까지 상위 우선 순위로 진행한다.  일단 승인받으면, 상기 장치는 프로그래밍된 우선 순
위로 리세트되게 되고, 그리고 상기 중재를 다시 한번 재시작할 수 있다.  적절한 보조 PCI 버스 중재 유
닛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 설명은 본 발명의 분야의 숙련자의 능력내에 속한다.

DMA 제어기

이하는 본 발명에서 사용된 집적화된 직접 메모리 액세스(DMA) 제어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DMA 제어기
의 동작 모드, 셋업, 외부 인터페이스 및 구현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한다.

개 요

상기 DMA 제어기는 적은 대기 시간, 높은 처리량 데이타 전송 능력을 제공한다.  상기 DMA 제어기는 상기 
PCI 버스와 상기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사이에서의 데이타의 블록 전송을 최적화한다.  상기 DMA는 33 MHz
에서 초당 132 메가바이트의 최대 처리량을 제공하는 PCI 버스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기 PCI 버스상의 
개시자이다.

상기 DMA  제어기 하드웨어는 데이타 전송을 실행하고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DMA 제어기는 이하에 특징이 있다.

· 3개의 독립 채널

· P2P 메모리 제어기 인터페이스의 이용

· 로컬 프로세서 인터페이스상에서의 2
32
 주소 지정 범위

· PCI 이중 주소 사이클(DAC)을 이용함으로써 메인 및 보조 PCI 인터페이스상에서의 2
64
 주소 지정 범위

· 메인 및 보조 PCI 버스에 대한 독립적인 PCI 인터페이스

· PCI 버스와 로컬 프로세서 로컬 버스의 비정렬된 데이타 전송을 위한 하드웨어 지원

· PCI 버스와 P2P 로컬 버스를 위한 초당 전체 132 메가바이트 버스트 지원

· PCI 버스에 대한 직접 주소 지정

· 로컬 프로세서로부터의 완전한 프로그래밍

· 데이타 블록의 수집 및 분산을 위한 자동 데이타 체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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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A 채널 0상에서의 외부 장치를 위한 요구 모드 지원

도 7에는 상기 PCI 버스에의 DMA 채널의 접속이 도시되어 있다. 

동작 이론

상기 DMA 제어기(51a,51b)는 3개의 높은 처리량 PCI - 메모리 전송 채널을 제공한다.  채널 0과 1은 상기 
메인 PCI 버스와 로컬 프로세서 로컬 메모리사이에서 데이타 블록을 전송한다.  채널 2는 상기 보조 PCI 
버스와 상기 로컬 프로세서 로컬 메모리사이에서 데이타 블록을 전송한다.  채널 0을 제외한 모든 채널은 
동일하다.  상기 제어기는 요구 모드 전송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채널은 PCI 버
스 인터페이스와 로컬 프로세서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DMA 채널은 상기 PCI 버스와 상기 로컬 프로세서 로컬 버스에 대해 직접 주소 지정을 이용한다.  
이 채널은 상기 PCI 버스의 전체 64 비트 주소 범위에 대해 데이타 전송을 지원한다.  상기 채널은 PCI 
DAC 명령을 이용하는 64 비트 주소 지정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DMA 채널은 32 비트 주소 경계를 가로지
르는 데이타 전송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본 발명에 이용하기에 적합한 DMA 메카니즘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으로 상세한 것은 본 발명의 분
야의 숙련자의 능력에 속한다.

메모리 제어기

이하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직접화된 메모리 제어기(47)에 관한 설명이다.  상기 메모리 제어기의 동작 
모드, 셋업, 외부 인터페이스, 및 구현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한다.

개 요

상기 P2P 프로세서는 상기 P2P 프로세서와 메모리 시스템(33)사이에 직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
인 메모리 제어기(47)를 집적화한다.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이하를 지원한다.

· 32 비트 또는 36 비트(32 비트 메모리 데이타와 4 패리티 비트) DRAM의 최고 256 메가 바이트

· 인터리빙 또는 비인터리빙된 DRAM

· 고속 페이지 모드(FPM) DRAM

· 확장 데이타 출력(EDO) DRAM

· 버스트 확장 데이타 출력(BEDO) DRAM

· SRAM/ROM의 2개의 독립적인 메모리 뱅크

· 8 비트 또는 32 비트 SRAM/ROM의 (뱅크당) 최고 16 메가바이트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DMA 어레이용의 행 주소 스트로브(RAS#), 열 주소 스트로브(CAS#), 기록 인에이블
(WE#) 및 12 비트 다중화된 주소(MA[11:0])를 발생한다.  인터리빙된 DRAM의 경우에, DRAM 주소 래치 인
에이블(DALE#)과 LEAF# 신호들이 주소 및 데이타 래치를 위해 제공된다.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SRAM, 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의 두 뱅크를 지원한다.  각각의 뱅크는 메모리의 64 
킬로바이트에서 16 메가 바이트까지를 지원한다.  각각의 뱅크는 8 비트 또는 32 비트 폭의 메모리를 위
해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SRAM/ROM용의 칩 인에이블(CE#), 메모리 기록 인에이블(MWE#) 및 증가하
는 버스트 주소는 상기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제공된다.

P2P 프로세서에 집적화된 메모리 제어기의 개요는 도 8에 제공되어 있다. 

동작 이론

메모리 제어기(47)는 상기 로컬 버스 마스터의 버스트 액세스 프로토콜을 주소 지정중인 메모리에 의해 
지원된 액세스 프로토콜로 변환한다.  주소 디코드(101)는 내부 주소/데이타 버스(41)상에 제공된 로컬 
버스 주소를 디코드하고, 상기 메모리 제어기에 접속되어 있는 메모리 어레이(33)측으로 적절한 주소와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로컬 버스 마스터에 의해 발생된 버스트 액세스는 제1주소를 제공한다.  상기 메
모리 제어기는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 제공된 증가된 주소를 MA[11:0] 핀에 제공한다.  상기 주소는 사이
클이  BLAST#  신호를  공급함으로써  지정된  로컬  버스  마스터에  의해  완료되거나  (DRAM  판독  사이클 
동안에) 로컬 버스 패리티 오류가 발생할 때까지 증가한다.  단일 데이타 전송 사이클 동안의 최대 버스
트 크기는 2 킬로 바이트이다.  로컬 버스 마스터는 증가하는 버스트 카운트의 트랙을 유지하고 2 킬로 
바이트 주소 경계에 도달할 때 데이타 전송을 종료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MA[11:0] 버스(103)에 제공된 주소는 주소 지정된 메모리 뱅크의 종류에 따라 좌우된다.  DRAM의 경
우에, 상기 MA[11:0]는 다중화된 행과 열 주소를 제공한다.  상기 열 주소는 가장 인접한 2 킬로 바이트 
주소 경계까지 증가한다.  SRAM과 FLASH/ROM 메모리 뱅크의 경우에, 상기 MA[11:0] 버스는 주소 위상 동
안에 AD[13:2] 신호에 제공된 주소를 기초로 한다.  버스트 데이타의 경우에, 버스트 카운터(105)는 상기 
주소를 가장 인접한 2 킬로 바이트 경계까지 증가시킨다.

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 접속되어 있는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메모리 제어기 레지스
터(107)에 프로그래밍된 대기 상태의 수를 발생한다.  또한, WAIT# 신호는 대기 상태 발생기(109)가 메모
리 액세스중에 필요로 할 때까지 추가적인 대기 상태를 지시하기 위해 (로컬 프로세서를 제외한) 로컬 버
스 마스터를 제공한다.

