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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27 항

(54) 레거시 인터럽트를 지원하는 범용 입/출력 아키텍쳐프로토콜 및 관련 방법

(57) 요약

개선된 범용 입출력 통신 아키텍쳐, 프로토콜 및 관련 방법들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향상된 범용 입력/출력(EGIO) 아키텍처 내에서 레거시 장치들(legacy devices)을 통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 상기 EGIO

아키텍처는 레거시 장치를 상기 EGIO 아키텍처에 인터페이싱하는 브리지(bridge)를 포함하고, 상기 브리지는 상기 레거

시 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포함함 -,

범용 입력/출력(GIO) 인터페이스에서 레거시 장치로부터 지시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지시의 적어도 서브세트를 분석하여 지시 타입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분석 결과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수신된 레거시 지시를 적당한 하나 이상의 GIO 메시지들로 변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GIO 인터페이스는, 상기 레거시 장치로부터 상기 지시를 수신하고, 호스트 장치 타입을 지시하기 위한 정보를 유지하

기 위한 구성 공간 및 상기 EGIO 아키텍쳐 내의 GIO 인터페이스들 사이에 레거시 콘텐트를 나타내는 GIO 메시지(들)의 대

역내 메시징(in-band messag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 공간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레이

어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IO 메시지와 연관된 규칙들의 집합에 따라 상기 GIO 메시지를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GPIO 인터페이스의 호스트가 상기 GIO 메시지의 타겟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타겟이 상기 호스트가 아니라면, 상기 식별된 타겟을 향해 GIO 링크를 통해 상기 GIO 메시지(들)를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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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단계는,

GIO 링크를 통해 상기 GIO 인터페이스와 통신가능하게 연결된 원격 GIO 인터페이스의 메시지 공간에 상기 GIO 메시지

(들)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는 레거시 인터럽트인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인터럽트인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는 전력 관리 요청인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관리 요청은 핫-플러그 통보인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지시는 특별 사이클 요청인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지시의 적어도 서브세트를 분석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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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지시를 상기 GIO 인터페이스에 의해 유지된 하나 이상의 공지된 레거시 지시들과 비교하여 상기 수신된 지시

의 의미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단계는,

상기 수신된 지시의 의미를 통신하는 상기 GIO 아키텍처에 의해 채택된 GIO 프로토콜과 연관된 부호(들)를 식별하는 단

계; 및

상기 수신된 지시의 식별된 타겟에 송신하기 위한 상기 부호(들)를 포함하는 메시지(들)를 작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지시의 상기 식별된 타겟은 상기 GIO 인터페이스의 호스트인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지시의 상기 식별된 타겟은 하나 이상의 GIO 링크들을 통해 연결된 원격 장치인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지시는 PCI 인터럽트로서 식별되고, 상기 작성 단계는,

상기 수신된 지시의 식별된 타겟이 상기 GIO 인터페이스의 호스트가 아니라면, 상기 GIO 아키텍처를 통해 상기 인터럽트

의 상기 타겟에 송신하기 위한 상기 식별된 인터럽트의 어써션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의 중단을 나타내는 지시를 수신할 때, 상기 수신된 지시의 식별된 타겟이 상기 GIO 인터페이스의 호스트가

아니라면, 상기 GIO 아키텍처를 통해 상기 인터럽트의 상기 타겟에 송신하기 위한 상기 식별된 인터럽트의 디어써션을 나

타내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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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향상된 범용 입력/출력(EGIO)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기 위한 입력/출력(GIO)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 상기 EGIO 아키텍처

는 레거시 장치에 대한 브리지를 포함하고, 상기 브리지는 상기 레거시 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함 -,

상기 GIO 인터페이스를 GIO 링크를 통해 원격 인터페이스(들)에 연결하기 위한 물리 레이어 인터페이스; 및

레거시 콘텐트를 포함하는 상기 원격 인터페이스들로부터 수신된 콘텐트의 적어도 서브세트를 수신하고, 호스트 장치 타

입을 지시하기 위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구성 공간 및 GIO 아키텍쳐 내의 GIO 인터페이스들 사이에 레거시 콘텐트를 나

타내는 GIO 메시지(들)의 대역내 메시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 공간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레이어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잭션 레이어는 호스트 장치 또는 원격 장치에 의한 추가의 처리를 위해 적합한 상기 레거시 콘텐트에 적어도 부

분적으로 기초하여 GIO 메시지(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GIO 메시지들을 원격 GIO 인터페이스에 기록하는, 범용 입력

/출력(GIO) 인터페이스.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인터페이스(들)는 레거시 장치들 또는 향상된 범용 입력/출력(EGIO) 장치들에 연관된 레거시 인터페이스(들)를

포함하는 범용 입력/출력(GIO) 인터페이스.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GIO 메시지(들)는 상기 원격 GIO 인터페이스가 상기 GIO 메시지(들)를 타겟 장치에 전달하도록 하는 범용 입력/출력

(GIO) 인터페이스.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GIO 인터페이스는 상기 타겟 장치의 요소인 범용 입력/출력(GIO) 인터페이스.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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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GIO 메시지(들)는 상기 타겟 장치가 상기 레거시 콘텐트에 따라 실행하도록 유발하는 범용 입력/출력(GIO) 인터페이

스.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레거시 인터페이스(들)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규격 장치에 연관된 범용 입력/출력(GIO) 인터

페이스.

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레거시 콘텐트는 인터럽트, 전력 관리 메시지, 및 특별 사이클 요청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범용 입력/출력(GIO) 인

터페이스.

청구항 26.

제17항에 따른 GIO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청구항 27.

GIO 통신 링크에 선택적으로 연결된 제26항에 따른 복수의 전자 장치들; 및

각각이 상기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 연관된 장치와 선택적으로 연결된 0개 이상의 레거시 장치(들)

를 포함하고, 상기 연관된 전자 장치(들)는 연관된 레거시 장치로부터 수신된 레거시 콘텐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

여 GIO 메시지(들)를 생성하는 전자 장비.

청구항 28.

액세스하는 전자 장치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전자 장치가 향상된 범용 입력/출력(EGIO)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기 위한 범

용 입력/출력(GIO)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는 콘텐트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에 있어서 - 상기 EGIO 아키텍처는 레거

시 장치에 대한 브리지를 포함하고, 상기 브리지는 상기 레거시 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함 -,

상기 GIO 인터페이스는,

상기 GIO 인터페이스를 GIO 링크(들)를 통해 원격 인터페이스(들)에 연결하는 물리 레이어 인터페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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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콘텐트를 포함하는 상기 원격 인터페이스로부터 수신된 콘텐트의 적어도 서브세트를 수신하고, 호스트 장치 타입

을 지시하기 위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구성 공간 및 GIO 아키텍쳐 내의 GIO 인터페이스들 사이에 레거시 콘텐트를 나타

내는 GIO 메시지(들)의 대역내 메시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 공간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레이어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고, 상기 트랜잭션 레이어는 호스트 장치 또는 원격 장치에 의한 추가적인 처리에 적합한 레거시 콘텐트에 적어

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GIO 메시지(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GIO 메시지들을 원격 GIO 인터페이스에 기록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 레이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상기 콘텐트는 수신된 레거시 콘텐트를 업스트림 GIO 인터페이스(들)에 해

석가능한 GIO 메시지로 변환하는 콘텐트를 더 포함하는 저장 매체.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레거시 콘텐트는 인터럽트, 전력 관리 메시지, 및 특별 사이클 요청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저장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개략적으로는 범용 입/출력(GIO) 버스 아키텍쳐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GIO 버스 아키텍쳐내의

요소들간의 레거시 인터럽트들을 지원하는 아키텍쳐, 프로토콜 및 관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팅 장비,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 서버, 네트워킹 스위치 및 라우터, 무선 통신 장치 및 다른 전자 장치들은 통상 다수

의 전자 컴포넌트 또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러한 요소들은 종종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또는 다른 제어 논리, 메모

리 시스템, 입출력 인터페이스(들), 주변장치 요소 등을 포함한다. 그러한 요소들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컴퓨팅

장비들은 오랫동안 범용 입출력(GIO) 버스 아키텍쳐에 의존하여, 이들 컴퓨팅 장비들의 다른 요소들이 그 장비에 의해 제

공되는 무수한 어플리케이션의 지원하에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된다.

아마, 가장 확장 종래 GIO 버스 아키텍쳐들 중 하나는 주변 컴포넌트 상호접속 버스 또는 PCI 버스 아키텍쳐가다. PCI 버

스 표준(주변 컴포넌트 상호접속(PCI) 로컬 버스 스펙, 리비젼 2.2, 1998.12.18일 배포)은 컴퓨팅 장비 내에서 칩, 확장 보

드 및 프로세서/메모리 서브시스템을 중재 방식으로 상호접속하기 위한 멀티-드롭 병렬 버스 아키텍쳐를 정의한다. PCI

로컬 버스 표준의 내용이 모두를 위해 참조로 본 명세서에 첨부하였다.

종래 PCI 버스 구현은 133MBps 처리량(즉, 33MHz에서 32 바이트)을 가지고 있지만, PCI 2.2 표준은 133MHz까지에서

클럭킹되는 병렬 접속의 핀당 64 바이트를 허용함으로써, 1GBps 이상의 이론적 처리량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까

지, 그러한 종래 멀티-드롭 PCI 버스 아키텍쳐에 의해 제공되는 처리량은 심지어 가장 진보된 컴퓨팅 장비(예를 들면, 멀

티프로세서 서버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내부 통신 수요를 수용할 만큼 적절한 대역폭을 제공했다. 그러나, 광

대역 인터넷 액세스의 확장 보전과 결합되어 1GHz 임계값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갖는 최근의 처리 성능 진척에 따라, PCI

버스 아키텍쳐와 같은 종래 GIO 아키텍쳐는 그러한 컴퓨팅 장비에서 장애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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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GIO 아키텍쳐와 통상적으로 연관된 다른 제한은, 이들이 통상 등시성(isochronous, 또는 시간 의존성) 데이터 스트

림을 다루고/처리하는데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한 등시성 데이터 스트림의 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으

로서,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만큼 빨리 소비되고 오디오 부분이 비디오 부분과 동기되도록 보장하는 등시성 트랜스포트 메

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종래 GIO 아키텍쳐는 대역폭이 허용하는 대로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또는 랜덤 간격으로 처리한다. 그러한 등시성 데이

터의 비동기 처리는 결국은 잘못 정렬된 오디오 및 비디오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등시성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일부 제공

자들이 특정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는 규칙을 구비함으로써, 예를 들면 비디오 데이터에 비해

오디오 데이터가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적어도 최종 사용자가 비교적 꾸준한 오디오 스트림(즉, 쪼개지지 않은)을 수신하

여 스트리밍되고 있는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등을 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일반적으로는 GIO 요소들간의 레거시 인터럽트들을 구현하는 범용 입/출력(GIO) 아키텍쳐, 프로토

콜 및 관련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향상된 범용 입출력(EGIO) 상호접속 아키텍쳐, 관련 통신 프

로토콜 및 관련 방법들이 도입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EGIO 아키텍쳐의 요소들은 하나 이상의 루트 컴플렉스(root

complex)(예를 들면, 브리지 내에 구현됨), 스위치 및 엔드-포인트(end-point)를 포함하고, 각각은 그러한 요소들간의

EGIO 통신을 지원하는 적어도 EGIO 특징들의 서브세트를 포함한다.

그러한 요소들의 EGIO 설비들간의 통신은, 이하에 더 완전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가상 통신 채널, 테일러-기반 에러 포

워딩, 레거시 PCI-기반 장치 및 그 인터럽트, 다중 요구 응답 타입(들), 플로우 제어 및/또는 데이터 무결성 관리 설비를 포

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혁신적인 특징을 지원하는 EGIO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병렬 통신 채널(들)

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르면, 통신 프로토콜은 EGIO 통신 프로토콜 스택의 도입과 함께 컴퓨팅

장비의 각 요소들 내에 지원되고, 스택은 물리적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및 트랜잭션 레이어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 전체에서 "하나(one)의 실시예" 또는 "한(a) 실시예"에 대한 지칭은,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재되는 특정 특징, 구

조 및 특성은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명세서 전체에 걸쳐 다양한 위치

에서 "하나의 실시예" 또는 "한 실시예"라는 구절의 존재는 반드시 모두 동일한 실시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특징, 구조 또는 특성들은 하나 이상의 실시예들에서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

상기 및 이하의 설명을 감안하면,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요소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파

된 신호, 또는 그 조합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용어

혁신적인 EGIO 상호접속 아키텍쳐, 통신 프로토콜 및 관련 방법의 특정사항으로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러한 상세한 설명

전체에 걸쳐 이용되는 용어의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 Advertise: EGIO 플로우 제어에 있어서, EGIO 프로토콜의 플로우 제어 업데이트 메시지를 이용함으로써 그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 가용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수신기의 행동을 지칭하는데 이용됨.

· 완료자: 요구에 의해 어드레스되는 논리 장치.

· 완료자 ID: 완료자의 버스 식별자(예를 들면, 번호), 장치 식별자 및 요구의 완료자(completer)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함

수 식별자 중 하나 이상의 조합.

· 완료: 시퀀스를 종료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종료하는데 이용되는 패킷은 완료로서 지칭된다. 하나의 구현 예에 따르면,

완료는 선행 요구에 대응하고, 일부 경우에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 구성 공간(configration space): EGIO 아키텍쳐 내의 4개의 어드레스 공간들 중 하나. 구성 공간 어드레스를 가지는 패

킷은 장치를 구성하는데 이용된다.

· 컴포넌트: 물리적 장치(즉, 단일 패키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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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링크 레이어: 트랜잭션 레이어(위) 및 물리적 레이어(아래)의 사이에 존재하는 EGIO 아키텍쳐의 중간 레이어.

· DLLP: 데이터 링크 레이어 패킷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수행되는 링크 관리 함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링크 레

이어에서 생성되어 소비되는 패킷이다.

· 다운스트림: 요소의 상대 위치 또는 호스트 브리지로부터 떨어지는 정보의 흐름을 지칭한다.

· 엔드-포인트: 타입 00h 구성 공간 헤더를 가지는 EGIO 장치.

· 플로우 제어: 수신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고 순서화(ordering) 규칙에 따라 송신기를 허용하도록 수신기로부터 송신

기로 수신 버퍼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방법.

· 플로우 제어 패킷(FCP): 하나의 컴포넌트의 트랜잭션 레이어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트랜잭션 레이어로 플로우 제어 정보

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TLP).

· 함수: 고유 함수 식별자(예를 들면, 함수 번호)에 의해 구성 공간에서 식별되는 멀티-함수 장치의 하나의 개별적인 섹션.

· 아키텍쳐: EGIO 아키텍쳐에서 구현되는 I/O 상호접속 구조(topology)를 정의한다. 아키텍쳐는 계산 장치(예를 들면, 호

스트 CPU)에 가장 근접한 링크에 대응하는 루트 컴플렉스(root complex)를 특징으로 한다.

· 아키텍쳐 도메인: EGIO 아키텍쳐는 하나 이상의 EGIO 인터페이스를 소싱(source)하는 루트 컴플렉스에 의해 다수의 조

각으로 분리되고, 그러한 조각이 아키텍쳐 도메인으로 지칭된다.

· 호스트 브리지: 호스트 CPU 컴플렉스를 루트 컴플렉스에 접속시킨다. 호스트 브리지는 루트 컴플렉스를 제공할 수 있다.

· IO 공간: EGIO 아키텍쳐의 4개의 어드레스 공간들 중 하나.

· 래인(Lane): 물리적 링크의 차동 신호 쌍의 세트. 송신을 위한 한 쌍 및 수신을 위한 한 쌍. 바이(by)-N 링크는 N 래인으

로 구성된다.

· 링크: 2개의 컴포넌트들간의 이중-심플렉스 통신 경로. 2개의 포트(하나의 송신 및 하나의 수신)의 집합 및 그 상호접속

래인(들).

· 논리적 버스: 구성 공간에서 동일한 버스 번호를 가지는 장치 집합 중의 논리적 접속.

· 논리적 장치: 구성 공간에서 고유 장치 식별자에 응답하는 EGIO 아키텍쳐의 요소.

· 메모리 공간: EGIO 아키텍쳐의 4개의 어드레스 공간들 중 하나.

· 메시지: 메시지 공간 타입을 가지는 패킷.