바이트형  데이타 패리티 발생 및 검사 유닛(111)은 DRAM 어레이를  위해 인에이블될 수 있다.  패리티 
검사는 패리티 오류의 검출시에 메모리 결함 오류를 제공하게 된다.  결함을 가진 워드 주소는 레지스터
내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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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제어기는 외부 RDYRCV#  신호를 복귀시키지 않는 주소 범위를 검출하기 위해 버스 감시기
(113)를 제공한다.  이 메카니즘은 확정되지 않은 주소 범위에 대한 액세스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류의 검출시에, 대기 상태 발생기는 버스 액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내부 LRDYRCV#를 발생하고 버
스 오류 신호를 임의적으로 발생한다.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되는 적절한 메모리 제어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으로 상세한 것은 본 발명의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명백하다.

PCI 및 주변 인터럽트 제어기

이하는 P2P 프로세서 인터럽트 제어기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인터럽트의 동작 모드, 셋업, 외부 인터페
이스, 및 구현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한다.

개 요

상기 PCI 및 주변 인터럽트 제어기(PPIC)(67)는 로컬 프로세서와 PCI 버스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상기 P2P 프로세서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인터럽트를 발생해 줄 수 있는 다수의 주변 장치
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장치는 이하를 포함하고 있다:

· DMA 채널 0

· 메인 ATU

· DMA 채널 1

· 보조 ATU

· DMA 채널 2

·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 브리지 메인 인터페이스

· API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 브리지 보조 인터페이스

· 메시지 전송 유닛

상기 내부 장치 이외에, 외부 장치가 또한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인터럽트를 발생해 줄 수도 있다.  외부 
장치는 XINT7:0# 핀과 NMI# 핀을 통해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 있다. 

상기 PCI 및 주변 인터럽트 제어기는 PCI 인터럽트를 전송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라우팅 논리 회로는 외
부 보조 PCI 인터럽트를 차단하여 상기 메인 PCI 인터럽트 핀측으로 전송하는 능력을 소프트웨어 하에서 
가능하게 한다.  

i960 Jx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자 매뉴얼에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와 인터럽트 우선 순위 메카니즘에 
대해 추가로 설명되어 있다.  이 사용자 매뉴얼은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제어기의 각종 동작 모드에 관
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동작 이론

상기 PCI 및 주변 인터럽트 제어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내부 주변 인터럽트 제어

· PCI 인터럽트 라우팅

상기 주변 인터럽트 제어 메카니즘은 상기 로컬 프로세서측으로 구동된 단일 인터럽트내에 주어진 주변 
장치의 다수의 인터럽트 소스를 통합시킨다.  인터럽트 소스의 정보를 가지고 실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기 위해, 상기 인터럽트의 소스를 설명하는 메모리 맵 상태 레지스터가 존재한다.  모든 주변 인터럽트는 
각각의 주변 제어 레지스터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에이블된다.

상기 PCI 인터럽트 라우팅 메카니즘은 호스트 소프트웨어(또는 로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상기 로컬 
프로세서 또는 P_INTA#, P_INTB#, P_INTC#, 및 P_INTD# 출력 핀측으로 PCI 인터럽트를 라우팅할 수 있도
록 해 준다.  이 라우팅 메카니즘은 상기 메인 PCI 브리지 구성 공간 또는 P2P 프로세서 로컬 버스로부터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맵 레지스터를 통해 제어된다.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상기 로컬 프로세서상의 인터럽트 제어기는 외부 인터럽트 요구를 검출하기 위한 8개의 외부 인터럽트 핀
과 하나의 마스크 불가능 인터럽트 핀을 가지고 있다.  상기 8개의 외부 핀은 3가지 모드, 즉 전용 모드, 
확장 모드, 및 혼합 모드중 한 가지 모드를 위해 구성될 수 있다.  전용 모드에서, 상기 핀은 인터럽트 
벡터에 개별적으로 맵핑될 수 있다.  확장 모드에서, 상기 핀은 인터럽트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 필
드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 모드에서, 최고 240  벡터가 상기 인터럽트 핀을 가지고 직접 요구될 수 
있다.  혼합 모드에서, 5개의 핀이 확장 모드로 동작하고 그리고 32개의 상이한 인터럽트를 요구할 수 있
으며, 그리고 3개의 핀이 전용 모드로 동작한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의 9개의 인터럽트 핀은 이하의 정의와 프로그래밍 옵션을 가지고 있다:

XINT7:0# 외부 인터럽트(입력) - 이들 핀은 인터럽트가 요구되도록 한다.  핀은 3가지의 모드, 즉 전용 
모드, 확장 모드, 혼합 모드를 위해 구성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각각의 핀은 에지 검출 입력 또는 
레벨 검출 입력으로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또한, 이들 핀의 디바운싱(debouncing) 모드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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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에서 선택될 수 있다.

NMI # 마스크 불가능 인터럽트(입력) - 마스크 불가능 인터럽트 사건을 발생시킨다.  NMI는 인식된 최상
위 우선 순위 인터럽트이다.  상기 NMI# 핀은 에지 활성화 입력이다.  NMI #의 디바운싱 모드는 프로그램 
제어하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이 핀은 내부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상기 P2P 프로세서의 올바른 동작을 위해, 상기 로컬 프로세서 외부 인터럽트 핀은 직접 모드 동작 전용, 
레벨 감지 인터럽트, 및 고속 샘플링 모드를 위해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이것은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맵 레지스터 공간내의 인터럽트 제어 레지스터(ICON)를 통해 행해진다.  상기 i960 Jx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자 매뉴얼은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제어기의 프로그래밍에 관해 완전히 상세한 것을 제공한다.

P2P 인터럽트 메카니즘의 이용은 상기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제어기의 구성과 상기 PCI 인터럽트 라우
팅 선택 레지스터의 XINT 선택 비트에 따라 좌우된다.  표 9에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제어기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동작 모드 및 기능이 설명되어 있고 표 10에는 상기 XINT 선택 비트의 용도가 설명되
어 있다.

[표 9]

P2P 인터럽트 제어기 프로그래밍 요약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제어기 모드

전용모드 확장모
드

혼합모
드

ICON.

im

레벨 트
리거 인
터럽트

에지 트
리거 인
터럽트

ICON

.sdm

샘플링
모드 

ICON.

sm

로컬 프로세서 인
터럽트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디스에
이블됨

 002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02  고속  I2 XINT0#/INTA#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디스에
이블됨

 002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02  고속  I2 XINT1#/INTB#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디스에
이블됨

 002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02  고속  I2 XINT2#/INTC#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디스에
이블됨

 002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02  고속  I2 XINT3#/INTD#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디스에
이블됨

 002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02  고속  I2 XINT4#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디스에
이블됨

 002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02  고속  I2 XINT5#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디스에
이블됨

 002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02  고속  I2 XINT6#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디스에
이블됨

 002 인에이
블됨

디스에
이블됨

 02  고속  I2 XINT7#

 N/A  N/A  N/A  N/A  N/A 디폴트  N/A  고속  I2 NMI#

동작  블록

상기 PCI 및 주변 인터럽트 제어기는 로컬 프로세서에 접속을 제공한다.  이들 접속은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PCI 인터럽트 라우팅

4개의 PCI 인터럽트 입력이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또는 PCI 인터럽트 출력 핀측으로 MUX(121)에 
의해 라우팅될 수 있다.  인터럽트 입력의 라우팅은 표 10에 도시된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
내의 XINT 선택 비트에 의해 제어된다.

[표 10]

PCI 인터럽트 라우팅 요약

XINT 선택 비트  설 명

      0 로컬 프로세서 XINT0# 입력 핀측으로 라우팅된 INTA#/XINT0# 입력 핀

로컬 프로세서 XINT1# 입력 핀측으로 라우팅된 INTB#/XINT1# 입력 핀

로컬 프로세서 XINT2# 입력 핀측으로 라우팅된 INTC#/XINT2# 입력 핀

로컬 프로세서 XINT3# 입력 핀측으로 라우팅된 INTD#/XINT3# 입력 핀

      1 P_INTA# 출력 핀측으로 라우팅된 INTA#/XINT0# 입력 핀

P_INTB# 출력 핀측으로 라우팅된 INTB#/XINT1# 입력 핀

P_INTC# 출력 핀측으로 라우팅된 INTC#/XINT2# 입력 핀

P_INTD# 출력 핀측으로 라우팅된 INTD#/XINT3# 입력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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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로컬 프로세서의 XINT0# 내지 XINT3#은 PCI 인터럽트를 수용하는데 민감
한 레벨로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로컬 프로세서 입력의 외부의 논리 회로는 상기 XINT 선
택 비트가 세트될 때 인액티브 레벨('1')을 구동해야 한다.

내부 주변 인터럽트 라우팅

상기 로컬 프로세서상의 XINT6#, XINT7#, 및 NMI# 인터럽트 입력들은 다수의 내부 인터럽트 소스로부터 
입력을 수신한다.  상이한 인터럽트 소스의 필요한 다중화를 제공하는 이들 3개의 각각의 입력의 앞에는 
하나의 내부 래치가 존재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대응하는 인터럽트 래치를 판독함으로써 어느 주변 유
닛이 인터럽트를 일으키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인터럽트의 정확한 원인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것은 
상기 주변 유닛으로부터의 상태를 판독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의 XINT6# 인터럽트는 상기 외부 핀과 상기 3개의 DMA 채널로부터 인터럽트를 수신한
다.  각각의 DMA 채널 인터럽트는 전송 인터럽트의 DMA 끝 또는 체인 인터럽트의 DMA 끝을 위한 것이다.  
상기 XINT6 인터럽트 래치(123)는 외부 XINT6# 핀 뿐만 아니라 상기 DMA 채널로부터 인터럽트 입력을 수
신한다.  이들 소스중 어느 소스로부터의 유효 인터럽트는 상기 래치내의 비트를 세트시키고 상기 로컬 
프로세서 XINT6# 입력측으로 레벨 감지 인터럽트를 출력한다.  상기 인터럽트 래치는 상기 래치에 1이 존
재하는 한, 상기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에 액티브 로우 입력을 계속적으로 구동해야 한다.  상기 XINT6 
인터럽트 래치는 상기 XINT6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를 통해 판독된다.  상기 XINT6 인터럽트 래치는 상
기 내부 주변 장치에서 상기 인터럽트의 소스를 클리어시킴으로써 클리어된다.

상기 XINT6 인터럽트 래치에 상기 입력을 구동하는 유닛 인터럽트 소스는 표 11에 설명되어 있다.

[표 11]

XINT6 인터럽트 소스

    유닛  인터럽트 조건       레지스터    비트 위치

 DMA 채널 0  체인 끝  채널 상태 레지스터 0  08

 전송 끝  채널 상태 레지스터 0  09

 DMA 채널 1  체인 끝  채널 상태 레지스터 1  08

 전송 끝  채널 상태 레지스터 1  09

 DMA 채널 2  체인 끝  채널 상태 레지스터 2  08

 전송 끝  채널 상태 레지스터 2  09

상기 로컬 프로세서상의 XINT7# 인터럽트는 외부 핀, 상기 API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상기 I
2
C 버스 인

터페이스 유닛, 메인 ATU, 및 메시지 전송 유닛으로부터 인터럽트를 수신한다.  상기 XINT7 인터럽트 래
치(125)는 외부 XINT7# 핀 뿐만 아니라 상기 4개의 유닛의 각각으로부터 하나의 인터럽트 입력을 수신한
다.  이들 소스중 어느 소스로부터의 유효 인터럽트는 상기 래치의 비트를 세트시키고, 상기 로컬 프로세
서 XINT7# 입력측으로 레벨 감지 인터럽트를 출력한다.  상기 인터럽트 래치는 상기 래치에 1이 존재하는 
한, 상기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에 액티브 로우 입력을 계속적으로 구동해야 한다.  상기 XINT7 인터럽
트 래치는 상기 XINT7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를 통해 판독된다.  상기 XINT7 인터럽트 래치는 상기 내부 
주변 장치에서 상기 인터럽트의 소스를 클리어시킴으로써 클리어된다.

상기 XINT7 인터럽트 래치에 상기 입력을 구동하는 유닛 인터럽트 소스는 표 12에 설명되어 있다.

[표 12]

XINT7 인터럽트 소스

    유닛    오류 조건       레지스터 비트위치

 APIC 버스 인터페
이스 유닛

 수신된 EOI  메시지  APIC 제어/상태 레지스터  14

 전송된 APIC 메시지  APIC 제어/상태 레지스터  06

 I
2
C 버스 인터페이

스 유닛

 수신 버퍼 풀 상태  I
2
C 상태 레지스터  07 

 전송 버퍼 빈 상태  I
2
C 상태 레지스터  06

 슬레이브 주소 검출  I
2
C 상태 레지스터  05

 STOP 검출  I
2
C 상태 레지스터  04

 버스 오류 검출됨  I
2
C 상태 레지스터  03

 중재 손실 검출됨  I
2
C 상태 레지스터  02

메시지전송

유닛

 도어벨 인터럽트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9

 메인 ATU  ATU BIST 시작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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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로컬 프로세서상의 마스크 불가능 인터럽트(NMI)는 상기 외부 핀, 메인 및 보조 ATU, 메인 및 보조 
브리지 인터페이스, 상기 로컬 프로세서 및 3개의 DMA 채널중 각각의 DMA 채널로부터 인터럽트를 수신한
다.  이들 8개의 인터럽트중 각각의 인터럽트는 상기 주변 유닛에서의 오류 조건을 나타낸다.  상기 NMI 
인터럽트 래치(127)는 상기 8개의 소스중 각각의 소스와 외부 NMI# 핀으로부터 하나의 인터럽트 입력을 
수신한다.  이들 소스중 어느 소스로부터의 유효 인터럽트는 상기 래치의 비트를 세트시키고, 상기 로컬 
프로세서 NMI# 입력측으로 에지 트리거 인터럽트를 출력한다.  상기 NMI 인터럽트 래치는 상기 NMI 인터
럽트 상태 레지스터를 통해 판독된다.  상기 NMI 인터럽트 래치는 상기 내부 주변 장치에서 인터럽트의 
소스를 클리어시킴으로써 클리어된다.

상기 NMI 인터럽트 래치에 상기 입력을 구동하는 유닛 인터럽트 소스는 표 13에 설명되어 있다.