· 메시지 공간: EGIO 아키텍쳐의 4개의 어드레스 공간들 중 하나. PCI에 정의된 특별 사이클은 메시지 공간의 서브세트로

서 포함되고, 따라서 레거시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레거시 소프트웨어 모델(들): 레거시 장치(예를 들면, PCI 소프트웨어 모델, 예를 들면 EGIO-대-레거시 브리지에 포함되

면 레거시 장치와의 상호작용이 용이하게 됨.)를 초기화하고, 발견하며, 구성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모델(들).

· 물리적 레이어: 2개의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통신 매체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하는 EGIO 아키텍쳐의 레이어.

· 포트: 컴포넌트와 연관되고, 그 컴포넌트와 EGIO 링크 사이의 인터페이스.

· 수신기: 링크를 통해 패킷 정보를 수신하는 컴포넌트가 수신기(종종 타겟으로도 지칭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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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시퀀스를 개시하는데 이용되는 패킷은 요구로서 지칭된다. 요구는 일부 동작 코드를 포함하고, 일부 경우에 어드레

스 및 길이, 데이터 또는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

· 요구자(requester): 처음으로 시퀀스를 EGIO 도메인에 도입하는 논리 장치.

· 요구자 ID: 하나 이상의 요구자의 버스 식별자(예를 들면, 버스 번호), 장치 식별자 및 요구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함수

식별자의 조합. 대부분의 경우에, EGIO 브리지 또는 스위치는 요구자 ID를 변형하지 않고 요구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인터페이스로 포워딩한다. EGIO 버스 이외의 버스로부터의 브리지는 통상 그 요구에 대한 완료를 생성할 때 이용하

기 위하여 요구자 ID를 저장한다.

· 루트 컴플렉스: 호스트 브리지 및 하나 이상의 루트 포트를 포함하는 실체.

· 루트 포트: 연관된 가상 PCI-PCI 브리지를 통해 EGIO 상호접속 아키텍쳐의 일부를 매핑하는 루트 컴플렉스 상의 EGIO

포트.

· 시퀀스: 요구자에 의해 단일 논리 전달을 실행하는 것과 연관된 단일 요구 및 제로 이상의 완료들.

· 시퀀스 ID: 하나 이상의 요구자 ID 및 태그의 조합으로서, 조합은 공통 시퀀스의 일부인 요구와 완료를 고유하게 식별한

다.

· 분리 트랜잭션: 타겟(완료기, 또는 브리지)이 분리 응답을 종료하고, 이어서 완료기(또는 브리지)에 의해 개시되는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분리 완료)이 수행되어 판독 데이터(판독이 존재한다면) 또는 완료 메시지를 요구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초기 트랜잭션(분리 요구)을 포함하는 단일 논리 전달.

· 심볼: 8b/10b 인코딩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10비트 양.

· 심볼 시간: 심볼을 래인 상에 놓는데 요구되는 시간 주기.

· 태그: 요구자에 의해 주어진 시퀀스에 할당되고, 다른 시퀀스와 구별하는 숫자-시퀀스 ID의 일부.

·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 TLP는 트랜잭션 레이어 내에 생성되어 요구 또는 완료를 운반하는 패킷이다.

· 트랜잭션 레이어: 트랜잭션(예를 들면, 판독, 기록 등)의 레벨에서 동작하는 EGIO 아키텍쳐의 최외곽(최상위) 레이어.

·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어드레스, 길이 및 타입뿐만 아니라 트랜잭션의 속성을 기술하는 패킷 헤더의 요소.

전자 장비 및 EGIO 아키텍쳐의 예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개선된 범용 입출력(EGIO) 상호접속 아키텍쳐, 프로토콜 및 관련 방법을 포함하는 전자

장비(100)의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 장비(100)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102), 루트 컴플렉스(예를 들면,

호스트 브리지를 포함함, 104), 스위치(108) 및 엔드 포인트(110)를 포함하고 각각이 도시된 바와 같이 결합되는 다수의

전자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르면, 적어도 루트 컴플렉스(104), 스위치(들)(108) 및

엔드 포인트(110)에 EGIO 통신 인터페이스(106)의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instance)가 제공되어,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하나 이상의 양태를 용이하게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요소(102, 104, 108 및 110)는 EGIO 인터페이스(106)를 통해 하나 이상의 EGIO 통신 채널(들)을

지원하는 통신 링크(112)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다른 요소에 통신가능하게 결합된다. 하나의 구현 예에 따르면, EGIO 상

호접속 아키텍쳐의 동작 파라미터는 호스트 전자 장비의 초기화 이벤트 동안에 또는 주변장치의 전자 장비(예를 들면, 핫-

플러그 장치)로의 동적 접속시에 확립된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전자 장비(100)는 확장 관례적 및 비관례적 컴퓨팅 시

스템,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라우터, 무선 통신 가입자 유닛, 무선 통신 전화 인프라구조 요소, 개인 휴대 장치

(PDA), 셋톱박스, 또는 EGIO 상호접속 아키텍쳐, 통신 프로토콜 또는 여기에 기재된 관련 방법의 적어도 서브세트의 통합

을 통해 도입되는 통신 리소스로부터 장점을 얻을 수 있는 임의의 전자 장비 중 임의의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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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전자 장비(100)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102)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

와 같이, 프로세서(들)(102)는 전자 장비(100)의 기능적 성능의 하나 이상의 양태를 제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세서

(들)(102)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장치(PLD),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PLA), 어플리

케이션 특정 집적 회로(ASIC),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제어 논리 중 임의의 하나

를 나타낸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루트 컴플렉스(104)는 프로세서(102) 및/또는 프로세서/메모리 컴플렉스 및 전자 장비 EGIO 아키

텍쳐의 하나 이상의 다른 요소들(108, 110) 사이의 EGIO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이용된 바와 같이, 루트 컴

플렉스(104)는 호스트 컨트롤러,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 IO 컨트롤러 허브, 임의의 상기 조합, 또는 칩셋/CPU 요소들(즉,

컴퓨팅 시스템 환경 내)의 일부 조합에 가장 근접한 EGIO 아키텍쳐의 논리적 실체를 지칭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 1에

단일 유닛으로서 도시되어 있지만, 루트 컴플렉스(104)는 다중 물리적 컴포넌트들을 구비할 수도 있는 단일 논리적 실체

로 생각될 수 있다.

도 1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루트 컴플렉스(104)는 하나 이상의 EGIO 인터페이스(들)(106)를 포함하여, 다른 주변 장

치, 예를 들면, 스위치(들)(108), 엔드 포인트(들)(110) 및 특별히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레거시 브리지(들)(114 또는 116)

와의 통신을 용이하게 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각 EGIO 인터페이스(106)는 상이한 EGIO 아키텍쳐 도메인을 나타

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 1의 예시된 구현은 3개의 아키텍쳐 도메인을 가지는 루트 컴플렉스(104)를 나타낸다. 유의할

점은, 다수의 분리된 EGIO 인터페이스(106)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단일 인터페이스(106)가 다수 장치와의

통신을 수용하는 다수 포트를 포함하는 다른 구현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루트 컴플렉스(104)는 EGIO 아키텍쳐의 각 요소의 통신 요구사항(예를 들면, 가상 채널 요구사

항 등시성 채널 요구사항 등)을 식별하는 것을 담당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그러한 통신 요구사항은 호스트 장비

(100) 또는 그 임의의 요소의 초기화 이벤트 동안에(예를 들면, 핫-플러그 이벤트 내), 루트 컴플렉스(104)에 전달된다. 다

른 실시예에서, 루트 컴플렉스(104)는 그러한 요소에 신호를 보내어, 통신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일단 이들 통신 파라미터

들이 식별되면, 루트 컴플렉스(104)는 예를 들면 교섭 프로세스를 통해 아키텍쳐의 각 요소에 대한 EGIO 통신 설비의 기

간 및 조건을 확립한다.

여기에 개시된 EGIO 아키텍쳐에서, 스위치는 EGIO 아키텍쳐 및/또는 도메인 내부에서 및 그 사이에서 엔드 포인트를 선

택적으로 결합시킨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EGIO 스위치(108)는 적어도 하나의 업스트림 포트(즉, 루트 컴플렉스

(104)를 향해 지향됨) 및 적어도 하나의 다운스트림 포트를 구비하고 있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스위치(108)는 업스

트림 포트로서 루트 컴플렉스에 가장 근접한 하나의 포트(즉, 인터페이스의 포트 또는 인터페이스(106) 자체)를 구별하는

데 대해, 모든 다른 포트(들)는 다운스트림 포트이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스위치(108)는 PCI-대-PCI 브리지인 구성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레거시 구성 소프트웨어)로 나타나고, 트랜잭션을 라우팅하기 위한 PCI 브리지 메커니즘을 이용한

다.

스위치(108)에 있어서, 피어-투-피어 트랜잭션(peer-to-peer transaction)은 수신 포트 및 송신 포트가 모두 다운스트림

포트인 트랜잭션으로서 정의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스위치(108)는 임의의 포트로부터 임의의 다른 포트로의 고정된

트랜잭션 시퀀스와 연관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타입의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TLP)의 라우팅을 지원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모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통상 수신 포트로부터 스위치(108) 상의 모든 다른 포트로 라우팅되어야 한다. 포트

로 라우팅될 수 없는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은 통상 스위치(108)에 의해 지원하지 않는 TLP로서 종료되어야 한다. 트랜잭

션 레이어 패킷(들)(TLP)을 수신 포트로부터 송신 포트로 전달할 때, 변형이 송신 포트(예를 들면, 레거시 브리지(114,

116)에 결합되는 송신 포트)에 대한 다른 프로토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스위치(108)는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들)(TLP)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스위치(108)는 다른 장치 대신에 작용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트래픽 타입 및 패턴의 지식을 진척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하에 더 충분하게 설명되는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본 발명의 플로우 제어 및 데이터 무결성 양태는 엔드-투-

엔드 기반으로가 아니라, 링크별 기반으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구현에 따르면, 스위치(108)는 플로우 제어 및 데이

터 무결성에 이용되는 프로토콜에 참여한다. 플로우 제어에 참여하기 위해, 스위치(108)는 각 포트에 대하여 개별적인 플

로우 제어를 유지하여, 스위치(108)의 성능 특성을 개선한다. 마찬가지로, 스위치(108)는 이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

와 같이, TLP 에러 검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스위치에 들어오는 각 TLP를 체크함으로써 링크별 기반으로 데이터 무결성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스위치(108)의 다운스트림 포트는 새로운 EGIO 아키텍쳐 도메인을 형성하

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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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계속 참조하면, 엔드 포인트(110)는 타입 00hex(00h) 구성 공간 헤더를 가지는 임의의 장치로 정의된다. 엔드 포

인트 장치(110)는 그 자신 대신에 또는 다른 비-EGIO 장치 대신에, EGIO 의미 트랜잭션의 요구자 또는 완료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엔드 포인트(110)의 예들은 EGIO 부합 그래픽 장치(들), EGIO-부합 메모리 컨트롤러 및/또는 EGIO와

범용 직렬 버스(USB), 이더넷 등과 같은 일부 다른 인터페이스 간의 접속을 구현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레거시 브리지(114, 116)와는 달리, 비-EGIO 부합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로서 작

용하는 엔드 포인트(110)는 그러한 비-EGIO 부합 장치에 대한 완전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호스트 프로

세서 컴플렉스(102)를 EGIO 아키텍쳐에 접속하는 장치가 루트 컴플렉스(104)로 간주되지만, 프로세서 컴플렉스(102)에

대한 그 위치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EGIO 아키텍쳐 내에 위치한 다른 엔드 포인트(110)와 동일한 장치 타입인 것은 당연하

다.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르면, 엔드 포인트(110)는 각각이 EGIO 아키텍쳐내에서 상이한 동작 규칙을 가지는 3가지 카테고리,

(1) 레거시 및 EGIO 부합 엔드 포인트, (2) 레거시 엔드 포인트 및 (3) EGIO 부합 엔드 포인트 중 하나 이상으로 통합될 수

있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EGIO-부합 엔드 포인트(110)가 레거시 엔드 포인트(예를 들면, 118, 120)와 다른 점은, EGIO 엔

드 포인트(110)가 타입 00h 구성 공간 헤더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엔드 포인트(110, 118 및 120) 중 어느 하나

는 완료기로서 구성 요구를 지원한다. 그러한 엔드 포인트는 구성 요구를 생성하도록 허용되고, 레거시 엔드 포인트 또는

EGIO 부합 엔드 포인트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분류는 추가 규칙의 준수를 필요로 한다.

레거시 엔드 포인트(예를 들면, 118, 120)는 완료기로서 IO 요구를 지원하도록 허용되고, IO 요구를 생성하도록 허용된다.

레거시 엔드 포인트(118, 120)는 그것이 그 레거시 소프트웨어 지원 요구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종래

PCI 동작에 따라 완료기로서, 록(lock) 의미를 생성하도록 허용된다. 레거시 엔드 포인트(118, 120)는 통상 고정된 요구를

발생하지 않는다.

EGIO 부합 엔드 포인트(110)는 통상 완료기로서 IO 요구를 지원하지 않으며, IO 요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GIO 엔드 포

인트(110)는 완료기로서 고정된 요구를 지원하지 않으며, 요구자로서 고정된 요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GIO-대-레거시 브리지(114, 116)는 EGIO 아키텍쳐에 인터페이스하는 레거시 장치(118, 120)에 대한 실질적인 소프트

웨어 지원, 예를 들면 전체 소프트웨어 지원을 포함하는 특별 엔드 포인트(110)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GIO-레거시 브리

지(114, 116)는 통상 다수의 다운스트림 포트를 구비하고(단지 하나만을 가질 수도 있음) 하나의 업스트림 포트를 구비하

고 있다(그 이상을 구비할 수 있음). 고정된 요구는 레거시 소프트웨어 모델(예를 들면, PCI 소프트웨어 모델)에 따라 지원

된다. EGIO-레거시 브리지(114, 116)의 업스트림 포트는 링크별 기반으로 플로우 제어를 지원해야 하고, 이하에 더 상세

하게 설명되는 EGIO 아키텍쳐의 플로우 제어 및 데이터 무결성 규칙을 고수해야 한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통신 링크(112)는 구리선, 광학선, 무선 통신 채널(들), 적외선 통신 링크 등을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통신 매체들 중 임의의 하나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EGIO 링크(112)는

직렬 라인의 차동 쌍이고, 각각의 한 쌍은 송신 및 수신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양방향 통신 성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링크는 초기(베이스) 동작 주파수가 2.5GHz인 스케일가능한 직렬 클럭킹 주파수를 제공한다. 인터

페이스 폭은 방향마다 x1, x2, x4, x8, x12, x16, x32 물리적 래인으로부터 스케일링이 가능하다. 상기 도입되고 이하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EGIO 링크(112)는 장치들 사이의 다중 가상 채널을 지원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가상 채

널, 예를 들면 오디오에 대한 하나의 채널 및 비디오에 대한 하나의 채널을 이용하여, 그러한 장치들 사이의 등시성 트래픽

의 무중단 통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EGIO 인터페이스 아키텍쳐의 예

도 2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EGIO 인터페이스(106)는 트랜잭션 레이어(202),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 및 물리적 레

이어(206)를 포함하는 통신 프로토콜 스택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물리적 링크 레이어 인터페이스는 도

시된 바와 같이, 논리적 서브-블록(208) 및 물리적 서브-블록(210)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이들 각각은 이하

에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트랜잭션 레이어(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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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사상에 따르면,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EGIO 아키텍쳐와 장치 코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트랜잭션 레이어(202)의 주된 담당은 호스트 장치(또는 에이전트) 내의 하나 이상의 논리적 장치에 대한 패킷들(즉,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 TLP)의 조립 및 해체이다.

어드레스 공간, 트랜잭션 타입 및 사용법

트랜잭션은 개시자 에이전트와 타겟 에이전트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4개의 어

드레스 공간들은 각각이 자신의 고유하게 의도된 사용법(예를 들면, 도 7 참조, 이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됨)을 가지고 있

고, 예를 들면 구성 어드레스 공간,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 입출력 어드레스 공간 및 메시지 어드레스 공간을 포함하여 혁

신적인 EGIO 아키텍쳐내에 정의된다.