[표 13a]

NMI 인터럽트 소스

    유닛    오류 조건       레지스터 비트 
위치

 메인 PCI 브리지 인
터페이스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0

 PCI 목표 중지(목표)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1

 PCI 목표 중지(마스터)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2

 PCI 마스터 중지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3

 P_SERR# 공급  메인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4

 보조 PCI 브리지 인
터페이스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보조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0

 PCI 목표 중지(목표)  보조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1

 PCI 목표 중지(마스터)  보조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2

 PCI 마스터 중지  보조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3

 P_SERR# 공급  보조 브리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4

 메인 ATU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0

 PCI 목표 중지(목표)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1

 PCI 목표 중지(마스터)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2

 PCI 마스터 중지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3

 P_SERR# 공급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4

 로컬 프로세서 버스 결함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5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결함  메인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6

[표 13aa]

 보조 ATU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0

 PCI 목표 중지(목표)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1

 PCI 목표 중지(마스터)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2

 PCI 마스터 중지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3

 P_SERR# 공급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4

 로컬 프로세서 버스 결함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5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결함  보조 ATU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06

 로컬 프로세서  로컬 프로세서 버스 결함  로컬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  05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결함  로컬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  06

 DMA 채널 0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채널 상태 레지스터 0  00

 PCI 목표 중지(목표)  채널 상태 레지스터 0  02

 PCI 마스터 중지  채널 상태 레지스터 0  03

 로컬 프로세서 버스 결함  채널 상태 레지스터 0  05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결함  채널 상태 레지스터 0  06

 DMA 채널 1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채널 상태 레지스터 1  00

 PCI 목표 중지(목표)  채널 상태 레지스터 1  02

 PCI 마스터 중지  채널 상태 레지스터 1  03

 로컬 프로세서 버스 결함  채널 상태 레지스터 1  05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결함  채널 상태 레지스터 1  06

55-38

1019970709420



[표 13ab]

 DMA 채널 2  PCI 마스터 패리티 오류  채널 상태 레지스터 2  00

 PCI 목표 중지(목표)  채널 상태 레지스터 2  02

 PCI 마스터 중지  채널 상태 레지스터 2  03

 로컬 프로세서 버스 결함  채널 상태 레지스터 2  05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결함  채널 상태 레지스터 2  06

상기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  XINT6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XINT7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및 NMI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한다.

P2P 프로세서 외부 인터럽트 인터페이스

상기 P2P 프로세서용의 외부 인터럽트 입력 인터페이스는 이하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4]

인터럽트 입력 핀 설명

 신호  설 명 

 INTA#/XINT0#  이 인터럽트 입력은 P_INTA# 출력 또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XINT0측으로 
전송될 수 있음.

 INTB#/XINT1#  이 인터럽트 입력은 P_INTB# 출력 또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XINT1측으로 
전송될 수 있음.

 INTC#/XINT2#  이 인터럽트 입력은 P_INTC# 출력 또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XINT2측으로 
전송될 수 있음.

 INTD#/XINT3#  이 인터럽트 입력은 P_INTD# 출력 또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XINT3측으로 
전송될 수 있음.

 XINT4#  이 인터럽트 입력은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XINT4에 항상 접속되어 있음.

 XINT5#  이 인터럽트 입력은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XINT5에 항상 접속되어 있음.

 XINT6#  이 인터럽트 입력은 3개의 내부 인터럽트와 공유되어 있음. 이들은 각각의 내부 DMA 
채널로부터의 인터럽트임. 모든 인터럽트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XINT6#측으
로 전송됨. 소프트웨어는 인터럽트의 정확한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 XINT6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를 판독해야 함.

 XINT7#  이 인터럽트 입력은 4개의 내부 인터럽트와 공유되어 있음. 이들은 APIC 버스 인터
페이스 유닛, I2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메인 ATU, 및 메시지 전송 유닛으로부터의 
인터럽트임. 모든 인터럽트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XINT7#측으로 전송됨. 소
프트웨어는 인터럽트의 정확한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 XINT7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를 판독해야 함.

 NMI#  이 인터럽트 입력은 8개의 내부 인터럽트와 공유되어 있음. 이들은 로컬 프로세서, 
메인 PCI 브리지 인터페이스, 보조 PCI 브리지 인터페이스, 메인 ATU, 및 보조 ATU, 
및 3개의 DMA 채널로부터의 수집된 오류 인터럽트를 포함하고 있음. 모든 인터럽트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 입력 NMI# 입력측으로 전송됨. 소프트웨어는 인터럽트의 정
확한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 NMI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를 판독해야 함.

PCI 아웃바운드 도어벨 인터럽트

상기 P2P 프로세서는 메인 PCI 인터럽트 핀중 어느 핀상에서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상기 메인 ATU내의 도어벨 포트 레지스터내의 비트를 세트시킴으로써 행해진다.  비트 0 내지 3은 
각각 P_INTA# 내지 P_INTD#에 대응된다.  상기 레지스터내의 비트가 세트되면, 대응하는 PCI 인터럽트가 
발생된다.

레지스터 정의

상기 PCI 및 주변 인터럽트 제어기용으로 4개의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가 존재한다:

·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

· XINT6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XINT7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NMI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이들 각각은 32 비트 레지스터이고 그리고 상기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공간에 메모리 맵핑되어 있다.

모든 상기 레지스터는 P2P 메모리 맵 레지스터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내부 메모리 버스를 통해 액세스
될 수 있다.  상기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는 상기 내부 메모리 버스로부터 그리고 상기 PCI 
구성 레지스터 공간(기능 #0)을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 - PIR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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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CI 인터럽트 라우팅 선택 레지스터(PIRSR)는 상기 외부 입력 핀의 라우팅을 결정한다.  상기 입력 
핀은 메인 PCI 인터럽트 또는 로컬 프로세서 인터럽트측으로 라우팅된 4개의 보조 PCI 인터럽트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PCI 인터럽트 핀은 로우로 공급된 "레벨 감지"로서 정의되어 있다.  상기 인터럽트 
핀의 공급 및 공급 해제는 상기 PCI 또는 프로세서 클럭에 비동기적이다.

상기  보조  PCI  인터럽트  입력이  상기  메인  PCI  인터럽트  핀측으로  라우팅되면,  상기  로컬  프로세서 
XINT3:0# 입력은 인액티브로 세트되어야 한다.

XINT6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X6ISR

이 XINT6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X6ISR)은 현재 보류중인 XINT6 인터럽트를 보여 준다.  상기 XINT6 인
터럽트의 소스는 상기 XINT6 인터럽트 래치 또는 외부 XINT6# 입력 핀를 통해 접속되어 있는 내부 주변 
장치일 수 있다.  상기 XINT6# 입력상에 발생될 수 있는 인터럽트는 내부 주변 인터럽트 라우팅을 참조하
여 위에서 설명되어 있다.

상기 X6ISR은 상기 XINT6# 입력의 인터럽트의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인터럽트를 클리어시키기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된다.  이 레지스터내의 모든 비트는 판독 전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레지스터내의 비트들은 상기 인터럽트의 소스(표 11에 나타낸 상태 레지스터 소스)가 클리어될 때 클
리어된다.  상기 X6ISR은 상기 입력의 현재 상태를 상기 XINT6 인터럽트 래치에 반영시키게 된다.

상기 P2P 주변 유닛의 비동기적 성질로 인해, 다수의 인터럽트가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가 상기 X6ISR 레
지스터를 판독할 때 액티브될 수 있다.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들 다수의 인터럽트 조건을 적절히 처
리해야 한다.  또한,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는 추가적인 인터럽트가 이전의 인터럽트의 인터럽트 처리중에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X6ISR 레지스터를 후속적으로 판독할 수 있다.  상기 X6ISR 레지스터
로부터의 모든 인터럽트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내에서 동일한 우선 순위 레벨을 가지고 있다(상기 i960 Jx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자 매뉴얼은 상기 인터럽트 우선 순위 메카니즘을 세팅하기 위한 설명을 제공함).

표 15에는 상기 X6ISR의 정의가 상세히 나타내어져 있다.

[표 15]

XINT6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X6IS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4 0000000H  판독 전용  예약됨

 03  02  판독 전용  외부 XINT6#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인터럽트는 외부 XINT6#
상에서 보류됨. 클리어되면 어떤 인터럽트도 존재하지 않음.

 02  02  판독 전용  DMA 채널 2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채널 액티브 조건의 체인
의 끝이 DMA 채널 2에 의해 신호 전송됨. 클리어되면 어떤 인터럽
트 조건도 존재하지 않음.

 01  02  판독 전용  DMA 채널 1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채널 액티브 조건의 체인
의 끝이 DMA 채널 1에 의해 신호 전송됨. 클리어되면 어떤 인터럽
트 조건도 존재하지 않음.