메모리 공간(706) 트랜잭션은 메모리 매핑된 위치에/로부터 데이터를 전달하는 하나 이상의 판독 요구 및 기록 요구를 포

함한다. 메모리 공간 트랜잭션은 2가지 상이한 어드레스 포맷, 예를 들면 짧은 어드레스 포맷(예를 들면, 32비트 어드레스)

또는 긴 어드레스 포맷(예를 들면, 64비트 길이)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EGIO 아키텍쳐는 록(lock) 프

로토콜 의미론(즉, 에이전트가 변형된 메모리 공간으로의 액세스를 잠그는 경우)을 이용하여 종래의 판독, 변형 및 기록 시

퀀스를 제공한다. 특히, 특정 장치 규칙(브리지, 스위치, 엔드 포인트, 레거시 브리지)에 따라, 다운스트림 록에 대한 지원

이 허용된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그러한 록 의미론은 레거시 장치의 지원하에 지원된다.

IO 공간(704) 트랜잭션은 IO 어드레스 공간(예를 들면, 16비트 IO 어드레스 공간)내의 입출력 매핑된 메모리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는데 이용된다. 인텔 아키텍쳐 프로세서와 같은 특정 프로세서(102) 및 다른 것들은 프로세서의 명령 세트를 통

해 n개의 IO 공간 정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IO 공간 트랜잭션은 판독 요구 및 기록 요구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IO 매핑된

위치로부터/로 전달한다.

구성 공간(702) 트랜잭션은 EGIO 장치의 구성 공간을 액세스하는데 이용된다. 구성 공간으로의 트랜잭션은 판독 요구 및

기록 요구를 포함한다. 종래 프로세서와 매우 유사하게, 통상 네이티브 구성 공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간은 종래

PCI 구성 공간 액세스 메커니즘(예를 들면, CFC/CFC8-기반 PCI 구성 메커니즘 #1)과 양립가능한 소프트웨어인 메커니

즘을 통해 매핑된다. 다르게는, 메모리 앨리어스(alias) 메커니즘이 구성 공간을 액세스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메시지 공간(708) 트랜잭션(또는 단순히 메시지)은 인터페이스(들)(106)를 통해 EGIO 에이전트간 대역내 통신을 지원하

도록 정의된다. 종래 프로세서는 네이티브 메시지 공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은 EGIO 인터페이스

(106)내의 EGIO 에이전트를 통해 활성화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인터럽트 및 전력 관리 요구와 같은 전통적인 "측

방-대역"신호들은 그러한 레거시 신호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핀 계수를 줄이는 메시지로서 구현된다. 일부 프로세서 및

PCI 버스는 EGIO 인터페이스(106)내의 메시지에 매핑되는 "특별 사이클"의 개념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메

시지는 통상 2가지 카테고리, 즉 표준 메시지 및 판매자-정의 메시지로 나누어진다.

예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표준 메시지는 범용 메시지 그룹 및 시스템 관리 메시지 그룹을 포함한다. 범용 메시지는 단일 목

적지 메시지 또는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메시지일 수 있다. 시스템 관리 메시지 그룹은 하나 이상의 인터럽트 제어 메

시지, 전력 관리 메시지, 순서화 제어 프리미티브 및 에러 시그널링으로 구성되고, 그 예는 이하에 도입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범용 메시지는 고정된 트랜잭션의 지원을 위한 메시지를 포함한다. 본 구현예에 따르면,

UNLOCK 메시지가 도입되고, 여기에서 스위치(예를 들면, 108)는 통상 고정된 트랜잭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임의의 포트를

통해 UNLOCK 메시지를 포워딩할 것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UNLOCK 메시지를 수신하는 엔드 포인트 장치(예

를 들면, 110, 118, 120)는 메시지를 무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된 장치는 UNLOCK 메시지의 수신시 록이 해제

될 것이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시스템 관리 메시지 그룹은 순서화 및/또는 동기화를 위한 특별 메시지를 포함한다. 그러한 하나

의 메시지는 FENCE 메시지로서, EGIO 아키텍쳐의 요소를 수신함으로써 생성되는 트랜잭션에 대해 엄격한 순서화 규칙

을 부여하는데 이용된다. 하나의 구현에 따라, 그러한 FENCE 메시지는 선택된 네트워크 요소의 서브세트, 예를 들면 엔드

포인트에 의해서만 반응된다. 상기 뿐만 아니라, 정정가능한 에러, 정정불가능한 에러 및 치명적인 에러를 나타내는 메시

지가, 예를 들면 이하에 설명되는 테일러(tailer) 에러 포워딩의 사용을 통해 여기에서 예측된다.

상기 도입된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르면, 시스템 관리 메시지 그룹은 대역내 메시지를 이용하여 인터럽트의 시그널링

을 제공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ASSERT_INTx/DEASSERT_INTx 메시지 쌍이 도입되고, 여기에서 어써트(a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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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 메시지의 발행은 루트 컴플렉스(104)를 통해 프로세서 컴플렉스에 전송된다.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ASSERT_INTx/DEASSERT_INTx 메시지 쌍에 대한 사용 규칙은 상기 도입된 PCI 스펙에 발견되는 PCI INTx# 신호의

것을 반영한다. 임의의 하나의 장치로부터, Assert_INTx의 매 송신에 대해, 통상 대응하는 Deassert_INTx의 송신이 있

다. 특정 'x'(A,B,C 또는 D)에 대해, Deassert_INTx의 송신에 앞서 Assert_INTx의 단지 하나의 송신이 존재한다. 스위치

는 통상 Assert_INTx/Deassert_INTx 메시지를 루트 컴플렉스(104)에 라우팅하고, 루트 컴플렉스는 통상 Assert_

INTx/Deassert_INTx 메시지를 추적하여 가상 인터럽트 신호를 생성하고, 이들 신호를 시스템 인터럽트 리소스에 매핑한

다.

범용 및 시스템 관리 메시지 그룹뿐만 아니라, EGIO 아키텍쳐는 코어-논리(예를 들면, 칩셋) 판매자가 그 플랫폼의 특정

동작 요구사항에 맞도록 되는 그 자신의 판매자-정의 메시지를 정의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확립한다. 이러한 프레

임워크는 판매자 정의 메시지에 대한 인코딩이 "예비"로서 정의되는 경우에 공통 메시지 헤더를 통해 확립된다.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트랜잭션 정보를 발원점으로부터 서비스 점으로 운반하고 다시 되돌리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이것

은 새로운 타입의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호접속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확장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시스템 내의 트랜잭션의 식별, 디폴트 트랜잭션 순서화의 변형 및 가상 채널 ID

메커니즘을 이용한 가상 채널과 트랜잭션의 연관을 지원한다. 트랜잭션 디스크립터의 그래픽 예시는 도 3을 참조하여 제

공된다.

도 3을 참조하면,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예를 포함하는 데이터그램의 그래픽 예시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라 제공되어 있다.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르면, 글로벌 식별자 필드(302), 속성 필드(306) 및 가상 채널 식별자 필드(308)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디스크립터(300)가 제공된다. 예시된 구현예에서, 로컬 트랜잭션 식별자 필드(308) 및 소스 식별자 필드(310)를 포함하는

글로벌 식별자 필드(302)가 도시된다.

글로벌 트랜잭션 식별자(302)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글로벌 트랜잭션 식별자는 모든 중요한(outstanding) 요구에 대해 고유하다. 도 3의 예시된 구

현예에 따르면, 글로벌 트랜잭션 식별자(302)는 2개의 서브 필드, 즉 로컬 트랜잭션 식별자 필드(308) 및 소스 식별자 필

드(310)로 구성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로컬 트랜잭션 식별자 필드(308)는 각 요구자에 의해 생성되는 8비트 필드이

고, 그 요구자에 대한 완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중요한 요구에 대해 고유하다. 소스 식별자는 EGIO 아키텍쳐 내의 EGIO 에

이전트를 고유하게 식별한다. 따라서, 소스 ID와 함께, 로컬 트랜잭션 식별자 필드는 아키텍쳐 도메인 내에서 트랜잭션의

글로벌 식별을 제공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로컬 트랜잭션 식별자(308)는 단일 요구 소스로부터의 요구/완료들이 무질서하게 취급되는 것을

허용한다(이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순서화 규칙을 따름). 예를 들면, 판독 요구의 소스는 판독 A1 및 A2를 생성할 수

있다. 이들 판독 요구를 서비스하는 목적지 에이전트는 우선 요구 A2 트랜잭션 ID에 대해 완료를 복귀시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A1에 대한 완료를 복귀시킨다복귀시킨다패킷 헤더 내에서, 로컬 트랜잭션 ID 정보는 어느 트랜잭션이 완료되고

있는지를 식별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판독 요구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을 허용하므로 분산 메모리 시스템

을 채용하는 장비에 특히 중요하다. 유의할 점은, 그러한 무질서한 판독 완료에 대한 지원은 판독 요구를 발행하는 장치가

완료에 대한 버퍼 공간의 선-할당을 보장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점이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EGIO 스위치(108)가 엔

드 포인트가 아닌 한(즉, 단지 완료 요구를 적절한 엔드 포인트에 전달함), 이들은 버퍼 공간을 예비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단일 판독 요구는 다중 완료를 야기할 수 있다. 단일 판독 요구에 속하는 완료는 서로에 대해 무질서하게 복귀될 수 있다.

이것은 완료 패킷의 헤더(즉, 완료 헤더) 내의 부분 완료에 대응하는 원래 요구의 어드레스 오프셋을 제공함으로써 지원된

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소스 식별자 필드(310)는 모든 논리적 EGIO 장치에 대해 고유한 16비트 값을 포함한다는 점이

다. 유의할 점은, 단일 EGIO 장치는 다중 논리 장치를 포함한다. 소스 ID 값은 표준 PCI 버스 계산 메커니즘에 투과적인 방

식으로 시스템 구성 동안에 할당된다. EGIO 장치는 예를 들면 장치 번호 및 스트림 번호를 나타내는 내부적으로 가용한 정

보와 함께, 예를 들면 이들 장치에 대한 초기 구성 액세스 동안에 가용한 버스 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소스 ID 값을 내부적

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확립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그러한 버스 번호 정보는 PCI 구성에 이용되는 것과 유사한 메

커니즘을 이용하여 EGIO 구성 사이클 동안에 생성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버스 번호는 PCI 초기화 메커니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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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되어 각 장치에 의해 캡쳐된다. 핫 플러그 및 핫 스왑(Hot Plug and Hot Swap) 장치의 경우에, 그러한 장치들은 매 구

성 사이클 액세스마다 이러한 버스 번호 정보를 재캡쳐하여, 핫 플러그 컨트롤러(예를 들면, 표준 핫 플러그 컨트롤러

(SHPC)) 소프트웨어 스택으로의 투과성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EGIO 아키텍쳐의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물리적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논리적 장치(또는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각 논

리적 장치는 그 특정 장치 번호에서 타겟으로 하는 구성 사이클에 응답하도록 설계되고, 즉 장치 번호의 개념은 논리적 장

치 내에 내장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단일 물리적 컴포넌트에서 16개의 논리적 장치가 허용된다. 그러한 논리적 장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스트리밍 엔진, 예를 들면 최대 16개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물리적 컴포넌트는 256개까

지의 스트리밍 엔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소스 식별자에 의해 태그되는 트랜잭션은 다른 논리적 EGIO 입출력(IO) 소스에 속하고, 따라서 순서화의 관점에서

서로 완전히 개별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 3자, 피어-투-피어 트랜잭션의 경우에, 펜스 순서화 제어 프리미티브(fence

ordering control primitive)는 필요한 경우에 순서화를 강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트랜잭션 디스크립터(300)의 글로벌 트랜잭션 식별자 필드(302)는 적어도 다음 규칙 서브세

트를 준수한다.

(a) 각 완료 요청 요구는 글로벌 트랜잭션 ID(GTID)로 태그된다.

(b) 에이전트에 의해 개시된 모든 중요한 완료 요청 요구는 통상 고유한 GTID에 할당되어야 한다.

(c) 비-완료 요청 요구는 GTID의 로컬 트랜잭션 ID 필드(308)를 이용하지 않고, 로컬 트랜잭션 ID 필드는 예비로서 다루

어진다.

(d) 타겟은 요구 GTID를 어떤 방식으로도 변형하지 않지만, 요구와 연관된 모든 완료에 대한 완료 패킷의 헤더에서 이를

단지 에코(echo)하며, 개시자는 GTID를 이용하여 완료(들)를 원래 요구에 일치한다.

속성 필드(304)

여기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속성 필드(304)는 트랜잭션의 특성 및 관계를 지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속성 필드(304)는

트랜잭션의 디폴트 취급의 변형을 허용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이들 변형은 예를 들면 순서화, 하드웨어

가간섭성 관리(예를 들면, 스누프 속성) 및 우선권과 같은 시스템 내의 트랜잭션의 취급의 다른 양태에 적용할 수 있다. 속

성 필드(304)에 대한 포맷 예는 서브 필드(312-318)로 제공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속성 필드(304)는 우선권 서브 필드(312)를 포함한다. 우선권 서브 필드는 개시자에 의해 변형되어 우

선권을 트랜잭션에 할당할 수도 있다. 하나의 구현예에서, 예를 들면, 트랜잭션 또는 에이전트의 서비스 클래스 또는 품질

특성은 우선권 서브 필드(312)내에 포함되어, 다른 시스템 요소에 의한 처리에 영향을 준다.

예비 속성 필드(314)는 장래 또는 판매자-정의 사용을 위해 예비로 남겨둔다. 우선권 또는 보안 속성을 이용하는 가능한

이용 모델은 예비 속성 필드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순서화 속성 필드(316)는 동일한 순서화 플레인(plane)(여기에서 순서화 플레인은 호스트 프로세서(102) 및 대응하는 소

스 ID를 가지는 IO 장치에 의해 개시되는 트래픽을 포함함) 내에서 디폴트 순서화 규칙을 변형하는 순서화 타입을 운반하

는 선택적 정보를 공급하는데 이용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0"의 순서화 속성은 적용될 디폴트 순서화 규칙을 나타

내고, "1"의 순서화 속성은 완화된 순서화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기록은 기록을 동일한 방향으로 전달하고, 판독 완료는 동

일한 방향으로 기록을 전달할 수 있다. 장치는 상태 정보를 판독하고 기록하기 위해 디폴트 순서화로 데이터 및 트랜잭션

을 이동하기 위해 주로 완화된 순서화 의미론을 이용한다.

스누프 속성 필드(318)는 동일한 순서화 플레인 내에서 디폴트 캐시 가간섭성 관리 규칙을 변형할 수 있는 캐시 가간섭성

관리 타입을 운반하는 선택적 정보를 공급하는데 이용되고, 여기에서 순서화 플레인은 호스트 프로세서(102) 및 그 대응

하는 소스 ID를 가지는 IO 장치에 의해 개시되는 트래픽을 포함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스누프 속성 필드(318) 값

"0"은 디폴트 캐시 가간섭성 관리 구성에 대응하고, 트랜잭션은 하드웨어 레벨 캐시 가간섭성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스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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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oping)된다. 한편, 스누프 속성 필드(318)의 값 "1"은 디폴트 캐시 가간섭성 관리 구성을 보류시키고 트랜잭션이 스누

핑되지 않는다. 오히려, 액세스되는 데이터는 비-캐시가능한 것이거나, 또는 그 가간섭성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가상 채널 ID 필드(306)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가상 채널 ID 필드(306)는 트랜잭션이 연관되는 독립적인 가상 채널을 식별한다. 하나의 실시

예에 따르면, 가상 채널 식별자(VCID)는 트랜잭션별 기반으로 16개까지의 가상 채널(VC)의 식별을 허용하는 4비트 필드

이다. VCID 정의의 예는 아래 표 1에 제공된다.

[표 1]

VCID VC 이름 사용 모델

0000 디폴트 채널 범용 트래픽

0001 등시성 채널

이 채널은 다음 요구사항을 가지는 IO 트래픽을 운반하는데 이용된다. (a) IO 트래

픽은 결정적인 서비스 타이밍을 허용하도록 스누핑되지 않는다. (b) 서비스 품질은

X/T 계약을 이용하여 제어된다(여기에서, X=데이터 량 및 T=시간)

0010-1111 예비 장래 사용

가상 채널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르면, EGIO 인터페이스(106)의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EGIO 통신 링크(112)의 대역폭 내에

서 가상 채널(들)의 확립 및 이용을 지원한다. 상기 도입된 본 발명의 가상 채널(VC) 양태는 채널을 통해 통신되는 컨텐츠

의 요구되는 독립성에 기초하여 단일 물리적 EGIO 링크(112) 내의 분리된, 논리적 통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데 이용된

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상 채널은 하나 이상의 특성, 예를 들면 대역폭 요구사항, 서비스 클래스, 서비스 타입(예를 들면,

시스템 서비스 채널) 등에 기초하여 확립될 수 있다.