 00  02  판독 전용  DMA 채널 0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채널 액티브 조건의 체인
의 끝이 DMA 채널 0에 의해 신호 전송됨. 클리어되면 어떤 인터럽
트 조건도 존재하지 않음.

XINT7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X7ISR

이 XINT7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X7ISR)는 현재 보류중인 XINT7 인터럽트를 보여 준다.  상기 XINT7 인
터럽트의 소스는 상기 XINT7 인터럽트 래치 또는 외부 XINT7# 입력 핀을 통해 접속되어 있는 내부 주변 
장치일 수 있다.

상기 X7ISR은 상기 XINT7# 입력의 인터럽트의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인터럽트를 클리어시키기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된다.  이 레지스터내의 모든 비트는 판독 전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레지스터내의 비트들은 상기 인터럽트의 소스(표 12에 나타내어져 있는 상태 레지스터 소스)가 클리어
될 때  클리어된다.   상기 X7ISR은  상기 입력의 현재 상태를 상기 XINT7  인터럽트 래치에 반영시키게 
된다.

상기 P2P 주변 유닛의 비동기적 성질로 인해,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가 상기 X7ISR 레지스터를 판독할 때 
다수의 인터럽트가 액티브될 수 있다.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들 다수의 인터럽트 조건을 적절히 처
리해야 한다.  또한,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는 추가적인 인터럽트가 이전의 인터럽트의 인터럽트 처리중에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X7ISR 레지스터를 후속적으로 판독할 수 있다.  상기 X7ISR 레지스터
로부터의 모든 인터럽트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내에서 동일한 우선 순위 레벨을 가지게 된다.

표 16에는 상기 X7ISR의 정의가 상세히 나타내어져 있다.

[표 16]

XINT7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X7IS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5 0000000H  판독 전용  예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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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2  판독 전용  외부 XINT7#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인터럽트는 외부 XINT7#
상에서 보류됨. 클리어되면 어떤 인터럽트도 존재하지 않음.

 03  02  판독 전용  메인 ATU/시작 BIST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호스트 프로세서는 
ATUBISTR 레지스터에 시작 BIST 요구를 세트시킴. 클리어되면 어떠
한 시작 BIST 인터럽트도 보류되지 않음.

 02  02  판독 전용  인바운드 도어벨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인바운드 메시지 전송 
유닛으로부터의 인터럽트는 보류됨. 클리어되면 어떠한 인터럽트도 
보류되지 않음.

 01  02  판독 전용  I2C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I2C 버스 인터럽트 유닛으로부터
의 인터럽트가 펜팅됨. 클리어되면 어떠한 인터럽트도 보류되지 않
음.

 00  02  판독 전용  APIC 인터럽트 보류 - 세트되면, APIC 버스로부터의 인터럽트가 
보류됨. 클리어되면 어떠한 인터럽트도 보류되지 않음.

NMI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NISR

이 NMI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NISR)는 현재 보류중인 NMI 인터럽트를 보여 준다.  상기 NMI 인터럽트의 
소스는 상기 NMI  인터럽트 래치 또는 외부 NMI#  입력 핀을 통해 접속되어 있는 내부 주변 장치일 수 
있다.

상기 NMI는 상기 NMI# 입력의 인터럽트의 소스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인터럽트를 클리어시키기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된다.  이 NISR내의 모든 비트는 판독 전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레지스
터내의 비트들은 상기 인터럽트의 소스(표 13에 나타내어져 있는 상태 레지스터 소스)가 클리어될 때 클
리어된다.  상기 NISR은 상기 입력의 현재 상태를 상기 NMI 인터럽트 래치에 반영시키게 된다.

상기 P2P 주변 유닛의 비동기적 성질로 인해,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가 상기 NISR 레지스터를 판독할 때 
다수의 인터럽트가 액티브될 수 있다.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들 다수의 인터럽트 조건을 적절히 처
리해야 한다.  또한, 상기 응용 소프트웨어는 추가적인 인터럽트가 이전의 인터럽트의 인터럽트 처리중에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NISR 레지스터를 후속적으로 판독할 수 있다.  상기 NISR 레지스터로
부터의 모든 인터럽트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내에서 동일한 우선 순위 레벨을 가지고 있다.

표 17에는 상기 NMI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의 비트 정의가 나타내어져 있다.

[표 17]

NMI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 - NISR

 비트  디폴트  판독/기록  설 명

 31:09 000000H  판독 전용  예약됨

 08  02  판독 전용  외부 NMI# 인터럽트 - 세트되면, 인터럽트는 외부 NMI# 입력상에
서 보류됨. 클리어되면 어떠한 인터럽트도 존재하지 않음.

 07  02  판독 전용  DMA 채널 2 오류 - 세트되면, PCI 또는 로컬 버스 오류 조건이 
DMA 채널내에 존재함. 클리어되면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

 06  02  판독 전용  DMA 채널 1 오류 - 세트되면, PCI 또는 로컬 버스 오류 조건이 
DMA 채널내에 존재함. 클리어되면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

 05  02  판독 전용  DMA 채널 0 오류 - 세트되면, PCI 또는 로컬 버스 오류 조건이 
DMA 채널내에 존재함. 클리어되면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

 04  02  판독 전용  보조 브리지 오류 - 세트되면, PCI 또는 로컬 버스 오류 조건이 
브리지의 보조 인터페이스내에 존재함. 클리어되면 오류가 존재하
지 않음.

 03  02  판독 전용  메인 브리지 인터페이스 오류 - 세트되면, PCI  오류 조건이 브리
지의 메인 인터페이스내에 존재함. 클리어되면 오류가 존재하지 않
음.

 02  02  판독 전용  보조 ATU 오류 - 세트되면, PCI 또는 로컬 버스 오류 조건이 보조 
ATU내에 존재함. 클리어되면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

 01  02  판독 전용  메인 ATU 오류 - 세트되면, PCI 또는 로컬 버스 오류 조건이 메인 
ATU내에 존재함. 클리어되면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

 00  02  판독 전용  로컬 프로세서 오류 - 세트되면,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생긴 오류 
조건이 내부 메모리 제어기내에 존재함. 클리어되면 오류가 존재하
지 않음.

내부 중재

이하는 P2P 프로세서의 내부 중재에 관한 설명이다.  이것은 상기 프로세서내의 각각의 PCI 인터페이스에 
대한 중재 뿐만 아니라 상기 내부 로컬 버스에 대한 중재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중재의 동작 모드, 셋
업,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및 구현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한다.

로컬 버스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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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2P 프로세서는 로컬 버스 소유권을 제어하는데 중재 메카니즘을 필요로 한다.  상기 로컬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버스 마스터는 3개의 DMA 채널, 메인 PCI 주소 변환 유닛, 보조 PCI 주소 변환 유닛, 로컬 
프로세서, 및 외부 버스 마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로컬 버스 중재 유닛(LBAU)(57)은 상기 로컬 버스의 제어를 얻을 수 있은 기회를 모든 버스 마스터
에게 제공하는 공정성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상기 알고리즘은 라운드 로빈 기술을 우선 순위 부여 메카
니즘과 조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구현은 상기 응용이 각각의 로컬 버스 마스터에 우선 순위
를 독립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상기 로컬 버스 중재 유닛은 상기 로컬 버스를 버스 마스터에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버스 마스
터는 일단 이들이 자신들의 내부 GNT# 신호를 잃으면 상기 로컬 버스로부터 버스 마스터로서의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논리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버스 마스터가 상기 로컬 버스의 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간량
을 제한하기 위한 그리고 다른 버스 마스터가 로컬 버스를 요구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포기해야 할 때임을 
알려 주기 위한 프로그래밍가능 12 비트 카운터가 존재한다.