가상 채널(들) 및 트래픽(또는, 트랜잭션) 클래스 식별자의 조합은 특정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 및

서비스 품질(QoS) 지원을 지원하도록 제공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트래픽(또는 트랜잭션) 클래스는 EGIO 구조

를 통해 변형되지 않은 엔드-투-엔드로 송신되는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 라벨이다. 매 서비스 포인트(예를 들면, 스위치,

루트 컴플렉스 등)마다, 트래픽 클래스 라벨이 서비스 포인트에 의해 이용되어 적절한 서비스 정책을 적용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분리된 VC는 다른 취급 정책 및 서비스 우선권을 장점으로 가지는 트래픽을 매핑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T

기간 내에 전달되는 X 데이터 양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트래픽은 등시성(또는 시간 조정

된) 가상 채널에 매핑될 수 있다. 다른 가상 채널에 매핑된 트랜잭션은 서로에 대해 어떠한 순서화 요구사항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즉, 가상 채널은 다른 플로우 제어 규칙 및 속성을 가지는 분리된 논리적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EGIO-부합 요소의 각 EGIO 통신 포트(입력 또는 출력)는 포트 성능 데이터 구조(여기에 특별히

도시되지는 않음)를 포함한다. (a) 포트에 의해 지원되는 가상 채널의 개수, (b) 각 가상 채널과 연관되는 트래픽 클래스,

(c) 포트 VC 상태 레지스터, (d) 포트 VC 제어 레지스터 및 (e) 그러한 가상 채널과 연관되는 중재 구성(arbitration

scheme)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포토의 성능에 관한 정보가 포트 성능 데이터 구조에 유지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

면, 통신 동작 파라미터 및 연관에 의한, 포트 성능 파라미터는 링크별, VC별 기반으로 결합된 요소들 사이에서 중재된다.

호스트 프로세서(102)에 의해 개시되는 트래픽에 대하여, 가상 채널은 디폴트 순서 메커니즘 규칙에 기초한 순서화 제어

를 필요로 하거나, 트래픽은 완전히 무질서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VC는 다음 2가지 타입의 트래

픽, 범용 IO 트래픽 및 등시성 트래픽을 포함한다. 즉, 이러한 구현예에 따르면, 2가지 타입의 가상 채널, 즉 (1) 범용 IO 가

상 채널 및 (2) 등시성 가상 채널이 기술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컴포넌트에 의해 능동적으로 지원되는 하나 이상의 가상 채널(들) 각

각에 대한 독립적인 플로우 제어를 유지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모든 EGIO 부합 컴포넌트는 통상 디폴트 범용

IO 타입 가상 채널, 예를 들면 가상 채널 0, 서비스의 "최상 노력" 클래스를 지원하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타입의 다른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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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사이에 요구되는 순서화 관계가 없다. 디폴트로는, VC 0은 범용 IO 트래픽에 이용되고, VC 1 이상(예를 들면, VC1 -

VC7)은 등시성 트래픽을 취급하도록 할당된다. 다른 구현에서, 임의의 가상 채널이 임의의 트래픽 타입을 취급하도록 할

당될 수 있다. 다중의,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가상 채널을 포함하는 EGIO 링크의 개념적인 예시는 도 4를 참조하여 제공된

다.

도 4를 참조하면, EGIO 링크(112) 예의 그래픽 예시가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라 다중 가상 채널(VC)을 포함하는 것

으로 제공된다. 도 4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EGIO 인터페이스(들)(106) 사이에 생성되는 다중 가상 채널들(402, 404)

를 포함하는 EGIO 링크(112)가 제공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가상 채널(402)에 대해, 다수의 소스(406A...N)로부

터의 트래픽이 예시되고, 적어도 그 소스 ID에 의해 구별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가상 채널(402)은 다른 소스(예를 들면,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등)로부터의 트랜잭션 사이에 어떠한 순서화 요구사항 없이 확립되었다.

마찬가지로, 가상 채널(404)은 다중 소스 다중 트랜잭션(408A...N)으로부터의 트래픽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공되고, 각 트

랜잭션은 적어도 소스 ID에 의해 표시된다. 예시된 예에 따르면, 소스 ID 0 406A로부터의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헤더의 속

성 필드(304)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 한 엄격하게 순서화되나, 소스(408N)로부터의 트랜잭션은 그러한 순서화 규칙을 전

혀 보여주지 않는다.

등시성 채널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등시성 채널은 전자 장비(100)의 EGIO 아키텍쳐에서 요구자 에이전트와 완료자 에이전트(들) 간의

시간에 민감한 컨텐츠(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스트리밍)를 통신하도록 확립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EGIO

아키텍쳐 내에 2개의 상이한 등시성 통신 패러다임들, 즉 엔드 포인트-투-루트 컴플렉스 모델 및 피어-투-피어(또는 엔드

포인트-투- 엔드 포인트) 통신 모델이 존재한다.

엔드 포인트-투-루트 컴플렉스 모델에서, 주요 등시성 트래픽은 루트 컴플렉스(104)로의 메모리 판독 및 기록 요구 및 루

트 컴플렉스(104)로부터의 판독 완료이다. 피어-투-피어 모델에서 등시성 트래픽은 유니캐스트(unicast), 푸시 전용 트랜

잭션(push-only transaction)(예를 들면, 메모리 기록과 같은 전달된 트랜잭션, 또는 메시지)으로 제한된다. 푸시-전용 트

랜잭션은 단일 호스트 도메인 내 또는 다중 호스트 도메인들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보장된 대역폭 및 결정적인 서비스 지연시간(latency)을 가지는 등시성 데이터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자/완료자 쌍

및 EGIO 통신 구조 사이에 등시성 "계약"이 확립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계약"은 리소스 예비 및 트래픽 규제를 강

제하여, 가상 채널에 대한 과다-가입 및 혼잡을 방지한다.

EGIO 아키텍쳐 내에서 등시성 통신 채널을 확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의 예가 도 5를 참조하여 제공된다. 도 5의 예시

된 실시예에 따르면, 방법은 블록 502로 시작하여, EGIO 구조(즉, 루트 컴플렉스(104), 스위치(108), 엔드 포인트(110),

링크(112), 브리지(114) 등)의 하나 이상의 요소의 통신 성능이 식별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적어도 EGIO 구조의 서브세트의 통신 성능은 루트 컴플렉스(104)의 대역폭 관리자에 노출되고,

이것이 EGIO 아키텍쳐 내의 등시성 통신 리소스의 할당을 관리한다. 요소의 초기화 기간동안, 예를 들면 호스트 전자 장비

(100)의 시동시, 또는 EGIO 부합 장치의 호스트 전자 장비로의 핫-플러그시에, 요소의 통신 성능의 노출이 일어난다. 하

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노출된 정보(예를 들면, EGIO 에이전트(106) 내의 데이터 구조로부터)는 포트 식별, 포트 할당, 가

상 채널 할당(들), 대역폭 성능 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등시성 계

약을 개발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대역폭 관리자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 구조에 유지된다.

전자 장비(100)의 정상 동작 동안에, 장비(100)를 포함하는 것들 내에서 2개(또는 그 이상) 에이전트 사이의 등시성 통신

채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블록(504)에서, 루트 컴플렉스(104)의 대역폭

관리자는 요구자/완료자 쌍으로부터(또는 대신에) EGIO 구조 내의 등시성 통신 리소스에 대한 요구를 수신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요구는 원하는 통신 리소스, 예를 들어, 대역폭 및 서비스 지연시간의 요구사항의 표시를 포함한다.

블록(506)에서 등시성 통신 리소스에 대한 요구를 수신한 경우, 루트 컴플렉스(104)의 대역폭 관리자는 적어도 EGIO 아

키텍쳐의 적절한 서브세트의 가용한 통신 리소스를 분석하여, 블록(508)에서 등시성 통신 리소스에 대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루트 컴플렉스(104)의 대역폭 관리자는 요구자와 완료자 간의 통신

경로를 포함하는 포트들(106), 스위치(들)(108), 링크(들)(112) 등과 연관된 정보를 분석하여 등시성 통신 요구의 대역폭

및 서비스 지연시간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요구자/완료자 쌍은 단지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 등시성 계약(또는 동작 파라미터에 관한 협상된 동의) 및 임의의 중재 요소를 링크별 기반으로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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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508에서, 루트 컴플렉스(104)의 대역폭 관리자가 요구된 통신 리소스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면, 블록

510에서, 루트 컴플렉스(104)는 등시성 채널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고, 요구된 리소스가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지시를 제공

한다. 특정 실시예에 따르면, 가용의 리소스의 지시는 요구자/완료자 쌍에 제공될 수도 있고, 그리고나서 지정된 가용 리소

스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등시성 통신 리소스에 대한 요구를 재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대역폭 관리

자는 특정 대역폭(요구된 것보다 적을 수도 있음)이 할당되었음을 리소스를 요구했던 엔티티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요

구하는 실체는 요구를 재발행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등시성 통신 리소스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및 블록(512)에서 등시성

계약을 확립할 때, 루트 컴플렉스(104)의 대역폭 관리자는 이하와 같이 요구자/완료자 쌍의 대역폭 요구사항을 계산한다.

<식 1> BW=(N*Y)/T

공식은 특정 기간(T) 동안에 지정된 페이로드(payload) 크기(Y)의 트랜잭션의 특정 개수(N)의 함수로서 할당된 대역폭

(BW)을 정의한다.

등시성 계약에서 중요한 다른 파라미터는 지연시간이다. 계약에 기초하여 등시성 트랜잭션은 지정된 지연시간(L) 내에 완

료되어야 한다. 일단 요구자/완료자 쌍이 등시성 통신을 위해 대역폭 관리자에 의해 허용되면, 정상 동작 조건 하에서, 대

역폭 및 지연시간은 완료자 및 임의의 중재 EGIO 아키텍쳐 요소(예를 들면, 스위치, 링크(들), 루트 컴플렉스 등)에 의해

요구자에게 보장된다.

따라서, 블록(512)에서 개발된 등시성 계약은 EGIO 아키텍쳐 내에서 등시성 통신에 참여하는 EGIO 인터페이스(들)(106)

에 의해 구현되는 특정 서비스 규율(discipline)을 정의한다. 서비스 규율은 등시성 요구의 서비스가 특정 서비스 기간(t)에

종속되도록 EGIO 스위치(108) 및 완료기(예를 들면, 엔드 포인트(110), 루트 컴플렉스(104) 등)에 부과된다. 이러한 메커

니즘은 요구자에 의해 도입된 등시성 패킷이 서비스되는 경우에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결과적으로, 블록(514)에서 등시성 트래픽은 협상된 등시성 계약에 부합하여 EGIO 아키텍쳐에 도입될 수 있는 패킷들만

이 즉각적인 진척을 만들어내고 EGIO 아키텍쳐 요소에 의해 서비스되기 시작하도록 방침이 정해진다. 협상된 계약별로 허

용된 것보다 더 많은 등시성 트래픽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비-부합 요구자는 이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예를 들면, 데

이터 링크 레이어 특징 세트 참조)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 방지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등시성 기간(T)은 가상 타임 슬롯(t)의 단위로 일정하게 분할된다. 하나의 등시성 요구까지가 가

상 타임 슬롯 내에서 허용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EGIO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가상 타임 슬롯의 크기(또는 지

속기간)는 EGIO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구조 내에서 헤더 정보로서 제공된다. 다른 구현들에서, 가상 타임 슬롯의 크기는 초

기화 이벤트(예를 들면, 냉각 개시, 리셋 등)의 수신시 EGIO 컴포넌트로부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통해 보고된다. 또 다

른 하나의 구현에서, 가상 타임 슬롯의 크기는 특별 요구 메시지의 수신시 EGIO 컴포넌트로부터 특정 정보 메시지를 통해

보고된다. 또 다른 하나의 구현에서, 가상 타임 슬롯의 크기는 고정될 수 있고 등시성 대역폭 소프트웨어는 "더 넓은" 타임

슬롯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활성 및 비활성 슬롯(대역폭 할당 동안)을 중재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가상 타임 슬롯(t)의 지속기간은 100ns이다. 등시성 기간(T)의 지속기간은 지원되는 시간 기반

의 중재 구성(예를 들면, 시간 기반의 가중 라운드 로빈(weighted round-robin;WRR)(또는 가중 순차)의 페이즈(phase)

의 개수에 좌우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페이즈의 개수는 각 요소 내에 유지된 포트 중재 테이블 내의 엔트리 개수에

의해 지정되는 등시성 가상 타임 슬롯의 개수에 의해 정의된다. 포트 중재 테이블 크기가 128이면 등시성 기간, 즉 T=12.8

㎲에 가용한 128개의 가상 타임 슬롯(t)(들)이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등시성 트랜잭션에 대한 최대 페이로드 크기(Y)는 EGIO 구성 기간 동안에 확립된다. 구성 후에,

최대 페이로드 크기는 주어진 EGIO 아키텍쳐 도메인 내에 고정된다. 고정된 최대 페이로드 크기 값은 요구자/완료자 사이

의 등시성 트랜잭션에 연관된 데이터 페이로드의 실제 크기에 관계없이 등시성 대역폭을 예상(budgeting)하는데 이용된

다.

등시성 주기(T), 가상 타임슬롯(t) 및 최대 페이로드(Y)가 주어지면, 기간 내의 가상 타임 슬롯의 최대 개수는 이하와 같다.

<식 2> Nmax=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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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대 지정가능한 등시성 대역폭은 아래와 같다.

<식 3> BWmax=Y/t

그러므로 등시성 대역폭이 할당될 수 있는 세분성(granularity)은 이하와 같이 정의된다.

<식 4> BWgranularity=Y/T

등시성 대역폭 BWlink를 통신 링크(112)에 할당하는 것은, Nlink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면 등시성 주기(T)마다 Nlink 가상

타임 슬롯을 할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식 5> Nlink=BWlink/BWgranularity

링크로의 조절된 액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시성 트래픽에 대한 배출 포트로서 기능하는 스위치의 포트는 Nmax 엔트

리까지 차지되는 데이터 구조(예를 들면, 상기 도입된 포트 중재 테이블)를 확립하고, 여기에서 Nmax는 링크 대역폭, 세분

성 및 지연시간의 요구사항에 주어지는 허용가능한 등시성 세션의 최대 개수이다. 테이블의 엔트리는 등시성 기간(T)에서

하나의 가상 타임 슬롯을 나타낸다. 테이블 엔트리에 포트 번호(PN)의 값이 주어진 경우, 이것은 타임 슬롯이 포트 번호에

의해 지정된 진입 포트에 할당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Nlink 가상 타임 슬롯은 PN의 값이 주어진 포트 중재 테이블에

서 Nlink 엔트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진입 포트에 할당된다. 배출 포트는 배출 포트의 등시성 시간 카운터(매 t 시간마다 하

나(1)씩 증가하고 T에 도달한 때 끝남)에 의해 도달된 테이블 엔트리가 PN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추가 서비스를 위해 진

입 포트로부터 하나의 등시성 요구 트랜잭션을 허용할 수 있다. 진입 포트에서 준비되어 있는 중요한 등시성 요구들이 있

더라도, 이들은 다음 중재(예를 들면, 시간-기반, 가중 라운드 로빈(WRR) 중재) 라운드까지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기반 포트 중재 데이터 구조는 등시성 대역폭 할당 및 트래픽 규제 모두에 이용된다.

여기에 이용된 바와 같이, 상기 설명한 트랜잭션 지연시간은 EGIO 구조를 통한 지연시간 및 완료기에 의해 기여되는 지연

시간으로 구성된다. 등시성 트랜잭션 지연시간은 각 트랜잭션에 대해 정의되고, 가상 타임 슬롯 t의 단위로 측정된다.

엔드 포인트-투-루트 컴플렉스 통신 모델의 요구자에 대해, 판독 지연시간은 라운드-트립 지연시간, 즉 장치가 메모리 판

독 요구 패킷을 그 트랜잭션 레이어(송신 측 상)에 제출하는 시각으로부터 대응하는 판독 완료가 장치의 트랜잭션 레이어

에서 수신하는 시각(수신 측)까지의 지연으로서 정의된다. 어느 통신 모델의 요구자에 대해, 기록 지연시간은 요구자가 메

모리 기록 요구를 그 트랜잭션 레이어의 송신 측에 보낸 시각으로부터 데이터 기록이 완료기의 메모리 서브시스템내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시각까지의 지연으로서 정의된다. 메모리로의 기록은 그 메모리 어드레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얻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포인트에 도달한다.

등시성 계약의 일부로서 등시성 트랜잭션 지연시간의 상한 및 하한이 제공된다. 요구자의 등시성 데이터 버퍼의 크기는 최

소 및 최대 등시성 트랜잭션 지연시간을 이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이하에 더 상세하게 기술되는 바와 같이, 최소 등시성

트랜잭션 지연시간은 최대 등시성 트랜잭션 지연시간보다 훨씬 작다.

요구자에 대해, 최대 등시성 (판독 또는 기록) 트랜잭션 지연시간(L)은 다음 수학식 6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식 6> L=Lfabric+Lcompleter

여기에서, Lfabric은 EGIO 구조의 최대 지연시간이고, Lcompleter는 완료기의 최대 지연시간이다.

EGIO 링크(112) 또는 EGIO 구조에 대한 트랜잭션 지연시간은 트랜잭션이 송신측에 보내에지는 시각으로부터 수신측에

서 가용한 시각까지의 지연으로서 정의된다. 이것은 판독 및 기록 트랜잭션 모두에 적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Lfabric은

요구자로부터 완료자로의 경로에서 각 링크(112)와 중재 포인트로 인한 지연시간, 기하학적 구조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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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도 5를 참조하면, 프로세스는 블록(516)으로 진행하여, 대역폭 관리자는 등시성 통신 채널의 이용이 완료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대역폭 관리자는 등시성 통신 세션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따라서 등시성 채널을 지원하도록 할당

된 가상 채널 리소스가 EGIO 구조에 의한 사용을 위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대역

폭 관리자는 등시성 리소스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요구자/완료자 쌍으로부터의 표시를 수신한다. 다

른 실시예에서, 특정 비활성 기간 후에, 대역폭 관리자는 등시성 통신이 완료된 것으로 결론내린다.

블록(516)에서, 대역폭 관리자가 등시성 통신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면, 프로세스는 블록(514)으로 계속된다.

다르게는, 프로세스는 블록(518)으로 계속되어, 대역폭 관리자는 등시성 계약을 취소하고, 따라서 잔여 가상 채널의 지원

으로의 그러한 대역폭을 해제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대역폭 관리자는 등시성 계약이 더 이상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EGIO 아키텍쳐의 하나 이상의 다른 요소에 통지한다.

트랜잭션 순서화

모든 응답들이 순서대로 처리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단순할 수도 있지만,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트랜잭션 순서화를

허용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시도한다. 그러한 재 순서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트랜잭

션을 "태그"한다. 즉,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패킷이 원래 처리되었던 상대 순서를 추적하는 것

을 잃지 않으면서, 그 송신 시간이 EGIO 아키텍쳐 내의 요소들에 의해 (예를 들면, 재순서화를 통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를 각 패킷에 부가한다. 그러한 트랜잭션 디스크립터는 EGIO 인터페이스 아키텍쳐를 통해 요구 및 완

료 패킷의 라우팅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므로, EGIO 상호접속 아키텍쳐 및 통신 프로토콜의 혁신적인 양태들 중 하나는 무질서 통신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럼으로써 유휴상태 또는 대기 상태의 축소를 통해 데이터 처리량을 개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EGIO 트랜잭션에 대한 순서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규칙 세트를 채용한다. 트랜잭션 순서화 요구사항은 생산자-소비자

순서화 모델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로 정확한 동작을 보장하도록 정의되고, 동시에 다른 순서화 모델(예를 들면,

그래픽 부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완화된 순서화)에 기초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선된 트랜잭션 취급 유연성을 허용

한다. 2개의 다른 타입의 모델, 즉 단일 순서화 플레인 모델 및 다중 순서화 플레인 모델에 대한 순서화 요구사항은 이하에

제공된다.

기본 트랜잭션 순서화 - 단일 "순서화 플레인" 모델

2개의 컴포넌트, 즉 호스트 프로세서 및 메모리 서브시스템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메모리 제어 허브 및 IO 서브시스템

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O 제어 허브가 도 1과 유사하게 EGIO 아키텍쳐를 통해 접속된다고 가정하자. 양쪽 허브들은

입력(inbound) 및 출력(outbound) 트래픽을 취급취급부 큐를 포함하고, 이러한 단순한 모드에서 모든 IO 트래픽은 단일 "

순서화 플레인"에 매핑된다.(유의할 점은,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소스 ID 정보는 EGIO 아키텍쳐 내의 각 에이전트에 대한

고유 식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의할 점은, 소스 ID에 매핑된 IO 트래픽은 다른 트랜잭션 순서화 속성을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순서화 규칙은 IO-개시된 트래픽 및 호스트-개시된 트래픽 사이에 정의된

다. 그 관점에서, 호스트 프로세서 개시된 트래픽과 함께 소스 ID에 매핑된 IO 트래픽은 단일 "순서화 플레인"내에서 수행

되는 트래픽을 나타낸다.

그러한 트랜잭션 순서화 규칙의 예는 표 2를 참조하여 이하에 제공된다. 이 표에 정의된 규칙들은 메모리, IO, 구성 및 메

시지를 포함하는 EGIO 시스템의 모든 타입의 트랜잭션에 일정하게 적용된다. 다음 표 2에서, 칼럼은 2개의 트랜잭션 중

첫 번째를 나타내고, 로우는 두 번째를 나타낸다. 표 엔트리는 2개의 트랜잭션 사이의 순서화 관계를 나타낸다. 표 엔트리

는 이하와 같이 정의된다.

· 예 - 제2 트랜잭션은 통상 교착상태를 피하도록 제1 트랜잭션을 패스하도록 허용된다. (블로킹이 발생되는 경우, 제2 트

랜잭션은 제1 트랜잭션을 패스하도록 요구된다. 원활한 소통 상태는 전형적으로 단절(starvation)을 방지하도록 얻어진

다).

· Y/N - 요구사항이 없다. 제1 트랜잭션은 선택적으로 제2 트랜잭션을 패스할 수 있거나 그것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 아니오 - 제2 트랜잭션은 통상 제1 트랜잭션을 패스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강한 순서화를 보존하도록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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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로우는 칼럼을 패스

하는가?

WR_Req(No Compl.

Req)(col. 2)

RD_Req

(col.3)

WR_Req(compl.Req)

(col.4)
RD_Comp.(col.5) WR-Comp(col.6)

WR_Req

No comp Req

(Row A)

아니오 예
a. 아니오

b. 예
Y/N Y/N

RD_Req

(Row B)
아니오

a. 아니오

b. Y/N
Y/N Y/N Y/N

WR_Req

(comp. Req)

(Row C)

아니오 Y/N
a. 아니오

b. Y/N
Y/N Y/N

RD_Comp.

(Row D)
아니오 예 예

a. 아니오

b. Y/N
Y/N

WR_Comp.

(ROW E)
Y/N 예 예 Y/N Y/N

단일 순서화 플레인을 위한 트랜잭션 순서화와 교착상태 회피

[표 3]

로우: 칼럼 ID 표 2 엔트리의 설명

A2
포스팅된 메모리 기록 요구(WR_REQ)는 통상 임의의 다른 포스팅된 메모리 기록 요구를 패스하지 않는

다.

A3 포스팅된 메모리 기록 요구는 통상 판독 요구를 패스하도록 허용되어 교착상태를 피한다.

A4

a. 포스팅된 메모리 WR-REQ는 완료 요구된 속성를 가지는 메모리 WR_REQ를 패스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다.

b. 포스팅된 메모리 WR_REQ는 IO 및 구성 요구를 패스하도록 허용되어 교착상태를 회피한다.

A5, A6

포스팅된 메모리 WR_REQ는 완료를 패스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교착상태 없는 동작을 여전히 보장하

면서도 이러한 구현 유연성을 허용하기 위해, 에이전트가 완료의 수락을 보장하는 EGIO 통신 프로토

콜을 제공한다.

B2, C2
이들 요구는 포스팅된 메모리 WR_REQ를 패스할 수 없으므로, 생산자/소비자 사용 모델을 지원하도록

요구되는 강한 기록 순서화를 보존한다.

B3

a. 기본 구현(즉, 무질서 처리가 없는 경우)에서 판독 요구는 서로를 패스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b. 다른 구현에서, 판독 요구는 서로를 패스하도록 허용된다. 트랜잭션 식별은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

는데 필수적이다.

B4, C3 다른 타입의 요구는 서로에 의해 차단되거나 패스되도록 허용된다.

B5, B6, C5, C6 이들 요구들은 완료에 의해 차단되거나 패스하도록 허용된다.

D2 판독 완료는 포스팅된 메모리 WR_Req(강한 기록 순서화를 보존함)를 패스할 수 없다.

D3, D4, E3, E4 완료는 비-포스팅된 요구를 패스하도록 허용되어, 교착상태를 피한다.

D5

a. 기본 구현에서, 판독 완료는 서로를 패스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b. 다른 구현에서, 판독 완료는 서로르 패스하도록 허용된다. 다시, 강한 트랜잭션 식별에 대한 필요

가 요구된다.

E6
이들 완료들은 서로르 패스하도록 허용된다. 예를 들면, 트랜잭션 ID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트랜잭션

의 트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D6, E5 다른 타입의 완료들은 서로를 패스할 수 있다.

E2
기록 완료는 포스팅된 메모리 WR_REQ에 의해 차단되거나 패스하도록 허용된다. 그러한 기록 트랜잭션

은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순서화 관계를 가지는 않는다.

트랜잭션 순서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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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된 트랜잭션 순서화 - "멀티 플레인"트랜잭션 순서화 모델

이전 섹션은 단일 "순서화 플레인"내의 순서화 규칙을 정의했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EGIO 상호접속 아키텍쳐 및 통신

프로토콜은 고유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메커니즘을 채용하여, 추가 정보와 트랜잭션을 연관시킴으로써, 더 복잡한 순서화

관계를 지원한다. 트랜잭션 디스크립터의 필드는 IO 트래픽 순서화의 관점에서 서로 관계없는 다중 "순서화 플레인"의 생

성을 허용한다.

각 "순서화 플레인"은 특정 IO 장치(고유 소스 ID에 의해 지정됨)에 대응하는 큐잉/버퍼링 논리 및 호스트 프로세서 개시된

트래픽을 운반하는 큐잉/버퍼링 논리로 구성된다. "플레인"내의 순서화는 통상 이들 2개 사이에서만 정의된다. 생산자/소

비자 사용 모델을 지원하고 교착상태를 방지하는 이전 섹션에 정의된 규칙은 다른 "순서화 플레인"에 관계없이 각 "순서화

플레인"에 대해 강제된다. 예를 들면, "플레인" N에 의해 개시된 요구들에 대한 판독 완료는 "플레인" M에 의해 개시된 요

구들에 대한 판독 완료를 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인 N에 대한 판독 완료 및 플레인 M에 대한 판독 완료도 호스트로

부터 개시된 포스팅된 메모리 기록을 우회할 수 없다.

플레인 매핑 메커니즘의 이용이 다중 순서화 플레인의 존재를 허용하지만, 순서화 플레인의 일부 또는 모두가 함께 "붕괴

되어" 구현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다중 분리되게 제어되는 버퍼/FIFO를 하나로 조합함). 모든 플레인들이 함께 붕괴되는

경우,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소스 ID 메커니즘은 트랜잭션의 라우팅을 용이하게 하는데에만 이용되고, IO 트래픽의 개별적

인 스트림들 사이의 순서화를 완화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이전 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디스크립터 메커니즘은 순서화 속성을 이용하여 단일 순서화 플레인내의 디폴트 순서화를 변

형하는 것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순서화의 변형은 트랜잭션별 기반으로 제어될 수 있다.

트랜잭션 레이어 프로토콜 패킷 포맷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혁신적인 EGIO 아키텍쳐는 서로 통신하는 2개의 장치의 트랜잭션 레이어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

는데 패킷 기반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EGIO 아키텍쳐는 통상 메모리, IO, 구성 및 메시지 트랜잭션 타입을 지원한다. 그러

한 트랜잭션은 요구 또는 완료 패킷을 이용하여 운반되고, 완료 패킷들은 요구될 때만, 데이터를 리턴하거나 트랜잭션의

수신을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도 9를 참조하면, 트랜잭션 레이어 프로토콜의 예의 그래픽 예시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라 제공된다. 도 9의 예시된 구현예

에 따르면, TLP 헤더(900)는 포맷 필드, 타입 필드, 확장된 타입/확장된 길이(ET/EL) 필드 및 길이 필드를 포함하는 것으

로 제공된다. 유의할 점은, 일부 TLP는 헤더내에 지정된 포맷 필드에 의해 결정되는, 헤더 이후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점

이다. TLP는 MAX_PAYLOAD_SIZE에 의해 설정된 한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

면, TLP 데이터는 자연적으로 정렬된 4바이트이고, 4바이트 더블 워드(DW)의 증분이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포맷(FMT) 필드는 다음 정의에 따라 TLP의 포맷을 지정한다.

· 000-2DW 헤더, 데이터 없음

· 001-3DW 헤더, 데이터 없음

· 010-4DW 헤더, 데이터 없음

· 101-3DW 헤더, 데이터 가짐

· 110-4DW 헤더, 데이터 가짐

· 모든 다른 인코딩은 예비임.

TYPE 필드는 TLP에 이용되는 타입 인코딩을 지칭하는데 이용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Fmt[2:0] 및 타입[3:0]은 통

상 디코딩되어 TLP 포맷을 결정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타입 [3:0] 필드의 값은 확장된 타입/확장된 길이 필드가 타

입 필드 또는 길이 필드를 확장하는데 이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ET/EL 필드는 통상 메모리 타입 판독 요

구를 가지는 길이 필드를 확장하는데에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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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필드는 다음 DW 중분에서 페이로드의 길이의 표시를 제공한다.

:0000 0000 = 1DW

:0000 0001 = 2DW

:...

:1111 1111 = 256DW.

TLP 트랜잭션 타입의 예의 서브세트, 그 대응하는 헤더 포맷 및 설명이 표 4에 제공된다.

[표 4]

TLP 타입 FMT[2:0] TYPE[3:0] Et[1:0] 설명

초기 FCP 000 0000 00 초기 플로우 제어 정보

업데이트 FCP 000 0001 00 업데이트 플로우 제어 정보

MRd
001

010
1001 E19E18

메모리 판독 요구

길이에 이용되는 Et/El 필드[9:8]

MRdLK
001

010
1011 00 메모리 판독 요구 - 고정됨

MWR
101

110
0001 00 메모리 기록 요구 - 포스팅됨

IORd 001 1010 00 IO 판독 요구

IOWr 101 1010 00 IO 기록 요구

CfgRd0 001 1010 01 구성 판독 타입 0

CfgWr0 101 1010 01 구성 기록 타입 0

CfgRd1 001 1010 11 구성 판독 타입 1

CfgWr1 101 1010 11 구성 기록 타입 1

Msg 010 011s2 s1s0

메시지 요구-서브 필드 s[2:0]은 메시지 그룹을 지정한

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메시지 필드는 완료가 요구되

는지를 포함하는 특정 사이클을 결정하도록 디코딩된다.

MsgD 110 001s2 s1s0

데이터를 가지는 메시지 요구-서브 필드 s[2:0]은 메시지

그룹을 지정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메시지 필드는

완료가 요구되는지를 포함하는 특정 사이클을 결정하도록

디코딩된다.

MsgCR 010 111s2 s1s0

메시지 요구 완료 요구됨 - 서브 필드 s[2:0]은 메시지

그룹을 지정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메시지 필드는

특별 사이클을 결정하도록 결정된다.

MsgDCR 110 111s2 s1s0

데이터 완료가 요구되는 메시지 요구-서브필드 s[2:0]은

메시지 그룹을 지정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특별 사

이클 필드는 특별 사이클을 결정하도록 결정된다.

CPL 001 0100 00

데이터없는 완료 - IO 및 구성 기록 완료, 일부 메시지

완료, 성공적인 완료 이외의 완료 상태를 가지는 메모리

판독 완료에 이용됨.

CplD 101 0100 00
데이터를 가지는 완료 - 메모리, IO 및 구성 판독 완료

및 일부 메시지 완료에 이용됨.