외부 버스 마스터는 HOLD/HOLDA를 제어하기 위해 외부 논리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상기 로컬 버스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P2P 프로세서는 하나의 외부 버스 마스터가 공정성 알고리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나 이상의 외부 버스 마스터가 상기 로컬 버스상에서 사용되면 외부 논리 회로는 모든 외부 
장치를 하나의 장치로서 취급하도록 요구받는다(HOLD와 HOLDA를 검출함).

상기 로컬 버스 중재 유닛은 상기 로컬 프로세서 백오프(backoff) 유닛을 제어한다.  이 유닛은 있을 수 
있는 데드록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상기 로컬 버스를 "백 오프"하도록 해 준다.  
백오프 동안에, 상기 프로세서는 대기 상태(L_RDYRCV# 인액티브)로 유지된다.  내부 버퍼는 다른 로컬 버
스 마스터(ATU, DMA 등)가 상기 버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다중화된 주소/데이타 버스를 3 상태로 
만들며, 따라서 아웃 바운드 트랜잭션이 인바운드 트랜잭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는 상황
이 방지된다.  또한, 상기 백오프 유닛은 모든 아웃 바운드 프로세서 판독 중에 로컬 버스 성능을 최적화
한다.

상기 로컬 버스 중재 유닛 이외에, 상기 P2P 프로세서는 두 로컬 PCI 중재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로컬 메인 중재 유닛(55a)은 상기 내부 메인 PCI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한다.  메인 ATU, DMA 채널 
0, 1과 상기 PCI - PCI 브리지 유닛의 메인 인터페이스사이에서 상기 메인 PCI 버스에 대해 중재가 일어
난다.  상기 로컬 보조 중재 유닛(55b)은 상기 내부 보조 PCI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한다.  보조 
ATU, DMA 채널 2와 상기 PCI - PCI 브리지 유닛의 보조 인터페이스사이에서 보조 PCI 버스에 대해 중재가 
일어난다.  두 로컬 PCI 중재 유닛은 유사한 방법으로 기능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중재 논리 회로는 상
기 로컬 버스의 다중 버스 마스터 제어를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버스 마스터가 로컬 버스를 
요구하면, 상기 로컬 버스 중재 유닛은 HOLD 요구 신호를 공급함으로써 상기 로컬 프로세서로부터 로컬 
버스의 제어를 얻는다.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HOLDA 신호를 공급하여 상기 프로세서 신호 핀을 3 상태 
모드로 놓음으로써 상기 버스를 상기 중재 논리 회로에 승인해 주어야 한다.  이때, 상기 중재 논리 회로
는  각각의  내부  GNT#  신호를  복귀시킴으로써  다른  버스  마스터에게  상기  로컬  버스를  승인해  주어야 
한다.

내부 PCI 버스 중재

상기 P2P 프로세서는 상기 장치내의 내부 PCI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두 내부 중재 유닛을 포함
하고 있다.  도 10에는 이들의 내부 중재 유닛과 이들이 제어하는 자원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메인 내부 PCI 중재 유닛은 이하의 내부 유닛을 중재한다:

· 메인 브리지 인터페이스

· 메인 ATU

· DMA 채널 0

· DMA 채널 1

상기 보조 내부 PCI 중재 유닛은 이하의 내부 버스를 중재한다:

· 보조 브리지 인터페이스

· 보조 ATU

· DMA 채널 2

각각의 내부 PCI 중재 유닛은 동일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버스상의 각각의 장치와 함께 고정된 라운
드 로빈 중재 기술을 이용한다.

상기 고정된 라운드 로빈 중재는 이하의 방법으로 해석된다:

· 리세트된 후에, 중재을 위한 토큰은 각각의 내부 PCI 중재 유닛내의 장치 #1에 속한다.

· 중재는 장치가 내부 REQ#를 상기 중재기에 공급하는 모든 클럭상에서 수행된다.

· 상기 토큰(즉, 버스)의 다음 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측에 가장 인접해 있는 장치 번호가 된다(즉, 마
지막 소유자는 아이들 상태인 버스임).  예컨대, 장치 #3이 현재의 소유자이면, 장치 #4와 장치 #1은 상
기 버스를 요구하게 되고 장치 #4가 우승하게 된다.

· 상기 토큰은 상기 중재기가 내부 버스 마스터에 대한 내부 승인을 활성화할 때 전달된다.  이것은 중
재기의 승인 신호이다.  상기 내부 버스 마스터에 대한 실제 출력은 여전히 상기 외부 GNT# 입력에 의해 
마스크된다.

55-42

1019970709420



동작 이론

내부 PCI 버스상의 각각의 유닛은 마스터 동작을 위해 상기 PCI 버스의 이용을 요구한다.  내부 버스에 
부착된 자원이 요구(REQ#)를 활성화할 때마다 중재가 발생된다.  라운드 로빈 기술로 다음 자원에 대한 
승인이 행해진다.  내부 PCI 버스의 승인은 외부 PCI 버스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상기 외부 요구 핀
(P_REQ# 또는 S_REQ#)의 상태는 각각의 내부 PCI 버스상의 요구 핀들의 논리 OR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상기 내부 PCI 버스 마스터는 내부 PCI 중재기(은폐 중재)로부터 아무때나 상기 내부 GNT#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내부 버스 마스터는, 상기 액세스가 개시되기 전에 버스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해 주
기 위해,  여전히 FRAME#,  IRDY#,  및  내부 GNT#  입력을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FRAME#과 
IRDY#는 하이로 되어야 하고 승인 입력은 상기 마스터가 사이클을 시작하기 위해 FRAME#를 로우로 구동하
는 클럭 사이클을 정의하는 상승 클럭 에지상에서 로우로 되어야 한다.  상기 내부 PCI 중재 유닛은 상기 
외부 승인 신호(P_GNT#, S_GNT#)를 감시하게 되고 그리고 단지 진실된 외부 승신 신호를 기초로 내부 승
인을 인가하게 된다.

상기 내부 PCI 중재기는 이하의 상황하에서 내부 버스 마스터의 GNT#를 제거하게 된다:

· 상기 외부 승인(P_GNT#, S_GNT#) 신호는 인액티브로 된다.

· 상기 내부 중재기는 내부 버스 마스터 내부 승인 신호를 디액티브시킨다.

· 현재 버스 소유자는 자신의 REQ# 출력을 제거한다.  

각각의 버스 마스터 승인 입력은 상기 내부 PCI 버스 중재 유닛의 내부로부터 상기 외부 승인과 내부 승
인의 OR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상기 중재 유닛은 상기 중재 기술의 우승자를 기초로 버스 마스터에 
대한 내부 승인을 활성화시키게 되지만, 버스 마스터의 승인 입력측으로 구동된 실제 GNT# 신호는 상기 
내부 승인과 상기 외부 승인 입력의 OR 조건로부터 도출된다.

상기 내부 중재 유닛은 어느 한 번에 하나의 내부 GNT#만이 액티브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내부 버스 마스터가 일단 내부 GNT# 신호를 잃으면, 상기 마스터는 결과적으로 버스 소유권을 해제해야 
한다.  상기 내부 GNT# 신호는 상기 PCI 로컬 버스 사양서(중재 신호 전송 프로토콜)의 GNT# 신호 공급 
해제에 관한 규칙에 첨부된다.  내부 PCI 버스 중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으로 상세한 것은 본 발
명의 분야의 숙련자에게 쉽게 명백해진다.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이하는 상기 P2P 프로세서의 I
2
C(인터-집적 회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에 관한 설명이다.  상기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의 동작 모드, 셋업 및 구현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된다.  