CplDLk 101 001 01
고정된 메모리 판독에 대한 완료-다른 경우 CplD와 동일

함.

TLP 타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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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및 완료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여기에서는 참고로 포함된 것으로 표시된 명세서인 부록 A에 제공된다.

플로우 제어

종래 플로우 제어 구성과 통상 연관되는 제한들 중 하나는 처음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회를 혁신적으로 감소

시키는 것보다는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들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종래 PCI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송신기는 추가 통지전

까지 송신을 중지/정지하라는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수신기에 정보를 송신한다. 그러한 요구는 송신에서 주어진 포인트

에서 시작하는 패킷의 재송신에 대한 요구가 후속적으로 뒤따른다. 더구나, 그러한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이 하드웨어 기반

인 한, 상기 설명한 동적하게 확립되고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가상 채널에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

라면, 이러한 민감한 접근법이 결과적으로 소비되는 사이클로 나타내고, 이러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 대응하기 위해, EGIO 인터페이스(106)의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개시자와 완료자(들) 사이에 확립되는

가상 채널의 링크별 기반으로 순서화 규칙의 준수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오버플로우 조건에 대한 기회들을 혁신적

으로 감소시키는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르면,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의 개념이 도입되고, 여기에서 수신기는 (a) 버퍼의 크기(크레디

트 단위) 및 (b)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확립되는 각 가상 채널(들)에 대한 송신기를 구비하는 (즉, 가상 채널별 기반으로)

현재 가용한 버퍼 공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것은 송신기의 트랜잭션 레이어(202)가 식별된 가상 채널을 통해 송신

을 위해 할당된 가용한 버퍼 공간(예를 들면, 가용한 크레디트의 카운트)의 추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송신이 수신기 버

퍼에서 오버플로우 조건을 유발한 것으로 결정하면 임의의 가상 채널을 통한 송신을 혁신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르면,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플로우 제어를 선택적으로 유발시켜, 가상 채널과 연관된 수신

버퍼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고, 상기 도입한 순서화 규칙과의 부합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트랜잭션 레

이어(202)의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이 송신기에 의해 이용되어, EGIO 링크(112)에 걸친 에이전트(수신기) 내에서 가용한

큐/버퍼 공간을 추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과는 달리, 수신기가 아닌 송신기는 수신기가 일시

적으로 가상 채널을 통해 더 이상의 컨텐츠를 수신할 수 없는 때를 결정하는 것을 담당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플로우 제어는 요구가 그 최종 완료자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EGIO 아키텍쳐 내에서, 플로우 제어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신뢰할만한 정보 교환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데이터 무결성

메커니즘에 직교한다. 즉, 플로우 제어는 데이터 무결성 메커니즘(이하에 설명됨)이 손상되고 분실된 TLP가 재송신을 통

해 정정되는 것을 보장하므로, 송신기에서 수신기로의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TLP) 정보의 플로우를 완전한 것으로 다룰

수 있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트랜잭션 레이어의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은 EGIO 링크(112)의 가상 채널을 포함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신기에 의해 지원되는 각 가상 채널은 수신기에 의해 광고되는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FCC)에 반영

될 것이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플로우 제어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와 조합하여 트랜잭션 레이어(202)에 의해 수행된다. 즉,

플로우 제어 정보는 트랜잭션 레이어(202)의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에 의해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패킷

(DLLP)을 이용하여 EGIO 링크(112, 예를 들면 VC별 기반)의 2개의 측 사이에서 운반된다.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을 설명

하는 예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음 타입의 패킷 정보, 또는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 타입들이 구별된다.

(a) 포스팅된 요구 헤더(PH)

(b) 포스팅된 요구 데이터(PD)

(c) 비-포스팅된 요구 헤더(NPH)

(d) 비-포스팅된 요구 데이터(NPD)

(e) 판독, 기록 및 메시지 완료 헤더(CPLH)

(f) 판독 및 메시지 완료 데이터(CP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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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혁신적인 플로우 제어의 EGIO 구현에서 측정 단위는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FCC)이다. 단지 하나

의 구현에 따르면,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는 데이터에 대해 16 바이트이다. 헤더에 대해,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의 단위는 하

나의 헤더이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독립적인 플로우 제어는 각 가상 채널에 대해 유지된다. 따라서, 분리된 크레디트

의 지시자는 VC별 기반으로 이전 타입의 패킷 정보 각각(상기 지정한 (a)-(f))에 대한 트랜잭션 레이어(202)내의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에 의해 유지되고 추적된다.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패킷의 송신은 이하에 따라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를

소비한다.

- 메모리/IO/구성 판독 요구 : 1NPH 단위

- 메모리 기록 요구: 1PH + nPD 단위(여기에서 n은 데이터 페이로드의 크기, 예를 들면 플로우 제어 단위 크기(예를 들

면, 16바이트)에 의해 나누어진 데이터의 길이와 연관됨)

- IO/구성 기록 요구 : 1NPH + 1NPD

- 메시지 요구 : 적어도 1PH 및/또는 1NPH 단위(들)에서의 메시지에 좌우됨.

- 데이터를 가지는 완료: 1CPLH + nCPLD 단위(n은 플로우 제어 데이터 단위 크기, 예를 들면 16바이트에 의해 나누어진

데이터의 크기에 관련됨)

- 데이터가 없는 완료: 1CPLH

추적되는 각 타입의 정보에 대해, 각각이 8비트의 폭을 가지고, 소비된 크레디트(송신기에서), 크레디트 한계(송신기에서)

및 할당된 크레디트(수신기에서)를 모니터링하는 3개의 개념적인 레지스터들이 있다. 크레디트 소비 레지스터는 초기화

이후에 소비되는 플로우 제어 단위의 전체 계수, 예를 들면 모듈러-256의 카운트를 포함한다.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의 아

키텍쳐 요소를 도입했으므로, 초기화 및 동작의 방법 예가 도 6을 참조하여 제공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단지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EGIO 아키테쳐의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의 동작의 방법 예의 플로우 차트이

다. 도 6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방법은 블록(602)로 시작하여, 적어도 초기 가상 채널과 연관되어 여기에 설명되는 플

로우 제어 메커니즘이 하드웨어 초기화 또는 리셋시 초기화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VC0(예를 들면, 전체 통신을 위

한 디폴트 가상 채널)와 연관된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은 EGIO 요소의 EGIO 인터페이스(106)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

가 초기화될 때 초기화된다.

블록 604에서, 트랜잭션 레이어(202)의 플로우 제어 메카니즘은 하나 이상의 플로우 제어 레지스터의 파라미터를 업데이

트한다. 즉, 초기화시, 크레디트 소비된 레지스터는 모두 제로로 설정되고, 트랜잭션 레이어가 전송 정보를 데이터 링크 레

이어에 전송함에 따라 증분된다. 증분의 크기는 전송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 소비되는 크레디트의 개수와 연관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최대 카운트(예를 들면, 모두 1)가 도달되거나 초과된 경우, 카운터가 제로로 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미확인된 8비트 모듈로 연산은 카운터를 유지하는데 이용된다.

송신기에 유지되는 크레디트 제한 레지스터는 소비될 수 있는 플로우 제어의 최대 개수에 대한 한계를 포함한다. 인터페이

스 초기화시(예를 들면, 시동, 리셋 등), 크레디트 제한 레지스터는 모두 제로로 설정되고, 메시지 수신시 플로우 제어 업데

이트 메시지에 표시된 값을 반영하도록 후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레지스터에 할당되고 수신기에 유지된 크레디트는 초기화 이래 송신기에 부여된 크레디트의 전체 개수의 카운트를 유지한

다. 카운트는 초기에 버퍼 크기 및 수신기의 할당 정책에 따라 설정된다. 이 값은 플로우 제어 업데이트 메시지내에 포함된

다.

블록(606)에서, EGIO 인터페이스(106)는 추가 가상 채널이 필요한 지, 즉 디폴트 VC0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다

면, 그러한 추가 VC가 확립됨에 따라, 트랜잭션 레이어는 그러한 VC와 연관된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을 초기화하고, 따라

서 블록(608)에서 플로우 제어 레지스터(들)를 업데이트한다.

상기와 같이, 가상 채널과 연관된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을 초기화할 때, 수신기 트랜잭션 레이어가 그 수신 버퍼로부터 처

리된 정보를 제거함에 따라 그 값이 증분된다. 증분의 크기는 가용하게 되는 공간의 크기와 연관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

르면, 수신기는 통상 이하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할당된 크레디트를 초기에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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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1플로우 제어 단위(FCU)

- PD: 장치의 최대 페이로드 크기의 가능한 가장 큰 설정과 동일한 FCU

- NPH: 1 FCU

- NPD: 장치의 최대 페이로드 크기의 가능한 가장 큰 설정에 동일한 FCU

- 스위치 장치 - CPLH: 1FCU

- 스위치 장치 - CPLD:장치의 최대 페이로드 크기의 가능한 가장 큰 설정, 또는 가장 큰 판독 요구와 동일한 FCU 장치는

더 작은 하나를 생성한다.

- 루트 및 엔드-포인트 장치 - CPLH 또는 CPLD: 255FCU(모두 1), 송신기에 의해 무한대로 간주되는 값으로서, 엑제되

지 않는다.

그러한 구현에 따르면, 수신기는 임의의 메시지 타입에 대해 127 FCU보다 크게 크레디트 할당된 레지스터 값을 설정하지

않는다.

다른 구현에 따르면, 상기 카운터 방법을 이용하여 크레디트 할당된 레지스터를 유지하기보다는, 수신기(또는 송신기)는

다음 등식에 따라 가용한 크레디트를 동적하게 계산할 수 있다.

<식 7> C_A=(가장 최근에 수신된 송신의 크레디트 단위 번호)+(가용한 수신 버퍼 공간)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송신기는 송신기가 활용할 각 가상 채널에 대한 개념적 레지스터(소비된 크레디트, 크레디트 제한)

를 구현한다. 마찬가지로, 수신기는 수신기에 의해 지원되는 각 가상 채널에 대한 개념적 레지스터(할당된 크레디트)를 구

현한다. 일단 플로우 제어 레지스터(들)가 적절한 VC에 대해 확립되면, EGIO 인터페이스(106)는 프로세스가 블록(610)으

로 계속됨에 따라 EGIO 통신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블록(610)에서, 송신기의 EGIO 인터페이스(106)는 VC에 따른 송신을 위한 데이터그램을 수신한다. 블록(612)에서, 수신

된 데이터그램의 송신 이전에, EGIO 링크에 걸쳐 데이터그램을 송신하는 EGIO 요소의 트랜잭션 레이어(202)의 플로우 제

어 메커니즘은 그러한 송신이 수신기에서 오버플로우 조건으로 결론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하나의 구현

예에 따르면, 트랜잭션 레이어(202)의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은 이러한 결정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크레디트 가용한 레지

스터 및 데이터그램의 송신에 의해 소비되는 크레디트의 개수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정보의 송신을 혁신적으로 금지하고 따라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수신하는 경우, 크레디트 소비된 카운트 플러스 송신될 데

이터와 연관된 크레디트 단위의 개수가 크레디트 제한값, 즉 수학식 8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 송신기는 정보 타입을

송신하도록 허용된다.

<식 8> Cred_Req=(Cred_Consumed + <Info_cred>)mod 2[필드 크기]

여기에서, 필드 크기는 PH, NPH, CLPH에 대해서는 8이고, PD, NPD 및 CPLD에 대해서는 12이다. 송신기가 무제한이 아

닌 크레디트(즉, <255 FCU)를 나타내는 완료(CPL)에 대한 플로우 제어 정보를 수신한 경우, 송신기는 가용한 크레디트에

따라 완료를 억제한다. 크레디트 이용 및 복귀를 설명하는 경우,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의 정보가 크레드트내에서 혼합되

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크레디트 사용 및 복귀를 설명하는 경우, 하나의 트랜잭션으로부터의 헤더 및 데이터 정보는 하나

의 크레디트내에서 결코 혼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부 패킷이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들)의 부족에 의해 송신으로부터

차단된 경우, 어느 타입의 패킷이 "정체된(stalled)" 패킷을 바이패스하도록 허용되는 지를 결정할 때, 송신기는 순서화 규

칙(상기)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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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612)에서,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이 수신기가 데이터 그램을 수신할 적절한 버퍼 공간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은 송신기의 플로우 제어 레지스터(들)가 블록(614)에서 그러한 송신을 허용하도록 업데이트

될 때까지, 연관된 가상 채널에 따라 송신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이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

는 바와 같이, 업데이트는 플로우 제어 업데이트 메시지를 통해 수신된다.

블록(612)에서, 데이터그램의 송신이 수신기에서 결과적으로 오버플로우 조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플로우 제어 메

커니즘이 결론을 내리면, EGIO 인터페이스(106)는 블록(616)에서 데이터그램을 송신하도록 진행한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데이터그램의 송신은 트랜잭션 레이어(202),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 및/또는 물리적 레이어(206)에서 처리 단계

(예를 들면, 헤더, 데이터 무결성 정보의 추가 등)와 관련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가상 채널을 통한 데이터그램의 수신에 응답하여, 수신기의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은 플로우 제어

업데이트를 발행한다. 그러한 업데이트는 승인 패킷 등에서 헤더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플로우 제어 크레디트의 복귀는 트랜잭션이 시스템 가시성을 완료했거나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메모리 기록 요구 의미론을 이용한 메시지 시그널링된 인터럽트(MSI)는 임의의 다른 메모리 기록과 같이 다루어

진다. 후속 FC 업데이트 메시지(수신기로부터의)가 처음에 나타난 것보다 낮은 크레디트_한계 값을 나타내는 경우, 송신

기는 새로운 하한을 우대하고, 메시지 에러를 제공한다.

여기에 설명된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에 따르면, 수신기가 수신기에 대한 크레디트에 할당된 것(할당된 크레디트를 초과함)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는 위반하는 송신기에 수신기 오버플로우 에러를 나타내고, 오버플로우를 유발

하는 패킷에 대해 데이터 링크 레벨 재시도 요구를 개시한다.

블록(618)에서, 플로우 제어 업데이트 정보의 수신시, 송신기의 특정 가상 채널과 연관된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은 플로우

제어 레지스터(들)를 업데이트하여, 후속 플로우 제어를 용이하게 한다.

아키텍쳐 요소 및 동작 세부 사항 예를 상기 도입했지만, 플로우 제어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예가 제공된다. 하나

의 실시예에 따르면, 플로우 제어 정보는 플로우 제어 패킷을 이용하여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에서 통신된다.

플로우 제어 패킷(FCP)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상기 레지스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플로우 제어 정보는 플로우 제어 패킷(FCP)을 이용하여 장치

들 사이에서 통신된다. 플로우 제어 패킷의 예는 도 9를 참조하여 그래픽으로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플로우

제어 패킷(900)은 각 VC에 대한 수신 트랜잭션 레이어의 플로우 제어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6개의 크레디트 레지스터의

상태에 관해 특정 가상 채널에 대한 2개의 DW 헤더 포맷 및 운반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사상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도 9에 예시된 바와 같이, 2가지 타입의 FCP, 즉 초기 FCP 및 업데이트 FCP가

존재한다.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초기 FCP(902)는 트랜잭션 레이어의 초기화시 발행된다. 트랜잭션 레이어의 초기화에

이어서, 업데이트 FCP(904)는 레지스터 내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용된다.

정상 동작 동안의 초기 FCP(902)의 수신은 로컬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의 리셋 및 초기 FCP(902)의 송신을 유발한다. 초

기 FCP(902)의 컨텐츠는 각 PH, PD, NPH, NPD, CPHL, CPHD 및 채널 ID(예를 들면, FC 정보가 적용되는 것과 연관된

가상 채널)에 대한 광고된 크레디트의 적어도 서브세트를 포함한다.

업데이트 FCP(904)의 포맷은 초기 FCP(902)와 유사하다. 유의할 점은, FC 헤더가 길이 필드 공통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

헤더 포맷을 포함하지 않을 지라도, 이러한 패킷에 연관된 추가 DW 데이터가 전혀 없으므로 패킷의 크기는 명백하다.

에러 포워딩

종래 에러 포워딩 메커니즘과는 달리, EGIO 아키텍쳐는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이유들 중 임의의 것에 대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서 식별된 데이터그램(들)에 부착된 테일러 정보에 의존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트랜잭션 레이

어(202)는 예를 들면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CRC) 에러 제어 등과 같은 주지된 다수의 에러 검출 기술 중 임의의 하나를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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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에러 포워딩 특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EGIO 아키텍쳐는 "테일러"를 이용하는데, 이는 주지된 불

량 데이터를 운반하는 TLP에 부착된다. 에러 포워딩을 테일러링하는 경우에 예들은 이하를 포함하여 이용된다.

· 예 #1: 메인 메모리로부터의 판독은 정정불가능한 ECC 에러에 직면한다.

· 예 #2: 메인 메모리로의 PCI 기록에 대한 패리티 에러.

· 예 #3: 내부 데이터 버퍼 또는 캐시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에러.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에러 포워딩은 판독 완료 데이터 또는 기록 데이터에만 이용된다. 즉, 에러 포워딩은 에러가 데이

터 그램에 연관된 관리적 오버헤드에서 발생하는 경우, 즉 헤더 에러(예를 들면, 요구 페이즈, 어드레스/명령 등)의 경우에

채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헤더 에러를 가지고 있는 요구/완료는 진정한 목적지가 식별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포워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에러 포워딩은 예를 들면 데이터 손상, 시스템 고장 등과 같은 직접적 또는

측면적 영향을 발휘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르면, 에러 포워딩은 시스템을 통한 에러의 전파, 시스템 진단에 이용된다. 에

러 포워딩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를 활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테일러로 종료되는 TLP는 TLP 에러 검출 메커니즘

(예를 들면,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CRC)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EGIO 링크(112) 상에 송신 에러가 있는 경우에

만 재시도될 것이다. 그러므로, 테일러는 결국 요구의 발원자가 그것을 재발행하거나 (상기의 트랜잭션 레이어에서)또는

일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유발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모든 EGIO 수신기(예를 들면, EGIO 인터페이스(106) 내에 배치됨)는 테일러로 종료되는

TLP를 처리할 수 있다. 송신기에 테일러를 부가하기 위한 지원은 선택적이다(따라서, 레거시 장치와 양립가능하다). 스위

치(108)는 테일러를 나머지 TLP를 따라 라우팅한다. 피어 라우팅 지원을 가지는 호스트 브리지(104)는 나머지 TLP를 따

라 테일러를 라우팅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에러 포워딩은 통상 기록 요구(포스팅되거나 포스팅되지 않

은) 또는 판독 완료내의 데이터에 적용한다. 나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송신기에 알려진 TLP는 테일러로 종료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테일러는 바이트[7:5]가 모두 제로(예를 들면, 000) 및 비트[4:1]가 모두 1이고 나머지 모든 비

트는 예비인 2개의 DW로 구성된다. EGIO 수신기는 테일러 손상으로 종료되는 TLP 내의 모든 데이터를 고려한다. 에러

포워딩을 적용하는 경우, 수신기는 표시된 TLP로부터의 모든 데이터가 나쁜("중독된") 것으로 태그되도록 한다. 트랜잭션

레이어 내에서, 파서(parser)는 전체 TLP의 마지막까지 파싱하고 다음 데이터를 즉시 체크하여 데이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도 2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는 트랜잭션 레이어(202) 및 물리적 레이어(206) 사이의 중간 단

계로서 작용한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의 주된 기능은 EGIO 링크(112)를 통해 2개의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트랜잭션

레이어 패킷(TLP)을 교환하기 위한 신뢰가능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의 송신측은 트랜잭

션 레이어(202)에 의해 조립되는 TLP를 수신하고, 패킷 시퀀스 식별자(예를 들면, 식별 번호)를 적용하며, 에러 정정 코드

(예를 들면, CRC 코드)를 계산하여 적용하고, EGIO 링크(112)의 대역폭 내에서 확립된 선택 하나 이상의 가상 채널을 통

한 송신을 위해 변형된 TLP를 물리적 레이어(206)에 제출한다.

수신하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는 수신된 TLP의 무결성을 체크하고(예를 들면, CRC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등) 장치 코

어에 포워딩하기 전에 해체를 위해 무결성 체크가 긍정적이었던 이들 TLP를 트랜잭션 레이어(204)에 제출하는 기능을 담

당한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교환, 에러 검출 및 재시도, 초기화 및 전

력 관리 서비스, 데이터 링크 상호-통신 서비스를 통상 포함한다. 상기 각 카테고리 하에서 제공되는 각 서비스들은 이하

와 같이 열거될 수 있다.

데이터 교환 서비스

- 송신 트랜잭션 레이어로부터의 송신을 위한 TLP 수락

ⅰ. 물리적 레이어로부터 링크를 통해 수신된 TLP를 수락하고 이들을 수신 트랜잭션 레이어에 운반한다.

에러 검출 및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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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P 시퀀스 번호 및 CRC 생성

-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에 대한 송신된 TLP 저장

- 데이터 무결성 체크

- 승인 및 재시도 DLLP

- 에러 보고 및 로깅 메커니즘을 위한 에러 표시

ⅰ. 링크 승인 타임아웃 타이머

초기화 및 전력 관리 서비스

- 링크 상태를 추적하고 활성/리셋/분리 상태를 트랜잭션 레이어에 운반한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 상호통신 서비스

- 에러 검출 및 재시도를 포함하는 링크 관리 기능에 이용됨

- 2개의 직접 접속된 컴포넌트들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 사이에서 전달됨

- 트랜잭션 레이어에 노출되지 않음

EGIO 인터페이스(106) 내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는 트랜잭션 레이어(202)로의 가변하는 지연시

간을 가지는 정보 통로로서 나타난다. 송신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부여되는 모든 정보는 나중에 수신 데이터 링크 레이어

의 출력에서 나타난다. 지연시간은 파이프라인 지연시간, 링크(112)의 폭 및 동작 주파수, 매체를 통한 통신 신호의 송신

및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에 의해 야기된 지연을 포함하는 다수의 인자에 좌우된다. 지연으로 인해, 송신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송신 트랜잭션 레이어(202)에 후방 압력(backpressure)을 인가할 수 있고, 수신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유효 정

보의 존재 또는 부재를 수신 트랜잭션 레이어(202)에 통신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는 EGIO 링크(112)의 상태를 추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DLL(204)은 트

랜잭션(202) 및 물리적 레이어(206)와 링크 상태를 통신하고, 물리적 레이어(206)를 통해 링크 관리를 수행한다.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링크 제어 및 관리 상태 머신을 포함하여, 그러한 관리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 예는

도 11을 참조하여 그래픽으로 예시되어 있다. 도 11의 구현 예에 따르면, 링크 제어 및 관리 상태 머신의 상태(1100)는 이

하와 같이 정의된다.

DLL 링크 상태의 예

· LinkDown(LD) - 링크를 보고하는 물리적 레이어는 비동작 상태이거나 포트가 접속되지 않는다.

· LinkInit(LI) - 링크를 보고하는 물리적 레이어는 동작상태이거나 초기화되고 있다.

· LinkActive(LA) - 정상 동작 모드

· LinkActDefer(LAD) - 손상된 동작 모드, 재개하려고 시도하는 물리적 레이어.

상태별 대응하는 관리 규칙

· LinkDown(LD)

컴포넌트 리셋으로 이어지는 초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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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로의 엔트리에 대해,

- 모든 데이터 링크 레이어 상태 정보를 디폴트 값으로 리셋

LD에 있는 동안,

- TLP 정보를 트랜잭션 또는 물리적 레이어와 교환하지 않는다

- DLLP 정보를 물리적 레이어와 교환하지 않는다

- DLLP를 생성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다음 조건이면 LI를 나간다

- 링크가 SW에 의해 비활성화되는 트랜잭션 레이어로부터의 표시

· LinkInit(LI)

LI에 있는 동안,

- 트랜잭션 또는 물리적 레이어와 TLP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 물리적 레이어와 DLLP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 DLLP를 생성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에 LA가 나온다

- 링크 트레이닝이 성공했다는 물리적 레이어로부터의 표시

다음 경우에 LD를 나온다

- 링크 트레이닝이 실패했다는 물리적 레이어로부터의 표시

· LinkActive(LA)

LinkActive 동안에,

- TLP 정보를 트랜잭션 및 물리적 레이어와 교환한다.

- DLLP 정보를 물리적 레이어와 교환한다.

- DLLP를 생성하고 수락한다.

다음 경우에 LinkActDefer를 나온다.

- 링크 재트레이닝이 요구되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 관리 메커니즘으로부터의 표시, 또는 물리적 레이어가 재트레

이닝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는 경우.

· LinkActDefer(LAD)

LinkActDefer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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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P 정보를 트랜잭션 또는 물리적 레이어와 교환하지 않는다.

- DLLP 정보를 물리적 레이어와 교환하지 않는다.

- DLLP를 생성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에 LinkActive로 나온다.

- 재트레이닝이 성공적이었다는 물리적 레이어로부터의 표시.

다음 경우에 LinkDown으로 나온다.

- 재트레이닝이 실패했다는 물리적 레이어로부터의 통지.

데이터 무결성 관리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패킷(DLLP)은 EGIO 링크 데이터 무결성 메커니즘을 지원하는데 이용된

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구현에 따르면, EGIO 아키텍쳐는 이하의 DLLP를 제공하여 링크 데이터 무결성 관리를 지원

한다.

· Ack DLLP: TLP 시퀀스 번호 승인-TLP의 일부 숫자의 성공적인 수신을 나타내는데 이용됨.

· NakDLLP: TLP 시퀀스 번호 부정 승인 -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를 나타낸데 이용됨.

· Ack Timeout DLLP: 최근에 송신된 시퀀스 번호를 나타냄 - 일부 형태의 TLP 손실을 검출하는데 이용됨.

상기 도입된 바와 같이, 트랜잭션 레이어(202)는 TLP 경계 정보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에 제공하여, DLL(204)가 시

퀀스 번호 및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CRC) 에러 검출을 TLP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수신 데이

터 링크 레이어는 시퀀스 번호, CRC 코드 및 수신 물리적 레이어로부터의 임의의 에러 표시를 체크함으로써 수신된 TLP

를 유효화한다. TLP의 에러의 경우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는 복구(recovery)에 이용된다. CRC를 이용하여 도시

하였지만,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예를 들면 데이터그램의 컨텐츠의 해시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에러 정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CRC, 시퀀스 번호 및 재시도 관리(송신기)

TLP CRC 및 시퀀스 번호를 결정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를 지원하는데 이용되는 메커니즘은 개념적인 "카운터"

및 "플래그"의 측면에서 이하와 같이 기술된다.

CRC 및 시퀀스 번호 규칙(송신기)

· 다음 8비트 카운터가 이용된다.

* TRANS_SEQ - 송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TLP에 적용된 시퀀스 번호를 저장한다.

- LinkDown 상태에서 모두 '0'으로 설정한다.

- 각 TLP가 송신된 후에 1씩 증분한다.

- 모두 '1'에서, 증분이 모두 '0'으로 롤-오버할 때,

- Nak DLLP의 수신은 값이 Nak DLLP에 지시된 시퀀스 번호로 다시 설정되도록 한다.

* ACKD_SEQ - 가장 최근에 수신된 링크에서 승인된 시퀀스 번호를 링크 승인 DLLP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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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Down 상태에서 모두 '1'로 설정한다.

· 각 TLP는 8비트 시퀀스 번호가 할당된다.

* 카운터 TRANS_SEQ는 이 번호를 저장한다.

* TRANS_SEQ가 (ACK_SEQ-1) 모듈로 256과 동일한 경우, 송신기는 통상적으로 조건(TRANS_SEQ==ACKD_SEQ-1)

모듈로 256이 더 이상 참이 아니도록 Ack DLLP가 ACKD_SEQ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다른 TLP를 송신하지 않는다.

· TRANS_SEQ는 이하에 의해 TLP에 적용된다.

* 단일 바이트 값을 TLP에 프리펜딩함.

* 단일 예비 바이트를 TLP에 프리펜딩함.

· 32b CRC는 다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TLP에 대해 계산되어, TLP의 엔드에 추가된다.

* 사용되는 다항식은 0x04C11DB7이다.

- 이더넷에 의해 이용되는 것과 동일한 CRC-32.

* 계산을 위한 절차는,

1) CRC-32 계산의 초기값은 24개의 '0'를 시퀀스 번호에 프리펜딩함으로써 형성되는 DW이다.

2) CRC 계산은 헤더의 바이트 0을 포함하는 DW로부터 TLP의 최종 DW까지 순서대로 트랜잭션 레이어로부터의 각 TLP

의 DW를 이용하여 계속된다.

3) 계산에서 비트 시퀀스가 보충되고, 결과는 TLP CRC이다.

4) CRC DW는 TLP의 엔드(end)에 부착된다.

· 송신된 TLP의 복사본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 버퍼에 전형적으로 저장된다.

· Ack DLLP가 다른 장치로부터 수신된 때,

* ACKD_SEQ는 DLLP에 지정된 값으로 로딩된다.

* 재시도 버퍼는 다음 범위에서 시퀀스 번호를 가지는 TLPs가 제거된다.

- ACKD_SEQ + 1의 이전값으로부터

- ACKD_SEQ의 새로운 값까지

· Nak DLLP가 링크 상의 다른 컴포넌트로부터 수신된 때,

* TLP가 물리적 레이어에 현재 전달되면, 전달은 이러한 TLP의 전달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 추가 TLP는 다음 단계들이 완료될 때까지 트랜잭션 레이어로부터 취출되지 않는다.

* 재시도 버퍼는 다음 범위내의 시퀀스 번호를 가지는 TLP가 제거된다.

- ACKD_SEQ+1의 이전값

등록특허 10-0647161

- 32 -



- Nak DLLP의 Nak Sequence Number 필드에 지정된 값

* 재시도 버퍼의 모든 나머지 TLPs는 원래 순서대로의 재송신을 위해 물리적 레이어에 다시 제공된다.

- 유의할 점; 이것은 범위내의 시퀀스 번호를 가지는 모든 TLP를 포함한다.

* Nak DLLP +1의 Nak Sequence Number 필드에 지정된 값

* TRANS_SEQ-1의 값

- 재시도 버퍼에 잔여 TLP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Nak DLLP는 에러이다.

* 에러상태의 Nak DLLP는 통상적으로 에러 추적 및 로깅 섹션에 따라 보고된다.

* 송신기에 의해 추가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CRC 및 시퀀스 번호(수신기)

마찬가지로, TLP CRC 및 시퀀스 번호를 체크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재시도를 지원하는데 이용되는 메커니즘이 개념적

인 "카운터" 및 "플래그"의 관점에서 이하와 같이 기재된다.

· 다음 8비트 카운터가 이용된다.

* NEXT_RCV_SEQ - 다음 TLP에 대한 예상 시퀀스 번호를 저장한다.

- LinkDown 상태에서 모두 '0'으로 설정한다.

- 수락된 각 TLP에 대해, 또는 DLLR_IN_PROGRESS 플래그(이하에 설명됨)가 TLP를 수락함으로써 클리어링될 때 1씩

증분한다.

· 링크 레이어 DLLP가 수신되고 DLLR_IN_PROGRESS 플래그가 클리어될 때마다 값(Trans. Seq.Num+1)으로 로딩됨.

*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시퀀스 번호 동기화의 손실은 NEXT_RCV_SEQ가 수신된 TLP 또는 Ack 타임아웃 DLLP에 의

해 지정된 값과 다른 경우에 지시된다. 이 경우에,

· DLLR_IN_PROGRESS 플래그가 설정되면,

* DLLR_IN_PROGRESS 플래그를 리셋한다.

* "잘못된 DLLR DLLP" 에러를 에러 로깅/트래킹에 시그널링한다.

* 유의할 점: 이것은 DLLR DLLP(Nak)가 에러 상태에서 전송되었다는 것을 지시한다.

· DLLR_IN_PROGRESS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 DLLR_IN_PROGRESS 플래그를 설정하고 Nak DLLP를 개시한다.

* 유의할 점: 이것은 TLP가 손실되었다는 것을 지시한다.

· 다음 3비트 카운터가 이용된다.

* DLLRR_COUNT - 특정 기간 동안에 발행된 DLLR DLLP의 회수를 카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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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Down 상태에서 b'000으로 설정한다.

· 발행된 각 Nak DLLP에 대해 1만큼 증분된다.

· 카운트가 b'100에 도달한 때,

* 링크 제어 상태 머신은 LinkActive에서 LinkActDefer로 이동한다.