개 요

I2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61)은 상기 로컬 프로세서가 상기 I
2
C 버스상에 존재하는 마스터 및 슬레이브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기 I
2
C 버스는 2 핀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필립스 코포레이션에 

의해 개발된 직렬 버스이다.  SDA는 입력 및 출력 기능을 위한 데이타 핀이고 SCL은 상기 I
2
C 버스의 기준 

및 제어를 위한 클럭 핀이다.

상기 I
2
C 버스는 상기 P2P 프로세서가 시스템 관리 기능을 위해 다른 I

2
C 주변 장치와 마이크로세서를 인

터페이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기 직렬 버스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상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최소의 하드웨어와 외부 장치에 대한 상기 P2P 서브시스템의 신뢰성 정보를 필요로 한다.

상기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은 상기 내부 P2P 로컬 버스상에 존재하는 주변 장치이다. 데이타는 버퍼링

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I
2
C 버스측으로 전송되거나 상기 버스로부터 수신된다.  제어 및 상태 정보는 

한 세트의 로컬 프로세서 메모리 맵 레지스터를 통해 전달된다.  상기 I
2
C 버스 사양서는 I

2
C 버스 동작에 

관한 매우 상세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작 이론

상기 I
2
C 버스는 2개의 핀 인터페이스만을 이용하여 상기 버스상의 에이전트들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한 완전한 직렬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상기 버스상의 각각의 장치는 독특한 7 비트 주소에 의해 인식되

고 그리고 송신기로서 또는 수신기로서 동작할 수 있다.  송신기와 수신기 이외에, 상기 I
2
C 버스는 마스

터/슬레이브 모드로 기능한다.

I2C 버스 동작의 일예로서, 상기 버스상에서 마스터의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제어기의 경우를 고려하자.  
마스터로서의 상기 마이크로제어기는 기록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해 슬레이브로서의 EEPROM을 주소 지정할 
수 있다.  상기 마이크로제어기는 마스터 송신기이고 상기 EEPROM은 슬레이브 수신기이다.  상기 마이크
로제어기가 데이타를 판독하려고 하면 상기 마이크로제어기는 마스터 수신기가 되고 상기 EEPROM은 슬레
이브 송신기가 된다.  두 경우에서, 상기 마스터는 상기 트랜잭션을 개시 및 종료시킨다.

상기 I
2
C 버스는 다중 마스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 이상의 장치가 여러 데이타 전송의 

개시를 동시에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기 I
2
C 버스는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정의

한다.  둘 이상의 마스터가 상기 버스를 동시에 구동하면, 다른 마스터가 0을 생성할 때 1을 생성하기 위

해 제1마스터는 상기 중재를 잃게 된다.  이것은 상기 SDA와 상기 SCL I
2
C 버스 라인의 와이어드 AND 동작

에 따라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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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
2
C 버스의 직렬 동작은 와이어드 AND 버스 구조를 사용한다.  이것은 다수의 장치가 상기 버스 라인

을 구동하고 그리고 중재, 대기 상태, 오류 조건 등과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신호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마스터가 데이타 전송중에 클럭(SCL) 라인을 구동하면, 상기 마스터는 클럭이 하이인 모든 순간
에 1 비트를 전송하게 된다.  상기 슬레이브가 마스터가 요구하는 속도로 데이타를 수신 또는 구동할 수 
없으면, 상기 슬레이브는 본래 대기 상태를 삽입하기 위해 상기 하이 상태들사이에서 상기 클럭 라인을 

로우로 유지할 수 있다.  상기 와이어드 AND는 상기 장치의 출력단에서 구현된다.  상기 I
2
C 버스상의 데

이타는 400 킬로비트/초의 최대 속도로 전송될 수 있다.  

I
2
C 트랜잭션은 마스터로서의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개시되거나 슬레이브로서의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수신된다.  두 조건에 의해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I
2
C 버스에 대해 판독, 기록 또는 이들 판독과 기록

을 모두 행할 수 있다.  

동작 블록

상기 P2P 프로세서의 I2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은 상기 로컬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슬레이브 주변 장치이

다.  상기 유닛은 상기 I
2
C 버스상에 동작이 존재함을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게 통지해 주기 위해 상기 P2P 

프로세서 인터럽트 메카니즘을 이용한다.  도 11에는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과 상기 로컬 버스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은 상기 I

2
C 버스에 대한 두 와이어 인터페이스(61),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대해 데이타를 전달하는 8 비트 버퍼(61a), 한 세트의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61b), 및 병렬/직렬 변환을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61c)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I
2
C  인터럽트는  프로세서  인터럽트  XINT7#  및  XINT7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X7ISR)를  통해 

전달된다.  상기 I
2
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은 버퍼 풀 상태, 버퍼 빈 상태, 슬레이브 주소 검출, 중재 잃

음, 또는 버퍼 오류 조건이 발생되면 상기 X7ISR 레지스터내의 비트를 세트시킨다.  모든 인터럽트 조건
은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분명하게 클리어된다.

상기 I
2
C 데이타 버퍼 레지스터(IDBR)는 일측상에서 상기 I

2
C 버스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터페이스로부터 

바이트 데이타를, 다른 측상에서 상기 P2P 프로세서 로컬 버스로부터 병렬 데이타를 수신하는 8 비트 데
이타 버퍼이다.  특수 시프트 레지스터는 사용자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다.

APIC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이하는 상기 로컬 버스와 3-와이어 APIC 버스사이에서의 통신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APIC 버스 인
터럽트 유닛(63)에 관한 설명이다. 이 유닛은 2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 상기 유닛은 인터럽트 메시지를 상기 APIC 버스측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상기 메시지가 전송될 때 임의
로 인버터럽되도록 하는 능력을 상기 로컬 프로세서에게 제공한다.  이때, 상기 로컬 프로세서는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 상기 메시지 전송의 결과적으로 얻어진 상태를 판독할 수 있다. 

· 또한, 상기 유닛은 상기 APIC 버스로부터 EOI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그리고 EOI 벡터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상기 로컬 프로세서를 선택적으로 인터럽트할 수 있다.

상기 인터페이스의 동작 모드, 셋업 및 구현에 대해서 이하에서 설명한다.

APIC 구조 개요

APIC 인터럽트 구조는 모든 멀티프로세서 사양서(MPS) 호환 시스템을 위한 인터럽트 구조로서 특정된다. 
MPS 버전 1.1은 인텔 코포레이션, 주문 번호 제242016-003호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상기 APIC 구조의 
주된 특징은 이하와 같다:

1. APIC는 90 및 100 MHz 펜티엄 프로세서와 같은 인텔 구조 CPU를 위한 멀티프로세서 인터럽트 관리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모든 프로세서에 걸쳐서 정적 및 동적 대칭 인터럽트 분산이 제공된다.

2. 동적 인터럽트 분산은 최하위 우선 순위 프로세서측으로의 인터럽트 라우팅을 포함하고 있다. 

3. APIC는 다수의 I/O 서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동작하며, 이때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자기 
자신의 세트의 인터럽트를 가질 수 있다.

4. APIC는 인터-프로세서 인터럽트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어떠한 프로세서라도 자신을 포함한 어떤 프
로세서 또는 어떠한 세트의 프로세서를 인터럽트할 수 있다.

5. 각각의 APIC 인터럽트 입력 핀은 에지 또는 레벨 트리거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개별적으로 프로그래
밍가능하다.  인터럽트 벡터와 인터럽트 스티어링 정보는 핀마다 특정될 수 있다.