* DLLRR_COUNT는 b'000으로 리셋된다.

· DLLRR_COUNT가 b'000이 아니면, 매 256 심볼 시간마다 1만큼 감분한다.

* 즉, b'000에서 포화된다.

· 다음 플래그가 이용된다.

* DLLR_IN_PROGRESS

· 설정/클리어 조건들이 이하에 설명된다.

· DLLR_IN_PROGRESS가 설정된 때, 모든 수신된 TLP가 거절된다(DLLR DLLP에 의해 지시된 TLP가 수신될 때까지).

· DLLR_IN_PROGRESS가 클리어된 때, 수신된 TLP는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체크된다.

· 수락되는 TLP에 대해, 전형적으로 다음 조건들이 참이어야 한다.

* 수신된 TLP 시퀀스 번호가 NEXT_RCV_SEQ와 동일하다.

* 물리적 레이어는 TLP의 수신시 어떠한 에러도 지시하지 않았다.

* TLP CRC 체크는 에러를 나타내지 않는다.

· TLP가 수락된 때,

* TLP의 트랜잭션 레이어 부분이 수신 트랜잭션 레이어에 포워딩된다.

* 설정되면, DLLR_IN_PROGRESS 플래그가 클리어링된다.

* NEXT_RCV_SEQ가 증분된다.

· TLP가 수락되지 않은 때,

* DLLR_IN_PROGRESS 플래그가 설정된다.

* Nak DLLP가 보내진다.

· Ack/Nack 시퀀스 번호 필드는 통상적으로 값(NEXT_RCV_SEQ-1)을 포함한다.

· Nak 타입(NT) 필드는 통상 Nak의 원인을 지시한다.

* b'00 - 물리적 레이어에 의해 식별된 에러의 수신.

* b'01 - TLP CRC 체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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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0 - 시퀀스 번호 부정확.

* b'11 - 물리적 레이어에 의해 식별된 프레이밍 에러.

· 전형적으로, 수신기는 컴포넌트의 포트로부터 측정되는, TLP에 대한 CRC의 수신으로부터 Nak의 송신까지의 시간이

1023 심볼 시간을 초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유의할 점 : NEXT_RCV_SEQ는 증분되지 않는다.

· 전형적으로, 수신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512 심볼 시간 이내에 Nak DLLP에 이어 예상된 TLP를 수신하지 못한다면,

Nak DLLP가 반복된다.

* 4번의 시도 이후에, 예상된 TLP가 여전히 수신되지 않았다면, 수신기는,

· LinkActDefer 상태에 들어가고 물리적 레이어에 의한 링크 재트레이닝을 개시한다.

· 에러 추적 및 로깅에 주요 에러의 발생을 지시한다.

· 전형적으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 승인 DLLP는 다음 조건이 참일 때 송신된다.

* 데이터 링크 제어 및 관리 상태 머신은 LinkActive 상태이다.

* TLP가 수락되었지만, 여전히 승인 DLLP를 전송함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

* 최종 승인 DLLP 이래로 512 이상의 심볼 시간들이 지나갔다.

· 데이터 링크 레이어 승인 DLLPs가 요구된 것보다 더 자주 송신될 수 있다.

· 데이터 링크 레이어 승인 DLLPs는 Ack 시퀀스 번호 필드에 값(NEXT_RCV_SEQ-1)을 지정한다.

Ack 타임아웃 메커니즘

TLP가 링크(112) 상에서 손상되어 수신기가 TLP의 존재를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TLP 시퀀스 번호가 수신

기에서 예상된 시퀀스 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하의 TLP가 송신된 때 손실된 TLP가 검출될 것이다. 그러나, 송신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는 일반적으로 송신 트랜스포트 레이어로부터 자신에게 제공되는 다음 TLP에 대한 시간을 바운

딩(bounding)할 수 없다. Ack 타임아웃 메커니즘은 수신기가 손실된 TLP를 검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송신기가 바운딩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ck 타임아웃 메커니즘 규칙

· 송신 재시도 버퍼가 Ack DLLP가 전혀 수신되지 않은 TLP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리고 1024 심볼 시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TLP 또는 링크 DLLP도 송신되지 않았으면, Ack 타임아웃 DLLP가 통상적으로 송신된다.

· Ack 타임아웃 DLLP의 송신에 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승인 DLLP가 링크의 타측의 컴포넌트로부터 수신될 때까지

통상 어떠한 TLP도 송신을 위해 물리적 레이어에 전달하지 않는다.

* 1023 심볼 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승인 DLLP도 수신되지 않는다면, Ack 타임아웃 DLLP는, 승인 DLLP

의 수신없이, Ack 타임아웃 DLLP의 4번 연속 송신 이후에, 1024 심볼 시간으로 다시 재송신되고, LinkActDefer 상태로

들어가고, 물리적 레이어에 의한 링크 재트레이닝의 개시된다.

· 에러 추적 및 로깅에서 주요 에러의 발생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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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의 데이터 무결성 메커니즘의 구조적 및 프로토콜 요소를 도입했고, 도 7를 참조하면, 데이

터 무결성 메커니즘의 구현예가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제공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EGIO 아키텍쳐 내의 데이터 무결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 예의 플로우 차트

이다. 도 7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방법은 블록(702)으로 시작하는데, 역시서, 데이터그램은 EGIO 요소의 EGIO 인터

페이스(106)에서 가상 채널을 통해 수신된다. 상기 제공된 바와 같이, 데이터그램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로의 프로모

션 이전에 물리적 링크 레이어(206)를 통해 수신된다. 특정 실시예에 따르면, 물리적 레이어(206)는 수신된 데이터그램은

패킷 프레이밍 요구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그러한 프레이밍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데이터그램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의 데이터 무결성 메커니즘으로의 프로모션 또는 그에 의한 분석없이 폐기된

다. 프레이밍이 확인되면, 물리적 레이어는 데이터그램으로부터 프레이밍 경계들을 벗겨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패킷을

노출시키는데, 이 패킷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프로모팅된다.

블록(704)에서, 물리적 레이어(206)로부터의 데이터그램의 수신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 패킷의 무결성은 데이터 링크 레

이어(204) 내에서 확인된다. 상기 제공된 바와 같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의 데이터 무결성 메커니즘은 시퀀스 번호,

CRC 정보 등 중 하나 이상을 채용하여, 특히 TLLP를 포함하는 DLLP 내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블록(704)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가 수신된 DLLP의 무결성의 흠을 식별하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는 상기 설

명한 에러 처리 메커니즘의 인스턴스를 유발한다.

블록(704)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204)는 수신된 DLLP의 무결성을 확인하면, 수신된 DLLP의 적어도 서브세트가 블록

(708)에서 트랜잭션 레이어(202)에 프로모팅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특정 정보(예를 들면, 헤

더, 푸터(footer) 등)가 벗겨져 TLLP를 노출시키는데, TLLP는 추가 처리를 위해 트랜잭션 레이어에 전달된다.

물리적 레이어(206)

계속해서 도 2를 참조하면, 물리적 레이어(206)가 제공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물리적 레이어(206)는 트랜잭션

(202)과 데이터 링크(204) 레이어들을 링크 데이터 상호교환에 이용되는 시그널링 기술로부터 분리한다. 도 2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물리적 레이어는 논리적(208) 및 물리적(210) 기능 서브-블럭들로 분할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논리적 서브 블록(208)은 물리적 레이어(206)의 "디지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리적 서브 블록(204)은 2개의 주요 분할, 즉 물리적 서브 블록(210)에 의한 송신을 위한 유출 정보를 준비하는 송신 섹

션 및 수신된 정보를 링크 레이어(204)에 전달하기 전에 수신된 정보를 식별하고 준비하는 수신기 섹션을 가지고 있다. 논

리적 서브 블록(208) 및 물리적 서브 블록(210)은 상태 및 제어 레지스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포트 상태를 조정한다. 물리

적 레이어(206)의 제어 및 관리 기능들은 논리적 서브 블록(208)에 의해 지시된다.

하나의 구현예에 따르면, EGIO 아키텍쳐는 8b/10b 송신 코드를 채용한다. 이러한 구성을 이용하면, 8비트 문자는 4비트

그룹 및 6비트 코드 그룹으로 각각 매핑되는 3비트 및 5비트로서 처리된다. 이들 코드 그룹들은 10비트 심볼을 형성하도

록 연결된다. EGIO 아키텍쳐에 의해 이용되는 8b/10b 인코딩 구성을 나타내는데 이용되는 데이터 심볼과 다른 특별 심볼

을 제공한다. 이들 특별 심볼은 이하의 다양한 링크 관리 메커니즘에 이용된다. 특별 심볼은 다른 특별 심볼을 이용하여

DLLPs 및 TLPs를 프레이밍하는데 이용되어, 이들 2가지 타입의 패킷들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구별될 수 있게 해준다.

물리적 서브-블록(210)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포함한다. 송신기에는 링크(112) 상에 직렬화하여 송신할 심볼이 논리적 서

브 블록(208)에 의해 공급된다. 수신기에는 링크(112)로부터 직렬화된 심볼들이 공급된다. 수신기는 유입 직렬 스트림으

로부터 복원되는 심볼 클럭과 함께, 수신된 신호를 직렬화-해제되어 논리적 서브 블록(208)에 공급되는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EGIO 링크(112)는 전기 통신 링크, 광 통신 링크, RF 통신 링크, 적외선 통신 링크,

무선 통신 링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통신 매체 중 임의의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리적 레이어(206)의

물리적 서브-블록(210)을 포함하는 각 송신기(들) 및/또는 수신기(들)는 하나 이상의 상술한 통신 링크에 대해 적절하다.

통신 에이전트 예

도 8은 본 발명의 하나의 구현예에 따라, 본 발명과 연관된 특징들 중 적어도 서브세트를 포함하는 통신 에이전트 예의 블

록도를 예시하고 있다. 도 8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통신 에이전트(800)는 제어 논리(802), EGIO 통신 엔진(804), 데

이터 구조(806)를 위한 메모리 공간 및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808)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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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제어 논리(802)은 EGIO 통신 엔진(604)의 하나 이상의 요소들 각각에 처리 리소스를 제공하

여,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양태를 선택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어 논리(802)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한 상태 머신,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장치, 필드 프로그램가능한 게이트 어레이, 또는 실행된 경우 상기 중 하

나로서 기능하는 제어 논리을 구현하는 컨텐츠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EGIO 통신 엔진(804)은 트랜잭션 레이어 인터페이스(202), 데이터 링크 레이어 인터페이스(204) 및 통신 에이전트(800)

와 EGIO 링크(112)를 논리적 서브 블록(208) 및 물리적 서브 블록(210)을 포함하는 물리적 레이어 인터페이스(206)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EGIO 통신 엔진(804)의 요소는 상기 설명된 것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 8의 예시된 구현예에 따르면, 통신 에이전트(800)는 데이터 구조(806)를 포함한다. 도 10을 참조하여 이하에 더 상세하

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구조(806)는 통신 엔진(804)에 의해 이용되는 메모리 공간, IO 공간, 구성 공간 및 메시지

공간을 포함하여, EGIO 아키텍쳐의 요소들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한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들(808)은 EGIO 통신 프로토콜 및 연관된 관리 기능을 구현하는 통신 엔진

(800)에 의해 선택적으로 유발된 다양한 범위의 어플리케이션들 중 임의의 하나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하나의 구현예

에 따르면, 대역폭 관리자, 플로우 제어 메커니즘, 데이터 무결성 메커니즘 및 레거시 인터럽트에 대한 지원은 EGIO 통신

엔진(804)의 적절한 요소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선택적으로 인보크되는 통신 에이전트(800) 내의 실행가능한 컨텐츠로서

실시된다.

데이터 구조(들) 예

도 10을 참조하면, EGIO 인터페이스(들)에 의해 채용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구조(들)의 그래픽 예시가 본 발명의 하나의

구현에 따라 도시된다. 특히, 도 10의 예시된 구현예를 참조하면, EGIO 아키텍쳐 내에 이용하기 위해 4개의 어드레스 공

간, 즉 구성 공간(1010), IO 공간(1020), 메모리 공간(1030) 및 메시지 공간(1040)이 정의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

공간(1010)은 호스트 장치가 속하는 EGIO 카테고리(예를 들면, 엔드 포인트, 스위치, 루트 컴플렉스 등)를 정의하는 정보

를 포함하는 헤더 필드(1012)를 포함한다. 그러한 각 어드레스 공간은 상기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그 각각의 기능들

을 수행한다.

다른 실시예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EGIO 상호접속 아키텍쳐 및 통신 프로토콜의 하나 이상의 양태들을 구현하는

명령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명령이 저장되는 저장 매체의 블록도이다.

일반적으로, 도 12는 액세스 머신에 의해 실행될 때, 본 발명의 혁신적인 EGIO 인터페이스(106)를 구현하는 적어도 서브

세트를 포함하는 컨텐츠(1202)가 저장된 머신 액세스가능한 매체/장치(1200)를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용되는 바와 같

이, 머신 액세스가능한 매체(1200)는 예를 들면 휘발성 메모리 장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자기 저장 매체, 광 저장 매체,

전파 신호 등과 같은, 본 기술분야에 숙련자들에게 주지된 다수의 그러한 매체 중 임의의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

찬가지로, 실행가능한 명령들은 예를 들면 C++, 비주얼 베이직,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Java, 확장가능한 마

크업 언어(XML) 등과 같은 본 기술분야에 주지된 다수의 소프트웨어 언어 중 하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매

체(1200)는 임의의 호스트 시스템과 함께 배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즉, 매체(1200)는 실행 시스템에 통신가

능하게 결합되어 액세스가능한 원격 서버내에 상주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저장 매체 및 소프트웨어 실시예들이 본 발명

의 사상 및 범주 이내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 12의 소프트웨어 구현은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구조적 특징 및/또는 방법 단계에 특정인 언어로 요약서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었지만, 첨부된 청구

의 범위에 정의된 발명이 반드시 기재된 특정 특징 또는 단계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특정 특

징 및 단계들은 청구된 발명을 구현하는 형태 예로서 개시될 뿐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더 넓은 사상 및 범주로부터 벗어

나지 않고 거기에 다양한 변형 및 변화들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명세서 및 도면들은 제한적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상세한 설명 및 요약서는 소모적이거나 본 발명을 개시된 정확한 형태로 제한하

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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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는 청구의 범위에 이용되는 용어는 본 발명을 명세서에 개시된 특정 실시예로 제한하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오

히려, 본 발명의 범주는 후술하는 청구의 범위에 의해 완전하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의 범위 해석의 확립된 원칙에 따

라 해석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유사한 참조부호가 유사한 요소를 지칭하는 첨부된 도면에, 예로서 예시되어 있을 뿐 제한으로서 예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장비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들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하나 이상의 양태들을 포함하는

전자 장비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그러한 요소들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 장비의 하나 이상의 요소에

의해 채용되는 통신 스택의 예의 그래픽.

도 3은 본 발명의 사상에 따라, 트랜잭션 레이어 데이터그램의 예의 그래픽 예시.

도 4는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라, 전자 장치의 하나 이상의 요소들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가상

채널을 포함하는 통신 링크의 예의 그래픽 예시.

도 5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EGIO 아키텍쳐 내의 등시성 통신 리소스를 제공하는 방법 예의 플로우 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라, EGIO 아키텍쳐내의 플로우 제어를 구현하는 방법 예의 플로우 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라, EGIO 아키텍쳐 내에서 데이터 무결성 특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예의 플로우 차

트.

도 8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양태를 선택적으로 구현하는 통신 에이전트 예의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의 트랜잭션 레이어 내에 이용되는 다양한 패킷 헤더 포맷의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양태를 용이하게 하도록 채용되는 메모리 아키텍쳐 예의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라 링크 상태 머신도 예의 상태도.

도 12는 전자 장치에 의해 액세스될 때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양태를 구현하는 컨텐츠를 포함하는 액세스 가능 매체의 블

록도.

도면

등록특허 10-0647161

- 38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47161

- 39 -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647161

- 40 -



도면5

등록특허 10-0647161

- 41 -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647161

- 42 -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647161

- 43 -



도면10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647161

- 4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대표도 2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7
 도면의 간단한 설명 38
  실시예 38
도면 38
 도면1 39
 도면2 39
 도면3 40
 도면4 40
 도면5 41
 도면6 42
 도면7 42
 도면8 43
 도면9 43
 도면10 44
 도면11 44
 도면12 44