6. APIC는 각종 시스템 구조와 사용 모델에 적합하도록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작될 수 있는 네이밍/주소 
지정 기술을 지원한다.

7. APIC는 NMI, INIT, 및 시스템 관리 인터럽트(SMI)에 관련된 시스템형 프로세서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

8. APIC는 PC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8259A PIC와 함께 존재한다.

9.  APIC는 각각의 인터럽트 입력 핀에 프로그래밍 가능 인터럽트 우선 순위(벡터)를 제공한다.   상기 
APIC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두 32 비트 메모리 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I/O APIC 기능은 상기 P2P 
프로세서의 로컬 프로세서에 의해 모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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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과의 이용에 적합한 I/O APIC에 관한 특정 구현에 대해 상세한 것은 본 발명의 분야의 숙련자에게 
쉽게 명백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외부 버스를 제2외부 버스에 접속하는 집적 회로에 있어서,

a) 상기 제1외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제1내부 버스;

b) 상기 제2외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제2내부 버스;

a) 상기 제1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제2버
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상기 제1외부 버스와 상기 제2외부 버스사이에서 트랜잭션이 전달될 수 있
도록 해 주는 버스 브리지 수단;

b) 상기 버스 브리지 수단에 접속되어, 외부 소스로부터 수신된 트랜잭션과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에 입력되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로컬 프로세서 수단;

c) 상기 프로세서 수단과 외부 메모리사이에서 데이타를 전달하는 로컬 버스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a) 상기 로컬 버스와 상기 제1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인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제1내부 버스상의 
주소를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에 의해 이용가능한 주소로, 그리고 아웃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로
컬 버스상의 주소를 상기 제1외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에 의해 이용가능한 주소로 변환하는데 적합
한 제1주소 변환 회로;

b) 상기 로컬 버스와 상기 제2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인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제2내부 버스상의 
주소를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에 의해 이용가능한 주소로, 그리고 아웃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로
컬 버스상의 주소를 상기 제2외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에 의해 이용가능한 주소로 변환하는데 적합
한 제2주소 변환 회로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주소 변환 회로에 접속되어, 새로운 데이타가 상기 제1내부 버스상에 놓일 때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에 의한 이용을 위해 인터럽트를 발생하는데, 그리고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이 
상기 외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에 의한 이용을 위해 상기 로컬 버스상에 데이타를 둘 때 상기 제1
내부 버스의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트 라인상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는데 적합한 메시지 전송 회로를 더 구
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버스와 상기 제1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상기 제1내부 버스와 상기 로컬 메모리사이에서 데이타 
블록을 전송하는 제1DMA 제어기 수단;

상기 로컬 버스와 상기 제2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상기 제2내부 버스와 상기 로컬 메모리사이에서 데이타 
블록을 전송하는 제2DMA 제어기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1주소 변환 회로사이에서 상기 제1내부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하는 제1버스 중재 수단;

b)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주소 변환 회로사이에서 상기 제2내부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하는 제2버스 중재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프로세서와 상기 제1주소 변환 회로와 상기 제2주소 변환 회로사이에서 상기 로컬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로컬 버스 중재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버스상의 데이타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외부 메모리에 대한 기록 및 판독을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기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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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a) 복수의 인터럽트 소스를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에 대한 단일 인터럽트 입력측으로 라우팅시키는 주
변 인터럽트 제어기 수단;

b) 상기 복수의 인터럽트 소스중 어느 인터럽트 소스가 상기 단일 인터럽트를 발생하였는지를 정의하는 
상태 레지스터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a) 상기 집적 회로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관리에 적합한 외부 센서에의 접속을 위한 I
2
C 버스;

b)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이 상기 I
2
C 버스에 존재하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I
2
C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a) 외부 프로세서에의 접속을 위한 APIC 버스;

b) 상기 외부 프로세서와 상기 로컬 프로세서간의 통신을 인에이블시키는 APIC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구
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11 

메인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 프로세서와 보조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주변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

a) 상기 메인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제1내부 버스;

b) 상기 보조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제2내부 버스;

a) 상기 제1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제2버
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상기 메인 PCI 버스와 상기 보조 PCI 버스사이에서 트랜잭션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버스 브리지 수단;

b) 상기 버스 브리지 수단에 접속되어, 외부 소스로부터 수신된 트랜잭션과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에 입력되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로컬 프로세서 수단;

c) 상기 프로세서 수단과 외부 메모리사이에서 데이타를 전달하는 로컬 버스를, 단일 집적 회로내에 구비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a) 상기 로컬 버스와 상기 제1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인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제1내부 버스상의 
주소를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에 의해 이용가능한 주소로, 그리고 아웃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로
컬 버스상의 주소를 상기 메인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에 의해 이용가능한 주소로 변환하는데 적
합한 제1주소 변환 회로;

b) 상기 로컬 버스와 상기 제2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인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제2내부 버스상의 
주소를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에 의해 이용가능한 주소로, 그리고 아웃바운드 트랜잭션을 위해 상기 로
컬 버스상의 주소를 상기 보조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에 의해 이용가능한 주소로 변환하는데 적
합한 제2주소 변환 회로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상기 제1주소 변환 회로에 접속되어, 새로운 데이타가 상기 제1내부 버스상에 놓일 때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에 의한 이용을 위해 인터럽트를 발생하는데, 그리고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이 
상기 메인 PCI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장치에 의한 이용을 위해 상기 로컬 버스상에 데이타를 둘 때 상기 
제1내부 버스의 적어도 하나의 인터럽트 라인상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는데 적합한 메시지 전송 회로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상기 로컬 버스와 상기 제1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상기 제1내부 버스와 상기 로컬 메모리사이에서 데이타 
블록을 전송하는 제1DMA 제어기 수단;

상기 로컬 버스와 상기 제2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상기 제2내부 버스와 상기 로컬 메모리사이에서 데이타 
블록을 전송하는 제2DMA 제어기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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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a)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1주소 변환 회로사이에서 상기 제1내부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하는 제1버스 중재 수단;

b)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주소 변환 회로사이에서 상기 제2내부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하는 제2버스 중재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상기 로컬 프로세서와 상기 제1주소 변환 회로와 상기 제2주소 변환 회로사이에서 상기 
로컬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로컬 버스 중재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상기 로컬 버스상의 데이타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외부 메모리에 
대한 기록 및 판독을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기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a) 복수의 인터럽트 소스를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에 대한 단일 인터럽트 입력측으로 라우팅시키는 주
변 인터럽트 제어기 수단;

b) 상기 복수의 인터럽트 소스중 어느 인터럽트 소스가 상기 단일 인터럽트를 발생하였는지를 정의하는 
상태 레지스터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a) 상기 집적 회로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관리에 적합한 외부 센서에의 접속을 위한 I
2
C 버스;

b)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이 상기 I
2
C 버스에 존재하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I
2
C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a) 외부 프로세서에의 접속을 위한 APIC 버스;

b) 상기 외부 프로세서와 상기 로컬 프로세서간의 통신을 인에이블시키는 APIC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구
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브리지 수단은,

a)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다운스트림 포스팅 버퍼;

b)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업스트림 포스팅 버퍼;

c)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있는 한 세트의 구성 레지스터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
적 회로.

청구항 2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브리지 수단은,

a)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다운스트림 포스팅 버퍼;

b)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업스트림 포스팅 버퍼;

c)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에 접속되어 있는 한 세트의 구성 레지스터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프로세서 수단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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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1주소 변환 회로와 상기 제1DMA 제어기 수단사이에서 상기 제1내부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제1버스 중재 수단;

b)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주소 변환 회로와 상기 제2DMA 제어기 수단사이에서 상기 제2내부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제2버스 중재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2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는,

a) 상기 제1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1주소 변환 회로와 상기 제1DMA 제어기 수단사이에서 상기 제1내부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제1버스 중재 수단;

b) 상기 제2버스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주소 변환 회로와 상기 제2DMA 제어기 수단사이에서 상기 제2내부 
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제2버스 중재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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